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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1)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이동시 수평·수직이동거리 및 수직이동횟수가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역사와 승강장을 최단거리로 배치하고 가급적 평면으로 연결한다.
(3) 역 외부에서 승강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역 주변 울타리 등 장애물을 최소
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역 형식별 이동편리성 확보계획
(1) 대합실과 선로가 병렬배치 형태역(지상역)
① 역 이용자가 연계교통시설에서 승강장까지 이동시 열차운행 1개 방향 승강장에 대
해서 수평이동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열차운행 반대방향 승강장으로 접
근 시 접근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연결통로를 계획한다.
가. 대합실에서 열차 운행 반대방향 승강장으로 접근시 지하 또는 지상 연결통로계획은
이용자 편의측면, 사업비 및 역의 입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연결통로와 승강장간 단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그림 1. 대합실과 선로가 병렬배치형태(지하연결통로)

그림 2. 대합실과 선로가 병렬배치형태(선상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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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향후 역 울타리 제거 및 무개찰 통과로 대합실을 거치지 않아도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가. 버스 및 택시정류장 등 연계교통시설과 승강장이 직접 연계 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동선 및 접근시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나. 역 이용자가 많거나, 첨두시 수요집중율이 높은 역의 경우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
하도록 한다.

그림 3. 대합실과 선로가 병렬배치형태
- 역 울타리 제거를 통한 무개찰 통과
➂ 선로가 대합실보다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 지상에 대합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합실 및 연결통로가 지상에서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가. 연계교통시설과 승강장간 이동시 수직이동횟수가 1회가 되도록 한다.
나. 연결통로와 승강장간 단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그림 4. 대합실과 선로가 병렬배치형태
- 대합실과 승강장 연결통로 동일선상 계획
(2) 대합실이 본선 위에 위치한 역(선상역)
① 역 이용자가 연계교통시설에서 승강장까지 이동시 열차운행 1개 방향 승강장에 대
해서 수평이동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열차운행 반대방향 승강장으로 접
근 시 접근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연결통로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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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합실이 본선 위에 위치한 역 - 단차 최소화

그림 6. 대합실이 본선 위에 위치한 역 - 역 양측 연계교통시설 접근
② 대합실과 승강장 이동시 수직이동이 최소화되도록 가급적 접근교통시설이 대합실과
동일선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가. 역 전면부 광장에 여유부지가 확보되고 역 이용자가 많은 경우 접근교통시설을 입체
화하여 접근교통수단을 분리 할 수 있다.
나. 주 연계도로가 역과 수직으로 교차하여 횡단하는 경우 연계도로와 대합실이 직접 연
계되도록 계획 할 수 있다.

그림 7. 대합실이 본선 위에 위치한 역
- 연계교통시설과 대합실 직접 연계계획

KR T-02040
3

③ 접근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라 접근교통시설을 분리 배치한다.
가. 대합실과 직접 연계되는 2층 접근교통시설에는 버스 및 택시 Kiss & Ride 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 기타 시설은 아래 층 공간에 설치한다.
나. 장시간 정차하는 기 종점 버스 및 택시대기시설은 타 교통수단에 지장을 주지 않도
록 아래층 또는 별도의 공간에 연계교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역과 인접하여 보행자 육교가 설치된 경우 2층 대합실과 보행자 육교가 직접 연계
되도록 하여 도보로 접근하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8. 대합실이 본선 위에 위치한 역
- 2층 대합실 직접 접근
(3) 대합실이 본선 아래에 위치(선하역)
① 대합실이 선로 아래에 위치한 선하역으로 계획 시 대합실과 승강장간 높이차 및 이
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가. 본선이 고가구조물의 교량형태로 계획되는 신설철도노선의 경우 노선계획단계에서 1
층 대합실과 본선 간 높이차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단차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나. 대합실의 천장고는 철도역사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일반철도 4.5m, 광역철도
3.5m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림 9. 대합실이 선로 아래에 위치한 역 - 단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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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로 및 승강장이 지하에 위치한 역(지하역)
① 대합실 및 본선이 지하에 위치하고 상부에 주 연계도로가 위치할 경우 역 출입구에
서 승강장간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그림 10. 선로 및 승강장이 지하에 위치하고 주 연계도로가 상부에 위치한 역- 단차 최소화
② 접근교통시설을 본선 상부에 배치할 경우 접근교통시설에서 승강장간 직접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가. 연계교통시설의 정차장은 지하역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최대한 근접시킨다.
나. 연계교통시설에서 승강장간 수평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동선을 단순화 한다.

그림 11. 선로 및 승강장이 지하에 위치한 역- 접근교통시설 본선상부 배치
③ 대합실이 지상부에 위치하고 승강장 및 본선이 지하에 위치할 경우 연계교통시설과
승강장간 높이차 및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그림 12. 선로 및 승강장이 지하에 위치한 역- 단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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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 출입구에서 열차 승강장 이동시 수평이동이 가능한 역
1) 소규모 역
① 본선을 대합실과 근접하도록 배치하여,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이동거리가 최소화되
도록 계획한다.

그림 13. 대합실에서 승강장간 수평이동이 가능한 역
② 이용자의 본선 횡단에 따른 별도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반대방향 열차이용자의 경우 본선을 수평으로 횡단해야 함에 따라 열차운행시간에
맞춰 승강장을 개방하는 등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나. 이용수요가 많고 열차운행횟수가 빈번한 역의 경우는 안전상 수평횡단방식을 지양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의 철도 횡단시 불편이 없도록 시설보완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기 종점역
① 기 종점 역사이면서 역사여유부지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대합실과 승강장의 구조를
'T'자형으로 배치하여 수평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가. 장래 철도연장계획이 없는 기 종점 역사의 경우 대합실이 본선 및 승강장 끝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연계교통시설과 대합실 및 승강장 간 수직이동 없이 평면으로 이동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연계교통시설과 대합실 및 승강장간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최단거리로 접근이 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가. 향후 역 울타리 제거 및 무개찰 통과로 버스 및 택시정류장 등 연계교통시설과 승
강장이 직접 연계 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동선 및 접근시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나. 이 경우 역 이용자가 많거나, 첨두시 수요집중율이 높은 역의 경우 별도의 안전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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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 종점 역

(6) 도심부 도시․광역철도와 지역간 철도 환승역
① 도시 광역철도역과 지역 간 철도역간 환승 시 수평·수직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가. 기존에 설치된 역에 추가로 도시 광역철도역 또는 지역간 철도역을 신설할 경우
이용자의 환승을 고려하여 이격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역 배치를 계획한다.
나. 지상부에 역이 신설되는 경우 지하역과의 수직이동횟수가 최소화가 되도록 대합실
및 승강장 계획을 한다.
② 지하에 위치한 도시철도역과 지상의 철도역간 이동시 가급적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가. 내부 연결통로는 접근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대합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승강
장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내부 연결통로로 연계시 이용자의 혼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정보안내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15. 도심부 도시철도와 지역 간 철도 환승역
- 수직 이동동선 단순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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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승통로의 직선부분 길이가 50m 이상일 때는 무빙워크(M/W, Moving Walk)를
양방향으로 설치하며,

여 보행통로의

잔

은 3m이상, 통로높이는 3m이상으로 한다

폭

라. 승강장 끝에 환승통로가 연결될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단부에 6m 이상의 여유길
이를 확보한다
마. 무빙워크(M/W, Moving Walk)의 유효폭은 1200mm를 기본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800mm이상으로 하며, 비상시 승객이 인지하기 쉽도록 비상정지버튼을 설치
하거나 이를 안내한다

그림 16. 무빙워크(M/W) 설치기준(환승통로길이 50m 이상인 경우)
③ 역이 신설되어 환승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합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이 경우 이용자의 혼란 및 이동의 연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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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지 않도록 한다.

저

해설 1. 대합실과 선로가 병렬배치 형태역 사례
1.1 선상연결통로 이동형태 사례

1.2 지하연결통로 이동형태 사례

1.3 대합실과 승강장 연결통로 동일선상 계획 사례

R.L

E. L=171. 98

E. L=171. 85

T HK55 비 드법보 온판2종 ( 가등급)
T HK50 버 림콘크리트
T HK0. 02 PE FILM 2겹
T HK200 잡석다짐

( E. L: 171. 93)

E. L=172. 01

E. L=172. 02

E. L=172. 03

( E. L: 171. 77)

M F1

T HK50 버 림콘크리트
T HK0. 02 PE FILM 2겹
T HK200 잡석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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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 대합실이 본선 위에 위치한 역 사례(선상역)
2.1 대합실이 본선 위에 위치한 역의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진 사례

2.2 대합실이 본선 위에 위치한 역의 이용자 접근성 양호 사례

해설 3. 도심부 도시․광역철도와 지역간 철도역의 이격거리 과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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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 대합실과 승강장간 높은 단차로 설계된 사례

해설 5. 대합실에서 승강장간 수평이동이 가능한 역 사례

해설 6. 기 종점역의 본선 및 역 배치사례
6.1 기 종점역의 본선 및 역 배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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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 종점역 역 배치 양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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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HISTORY
Rev.0(‘13.11.29)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편)』이 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79호)

『

되어 하위 지침이 필요함에 따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교통체계
및 역 입지, 역사형태 등을 반영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연계교통시

『

설편)』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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