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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은 대중교통 이용의 가장 큰 불편함 중 한 가지로, 개인교통수단과의 

비교에서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도시교

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편

의성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이용객이 두 노선 간 환승역사

에서 환승을 할 때 느끼는 환승저항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었고, 이를 분석하여 환승역사의 환승편

의성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공항철도 환승역을 중심으로 연구 진행하였다. 공항철도 7개 환승역에

서 이루어지는 총 86가지 환승경로의 물리적 수치들을 실측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승편의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효과를 예상 분석하였다.

주요어 : 환승편의성, 환승저항, 평면환산거리, 환승경로, 공항철도

1. 서 론

본 연구는 공항철도 환승역을 중심으로 환

승역사에서 환승을 할 때 느끼는 환승저항을 

수치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분석하여 환승역

사의 환승편의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항철도 환승역의 평면환승거리, 상·하행 

계단 이동거리, 에스컬레이터 유무 등 물리

적 요소들을 조사하여 개별 환승경로의 환승

저항을 유추하고, 각 역의 환승편의성을 객

관적 수치로 표출하여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

하도록 분석했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환

승편의성 개선이 필요한 환승경로의 개선방

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였을 때의 개선

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2. 본 론

2.1 환승편의성 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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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철도 수송본부 승무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교통본부(2015)에서 

제시한 평면환산거리 산출방식을 준용하였으

며, 산식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무빙워크 

유무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새로운 평면

환산거리 산출식을 재정립하였다.

  
 








 : 환승경로  의 평면환산거리 [m]

  : 환승경로  의 평면거리 [m]

 : 환승경로  의 무빙워크 평면거리 [m]

  
    : 계단 1개 당 평면거리 (0.43m)

    : 계단의 수

    : E/S로 대체된 계단의 수

Table 1 평면환산거리 산출식에 적용되는 가중치

2.2 공항철도 환승 노선 간 평균평면환산거리

공항철도와 타 노선과의 평균평면환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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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지 평균)는 약 401m 이다. 이는 수도권

교통본부(2015)에서 조사한 수도권 전철-전

철 간 평면환산거리의 평균값인 274m 보다도 

46%(127m) 더 긴 거리이다.

Table 2 공항철도 환승역 평균 평면환승거리

2.3 환승편의성 개선방안

2.3.1 거리단축 환승통로 신설

Fig. 1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환승통로 신설

Fig. 2 계양역 환승통로 신설

2.3.2 수직이동수단 증설

공덕역과 홍대입구역의 공항철도와 경의중

앙선 승강장을 직접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평면환산거리가 크게 줄어든다. 

공덕역은 평균 16m, 홍대입구역은 평균 15m

로서 김포공항역 9호선과의 평균평면환산거

리 30m 와 비슷한 수치가 된다.

2.3.3 환승개찰방식 변경

홍대입구역에 소프트환승을 적용할 경우 별

도의 설비공사 없이도 평균평면환산거리가 

113m 줄어들어 환승이용객들에게 큰 편의성

을 안겨줄 수 있다.

3. 결 론

공항철도 환승역사의 환승편의성을 개선하

는 방법으로는 거리단축 환승통로 신설, 수

직이동수단 증설, 환승개찰방식 변경이 있으

며, 이를 적용하여 환승편의성 개선을 예상

분석한 결과 가장 개선도가 높은 것은 디지

털미디어시티역 경의중앙선과의 전용 환승통

로 신설이며, 12개 경로의 평균평면환산거리

가 332m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역

의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 방면 승강장과 인

천1호선 종착역 도착 승강장을 직접 연결하

는 환승통로를 구축하면, 같은 승강장에서 

환승이 가능한 승강장평면환승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대비 효용

성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개선안으로 분석되

었다. 같은 평면의 상·하층으로 건설되어 있

는 공덕역과 홍대입구역은 공항철도와 경의

중앙선의 승강장을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

하는 환승동선을 구성하면, 승강장평면환승

과 유사한 환승구조로 구축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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