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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04, railway safety law was established since intimidatory factors have increased for 

railway industry, such as high speed rail, urban transit extension, induction of new 

transportations. The projects for safety system establishment and guidelines are performed 

including the safety guidelines for station and platfor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afety 

rules are examined through investigation for stations  

------------------------------------------------------------------------------------

1.  서  론

  국내철도는 고속철도 개통, 지속적인 노선 확장 등으로 이용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

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

다. 따라서 철도 운영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철도안전법 제정이 필요하며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규

정을 정비하여 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여건을 고려한 

역시설 안전기준이 마련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의 한 분야인 

역시설 안전기준(안)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각 역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기준(안)의 현장 

적정성 및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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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 목

승강장시설
길이, 폭, 높이, 연단, 좌우측 연단, 안전발판, 안전펜스, 스크린도어, 대

피경로, 대피장소, 지장물, 승강장의 설치제한

승강장 이외 일반인 

접근구역

통로, 출입구 및 문, 조명, 음향, 안내표지, 환기장치, 대합실, 집개표구, 

역광장, 침수방지

일반인 접근제한구역 접근제한구역, 통제실, 기기설비장소

환승시설 계단 및 램프,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승강기, 이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화재시설 구조 및 자재, 화재경보, 소화설비, 환기 및 제연설비, 피난로, 피난설비

항목 기 준 사 항

승강장 폭

승강장 폭은 예상되는 최다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승객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승강장의 폭은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계단, 에스컬레이터, 기둥의 수와 배치, 차폐문에 필요한 공간

  2. 승강장의 구조형식(상대식, 섬식)

  3. 열차 배차 간격에 따른 대기 인원수

  4. 추후 설비 증설에 따른 여유 공간 고려 (엘리베이터 등)

  5. 편의시설 배치에 필요한 여유공간

  6. 통과열차의 속도에 따른 대피폭

승강장 연단

승강장의 연단은 차량으로부터 적정한 거리 이내가 되도록 하며 다음의 각 호를 고려

하여야 한다. 

  1. 승강장 연단의 경계 표시

  2. 무정차 통과 열차 운행 시 열차 속도에 따른 추가 경계선 및 안내표시 

  3. 시각장애인이 승강장 가장자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승강장 가장자리로부터 0.3～

0.9m 범위 안에 점형블록 설치

  4.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은 5cm 이하 

  5. 승강장 연단부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 사용

안전펜스

안전펜스는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승강장 바닥으로부터 적절한 높이의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펜스의 설치가 승하차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승객의 추락 등의 사고 후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안전기준 조항

  역시설 안전기준의 대상 분류 및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역시설 안전기준의 대상 분류 및 항목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빈도, 안전한 승․ 하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승강장 

폭, 승강장 연단, 안전펜스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각 항목의 기준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고려 대상 항목 별 기준사항

3.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2008년 1월 28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고속철도역사 3개소, 일반철도역사 5개소, 

도시철도역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1 역사 선정 기준

 1) 고속철도 

  고속철도 대표 역사를 대상으로 역사별 특징을 고려하여 표 3과 같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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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역사  선 정 사 유

서울역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가 중복, 내부통로로 이동이 가능

광명역  고속철도 전용 역사

대전역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가 중복, 외부통로로 이동이 가능

구분  대상역사 연평균 이용인원 비 고

25만 이상
대구역 455,515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

근열차 대상으로 상․하행 

포함

조치원역 282,103

8~25만
김천역 195,606

경산역 145,839

8만 이하 신탄진역 78,656

 대상역사 환승노선 역 및 주변 특성

3개 노선 환승

종로3가 1,3,5호선

 -동대문운동장 2,4,5호선

왕십리 1,2,5호선

2개 노선 환승

건대입구 2,7,호선 지상, 지하 환승역

신길 1,5호선 지상, 지하 환승역

고속터미널 3,7호선 판매시설, 터미널

잠실 2,8호선 판매시설

충정로 2,5호선 순수 환승역사

삼각지 2,4호선 순수 환승역사

 대상역사 역 및 주변 특성  대상역사 역 및 주변 특성

강남 2호선 지하상가, 업무시설 봉천 2호선 섬식 승강장, 주거지역

강변 2호선 터미널, 대형판매시설, 지상역사 광화문 5호선 섬식 승강장, 업무시설, 문화시설

신촌 2호선 대학가, 판매시설 등 학동 7호선 주거지역, 업무시설

회현 2호선 남대문시장 영등포 1호선 지상역사, 판매시설, 타 교통시설 연계

표 3. 고속철도 대상역사

 2) 일반철도

  일반철도는 운행노선을 경부선(서울~부산)으로 한정하였다. 2006년 통계연보(철도공사)를 참조하여  

연평균 이용인원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대상역사를 표 4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4. 일반철도 대상역사

 3) 도시철도

  수도권을 운행하는 역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선 및 광역 전철 역사를 제외하였다. 역사는 환승

역사 및 일반역사로 구분하였으며 각 운영기관별 월평균 이용인원과 역 및 주변 특성을 고려하여 표 5

와 6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5. 도시철도 환승역사 

 표 6. 도시철도 일반역사 

3.2 조사 항목 및 결과

 1) 승강장 폭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경우, 수송수요, 열차 운행횟수 및 열차종별 등으로 인해 승강장의 구조 형

식이 섬식인 경우가 많았으며 폭은 최소 1.4~11.1m로 조사되었다. 장애물 및 구조물의 설치는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구조물까지의 간격이 1.8~4m로,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규

정을 만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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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명 대전 서울 경산 김천 대구 신탄진 조치원
1홈 2,3홈 4,5홈 1 2,3홈 4,5홈 1홈 2,3,4,5홈

구조형식 섬식 섬식 섬식 섬식 섬식 섬식 섬식 섬식 섬식 섬식 섬식 상대식 섬식

폭

중앙부 1235 940 1110 747 1,015 950 970 900 850 760 752 610 750
단부 400 940 1110 230 240 200 260 740 290 140 752 지상연

결 750
승강장 연단에서 
구조물 및 편의
시설까지의 거리 
- 최단/최장

400 160
/330

200
/410 230 240 180 260 285 230 230 160

/330 ㅡ 110/300

구분
도시철도 -  3개 환승

동대문운동장 왕십리 종로3가
2호선 4호선 5호선 1호선 2호선 5호선 1호선 3호선 5호선

구조형식 상대식 섬식 섬식 상대식 상대식 상대식 상대식 섬식 섬식

폭

중앙부 680 1095 1170 850
/820 730 1,407 1,367 480 630 1300

단부 440 660 - 850
/820 310 707 707 325 145 1300

승강장 연단에서 
구조물 및 편의
시설까지의 거리 
- 최단/최장

110
/315 80/175 180 235

/420 408 542 153 110 -

구분
도시철도 -  2개 환승

건대입구 고속터미널 삼각지 신길 잠실 충정로
2호선 7호선 3호선 7호선 4호

선 6호선 1호선 5호
선 2호선 8호선 2호

선
5호
선

구조형식 상대식 상대식 상대
식 섬식 상대

식 섬식 상대
식 섬식 상대식 상대식 섬식 섬식

폭

중앙부 840 685 645 876 1025 560 1230 475 850 540 1100 990 1610/
1310 1070 1080 1060 1150

단부 460 490/
885

490/
845

406/
586/
200

505/
1025

254/
394/
1295

1230 200 215 220 800 435 710
/470 570 575 - -

승강장 연단에서 
구조물 및 편의
시설까지의 거리 
- 최단/최장

255 250 165
180/
290/
162

  
235/
385

273/
304/
264

280/
260 220 200/

220
220/
230

400/
434 360 175 535 550 309 190

구분 도시철도 - 단일역사
강남 강변 광화문 봉천 신촌 영등포 학동 회현

구조형식 상대식 상대식 섬식 섬식 상대식 상대식 섬식 상대식 섬식

폭

중앙부 627/ 487 680 915 1000 660 645 930 900 975 1960
단부 487 395 915 450 495 485 930 900 430 220
승강장 연단에서 
구조물 및 편의
시설까지의 거리 
- 최단/최장

327 260 400/320 190/480 195 185 227/507 332/332 430 100/220

표 7.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승강장 폭(단위 :cm)

  도시철도는 승강장의 구조가 섬식인 경우 승강장의 폭은 8m 이상, 상대식일 경우 4m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일부 역사의 경우 승강장 단부에서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물 및 구

조물의 설치는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1~5.4m까지의 거리를 두고 있어 일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표 8. 도시철도 3개 환승역의 승강장 폭(단위 :cm)

표 9. 도시철도 2개 환승역의 승강장 폭(단위 :cm)

표 10. 도시철도 단일역의 승강장 폭(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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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명 대전 서울 경산 김천 대구 신탄진 조치원1홈 2,3홈 4,5홈
승강장 연단에 밝은색의 줄로 
경계표시 여부 x x x x x x x x x x
무정차 열차 속도에 따른 경계선 및 
안전표시 여부 - x - x x x x x x x

점형블록
설치여부 o o o o  일부 ㅇ o o
연단으로부터 이격거리 80 80 62 70 110 110 104 70 105 100
크기 30x30 30x30 30x40 30x30 30x30 30x30 30x30 30x30 30x30 30x30

승강장 연단에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의 시공 여부 x o x x o x x x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 12/34 15/30 - 15 15 14 - 20/40 30/45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가 10cm 
이상일 경우 안전발판의 설치 여부 - x o - x x x o 가동식

계단 x

구분
도시철도 - 3개 환승

동대문운동장 왕십리 종로3가
2호선 4호선 5호선 1호선 2호선 5호선 1호선 3호선 5호선

승강장 연단에 밝은색의 줄로 
경계표시 여부 x 스크린

도어 x x x 스크린
도어

스크린
도어 x x

무정차 열차 속도에 따른 경계선 및 
안전표시 여부 - - - - - - - - -

점형블록
설치여부 ㅇ ㅇ ㅇ o o o o o o
연단으로부터 이격거리 83 67 55 70 45 57 48 55 55
크기 30x30 30x30 30x30

/20x20 30x30 30x30 20x20
20x10 30x30 30x30 20x20

/30x30
승강장 연단에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의 시공 여부 o ㅇ x o o o o o x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10 17 8 측정불가 9~14 측정불가 10 11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가 10cm 
이상일 경우 안전발판의 설치 여부 x x - x x - x x -

구분
도시철도 - 2개 환승

건대 고속터미널 삼각지 신길 잠실 충정로
2호선 7호선 3호선 7호선 4호선 6호선 1호선 5호선 2호선 8호선 2호선 5호선

승강장 연단에 밝은색의 줄로 
경계표시 여부

스크
린

도어
x x x x x x x

스크
린

도어
x

스크
린

도어
x x x

무정차 열차 속도에 따른 경계선 및 
안전표시 여부 - - - - - - - - - - - - - -

점형블록
설치여부 o o o o o o o o o o o o ㅇ ㅇ
연단으로부터 이격거리 85/47 55 56 85 54 55 93 93/

100 100 54 45 55 45 45
크기 30x30 30x30 30x30 30x30 30x30 30x30 30x30 30x30 30x30 30x30 30x30 20x20 30x30 30x30

승강장 연단에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의 시공 여부 o o o o o o 줄눈 줄눈 o x o o ㅇ ㅇ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측정

불가 8 측정
불가 7~16 측정

불가
측정
불가 28 28

/26 26 8~16 10~
11 10 10 10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가 10cm x x x x x x x x/o o x x x x x

2) 승강장 연단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대부분 승강장 연단에 밝은색의 경계표시와 무정차 열차 속도에 

따른 경계선 및 안전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형블록의 경우, 규격은 일정하나 설

치위치가 연단으로부터 거리가 0.43~1.1m까지로 0.3~0.9m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도 일부 발생하였다.

승강장 연단은 별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표면 거침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1.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승강장 연단(단위 :cm)

표 12. 도시철도 3개 환승역의 승강장 연단(단위 :cm)

표 13. 도시철도 2개 환승역의 승강장 연단(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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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우 안전발판의 설치 여부

구분 도시철도 - 단일역사
강남 강변 광화문 봉천 신촌 영등포 학동 회현

승강장 연단에 밝은색의 줄로 
경계표시 여부

스크린
도어 x 스크린

도어 x x x x ㅇ
무정차 열차 속도에 따른 경계선 및 
안전표시 여부 - - - - - - - -

점형
블록

설치여부 o o o o o o o ㅇ
연단으로부터 이격거리 47 46 50/55 43 65 98 54 45
크기 30x30 30x30 30x30 30 30x30 30x30 30x30 30x30

승강장 연단에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의 시공 여부 스크린도어 x 스크린도어 o o 줄눈 x ㅇ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측정불가 7 측정불가 15 11~16 20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가 10cm 
이상일 경우 안전발판의 설치 여부 x - x x x x x x

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명 대전 서울 경산 김천 대구 신탄진 조치원

높이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105

미설치
승강장 연단으로부터의 거리 130
설치간격

전체 가로폭
일부설치끝부분간 거리

(출입구부분)
내부 재질(강화유리, 살 등) 살
내부 재질이 살인경우, 살 간격 20

구분
도시철도 - 3개 환승

동대문운동장 왕십리 종로3가
2호선 4호선 5호선 1호선 2호선 5호선 1호선 3호선 5호선

높이

미설치
스크린
도어

(설치중)

120 120

미설치 미설치 스크린
도어 미설치

125
승강장 연단으로부터의 거리 45 55 45

설치간격
전체 가로폭 일부설치

200 245 일부설치
200

끝부분간 거리(출
입구부분) 280 230 288

내부 재질(강화유리, 살 등) - 강화유리 광고판
내부 재질이 살인경우, 살 간격 -

구분
도시철도 - 2개 환승

건대 고속터미널 삼각지 신길 잠실 충정로
2호선 7호선 3호선 7호선 4호선 6호선 1호선 5호선 2호선 8호선 2호선 5호선

높이 스크 115 미설 125 미설 125 120 110 스크 115 스크 120 미설치

표 14. 도시철도 단일역의 승강장 연단(단위 :cm)

 3) 안전펜스

  고속철도의 경우 안전펜스는 미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철도의 경우 대부분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설치된 일부 역사의 경우, 시설물 인근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5.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안전펜스(단위 :cm)

  도시철도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크린도어 뿐 아니라 안전펜스도 미설치 된 역

사들도 다수 있었다. 설치된 안전펜스는 높이, 설치간격 및 설치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재질은 대부분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 16. 도시철도 3개 환승역의 안전펜스(단위 :cm)

표 17. 도시철도 2개 환승역의 안전펜스(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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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연단으로부터의 거리

린도
어

48

치

55

치

50 105 90

린도
어

45

린도
어

45

설치간격
전체 가로폭 185 190 195 280 150 180 200

/280
끝부분간 거리(출
입구부분) 302 340 285 200 320 300 280

내부 재질(강화유리, 살 등) 강화
유리

강화
유리

강화
유리

유리+
살

유리+
살

강화
유리

강화
유리

내부 재질이 살인경우, 살 간격 - - - 20 20 - -

구분 도시철도 - 단일역사
강남 강변 광화문 봉천 신촌 영등포 학동 회현

높이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

120

미설치

122

미설치 미설치

승강장 연단으로부터의 거리 56 90

설치간격
전체 가로폭 275/200 545
끝부분간 거리(출
입구부분) 285

내부 재질(강화유리, 살 등) 강화유리 살
내부 재질이 살인경우, 살 간격 - 20

표 18. 도시철도 단일역의 승강장 연단(단위 :cm)

4. 결  론

 1) 승강장 폭

  안전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승강장의 폭은 수송수요, 열차 운행횟수 및 열차종별 뿐 아니라 

곡선 승강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철도의 경우, 기준 사항은 만족하나 출퇴근 시와 같이 이용객이 승강장 폭을 고려하여 기준사항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승강장 연단

  승강장 연단에 밝은색으로의 표시하여 전도, 실족 및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실제 역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기준항목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과열차는 정차열차보다 순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열차풍이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정 거리를 확보를 위해 무정차 열차 속도에 따른 경계선 및 안전표시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안전펜스

  작성된 안전기준 외에도 장애인 법, 건축법 등의 관련 법규에서도 안전펜스의 높이가 상이하게 나타

나고 있다.

  안전펜스의 높이 및 설치 간격은 승객과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준사항 3의 ‘승객의 추락 등의 사고 후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피장소’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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