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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TX 경제권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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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ntering on KTX stations, Korea is implementing specialized development of metropolitan business zones 
nationwide and i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transfer link system of transportation in order to actualize 
intermodalism nationwide.
 Daejeon station, hub of high-speed railway requires the effective transportation transfer system considering Daejeon 
station area reorganization plan and opening of second phase high-speed railwa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building a transit center under the Transportation System 
Efficiency Act, it is necessary to make a mutual benefit in a regional development by installing the resonable 
transfer system between railway and other transportation services.
 Through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s and techn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easibility evaluation, design plan 
of effective transportation transfer system in Daejeon station is proposed. 

1. 서론

 

 KTX역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특성화개발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 구현을 위한 교통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는 전국

이 하나의 도시로서 권역별 특성화 발전과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고속철도 중심지인 대전역은 동대구~부산간 2단계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고속철도 전용선 건설과 고속철도역 증축으로 

증가되는 고객수요 감당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와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이 미비하여 지

자체 및 고객들로 부터 대책을 요구받고 있다. 향후 지속되는 

고객수요에 대한 강구대책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전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계획과 중앙로 버스전용차로제 등 건설

계획에 따라 그 실정은 가속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역에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제시하는 연계교

통체계의 현황과 검토로 교통수단간 합리적인 연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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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환승체계 분석과 환경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대전역의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

상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통여건 및 통행실태 현황

2.1 대전역 입지환경 분석

 대전시는 충남의 공주시, 연기군, 논산시, 금산군, 충복의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과 접해 있고 서울까지

는 167.7km, 부산까지는 238.2km, 광주까지는 169km의 거리에 있는 남한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다. 

대전역세권은 대전시가지 형성의 기원지 이며 대전시의 원도심으로 6개 대 생활권중 송촌 생활권에 속

한다. 

 대전역은 넓은 유치선를 활용하여 일반 임시정차 화물열차도 유치 할 수도 있어, 제천, 광주, 서울 등

의 방면으로의 일부 열차의 시종착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서광장과 동광장이 있으며, 주로 서광장이 

본 광장이고 동광장은 주차장과 버스 종점으로 쓰이고 있다. 동광장 주변에는 주거지가 밀집 되어있으

며, 서광장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있으며 바로 앞이 대전 최대 원도심을 조성하고 

있는 중앙로가 있다. 또한, 서광장 주변에는 렌터카, 극장, 중앙시장, 지하상가, 기타상점들이 모여 있으

며, 2006년에 대전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대전역지하차도가 완공되었다. 그리고 동광장에는 28층규모 철

도트원타워가 있다.

2.2  연계 교통수단 운행 현황

 대전역은 모든 경부선 KTX가 정차하는 역으로 상․하행 75회/일씩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철도는 42회/

일, 충북선 8회/일이 운행 중에 있다.

구  분
운행횟수

합계
상행 하행

경부선
KTX 75 75 150

일반철도 42 42 84

충북선(일반철도) 8 8 16

합  계 12 125 250

<표 1> 대전역 철도운행현황

경부선(KTX)

역 거리 소요시간

서울 159.8km 1:02분

광명 137.8km 0:46분

천안아산 63.8km 0:23분

↓ 대전 ↑

동대구 133.3km 0:47분

밀양 188.6km 1:20분

구포 232.2km 1:45분

부산 248.7km 1:57분

<그림 2> KTX 역간거리 및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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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서광장으로 대전지하철1호선 대전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일 판암행 113회/일, 반석행 113회/

일이 운행 중에 있다.

구  분

판암행 반석행

첫차 막차 첫차
막차

반석 정부청사

대전역 5:45 24:06 5:36 23:38 23:45

<표 2> 대전지하철 운행현황

 시내버스는 주로 대전역 서광장 삼성로 및 동광장 차고지, 동서관통로를 통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서광

장 및 동광장에 택시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다. 대전역 근처에는 11개소 정류장이 있으며 71개 노선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 3> 대전역 주변 주요 정류장 위치 

2.3 대전역 통행실태 현황

 대전역은 KTX 이용객이 21,942인/일이고, 일반철도 이용객이 18,174인/일, 대전지하철1호선 이용객이 

20,418인/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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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승 차 하 차

KTX 새마을 무궁화 지하철 KTX 새마을 무궁화 지하철

대전역 11,278 1,956 6,904 10,293 10,664 1,986 7,328 10,125

<표 3> 대전역 철도이용객수 현황

 (단위 : 인/일)

자료: 한국철도공사 통계연보, 대전지하철통계연보, 2009

  철도교통 외 대전역의 접근교통수단별 이용객수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의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하철(23.6%), 충북선(21.7)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지하철 충북선 버스 택시 승용차 도보 및 기타 합계

이용객수

(하차)
10,125 9,314 18,326 988 1,703 2,447 42,903

비율(%) 23.6 21.7 42.7 2.3 4.0 5.1 100.0

<표 4>  대전역 접근교통수단 이용객수 현황
(단위 : 인/일)

<그림 4> 대전역 접근교통수단별 이용객수 현황

3. 대전역 환승현황 조사

3.1 환승경로 현황조사

  환승경로(path)란, “A교통수단”에서 “B교통수단”까지 갈아타는 모든 과정을 일컬으며, 환승경로는 실

내통로, 계단, 외부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구간은 실내통로, 무빙워크구간, 순수계단, 혼합계단

(Escalator)이고 외부구간은 순수계단, 혼합계단, 외부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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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환승경로의 구성

   대전역 주변의 환승경로에 대하여 링크별로 세분화하여 환승경로 링크별 거리를 실측조사 하였다. 대

전역의 환승경로는 KTX 대전역을 중심으로 주변 500m 도보권 접근교통수단까지 총 13개의 환승경로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근교통수단은 대전지하철 1호선, 충북선 일반철도, 버스, 택시, 주차장 등

의 접근교통수단이 존재하였다.  KTX 대전역의 환승경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KTX 대전역의 환승경로 현황

3.2 대전역 주변 현황분석

가. 체감환승거리(TR) 및 환승만족도 산정 모형

  현장조사된 환승경로에 대하여 체감환승거리 산정모형을 적용하여 환승경로별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

환승거리(TR)을 산정하였다. 체감환승거리 및 환승만족도 산정모형은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

발 :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R&D)1)에서 제시된 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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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정 모 형

체감환승거리(TR) 

    ×  ×
×  ×
×  ×  ×

  여기서, TR = 체감환승거리 (m)

         Z10 = 순수실내통로 거리(m)

         Z11 = 실내 무빙워크(m.w) 거리(m)

         Z20 = 실내 순수계단 거리(m)

         Z21 = 실내 혼합계단 거리(m)

         Z30 = 외부 순수계단 거리(m)

         Z31 = 외부 혼합계단 거리(m)

         Z32 = 외부보도 거리(m)

환승만족도(Y)      ×exp  ×

<표 5> 체감환승거리(TR) 산정모형 : KTX 역사

나. 환승경로 등급설정

 모든 환승경로를 최상의 환승만족도로 개선한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비용 및 시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환승경로별 중요도를 설정하여 중요도에 따라 

상급, 중급, 보통 환승경로로 설정하고 경로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는「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R&D)」에서 환승통행량과 수

단별 평균주행거리를 이용하여 환승경로별 “인-km"를 산정하여, 환승경로별 “인-km"에 따라 상급, 중

급, 보통 환승경로로 분류된 경우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환승통행량 및 평균 주행거리는 다음과 같다.

 • 환승통행량 :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경로를 우선 개선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승통행량이 큰 

환승경로를 우선 개선경로로 설정

 • 평균주행거리 : 평균주행거리가 길다는 것은 통행시간이 길고 그만큼 통행시간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평균 주행거리는 주교통수단의 평균주

행거리와 접근교통수단의 평균주행거리의 합으로 산출

 환승통행량 모형은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R&D)」에서 제

시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자전거의 경우, 녹색교통수단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상급경로로 분류하였다.

등 급 구 분

상급 환승경로 “평균 + (1×표준편차)” 이상

중급 환승경로 “평균 - (1×표준편차)” ~ “평균 + (1×표준편차)” 

보통 환승경로 “평균 - (1×표준편차)” 미만

<표 6> 환승경로 등급설정 기준

다. 등급별 목표 환승만족도 설정

1)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한국교통연구원, 4차년도 최종보고서,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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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R&D)」에서 제시한 국외 우수 환

승센터의 평균 환승만족도는 “77.9”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국내 환승시설의 경우 주

교통수단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승만족도가 “30∼50”점 수준으로 매우 열

악한 상태이다.  목표 환승만족도 기준을 적용하여, 대전역의 환승경로별 등급에 따른 목표 환승만족도

를 설정하였다.

구 분

기존 환승센터 계획 환승센터

목표 환승 만족도(Y)
체감환승거리

기준목표치
목표 환승 만족도(Y)

체감환승거리

기준목표치

상급 70점 이상 240m 이내 80점 이상 130m 이내

중급 60점 이상 370m 이내 70점 이상 240m 이내

보통 50점 이상 500m 이내 60점 이상 370m 이내

<표 7> 목표 환승만족도

  상기 기준에 의하여 대전역 환승경로별 등급과 목표환승만족도는 다음 표와 같음.

구 분 접근교통수단 환승경로 등급 목표환승만족도

path 1 대전지하철 1호선 상급 70

path 2 충북선 일반철도 상급 70

path 3 버스 C 중급 60

path 4 버스 D 중급 60

path 5 택시 A 중급 60

path 6 주차장 D 보통 50

path 7 주차장 C 보통 50

path 8 버스 A 중급 60

path 9 버스 B 중급 60

path 10 택시 B 중급 60

path 11 주차장 A 중급 60

path 12 버스 E 중급 60

path 13 주차장 B 중급 60

<표 8> 대전역 환승경로 등급설정 및 목표 환승만족도

라. 환승만족도 평가 결과

  KTX 대전역의 환승경로 현황에 대한 체감환승거리 및 환승만족도 평가결과, 충북선을 제외하고는 모

든 환승경로에서 목표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중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경우 

30점대에 환승만족도로 평가되어, 버스이용객들의 환승저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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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접근교통수단
환승경로 

등급

목표환승 

만족도

현 황 개 선 

환승만족도체감환승거리(TR) 환승만족도(Y)

path 1 대전지하철 1호선 상급 70 648.8 43.6 26.4

path 2 충북선 일반철도 상급 70 165.7 76.7 -

path 3 버스 C 중급 60 1,240.0 21.8 38.2

path 4 버스 D 중급 60 1,255.4 21.4 38.6

path 5 택시 A 중급 60 482.6 52.9 7.1

path 6 주차장 D 보통 50 614.9 45.3 4.7

path 7 주차장 C 보통 50 772.0 37.7 12.3

path 8 버스 A 중급 60 698.1 41.1 18.9

path 9 버스 B 중급 60 913.6 32.0 28.0

path 10 택시 B 중급 60 618.3 45.1 14.9

path 11 주차장 A 중급 60 726.0 39.8 20.2

path 12 버스 E 중급 60 1,298.2 20.4 39.6

path 13 주차장 B 중급 60 562.8 48.2 11.8

<표 9> 체감환승거리(TR) 및 환승만족도(Y) 평가 결과

<그림 7> 대전역 현황 환승경로별 환승만족도 평가결과 

4. 연계교통 문제점 분석

4.1 환승거리 및 환승만족도

  대전역 환승경로의 환승거리는 국외 우수환승센터 평균에 비해 환승거리가 너무 길어 이용객들로 부

터 불편함이 예상된다. 충북선의 경우, KTX와 같음 레벨의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승거리가 국내

외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도시철도, 버스, 택시, 주차장 등의 대부분의 접근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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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국외 철도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환승거리가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일반철도 도시철도 버스 택시 주차장

대전역(A) 122.0 424.0 487.2 319.0 364.3

국내 KTX역 평균(B) 215.0 417.2 457.2 339.5 405.5

국외 철도역 평균(C) 234.7 273.3 247.8 229.8 190.9

국내비교(A-B) -93.0 6.8 30.0 -20.5 -41.2

국외비교(A-C) -112.7 150.7 239.4 89.2 173.4

<표 10> 수단별 국내외 환승거리 비교 

주 :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한국교통연구원, 4차년도 최종보고서, 2010.06

<그림 8> 수단별 국내외 환승거리 비교 

  대전역의 환승만족도 역시 국외 우수환승센터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고객들

의 표면적인 불만보다 내부적인 불편을 나타내고 있다.

구 분 환승만족도(점)

대전역(A) 47.0

국외 철도역 평균(B) 86.9

국외비교(A-B) - 39.9

<표 11> 환승만족도 비교

4.2 환승저항 및 손실비용 과다

  대전역의 1인당 환승저항은 국외 우수환승센터의 평균 환승저항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국외 우수 철도역사에 비해 대전역 이용객 1인당 환승손실비용이 1,321원/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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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전역 동서관통도로 현황

구 분 1인당 평균 환승저항(분) 1인당 환승손실비용(원/인)

대전역(A) 11.68 1,321

국외 철도역 평균(B) 3.00 -

국외비교(A-B) 8.68 -1,321

<표 12> 환승저항 및 손실비용 비교

4.3 교통수단간 연계부재

  대전역에는 도시철도, 일반철도, 버스, 택시, 주차장 등 매우 다양한 접근교통수단이 있으나, 각각의 

시설들이 KTX 대전역을 중심으로 동⋅서 광장으로 산재해 있어 이용객의 환승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동⋅서 광장에는 많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교통수단 및 택시 이

용객들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은 KTX 승강장으로부터 거리가 

매우 먼 곳에 위치해 있어 이용객이 KTX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큰 환승저항을 감수해야만 한다.

5.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방안

5.1 기본방향

 환승저항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KTX 정차장을 기준으로 각 교통수단의 환승거리를 단축해야 한다. 이

에 대전역 KTX 와 주변 연계교통시설 간 최적의 환승동선을 구축해야 하며 노면 교통수단(시내버스, 택

시, K&R 등)의 환승동선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대전역 관련 기 수립된 발전 계획을 반영해야한다. 현

재 기 수립된 계획으로는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계획’,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 통과구간 건설 

사업’, ‘대전역사 증축 계획’ 이다. 

  대전역과 대전권 위성도시를 연

계활수 있는 연계환승체계도 구축

되어야 한다. 환승센터내 시외버스 

및 BRT 정류장 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권 위성도시로는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공

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

군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 건설된 시설을 최

대한 활용해야 한다. 대전역 하부 

동서관통도로내 보행통로가 정비되

어 있지 않다. 이를 활성화하여 동

서 보행축을 구축하고 접근교통수단의 환승거리를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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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 구상

 대전역 역세권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며 서광장측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된 버

스 정류장 및 회차공간 설치와 동광장측 환승센터 부지내 시외버스정류장, BRT정류장을 포함한 입체 

환승센터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 지하층 환승주차장 설치

  ◦ 지상1층 BRT, 시외버스, 일반버스 등 대중교통위주의 환승공간 계획

  ◦ 지상2층 택시 및 K&R 공간 설치

가. 서광장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

 서광장측에 위치한 대전지하철 1호선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KTX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지하보행통

로와 연결할 수 있는 환승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서광장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시․종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버스 회전공간과 정류장을 설치하여 대전역 접근성의 강화와 주변 개발계획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기 수립된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계교통시설의 환승시설을 배치하여 

향후 실행계획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된 버스 정류장 및 회차공간 설치

 ◦ 지하보행통로 연결 환승편의시설(E.S) 설치

 ◦ 택시정류장 및 K&R 시설 정비

나. 동광장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서 제시된 환승센터 부지내에 연계교통수단을 집적하여 KTX와 

교통수단간의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입체적 계획을 통하여 최단한의 효율을 발생할 수 있도록 환

승센터 구축방안 제시하였다. 대전권 위성도시(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등)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유치하는 한편 시외버스의 정차시간 및 유치노

선 수를 고려하여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방안 제시 해야 한다.

 오송역, 행복도시, 대전역을 연결하는 BRT가 대전역에 연계됨에 따라 동광장 환승센터내 정류장을 설

치하여 교통수단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주변 접근교통수단의 환승시설 정비로 낙후된 버

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자전거 보관소 등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 환승센터 부지내 지상 및 지상을 활용한 입체 환승시설 설치

 ◦ BRT, 시외버스, 일반버스, 택시, K&R, KTX의 교통수단간 환승이 용이하도록 계획 

다. 보행 및 차량동선체계

 

  보행동선은 서광장측에 기 계획된 데크와 동광장측의 입체 환승센터를 통한 지상으로 접근과 지하보

행통로를 이용한 지하에서의 접근으로 환승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량 동선은 대전역 동서측에서 선상 주차장과 서광장 및 동광장 각각의 환승시설로 접근이 가능하여 

이용목적 및 접근방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 지하보행통로 연결방안

  대전역 하부 동서관통도로상 보행통로의 개선 및 환승편의시설(E.S)을 설치 설치해야한다. 기 설치된 

보행통로 상에 서광장, 동광장, 일반철도 승강장, KTX 승강장을 연결하는 환승편의시설(E.S) 설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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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행통로상에 발권기 등 간이 역무시설 설치해야 한다. 보행통로상 역무시설이 설치는 운영관리상

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보안시설의 설치 및 보행통로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전역 동서축의 보행축 구축 

및 환승편의를 제공 해야 한다.

<그림 10> 대전역 연계교통체계 구상(안)

5.3 연계교통체계 개선방안 환승경로 평가

 환승경로에 대하여 체감환승거리(TR) 및 환승만족도(Y) 모형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환승만족도가 

개선되었지만 일부 지하철, 버스C, 버스D 등 접근교통수단들이 목표환승만족도에 미달되었다. 하지만 기 

설계된 역사와 기 계획된 발전계획을 고려하면 본 목표 환승만족도의 미달로만 평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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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계체계 구상(안) 환승경로

<표 13> 연계체계 구상(안) 환승경로 평가

구 분 접근교통수단
등급 

구분

실내 외부 총환승 

거리

체감환승 

거리(TR)

환승 

만족도(Y)통로 무빙워크 순수계단 혼합계단 순수계단 혼합계단 보도

path1 지하철 중급 131 80 0 107 0 0 0 318 275.1 67.4

path2 충북선 상급 90 0 0 32 0 0 0 122 129.4 80.0

path3 자전거A 상급 117 40 0 41 0 0 0 198 190 74.5

path4 자전거 B 상급 35 30 0 34 0 0 0 99 82.1 84.5

path5 버스 A 일반 112 60 0 37 0 0 60 269 377.1 59.9

path6 버스 B 일반 112 60 0 37 0 0 60 269 377.1 59.9

path7 버스 C 일반 112 60 0 37 0 0 80 289 438.7 55.7

path8 버스 D 일반 112 60 0 37 0 0 240 449 931.3 31.3

path9 버스 E 상급 50 30 0 17 0 0 0 97 88.0 83.9

path10 택시 A 중급 112 60 0 37 0 0 47 256 337.1 62.7

path11 택시 B 상급 40 30 0 17 0 0 0 87 76.1 85.1

path12 주차장A 중급 112 60 0 37 0 0 40 249 315.5 64.3

path13 주차장B 중급 112 60 0 37 0 0 60 269 377.1 59.9

path14 K&R A 중급 112 60 0 37 0 0 47 256 377.1 62.7

path15 K&R B 상급 45 30 0 34 0 0 0 109 94.0 83.4

path16 K&R C 상급 117 40 0 17 0 0 0 174 173.2 76.0

path17 BRT 상급 35 30 0 34 0 0 0 99 82.1 84.5

path18 시외버스 상급 57 30 0 34 0 0 0 121 108.2 82.0

path19 주차장C(지하) 상급 65 30 0 51 0 0 0 146 129.6 80.0

path20 주차장D 일반 102 80 0 17 0 0 70 269 393.1 58.7

path21 주차장E 상급 132 40 0 17 0 0 0 189 191.0 74.4

평균 - 91.0 46.2 0 35.6 0 0 33.5 206.4 262.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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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계체계 구상(안) 환승만족도 평가결과

7. 결론

 연구결과 현재 대전역의 연계환승체계를 환승만족도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개선대안 평가결과 높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대전역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

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승경로 등급별 목표 환승만족도를 만족할 수 있는 연계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접근교통수단인 지하철 및 버스, 택시 등은 물론 장래 계획되어 있는 BRT,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환승편

의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대전역의 KTX 이용수요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서 제시된 환승센터 부지내에 연계교통수단을 집적하여 

KTX와 교통수단간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BRT 정류장이 환승센터에 입지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 등 역세권 기반시설이 조기에 조성되어야 하며 대전권 위성도시(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등)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의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

 셋째, 대전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의하는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환승시설과 함께 상업ㆍ업무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계획해야 한다.

 넷째, 대전역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대전

역은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시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존

재하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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