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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대기공간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roper Sizing of a Subway Station Waiting Area

김종황·백성준*·남두희

Jonghwang Kim·Sungjoon Baek·Doohee Nam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철도(지하철)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정

거장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은 피크타임 시간 승객인원수를 예측하여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거장 면적은 이용수요

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두시간대(피크 1시간)의 수송수요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 수송수요예측은 노

선의 선정, 역사규모 결정, 적정수송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추정하는 기관과 방법, 시점에 따라

서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정답은 있을 수 없으며, 가장 합리적인 분석기법을 필요로 한다.

도시교통시설 사업은 시민의 이용편익을 우선시해야하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보다는 시민의 이용편익을 우선시

해야 하지만, 정확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며 건설이후 운영비용도 고려하여 교통목적에 충족하는 적합한 규모

Abstract Subway station scales are determined by peak predictions. In this study, the purpose behind the installation

of a subway is public transportation convenience and public interest, but economic validity is also important. By prov-

ing that the scale of the station is excessive with regard to the target station size for Seoul subway Line 5-8, a reasonable

plan. can be sought. According to station installation standards, the area of   the station under investigation here is out of

the service levels by six stages (A~F), and it must be four or more levels (D). The Actual level for the B level is a two

-step design. The Actual ratio for over- Peak predictions is only 17.8% on average. The results of measurements of the

excess area and determination of the excessive costs were analyzed by subdividing the area and by calculating it based

on the B level, finding that it is possible to provide benefits for customers only in the current design, with an area ratio

of 16.3%. Given the weight, it was estimated that current conditions can meet the needs of only 18.6% of the current

area. Simplifying the scale calculation method of the station, it is convenient, safe, and advantageous to move citizens

only if the scale can be streamlined. Then, with a reduced initial investment, maintenance costs during the operation can

be reduced.

Keywords : Subway station, Demand forecasting, Transportation performance, Waiting area

초 록 지하철 정거장면적의 규모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이용승객 실적을 기반으로 B수준으로 면적을 산정하

면, 현재 건설된 면적대비 16.3%만으로도 고객의 이용 편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거정별 위치와 지명도, 상

징성, 하루 승·하차인원 등 역별 특성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하면, 현재면적의 18.6%만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호선별로 보면 8호선의 과다면적이 가장 크고, 환승유·무별에서는 환승역이 비환승(일반)역보다 과

다면적이 크게 추정되었다. 그리고 지하 심도별로는 21~30m인 역의 면적이 가장 과다하고, 승차인원별 추정에서는 1

일 피크실적 1,000명 이하의 역들이 가장 과다면적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거장의 규모(면적) 산정방식을 단순화

하고 규모를 슬림화(축소)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동편리(동선, 이동시간)와 지하공간이동 안전에 유리하고, 초기투자비

절감 및 운영시 유지관리비용 절약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주요어 : 정거장, 수요예측, 수송실적, 대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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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이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운행중인 도시철도(지하철) 노

선별 각 정거장의 규모가 얼마나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서울시 9개 노선 가운데 4개 노선(5~8호선)을 대

상으로 수요예측과 수송실적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 과다면적과 비용을 비교 및 분석할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정거장 설계지침[1]을 바탕으로 도시철도의 정거장 규모를 재산정하고, 과다예측으로 인하여 발

생된 불필요한 면적을 비교·분석하였다. 도시철도 1~9호선 가운데 5·6·7·8호선 148개의 정거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피크예

측과 피크실적은 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치 부여별, 호선별, 환승유무별, 심도별, 승하차인원별로 비교·분석하

였고, 대기공간 서비스수준에 적합한 면적과 비용을 재산정 하였다.

1.3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도시철도정거장 규모 산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행연구가 일천하여 정거장 규모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기준과 수준별 공간산출모듈을 검토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교통수요와 피크예측 정

확도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고찰하였다.

김대웅·박철구·최한규·이진욱(2004)은 역세권 특성을 고려한 도시철도 수송수요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2]. 대구시 지하철 1

호선 29개 역을 대상으로 역세권 자료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유형별로 분류한 후, 그 분류결과를 기초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모형에서 설명력이 양호하고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모형을 보였다.

Xu, Xin-yue, et al.(2014)는 대기공간이론을 활용하여 지하철 수용 규모에 대해 분석하였다[3]. SSC는 M/G/C/C와 DTMC로

구성된다. SSC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베이징 지하철 2호선 대기공간 규모 타당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SSC로 분

석하는 것이 좀 더 영향력이 큰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정거장에 필요한 수송수요 인원을 예측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연

구들과 차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기공간 서비스 수준 표를 이용하여 정거장 면적을 비교하였고, 역별 가중치를 부여

하여 정거장 면적 및 비용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선별, 심도별, 환승유무별, 승·하차인원별로 세분화하여 과다면적과 과

다비용을 추정하였고, 서울시 기준에 의거하여 정거장 면적을 재산출하였다.

1.4 정거장 대기공간 면적 산출 기준

정거장의 대기공간이란 승객이 출입구를 통하여 승강장에서 전동차 승·하차에 이르는 과정동안 승객이 점유(사용)하는 공간

이다. 이용승객의 공간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거장 설계시, 대기공간, 보행로공간, 계단이 3가지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정한

다. 정거장 규모 산정은 교통수요예측에 의하여 계획하며, 정거장별 수송수요예측인원은 정거장 승객공간의 전체규모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용된다[1]. 그리고 정거장별 수송수요는 목표연도 이용수요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두시간대의

수송수요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4]. 공간면적산출 기준은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편의성 정도에 따라 공간별로(대기

공간, 보행로, 계단) 서비스수준을 6단계(A~F)로 구분하고, 1인당 점유면적을 기초로 단계별로 공간 수준을 설정한다. A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이며, F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낸다.

1.5 정거장 건설비용

도시철도 건설 투자비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건축·토목비용이다. 불확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과다하게 책정

Table 1. Waiting area service levels

Service levels Space module(m2/persons) Average space(cm) Density (persons/m2) Ambulatory status

A  1.3 above  120 above  0.8 below Free flowing

B 1.0-1.3 105-120 1.0-0.8  Without difficulty

C 0.7-1.0 90-105 1.4-1.0 Uncomfortable pass 

D 0.3-0.7 60-90 3.3-1.4 No contact with other people

E 0.2-0.3 60 below 5.0-3.3 Impossible without contact

F 0.2 below Full 5.0 above Psychological dis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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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면적으로 정거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건축비는 해당 정거장에 한정하여 책정 할 수 있지만, 토목비는 약

1~1.5km 구간 단위로 공구를 배정하기 때문에 정거장만을 구분하여 토목비용을 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3·4

호선 지하철 건설지[5]를 참고하여 정거장 토목비 추정하였으며, 전체 토목 공사비 중 정거장에 해당하는 토목 공사비는 약

27%를 차지한다. 수송수요예측은 정거장 규모를 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수송실적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송

인원에 적합한 면적 산정이 중요한 것이다. 실적률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면적에 너무 많은 초기투자비용이 투자되

고 있다.

2. 본 론

2.1 분석방법 및 기초자료

Table 2는 면적(승강장, 대합실)과 피크예측은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서울지하철 5호선 건설지(하)[6]를 이용하였고, 피크

실적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수송계획 자료[7]를 참고하여 분석한 기술통계량이다(이하 자료 출처 동일). 승강장 최소면적은

384m2, 최대는 4,928m2이며, 대합실 최소면적은 508m2, 최대 19,018m2이다. 대합실면적의 평균은 승강장면적의 평균보다 약 2

배정도 크다. 피크예측의 평균은 13,909명이고, 피크실적의 평균은 약 1,550명으로 나타나, 약 9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건축·토목비는 평균 121억 8,500만원이다(본 논문에서는 지하철 건설 시 사용되는 비용이 토목비와 건축비만으로 가정).

2.2 예측과 실적 간의 격차

Table 3은 2010년도 1일 수요예측과 수송실적, 피크예측과 피크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1일 수요예측과 수송실적 비교에서는

6호선의 실적률이 가장 저조하고, 피크예측과 피크실적 비교에서는 8호선의 실적률이 가장 저조하였다.

2.3 가중치 부여[6]

지하철 역사 규모는 지하철 5호선 건설지의 역사 분류 기준에 따라 이미지역사, 특급역사, 일반역사로 나뉜다. 이미지역사는

지명도가 높고, 해당 노선의 대표역이고, 지역 상징성과 국제 지명도가 높은 역사를 말하며, 특급역사는 행정, 교통, 상업 중심

지역이고, 1일 승하차가 10만명 이상인 역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역사는 교통기능위주의 역사를 말한다. 분류기준에 따라 이미

지역사에 가중치 2, 특급역사에 1.5, 일반역사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역사별 특성에 적합한 면적을 산정하였다. 가중

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모든 역에 동일한 서비스 수준만을 부여하여 면적을 산정하게 된다. 이미지역사인 김포공항역과 일반역

사인 마천역을 같은 대기공간 수준으로 면적을 산정한 것은 역사별 입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역사에 가중

치를 부여함으로써 역사가 가지는 입지의 차이점과 지역적 상징성을 보여 줄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 Min Max Average Standard deviation

Platform(m2) 148 384 4,928 2,348 736

Concourse(m2) 148 508 19,018 4,135 2,634

Peak forecast(persons) 148 300 65,429 13,909 11,192

Peak performance(persons) 148 171 5,170 1,549 973

Civil·Build cost(million) 148 4,191 27,244 12,185 5,272

Table 3. Route-specific demand-forecast and performance comparison.

Classification 5 Line 6 Line 7 Line 8 Line

Forecast(persons) 4,902,837 3,256,253 5,229,134 1,378,324

Transportation Performance(persons) 1,139,563 624,180 1,226,626 310,425

Performance rate(%) 23.2 19.2 23.5 22.5

Peak forecast(persons) 613,559 436,087 725,118 268,181

Peak performance(persons) 79,974 41,069 81,724 22,193

Performance rate(%) 13.0 9.4 11.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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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다면적 및 과다건설비용 분석

본 연구는 도시철도 피크실적을 기반으로 과다면적과 과다비용을 산출하였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투자재원의 효율성

과 사회적·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 승객수가 가장 많은 Peak(첨두)시간대를 기준으로 하고, 승강장 및 내·외부 계단의

서비스수준을 D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1]. 서울시 도시철도는 1990년대 지하철 건설 당시, 2010년도 Peak 시간대의 수요예

측을 추정하고 면적을 산정하였다. 현 시점에서 예측과 실적을 기반으로한 면적과 비용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거장 면

적은 Peak인원을 중심으로 산정하는데, 최소기준은 D수준이지만, 실제 정거장들은 평균 B수준으로 면적이 산출되었다. 

우선 1990년 계획당시 대기공간 서비스수준을 B수준으로 하여 산출한 면적과 2010년도 실제 실적과 B수준을 이용해 산출한

면적을 비교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5는 동일 서비스수준(B수준)을 적용하여 면적과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이다. 기존면적(예측기반)은 8,870m2인데 반해,

실적기반으로 면적을 재산정한 결과 1,443m2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토목·건축비용이 기존 대비 82.9% 줄어든 20억 6,900

만원으로 추정되었다.

Table 6은 각 정거장별로 입지여건과 역세권, 지명도, 이용승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후 분석한 결과이다.

대기공간 서비스 수준은 B단계로 하고, 각각 역사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을 시 재산출된 역사면적은 1,649m2로 추정하였다. 면

적을 재산정 하였을 시, 토목·건축비용은 23억 2,000만원으로 절감액은 98억 6,50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기존면적대비 재산정

한 면적의 비중은 18.6%, 기존 비용대비 재산정 비용의 비중은 19.1%로 분석되었다. Table 5와 Table 6의 결과를 비교하면, 역

사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을 때 면적은 206m2만큼 더 건설되었고, 비용은 2억 5100만원이 더 소요되었다.

Table 7은 심도가 0m에서 10m인 역은 5개, 11m에서 20m는 72개, 21m에서 30m는 57개, 31m이상은 14개역이다. 심도별 비

교에서, 면적 차이는 심도가 21m에서 30m인 역들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토목·건축비의 차이는 심도가 31m이상인 역들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기존 면적대비 재산정면적의 비중은 15.8%이고, 실제 토목·건축비 대비 재산정 비용의 비중은 15.5%

Table 4. Additional points.

Classification Image Exp Normal

Target stations 5 42 101

Selection

High name, Representative station,

Area symbolism, 

International reputation

Administration, transport, 

Commercial center Station,

1 days more than 100,000 boarding

Low-profile places,

Traffic oriented features

Facilities Premium High Usually

Remark General Station Cost twice General construction cost 1.5 times -

Weighting 2 1.5 1

Table 5. The excessive area and cost for identical service levels.

1990 2010 Difference

Peak forecast(persons) 13,909 -
12,359

Peak performance(persons) - 1,550 11.1%

Area(m2) 8,870 1,443 16.3% 7,427

Civil·Build cost(million) 12,185 2,069 17.1% 10,116

Service level B Level B Level

Table 6. The excessive area and cost with identical service levels with weighting considered.

1990 2010 Difference

Peak forecast(persons) 13,909 -
12,359

Peak performance(persons) - 1,550 11.1%

Area(m2) 8,870 1,649 18.6% 7,221

Civil·Build cost(million) 12,185 2,320 19.1% 9,865

Service level B Level B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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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심도가 깊어질수록 토목·건축비의 차이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를 예측과 실적의 차이(과다예측), 면적

의 차이(과다면적), 토목·건축비의 차이(과다비용), 독립변수를 심도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심도에 따른 면적

의 정도는 F값은 5.816, 유의확률은 0.001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고, 토목·건축비에 따른 정도는 F값은 3.047, 유의확률은

0.031으로 5%수준에서 유의하다. 하지만 심도에 따른 예측과 실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심도

별로 과다면적과 과다비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8은 호선별 과다면적 및 과다비용비교에서, 면적과 토목·건축비의 차이는 8호선이 기존의 6,713m2에서 812m2, 비용은

88억 2,700만원과 10억 9천만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기존 면적대비 재산정 면적의 비중은 12.1%이고, 실제 토목·건축

비 대비 재산정 비용의 비중은 12.3%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를 예측과 실적의 차이(과다예측), 면적의 차이(과다면적), 토목·

건축비의 차이(과다비용), 독립변수를 각 호선(5,6,7,8)으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호선별 과다비용에 따른 정

도는 F값은 14.935, 유의확률은 0.000으로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호선별 과다예측과 과다면적에 따른

정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호선별로 과다비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9에서 환승역사는 44개역, 비환승인 역은 104개역이다. 환승역사는 기존 역사에 또 하나의 역사가 교차되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지하심도가 깊고, 층수도 많다. 환승유무별 비교에서, 면적과 토목·건축비의 차이는 환승역이 비환승인 역보다 큰 차

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환승역은 기존 면적대비 재산정 면적의 비중은 10.6%, 실제 토목·건축비 대비 재산정 비용의 비중은

11.1%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를 예측과 실적의 차이(과다예측), 면적의 차이(과다면적), 토목·건축비의 차이(과다비용), 독립변

수를 환승 유무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환승 유·무별에 따른 과다예측에 따른 정도는 F값은 90.268, 유의확

률은 0.000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고, 과다면적 정도는 F값은 67.592, 유의확률은 0.000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고, 과다비용

정도는 F값은 19.911, 유의확률은 0.000로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환승 유·무별로 과다예측과 과다

면적, 과다비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8. The route-specific excessive area and cost with weighting.

5 Line

(51 Stations)

6 Line

(38 Stations)

7 Line

(42 Stations)

8 Line

(17 Stations)

F test 

(Significance probability)

Peak forecast

(persons) 
12,267 11,563 17,272 15,775 1.978(0.120)

Peak performance

(persons)
1,596 (13.0%) 1,143 (9.9%) 1,959 (11.3%) 1,305 (8.2%) -

Area(m2) 8,930
2,107

(23.6%)
8,873

1,278

(14.4%)
9,669

1,769

(18.2%)
6,713

812

(12.1%)
1.167(0.324)

Civil·Build cost

(million)
10,043

2,508

(24.9%)
16,083

2,308

(14.3%)
12,592

2,552

(20.2%)
8,827

1,090

(12.3%)
14.935(0.000)

Service level Basic B Level Basic B Level Basic B Level Basic B Level -

Table 7. Depth comparison with weighting.

Peak forecast 

(persons)

Peak performance

(persons)
Area(m2)

Civil·Build ost

(million)
Service level

0~10m(5 Stations) 17,043 1,241 (7.3%)
6,437 8,317 Basic

1,070 (16.6%) 2,218 (26.7%) B level

11~20m(72 Stations) 12,950 1,707 (13.2%)
7,886 11,425 Basic

1,723 (21.9%) 2,588 (22.6%) B level

21~30m(57 Stations) 15,479 1,422 (9.2%)
10,327 12,985 Basic

1,633 (15.8%) 2,020 (15.6%) B level

31m above(14 Stations) 11,337 1,371 (12.1%)
8,869 14,219 Basic

1,545 (17.4%) 2,206 (15.5%) B level

F test 

(Significance probability)
0.860(0.463) 5.816(0.001) 3.047(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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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은 피크타임 승·하차 인원수가 작은 역들과 많은 역들 간에 차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1그룹은

0~1000명(49개역), 2그룹은 21000~2000명(59개역), 3그룹은 2000(40개역)이상으로 하였다. 피크타임 승·하차 인원수별 비교에

서, 면적과 토목·건축비의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1집단으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9.7%, 토목·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분석되었다.

3집단으로 갈수록 피크타임 예측대비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며, 기존면적과 재면적의 차이와 비용의 차이도 1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았다. 종속변수를 예측과 실적의 차이(과다예측), 면적의 차이(과다면적), 토목·건축비의 차이(과다비용),

독립변수를 승·하차인원으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승·하차인원별 차이에 따른 과다면적 정도는 F값은 3.720, 유의확률은 0.027로 5%수준에서 유의하고, 과다비용 정

도는 F값은 3.048, 유의확률은 0.051로 10%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승·하차인원별 차이에 따른 과다예측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피크타임 승·하차 인원수별로 과다면적과 과다비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 합리적 규모산정 계획에 의한 대기공간 면적의 검증

합리적 규모산정을 검증하기 위해 피크실적의 평균값과 서비스 대기수준의 공간모듈 값을 이용하여 정거장 면적을 재산정하

였다. 섬식, 상대식은 승강장이 1개와 2개의 차이다[8].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도시철도 대기공간 서비스 수준은 최소한 D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실제 역사의 대기공간 수준은 B수준임으로 본 연구에서도 B수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면적(예측기반 면적)은 5호선이 8,930m2, 6호선이 8,873m2, 7호선이 9,669m2, 8호선이 6,713m2이다. 그리고

실적기반으로 재산정한 면적은 5호선이 1,729m2, 6호선이 1,167m2, 7호선이 1,637m2, 8호선이 721m2로 추정되었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면적을 재산정한 결과, 5호선이 2,107m2, 6호선이 1,278m2, 7호선이 1,769m2, 8호선이 812m2로 추정되었다. 

서울시가 발표한 승강장의 폭과 길이에 따르면, 5, 6, 7호선의 승강장 길이는 165m이고, 8호선은 125m이다. 예를 들어, 5호

선의 섬식은 165m 곱하기 승강장폭으로 1,898m2구하였다. 그리고 상대식은 165m 곱하기 승강장폭으로 1,749m2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148개 역사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95개의 역사가 서울시 설계기준에 충족하였다.

정거장의 공간구성비율은 승강장이 전체 면적의 27%정도를 차지하며 통로와 내ㆍ외부계단으로 분류되는 기타면적도 27%이

다. 나머지 46%가 대합실이 차지하는 면적이다.

예측기반 면적과, 실적기반 면적, 서울시 기준 면적을 비교해보면, 산출된 면적의 크기는 기존면적(예측기반 면적), 서울시 기

준 면적, 실적기반 면적 순으로 높았다. 예측기반 면적과 실적기반 면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만, 서울시 설계로 산출된 면적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예측기반과 실적기반은 면적은 정거장 전체 면적이고, 서울시 설계기준은 승강장 면적만 해당한

다. 서울시 설계기준으로 승강장을 건설하고(면적구성 27%), 외부출입구로 연결되는통로나계단만 설치하여도(기타면적 27%)수

Table 10. The number of people at peak times with weighting.

1 Group(49 tations) 2 Group(52 Stations) 3 Group(40 Stations)
F test

(Significance probability)

Peak forecast(persons) 13,649 13,462 14,890 0.125 (0.882)

0.125 (0.882)Peak performance(persons) 631 (4.6%) 1,452 (10.7%) 2,819 (18.9%)

Area(m2) 9,158 897 (9.7%) 8,289 1,496(18.0%) 9,376 2,798(29.8%) 3.720 (0.027)

Civil·Build cost(million) 12,595 1,404(11.1%) 11,860 2,159(18.2%) 12,133 3,628(29.9%) 3.048 (0.051)

Service level Basic B level Basic B level Basic B level -

Table 9. Transfer and general comparison with weighting.

Transfer(44 Stations) General(104 Stations)
F test 

(Significance probability)

Peak forecast(persons) 23,877 9,692
90.268(0.000)

Peak performance(persons) 1,293 (5.4%) 1,658 (17.1%)

Area(m2) 11,005 1,170 (10.6%) 7,967 1,852 (23.2%) 67.592(0.000)

Civil·Build cost(million) 13,872 1,534 (11.1%) 11,460 2,633 (22.9%) 19.911(0.000)

Service level Basic B level Basic B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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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B수준은 물론이고, B수준에 가중치를 더한 면적의필요수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실적기반으

로 산출된 면적으로 피크타임 이용승객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철도 건설계획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장기수

요예측에 기초하여 면적을 산정하는 것보다, 서울시 설계기준에 따라 승강장과 외부 출입구 면적만 건설(슬림화)하여도 수송실

적이 요구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설계시간과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비용과 승객안전을 고려한 최적화 방안이 될 것이

다. 

3. 결 론

도시철도시설의 설치 목적은 시민이동 편익을 고려한 공공성과 건설과 유지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

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정거장 규모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피크타임시 수송수요예측인원으로

결정되는데, 정거장 건설시 대기공간을 D수준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석결과 실제 정거장 수준은 B수준이었다. 피

크 실적을 기준으로 대기공간 서비스 수준을 기존과 같은 B수준으로 설정하여 재분석하였는데, 현재수준의 비교면적 16.3%에

서, 역세권의 특징을 고려한 역사별 가중치를 부여하였을 시 18.6%만 건설하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6.3%와 18.6% 이상

의 면적은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해 책정된 면적임을 보여준다. 피크실적이 피크예측에 비해 17.8%에 불과한 상황을 주목하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과도한 예측부분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과도한 예측에 따른 실적과의 괴리 정도를 밝히고, 또한 과도

한 피크예측에 의해 공급된 기존 정거장의 면적이 피크실적과 거의 무관한 관계임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실적과 예측 간의 격차로 표현되는 도시철도시설의 낮은 효율성의 문제를 적시하고, 향후 도시철도 건설

시 정거장 규모가 실적에 보다 가깝게 설계되고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도시철도 정거장시설의

공급면적 감소는 건설비용 및 건설기간 단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의 관리 인력과 이용승객의 안전을 높이면서도 운

영비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제안이 될 것이다. 특히 지하철 내부에서의 화재나 폭발물 등에 의한 테러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현

실을 고려할 때, 구조나 면적의 적합한 공간구성이 지하안전을 고려한 설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구미 선진국가의 지

하철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합실 없이 출입구에서 바로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장노선이나 신설 노선 건설시 정거장의 공급 규모는 교통이용에 적합한 규모이며, 단순한 구조이면서, 지하역사

는 지상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고 승객안전이 충족되는 합리적 구조여야 한다. 정거장의 슬림화는 불필요한 공간을 줄임

으로써 이용객 편의 및 건설비용의 절약과 건설이후 관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게 되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

두는 일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서울시 도시철도 1~4호선을 포함하지 않고, 5~8호선에 한정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

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 도시철도의 피크예측과 피크실적, 건축·토목비 자료의 부재로 분석하지 못하여 국·내외를 비

교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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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recalculated waiting area with weighting.

Classification 5 Line 6 Line 7 Line 9 Line

Station area(m2)

Government standards prediction 8,930 8,873 9,669 6,713

Performance based B level 1,729 1,167 1,637 721

Performance based B level x weighting 2,107 1,278 1,769 812

Platform area(m2)
Seoul-design island platform 1,898 1,733 1,419 1,488 

Seoul-design side platform 1,749 1,716 1,749 1,200 

Satisfy rate(m2)
Seoul-design(island) 9/14 11/12 1/6 1/1

Seoul-design(side) 17/37 19/26 23/36 14/16

Source: The platform length of Line 5,6,7 is 165m and that of Line 8 is 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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