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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철도역사에서는 빈번히 이용객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이용하도록 철도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그래

서 철도역사에 대한 역사 안전성, 편의성을 재검토하고, 이용객의 역사시설 이용만족도의 현황을 

파악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철도역사의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 안전성·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합 안전·편의지표를 개발하였다. 철도역사의 안전시설·편의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통합안전·

편의 지표를 통하여 정량적인 계량화로 역사를 평가하고자한다. 이 논문에서는 통합 안전·편의 

지표 개발과 역사등급제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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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의 발달은 국민에게 단순 기반시설의 

확충 보다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반한 

시스템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철도교통수단에도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며,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접점은 철도역사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철도역사의 안정성·편의성을 증대하고 

이용만족도 향상 및 이용자 안전사고 감소를 

이루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안전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철도역사의 통합 안전·편의 정량화지표 

적용과 대상역사의 평가점수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안전성·편의성 향상방안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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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안전·편의지표 개발

2.1 통합 지표 개발항목

철도역사의 안전성, 편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81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대분류상 항목을 보면 안전성 27개, 편의성 

44개, 이용자만족도 10개로 분류하였다.  

Fig. 1 Developed integrated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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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용평가점수

2.2.1 AHP 분석기법

철도역사평가를 위해 개발된 통합 

안전·편의 지표항목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가중치는 AHP(Analytic Hieerarchy 

Process)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계층과 9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가중치 우선순위는 

Table 1와 같이 대분류는 안전성, 편의성, 

이용자만족도 순으로 나타났고, 중분류는 

안전시설 안전운영, 이용자 만족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Priority

2.2.2 안전등급제 평가점수 및 심사기준

평가 심사에서 만점을 기준으로 특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순으로 안전·편의성을 

정량화하여 역사 유형별/특성별로 등급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2. Safety Rating System of A Railway Staion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역사의 안전성,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정량적인 통합 

안전·편의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철도역사등급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를 더욱 진행하여 역사등급제 

제도화 구축방안과 세부 평가주기/방법 등 

프로세스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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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분류 우선순위 (2) 중분류 우선순위

구분 평가점수(%)

특 급 90%초과

1등급 85~90%

2등급 80~85%

3등급 75~80%

4등급 75%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