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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lroad is the environment-friendly green growth transportation system and it 

needs connection and transfer system.  Connection system can be a national core 

project centered in main railroad stations. If there is no transfer system for 

customers, it's very difficult to achieve green growth and the activation service 

for public transportation.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establishment of connection & transfer system and 

the activation methods between main stations in South Gyeongsang area (Changwon, 

North-Changwon, and Masan) and other transportation modes. These methods will be the 

model for connection & transfer system of main stations, and will be applied to 

adopt methods for customers' convenience of railroad public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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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친환경 녹색성장 대표 교통수단인 철도는 자동차와는 달리 연계환승 체계가 꼭 필요한 교통

수단이다. 이에 주요 철도거점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체계의 필요성은 국가적인 핵심 사업

으로 필요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이용고객의 환승체계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녹색

성장 및 대중교통 활성화 서비스는 멀게만 느껴질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철도거점역(창원, 북창원, 마산) 과 타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지역거점역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모델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철도 대중교통 이용고객 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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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노선

1.  서  론

   미래의 철도는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편의와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을 통한 이동공간편의 

개념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철도 거점역을 중심으로 타 지역과 연계되는 공

간적 네트워크로서 생활 및 문화와 관광 등 공간기능이 추가확대 되고 있는 것으로도 예견

해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맞추어 철도산업 측면에서도 수많은 건설,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2011년에 삼량진～마산간 KTX 

직결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시 영호남 내륙지역 약 300

만명의 주민들이 고속열차 서비스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이나, 경남권 

거점역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만족도 향상은 미지수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남권(창원, 마산) 교통연계시설을 중심으로 문제점분석 및 관련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거점역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경전선 관련 건설계획

   1) 경전선 개량

    □ 기본계획

     ○ 경전선(부전～임성리간) 개량은 6개구간으로 구분되었음.

     ○ 본 연구구간 주변의 경전선 개량은 삼랑진～진주구간으로 2011년까지 복선개량화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표 2-1] 경전선 개량 기본계획

구 분 구 간 연 장(㎞) 개통예정 시행방안

사   업

규   모

부전-마산 51.4 2010년 복선전철 신설

마산-진주 49.6 2010년 복선개량

진주-광양 56.0 2015년 복선개량

광양-순천 10.1 2006년 복선개량

순천-보성 46.6 2015년 복선개량

보성-임성리 79.5 2015년
복선개량

단선개량

사   업

효   과

 ▪ 운행시간 단축 : 4시간 13분

    (7시간 39분→3시간 26분, 무궁화호 기준)

 ▪ 수송거리 단축 : 125.5㎞ (418.8㎞→293.2㎞)

 ▪ 선로용량 증대 : 기존의 4배이상

 ▪ 철도수송수요 증가 : 미시행시 대비 2.6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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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전선(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화

    ○ 경전선(삼랑진～진주간)은 2011년까지 복선전철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새로 신설

되는 마산, 창원역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개선(안)에 대해 평가 활용하고자 한다.

[표 2-2] 고속철도 세부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    업

규    모

 ▪ 복선전철 : 101.4㎞

 ▪ 총사업비 1,704,200백만원

필 요 성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마산, 진주권 지역 주민에게 

   고속철도서비스 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효율 제고

 ▪ 지역개발 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사업기간  ▪ 2002～2011년

[그림 2-1]  경전선 개선계획 [그림 2-2] 마산역사 조감도

[그림 2-3] 창원역사 조감도 [그림 2-4] 북창원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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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권 거점역(창원, 마산) 교통연계시설현황 및 문제점

 1) 창원역

   창원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연계(환승)시설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

과 같다.

[표 3-1] 창원역 교통연계(환승) 시설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개소 현황 및 문제점 접근거리

시내버스 정류장 3
∙버스베이 없이 역 접근도로의 1개 차로를 사용

∙일반차량의 교통흐름 방해
66m~119m

시외버스 정류장 1
∙시외버스 정류장과 이격

∙시외버스 경유 불가능
-

택시정류장 1

∙택시 정차대 구획선 불명확

∙차량 및 승객 대기공간 부족

  (쉘트 및 선쉐이드등)

∙역접근 교통흐름 방해

15m

승용차주차장 1 ∙진출입구 혼잡발생 77m

Kiss&Ride -
∙별도의 대기공간 부족

∙택시정류장과 혼재
15m

[그림 3-1] 창원역 연계교통시설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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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산역

   마산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연계(환승)시설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

과 같다.

[표 3-2]  마산역 교통연계(환승) 시설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개소 현황 및 문제점 접근거리

시내버스 정류장 2
∙버스정류장과 역사간 400m이상 이격되어 있

어 역사 접근성 낮음.
405~440m

읍면노선버스 

정류장
1

∙마산시내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배차간격이 다소 길고 정시성 부족
85m

시외버스 정류장 1
∙시외버스 정류장과 이격

∙시외버스 경유 불가능
-

공항버스 1 ∙김해공항을 왕복하는 마산시점 88m

택시 정류장 1

∙광장 전면에 위치하며 대기공간 부족

∙역접근 교통흐름 방해

∙택시 정차대 구획선 불명확 및 승객대기공간 

부족(쉘트 및 선쉐이드등)

73m

승용차 주차장 3
∙불법주정차로 교통흐름 방해

∙노외주차장 협소
55m~128m

Kiss&Ride - ∙택시정류장과 혼재 73m

자전거 보관소 1 ∙고장 자전거 방치로 미관저해 28m

[그림 3-2] 마산역 연계교통시설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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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승체계 평가 모형 구축

4.1 평가 방법 산정

 “환승시설”이란 육상․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

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공항대합실, 철도역, 도시철

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승시설

에서 두 수단을 연결하는 환승거리는 이용자의 편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승시설에서 두 수단을 연결하는 전체길이를 특성에 따라 외부보행거리, 실내통로 거리,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길이로 나누고, 환승형태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를 환승패스 및 구

성링크에 따라 조사하였다. 

  

 두 수단을 연결하는 전체길이의 개별 링크 실측거리를 Zi라 할 때 링크간 상대적인 불편

함을 가중하여 합산하여 모형화 하면 식(1)과 같이 환승저항(TR)을 구한다. 

          TR = f(Zi)  【Zi : Z1=실내통로길이, Z2=계단길이, Z3=외부보도길이】     (1)

         

 환승패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구하고 이를 환승저항과 관련시켜 직

선회귀식을 구하면 환승 만족도를 가리키는 환승만족도(Y)를 추정하게 된다. 식(2)와 같다.

          Y = g(TR)                                                             (2)

  추정된 환승만족도는 환승패스별 구성링크의 거리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4.2 환승저항 및 환승효용함수

  지금까지 만들어진 환승저항 및 환승효용함수는 주어진 대상지의 특정한 환승패스에 대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링크에 대한 실측조사를 Zi라고 하고 이용자가 느끼는 만족도

(100점 만점에 이용자가 평가하는 만족도)를 Si라 하자면, 이때 링크 i에 대하여 조사 대

상자 전체의 Si 값의 평균( i)을 구하고, 이 값의 실내통로(1)에 대한 다른 링크의 상대적 

크기를 식(3)와 같이 구하면 1번 링크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링크들의 상대적 불편 가중치

(ωi)가 된다.

          ωi = (1) / ( I)                                                       (3)

                

  여기서  1 : 링크1의 표본 평균값 이다.

 그러면, 이 환승패스에 대한 이용자의 저항감, 즉 환승저항(TR)은 이 가중치로 곱하여 더

하여 얻는 값이 되므로 식(4)와 같다.

          TR = 
  



(ωi × Zi)                                                     (4)

                 

   여기서 ω1 = 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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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환승패스에 대한 환승저항을 전반적인 환승만족도인 Y와 관련시키면 환승효용함수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경우 이의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에스컬레이

터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계단의 길이가 그만큼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환승패스

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계단의 길이를 에스컬레이터의 

길이만큼 감소시키고 모형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포함시켰다.

          Y = g(TR, ES)                                                         (5)

                

  여기서  ES : 에스컬레이터 더미(0,1) 이다.

4.3. 모형의 구축

  링크간 저항감의 가중치인 ω값을 환승패스별 평균치를 쓸 것인지 또는 표본전체의 평균

치를 쓸 것인지의 여부는 미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용자의 특성을 더 밀접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환승패스별 평균치가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의 이전가

능성(transferability)과 추정(prediction)의 용이성을 생각한다면 표본전체의 평균치가 그 

집단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므로 실용성이 크다고 볼수 있다.

 거점역의 개별 링크의 실측거리를 Zi라 할 때 링크간의 상대적인 불편함을 가중하여 합산

하여 해당 환승패스의 환승저항(TR)을 식(6)과 같이 산정하였다.

          TR = 1×Z1 + 1.1342×Z2 + 1.1437×Z3                              (6)

             여기서,  TR: 환승저항,    ωi: 링크들의 상대적 불편가중치, 

                      Zi: 링크거리(Z1: 실내보도, Z2 : 계단, Z3 : 외부보도)

  환승패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하고 이를 환승저항과 관련시

켜 직선 회귀식으로 환승만족도(Y) 모형을 구축하였다.

          Y = 85.05 - 0.096(TR) + 1.18(ES)                                   (7)

  여기서, ES : 에스컬레이터 더미(미설치:0,설치:1) 이다.

5. 거점역 환승체계 분석 및 평가

가. 환승패스 평가

 1) 창원역

  ① 환승패스 현황

    ○ 창원역의 환승패스는 버스, 택시,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총 5개로 확인되었다.

    ○ 환승패스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709



[그림 5-1]  창원역 환승패스 현황

   ② 환승저항(TR) 및 환승만족도(Y) 평가

    ○ 창원역의 환승패스에 대한 링크별 재원은 다음 표와 같다.

    ○ 창원역 환승패스에 대한 평가 결과, 마산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환승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path 2번과 path 3번의 경우 70점미만으로 평가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창원역 환승패스 재원 및 환승패스 평가

환승패스 실내통로(m) 계단(m) ES(m) 외부보도(m) 환승저항(TR) 환승만족도(Y)

1 76.0 30.0 0.0 94.0 217.5 74.4

2 76.0 30.0 0.0 139.0 269.0 68.7

3 76.0 30.0 0.0 154.0 286.1 66.8

4 76.0 30.0 0.0 60.0 178.6 78.8

5 76.0 30.0 0.0 125.0 253.0 70.5

주 : 환승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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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창원역 환승만족도(Y)

 2) 마산역

  ① 환승패스 현황

    ○ 마산역의 환승패스는 버스, 택시, 자전거,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총 7개로 확인되었다.

    ○ 환승패스별 현황을 다음과 같다.

[그림 5-3]  마산역 환승패스 현황

  ② 환승저항(TR) 및 환승만족도(Y) 평가

    ○ 마산역의 환승패스에 대한 링크별 재원은 다음 표와 같다.

    ○ 마산역 환승패스에 대한 평가 결과, path 1번과 path 2의 버스의 경우 각각, 33점

과 37점으로 환승만족도가 평가되어, 매우 불량한 환승패스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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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마산역 환승패스 재원 및 환승패스 평가

환승패스 실내통로(m) 계단(m) ES(m) 외부보도(m) 환승저항(TR) 환승만족도(Y)

1 99.0 0.0 0.0 424.0 583.9 33.6

2 99.0 0.0 0.0 394.0 549.6 37.5

3 99.0 0.0 0.0 96.0 208.8 75.4

4 99.0 0.0 0.0 72.0 181.3 78.5

5 99.0 0.0 0.0 25.0 127.6 84.4

6 99.0 0.0 0.0 55.0 161.9 80.6

7 99.0 0.0 0.0 107.0 221.4 74.0

주: 환승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그림 5-4] 마산역 환승만족도(Y)

6. 연계환승체계 개선안 및 재평가

6.1.1 연계환승체계 개선방안(역사별)

가. 역사별 개선방안

1) 창원역

    ○ 버스정류장

     - 창원역 전면도로상에 버스베이 없이 1개차로를 사용하여 일반차량의 교통흐름방해

     - 전면대로상에 8대가 동시 정차가 가능한 버스베이를 설치한다.

    ○ 택시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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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대기공간 부족 및 일반차량과 혼재되어 교통혼잡이 발생

     - 일반차량과 분리하여 별도의 택시정차대를 설치한다.

    ○ 환승주차장

     - 철도역사와 근접하여 환승주차장을 확보한다.

    ○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도역사 내부 또는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한다.

    ○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통한 복합환승센타 구축 한다.

    ○ 역사 좌측 미개발지에 버스터미널 계획한다.

    ○ 남해안 관광벨트축을 고려한 KTX와 지역연계 버스환승체계를 구축 한다.

    ○ 상업시설 등 복합시설을 포함한 교통환승센타를 계획 한다.

[표 6-1] 창원역 개선방안

구   분  개 선 방 안
환승거리(m)

현황 개선

단기안

개요  ▪ 광장전면을 활용한 대중교통 연계 환승체계구축 - -

버스

택시

 ▪ 광장전면에 대규모 택시승강장 설치 

 ▪ 전면도로에 접하여 버스베이 설치

    (8대 동시정차규모) 

66 37

환승 

주차장

 ▪ 역사우측에 환승주차장 설치 

 ▪ 환승주차장 우측 미개발 부지를 활용한 환승주차장  

 확장 가능 

77 34

자전거  ▪ 창원역사 전면에 배치 20 5

장기안

 ▪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통한 복합 환승센터 구축

 ▪ 역사 좌측 미개발지에 버스터미널을 계획

 ▪ 남해안 관광벨트 축을 고려한 KTX와 지역간 연계  

 버스환승 체계 구축

 ▪ 상업시설 등 복합시설을 포함한 복합환승시설 구축

- -

[그림 6-1]  창원역 개선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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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산역

    ○ 기존 광장부지를 최대한 활용한 교통연계 환승체계 구축

    ○ 버스정류장

     - 마산역은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이 400m이상 이격되어 있어 버스이용객의 마산역 

철도환승이 환승거리가 길어 환승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을 이전 설

치한다.

    ○ 택시정류장

     - 마산역 택시정류장은 현재 택시구획선이 불명확하고 승객대기공간이 부족하며 일반

차량과 택시가 혼재하여 교통 혼잡 및 상충 사고 위험이 있어 택시정류장 광장전면

에 설치한다.

    ○ 환승주차장

     - 현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 혼재되어 있어 가로상의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주

차수요를 고려하여 노외주차장을 1개소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

     - 노외주차장을 광장전면에 배치하고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광장하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부 공원 및 광장 조성을 해야 한다.

    ○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도역사 내부 또는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

    ○ 마산역세권 복합환승센타 운영시 연계환승체계 검토

[표 6-2]  마산역 개선방안(대안1) -광장활용시-

구   분  개 선 방 안
환승거리(m)

현 황 개 선

개  요
 ▪ 기존 광장부지를 최대한 활용한  

    교통연계 환승체계 구축
- -

버  스

 ▪ 기존 광장 앞 버스정류장을 광장전면에 배치 

 ▪ 중앙로 상의 버스정류장을 광장  

    진출입부로 일부 노선 이전배치

88~440 16~190

택  시  ▪ 광장전면 택시 승강장 설치 73 73

환  승 

주차장

 ▪ 광장 중심에 환승주차장 배치 

 ▪ 지형여건을 고려 지하주차장 개발 가능 

 ▪ 상부 공원 및 광장

128 92

자전거  ▪ 마산역사 전면에 배치 2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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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마산역 개선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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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마산역 개선방안(대안2) -복합환승센타 구축시-

구   분  개 선 방 안

개   요  • 마산역세권 개발시 복합환승센터 구축 지하 3층 ~ 지상 1층) 

버스연계 

환승체계 
 • 지하 1층에 버스정류장 설치 (규모 협소) 

택시연계 

환승체계 
 • 지하 1층에 버스와 연계할 택시 승강장 설치 

환승 주차장  • 지하 3층에 대규모 복합 환승주차장 설치

[그림 6-3] 마산역 개선안도

6.1.2 역사별 개선안 평가

   역사별 연계교통시설 개선안 기초로 개선안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개선(안) 환승패스 재원

  1) 창원역

    ○ 창원역 개선(안)의 환승패스 재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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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창원역 개선안 환승패스 재원 및 환승패스 평가

환승패스 실내통로(m) 계단(m) ES(m) 외부보도(m) 환승저항(TR)

path 1 30.0 30.0 30.0 61.0 99.8

path 2 30.0 30.0 30.0 134.0 183.2

path 3 30.0 30.0 30.0 122.0 169.5

path 4 30.0 30.0 30.0 49.0 86.0

path 5 30.0 30.0 30.0 58.0 96.3

  2) 마산역

    ○ 마산역 개선(안)의 환승패스 재원은 다음과 같다.

[표 6-5] 마산역 개선안 환승패스 재원 및 환승패스 평가

환승패스 실내통로(m) 계단(m) ES(m) 외부보도(m) 환승저항(TR)

path 1 54.0 20.0 20.0 153.0 229.0

path 2 54.0 20.0 20.0 190.0 271.3

path 3 54.0 20.0 20.0 16.0 72.3

path 4 54.0 20.0 20.0 75.0 139.8

path 5 54.0 20.0 20.0 15.0 71.2

path 6 54.0 20.0 20.0 91.0 158.1

path 7 54.0 20.0 20.0 91.0 158.1

나. 개선(안) 평가

   1) 창원역

    ○ 창원역 개선(안)에 대한 환승만족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으며, 현황 만족도에 비해 

개선안 만족도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6] 창원역 개선(안) 환승만족도 평가

구 분 현황 환승만족도(Y) 개선안 환승만족도(Y) 개선량

path 1 74.4 88.9 14.5

path 2 68.7 79.6 10.9

path 3 66.8 81.1 14.3

path 4 78.8 90.4 11.7

path 5 70.5 89.3 18.8

주 : 환승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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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창원역 환승만족도(Y) 개선전ㆍ후 비교

2) 마산역

    ○ 마산역 개선(안)에 대한 환승만족도를 평가결과,  path1(시내버스)의 환승만족도가 

40.9 증가하여 가장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버스정류장과 마산

역간의 거리를 단축시킨 결과이다.

[표 6-7]  마산역 개선(안) 환승만족도 평가

구 분 현황 환승만족도(Y) 개선안 환승만족도(Y) 개선량

path 1 33.6 74.5 40.9

path 2 37.5 69.8 32.3

path 3 75.4 92.0 16.6

path 4 78.5 84.4 6.0

path 5 84.4 92.1 7.6

path 6 80.6 82.4 1.8

path 7 74.0 82.4 8.4

주 : 환승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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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마산역 환승만족도(Y) 개선전ㆍ후 비교

7.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철도중심의 연계환승체계 목표로서 철도이용을 저해하는 주요요인 중 철도와 타 교통수단

과의 환승불편해소를 위한 환승거리 최소화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편의를 제

공함에 있다. 무엇보다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고 철도이용을 증대하여 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의 교통수송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철도역이 교통중심지

로 역세권 주변의 도시정비와 교통체계로 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이라 하겠다. 이에 정차역중

심의 연계환승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7.1.1 창원, 마산역 연계환승체계 구축방안

 가. 창원역

  광장전면을 활용한 교통연계환승체계 및 장기적으로 복합환승센터 추진에 의한 연계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역 전면도로에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버스가 대량으로 정차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추고 일반차량과 분리하여 별도의 택시정차장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 

우측을 활용하여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창원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통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KTX와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존의 평균환승만족도 71.8점에서 85.9점으로 환승만족도가 상승됨

을 알 수 있다.

주 : 환승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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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산역

  기존 광장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광장앞 버스

정류장을 광장전면에 배치하고 중앙로 상의 버스정류장을 역 광장 진출입구로 일부 노선을 

배치하여 기존 환승거리 400m에서 150m로 단축될 때 환승만족도가 33.6점에서 74.5점으

로 환승만족도가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택시정류장은 버스정류장 뒤쪽 광장전면에 설치하여 

기존의 승객대기공간협소 및 일반차량과 택시차량의 혼재를 방지해야한다. 환승센터구축시 

광장중심에 환승주차장을 배치하고 현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며 광장지하

에서 역으로 수직환승 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존의 평균환승만

족도 66.3점에서 82.5점으로 선진국 우수철도 연계환승만족도와 유사한 환승만족도로 증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환승센터 구축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주 : 환승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7.1.2 재원조달  방안

 가. 해외사례검토(일본)

  일본의 경우 여러 가지 관련제도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

역 종합개선사업, 간선철도 등 활성화 사업, 철도역 이동 원활화 시설, 정비사업, 교통결절

점 개량사업, 도시교통시스템 정비사업 등으로 시행하면서 제도별로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 전체 사업비의 20%는 중앙정부지원, 20%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하에 

추진하고 있다. 

  철도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개발행위 시 민간사업자가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일체적

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철도부대사업과 관련된 역사 및 역세

권 운영방식을 민간직영으로 철도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나. 철도역 연계교통개선사업 추진시

  국가 또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 연계교통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역 연계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는 국가가 소요비용을 보조하고, 보조비율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형식을 취하는 

유동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해안 발전종합계획”같은 특별법에 의한 국가전략사업의 

경우 소요비용을 높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복합환승센타 추진시

  복합환승센터란 열차ㆍ항공기ㆍ선박ㆍ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

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ㆍ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

에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유도로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체납하고 이에 따른 지원시설

을 수익원으로 하는 적정 개발수익률(통상15%)을 고려하여 유도한다. 사업부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소유에 따라 장기 임대분양으로서 회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하되 민간투자의 

기대 수익률(12~15%)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보조지원(상업, 업무시

설)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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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활성화 방안

  철도중심의 연계환승체계의 제도적 측면에서 철도수요, 통행수요 증대를 위한 연계교통수

립 지침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는 철도역과 연계한 대중교통계획 수립(버스노선, 택시, 철도)

이 정립되어야 한다.

 향후 KTX 거점역에 연결되는 노선의 수와 그 이용자를 감안할 때 복합환승센터를 주변에 

추가로 개발하여 교통결절점의 역할과 지역발전의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에 철도역 중심의 연계교통 활성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조속히 추진 필요성이 

있다. 철도역 연계환승시설은 투자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

므로 철도 및 도심기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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