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맞은‘세계철도기술동향(http://club.irail.net/wrt/)

회원 333명 돌파!
WRT(World Rail Trend) 세계철도기술동향은 철도 선진국의 기술동향을 비롯해
해외철도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 간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WRT에 게시된 자료는 매주 둘째, 넷째 금요일
철도포탈(http://www.irail.net) 회원에게 이메일로도 찾아갑니다. 국내외 통신원 50여명이 전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한 단계 업그레이든 된 기술동향을 더욱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철도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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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문화(文化)
철도의 날 106주년 기념, 기념행사·국제세미나·신기술개발품 전시회·음악공연 등이
열려, 2005년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 수상, ERP사업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실무협의체 구성, 제1회 제안심의위원회 개최 우수제안자 35명 포상, 제20
회 철도포럼 개최, 한국형 경량전철, 과기부 KT 신기술 인정, 구병춘 박사 후즈 후 등재,
건교부장관, 철도연 개발차량 시승, KIRA 2기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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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김진이

권두언

한국철도시설공단 | 정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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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의 비전과 전략 | 이성권
철도 물류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황성연
우리나라 철도 컨테이너화물 수송시장 전망 | 남기찬
21세기 철도물류체계 경쟁력 제고방안 | 윤주광
철도화물 수송 효율화 방안 | 최한주
일본 JR 화물의‘그린 물류’| Dr. Masafumi Nakamura
광양항 철송장 활성화를 통한 철도물류 증대 방안 | 이병문
유럽의 철도화물 운송전략 개발동향과 우리에의 시사점 | 정승주
철도수송 증대를 위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 유재균, 문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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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3
80

삶의문화(文化)

에너지를 절감하는 열차운행 | 김치태
철도 안전·보건·환경 통합시스템 개발 | 염병수, 박성은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시스템의 개발방향 | 박성혁, 김길동, 이한민, 오세찬

News
87 기관별 소식
99 주요행사

눈보라는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우리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간이역 장작난로에 모여 언 손을 녹입니다. 막차는 좀
처럼 오지 않는군요.… 플랫폼을 빠져나간 열차가 저기 모퉁이를 돌아 자취를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수경례를 붙이
던 철도원은 기다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 지구에서 출발한 기차가 광막한 우주로 들어섭니다. 신비
의 여인과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소년.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우주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소년의 추억,
청춘의 환상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 라이터 하나에 목숨 건 사내. 달리는 기차에서, 몇 십 년이 흘러도 얻
지 못할 삶의 변화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교통수단을 알지 못 합니다. 이만큼 삶 속에 녹아들고 스며들어있는 교통
수단 또한 알지 못 합니다. 철도는 교통수단, 그 이상입니다. 우리들 삶의 문화(文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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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of life
106th Anniversary of Railway Opening Celebrated, KRNA awarded Grand Prize of

철도의 날 106주년 기념, 기념행사·국제세미나·신기술개발품 전시회·음악공연 등이 열려

Quality Management 2005, KORAIL, KRNA take ERP for success business, KORAIL
awards 35 proposers at Idea Consultation Committee, Dr. Goo listed in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KRRI's LRT earns KT mark , 20th Korea Rail Forum opens,
MOCT Minister takes LRT ride , Second Semester of KIRA opens

106th Anniversary of Railway Opening Celebrated

위한 실용기술 개발품 및 신축사옥 모형 전시회를 9월 22~23일,

A variety of events were held September 22 at government complex

이틀간 개최했다. 여기에는 서예, 서화 수석 등 철도문화전시회도

building in Daejon celebrating the 106th anniversary of railway opening.

함께 열렸다.

10 Greetings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 Chung, Jong-hwan

Themes

Strategies and Visions of Railway Logistics

In the morning ceremony, there were key figures present from the

한편, 22일 오후에는 철도연과 철도대학 공동 주관으로 정부대전청

14
16
21
34

Strategies and visions of railway logistics | Lee, Sung-kwon

railway industry including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사 대회의실에서‘세계로 미래로 가는 한국철도’
를 주제로 국제세미

Enlargement of infrastructure for rail logistics | Hwang, Sung-yeon

Chu, Byung-jik, President of Korea Railroad Corporation, Lee, Chul,

나가 개최되었다. 일본철도총합연구소(RTRI)의 가츠지 아키타 이사

Outlook on markets of railway container freight in Korea | Nam, Ki-chanhan

President of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Chung, Jong-hwan, President

장, 대한교통학회 김광식 회장, 일본 해외철도기술협력협회 사다아

Improvement of strategic competitiveness in Railway Logistics System for the 21st

of KRRI, Chae, Nam-hee. As many as 2,650 persons were awarded and

끼 구로다 고문 등 7여명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서 김동건 서울대

praised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railway industry.

교수의 진행으로‘21C 한국철도의 나아갈 방향’
을 주제로 토론이

In the afternoon, international seminar entitled "Korean railway, to the

이루어졌다.

century | Yun, Ju-kwang

37
44
49

Efficiency plans for rail freight transport | Choi, Han-ju
"Green Logistics" of Japan's JR Freight | Dr. Masafumi Nakamura
Increase of rail logistics with development of railway transport facility at Kwangyang
Port | Lee, Byung-moon

54
59

hosted by KRRI and Korea National Railway College.

Strategic development trend for rail freight transport in Europe and its suggestions to
us | Chung, Seung-ju

제106주년 철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9월 22일 정부대전청사

Efficiency of logistics system to increase rail freight transport | Yoo, Jae-kyun, Moon,

에서 다양하게 개최되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철 철도공사

Dae-sup

사장, 정종환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채남희 철도연 원장 등이 참석
한 오전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에 공이 큰 2천 650여명에게

Trends
66
73

world, to the future" was held at Grand Hall of the complex building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interface on concrete tracks | Kim, Chi-tae
Development of integrated system for railway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 Yum,

각종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가념식에 이어 철도공사는 수입 대체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Byung-soo, Park, Sung-eun

80

Development of intelligent urban rail system for the next generation | Park, Sunghuck, Kim, Gil-dong, Lee, Han-min, Oh, Se-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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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2005년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 수상

철도공사, 제1회 제안심의위원회 개최 우수제안자 35명 포상

KRNA awarded Grand Prize of Quality Management 2005

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실

KORAIL awards 35 proposers at Idea Consultation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was nominated as the best performer of '6

현을 위해 전사적으로 펼친

Committee

참조)’등 우수상 3건, 우량상 4

sigma management' and best CEO in the area of "Quality management

6시그마 체제 품질혁신과

Korea Railroad Corporation organized a committee for consultations on

건, 장려상 5건을 표창하고, 16

2005" conducted by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The award

프로세스 개선의 경영성과

ideas collected and opened the first committee September 7 to award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했

ceremony was held at Seoul Grand Hotel September 6. The grand prize

확보 부분이 부각되었다.

35 best idea proposers. Amid 137 pieces of ideas recommended from

다. 또한 우수상과 우량상 수상자

of "Innovation of 6 sigma" is awarded to a new organization which has

또한 최고경영자상(정종환

each bureau that belongs to KORAIL throughout the nation, 35 items

들은 1호봉 승급의 인사특전까지

implemented innovation of product quality for firm management

이사장) 수상은 기업의 경

were selected at the final stage of sorting. Lee, Se Koo(Yangpyung

받기도 했다. 그리고 공사발족 후

performances with process improvement directed at meeting

영품질 향상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 역량이 크게 인정되었다. 철도시설

Electric Joint), who invented an automatic cleaner with electric

경영개선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

requirements to become a global entrepreneur with engineering

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핵심

insulation was one of the winners categorized into four kinds for prize

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심

expertise.

인재를 양성하고 고품질의 철도건설로 국가 철도망 확충 사업과 선진

and rewards.

사대상에서 제외 된 108건에 대

철도 사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절연 구분 장치 자동청소기(사진

<절연구분장치자동청소기>

한 제안자에게도 기념품이 지급

철도시설공단은 9월 6일 서울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한국능률협

이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로 선진교통체계를

철도공사는 9월 7일 제1회 제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수제안자 35명

됐다. 또한,‘KTX 승강문 팽창성 씰누설 시험기개발품’등 4건은 지

회 선정, 2005년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에서 6시그마 혁신부문 대상

구축하고 윤리경영의 정착을 통해 고객만족과 투명한 기업경영 실현

을 포상했다. 전국 각 소속별 자체제안제도를 통해 본사에 추천된 제

식재산권 출원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철도공사는 경영개선과 지식

및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신설공기업으로 세계일류

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안 137건 중에서 수작업으로 시행해 오던 절연 구분 장치 청소작업을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직

자동으로 청소 가능하도록 기기를 개발한

원들에게는 포상 등의 격려도 활발히 펼쳐갈 계획이다.

이세구(양평전기소)씨의

ERP사업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실무협의체 구성
제20회 철도포럼 개최
KORAIL, KRNA take ERP for success business

업의 성공을 위해‘실무협의체’
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보공유와 상

Korea Rail Corporation and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have organized

호협조를 시작했다. 양 기관은‘실무협의체’
를 통해 ▲표준화 추진전

20th Korea Rail Forum opens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연이 공동주관하고 있는 제20회 철도포

a 'work committee' for their successful business project of ERP solutions

략 공유 ▲사업관리부문 정보제공 대상 및 범위 결정과 도면/문서

The 20th Korea Rail Forum was held at Intercontinental Hotel on

럼이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초청, 9월 29일 코엑스 인터콘

and they vowed bilateral cooperation. The two organizations agreed on

(LDM)에 대한 연동 ▲자재 및 자산관리 정보 공유 등 ERP시스템 구

September 29. Chairman and CEO of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사공일 이사장은‘세계 속의 한국경제,

working together in establishing the ERP system with parts of sharing

축에 있어 상호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협의했다.

SaKong, Il was invited as a speaker, who talked about problems the

장·단기 전망과 과제’
를 주제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strategies on standardization plans, of information sharing on business

ERP추진 실무협의체는 상호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와 정보공유의 필

Korean economy is faced with and solutions in his speech entitled

대해 강연했다. 그는 저조한 설비투자와 둔한 가계소비 성장세를 문제

management, of decision making on scopes and interlocking of design

요성이 인식돼 지난 5월 하승렬 철도공사 ERP기획실장과 이원순 철

"Korean economy on the globe, perspectives and missions". Korea Rail

점으로, 비타협적 노사관계와 부족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점으로

map and LDM, of information sharing on materials and asset

도시설공단 ERP추진단장간에 협약체결로 조직됐으며, 9월 19일 제2

Forum is co-organized by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Korea Railroad

지적했다. 사 이사장은 세계경제의 큰 흐름으로 세계화(Globalization)

management.

차 정기회의에서 심도 있게 협의했다. 양 기관은 프로젝트 수행기간동

Corporation and KRRI.

와 지식기반경제시대, 중국의 재부상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맞

안 실무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성공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각각 추진중인‘전사적 자원관리(ERP)’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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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경제의 장단기 아젠다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적인 ERP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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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량전철, 과기부 KT 신기술 인정

건교부장관, 철도연 개발차량 시승

KRRI's LRT earns KT mark

철도차량분야에서 KT 마크를 획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주)우진산

MOCT Minister takes LRT ride

성과라 자랑스럽고 세계 4번째 기술개발 성공이라 너무 뿌듯하다”
면

KRRI was highly recognized of its new technology development of

전과 공동으로 수상하였으며 인정기간은 3년이다. 철도연은 경량전철

KRRI invited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Chu, Byung-Jik

서“국산기술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하자”
고 강조했

rubber-wheeled Light Rail Transit System and obtained KT mark, a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and 20 personnel from government including North Kyungsang Office,

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광명역에서 한국형 고속열차(HSR-350x)를

certificate of technology innovation. The KT mark was instituted in 1993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마크 수여식은 9월 7일 서초구

industry, academy and institute. The delegation took a ride on light rail

타고 동대구로 이동했으며, 기관실 등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imed at discovering the nation’s

양재동 소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 37

transit 'K-AGT' in Kyeongsan on August 30. "I am very proud of the

new technologies as early as possible to help building a strong foothold

개 기술이 최종 확정되었다.

achievement for the fourth in the world on the nation's own technology"

in world markets.

Chu said and went on "We have to collaborate and boost the local

Faced with commercialization of the LRT system in the nation, KRRI will

technology for its commercialization."

help increase reliability with the local technology.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해 경북도 관계자와 관·산·학·연 철
철도연이 총괄 주관한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시스

도관계자 등 20여명은 철도연의 초청으로 8월 30일 경북 경산에서

템 기술’
이 과학기술부 신기술로 인정되어 KT마크(신기술인증제도)를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을 시승했다. 추 장관은“순수 국내기술로 이룬

획득했다. KT마크는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
여 시장 진출 기반을 돕기 위해 과학기술부가‘93년부터 시행해 오고

철도연, KIRA 2기 문 열어

있는 제도이다.

철도연, 구병춘 박사 후즈 후 등재

Dr. Goo listed in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년 판에 등재되었다. 구 박사는 철도차량의 설

Dr. Goo, Byeong-Choon, principal researcher with Railway System &

계나 구조 건전성 진단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Safety Research Department at KRRI was listed in the 23rd edition

있는‘철도차량 구조물의 수명평가 기술 개발’

(2005-2006) of‘Marquis Who’
s Who in the World’.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특히 과학

Dr. Goo has been recognized of his distinguished achievements in the

기술부가 지원하는 국가지정연구실사업에서

field of‘Durability evaluation of railway vehicle structures’, which can

‘철도차량 구조물의 수명평가 기술 개발’과제

be used for design of railway vehicles and evaluating the integrity of

를 2002년부터 수행하면서 국내외 저널과 학술대회에 각각 30여 편

rolling stock structures.

과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 왔다. 구 박사는 프랑스 국립 FrancheComte 대학에서 1995년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6년부터

철도연 철도시스템안전연구본부 구병춘 박사가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마르퀴즈 후즈후는 영국의

‘마르퀴즈 후즈후 (Marquis Who’
sWho in the World)’2005~2006

IBC, 미국인명연구소(ABI)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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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Semester of KIRA opens

국제적인 철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철도연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철

The second semester of KRRI International Rail Academy or KIRA

도 아카데미(KRRI International Rail Academy, 약칭 KIRA)’2기가

opened October 24. The academic program was launched in order to

10월 17일 문을 연다. KIRA는 철도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쌓는 동시에

nurture and rear global intellectuals in the field of railway. The class is

영어 토론이 가능하도록 철도 각 분야를 비롯해 정책, 경영혁신, 조직

designed to help students learn more about railway and English is

문화 등의 주제를 100% 영어로 진행하는 원내 아카데미이다. 지난 4

spoken for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by both instructor and

월 10일 첫 수업을 시작한 이래 4개월 과정을 끝으로 8월 11일 1기 수

students throughout the class. Other than the subject of railway, the

료식을 가졌었다. 10월 24일 개강하는 KIRA 2기는 전 주한 영국상공

class deals with policy, management innovation and corporate culture

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한 Mackay씨를 교장으로 선임하여 강좌진행

as well. The second semester features a British class master Gavin

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내 직원만 수강하던 것에서 외부 기관 수강을

Mackay who has worked as Vice Chairman of British Chamber of

가능하도록 하는 등 커리큘럼을 강화했다. 1기와 마찬가지로 철도분

Commerce in Korea and several students from other organizations joined

야를 중심으로 조직 및 기술혁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가

the four-month course. Mackay was named to highlight specialty during

다뤄지며, 내외부 강사 강의, 자유토론, DVD 시청 등으로 진행될 예

the progress of the course.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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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 ㅣ권두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용광로
역할을 기대

에서 현장 적용까지 관련기관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공동목표로 매진할 때
선진철도 진입이라는 대과업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통혁명의 전환기에 있는 우리철도가 국가교통시스템의 효율화를 선도하고 남북
철도시대를 열며, 해외시장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철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
한 철도기술의 체계적 개발과 해외 선진 철도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기술교류 등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정 종 환

선진철도와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철도기술자들
의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신기술·세계 철도동향 파악 및 연구성과 소개 등을 위한
“한국철도기술”
지의 탄생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한국철도기술”정보지 발간은 우리나라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방향제시와 한 단계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습득한 값비싼 교훈과 선진기술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한국철도기술”
을 통해 적극 공개함으로써 철
도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보유한 우리 철도는 경부고속철도의 건설 경험과 고속차량 자
체제작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 해외철도 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의 철도산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의 경험

습니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교통패러다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철도기반시설 확충에

과 노하우, 연구주체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전문지식과 연구성과들이 함께 개진되어, 허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남북간에 끊어진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남북교류 활성화에

심탄회한 비판과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모두에게 공유되어 질 수 있다면 이는 우리

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철도

나라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르네상스시대를 활짝 꽃 피우기 위해서는 철도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함께 힘을 모
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철도산업은 대량수송, 쾌적성, 안정성 및 친환경성 등 차별화된 장점으로 21세
기 교통수단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선진 각 국은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신

현재 우리의 철도산업은 기획, 건설, 운영, 연구의 4분야로 나뉘어 건설교통부, 한국철도

교통시스템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철도가

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등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고속철도 건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철의

고 있습니다. 그 중 철도건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우리공단은 해당분야의 기술역량 강화

실크로드 건설에 앞장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철도인들의 하나되는 마음과

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속철도 기술의 D/B화, 신기술·신공법 적용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등을 통한 VE 실현, 기반기술 확충을 위한 R&D 추진, 국제적인 사업관리전문가(PMP)
및 국제인증심사원(품질, 환경, 안전) 양성, 철도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기술

그 融融한 흐름의 한가운데“한국철도기술”
이라는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

정보실 운영 등이 그것입니다.

작하였으며, 다양한 활동과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철도산업의 선진화를

감사합니다.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정책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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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철도물류의 비전과 전략

○ 철도물류의 비전과 전략
○ 철도 물류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우리나라 철도 컨테이너화물 수송시장 전망
○ 21세기 철도물류체계 경쟁력 제고방안
○ 철도화물 수송 효율화 방안
○ 일본 JR 화물의‘그린 물류’
○ 광양항 철송장 활성화를 통한 철도물류 증대 방안
○ 유럽의 철도화물 운송전략 개발동향과 우리에의 시사점
○ 철도수송 증대를 위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개통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올해로 어언 106년이 되었습니다. 국가동맥
으로서 민족의 애환속에 달려온 한국철도 1세기와 함께 지난해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가 개

통됨에 따라 고속화 시대의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철도는 흔히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성이 매
우 높다고 알려져 있고, 대량수송 및 장거리 수송효율성 측면에서 도로보다 우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화물수송에 있어 철도의 수송분담률은‘80년의 28.4%를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
03년에는 6.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산업생산구조가 다품종·소량생산체
제로 변화하고 소비자 욕구(needs)도 고급화·다양화되는 등 물류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데 철도가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철도의 투자부족에 따른 물류인프라 부족과 문전수송의 불편, 수송
시간의 과다소요 등으로 수요자가 철도이용을 기피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물류체계는 도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교통량의 증가로 혼잡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
다. 혼잡비용의 증가는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가격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저하의 주요요

철도물류의
비전과전략

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향상의 주요 방안으로서 혼잡비용의 절감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이의
실행방안의 하나로 철도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철도운영이 공사화 되어 철도사업자가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비롯한 물류 인프라의 확충으로 철도물류
의 운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대외 환경에 있어서도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됨으로써 친환경·에너지효율의 대량수송체계인 철도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철도물류가 활성화되고 국가 물류체계에서 철도의 역할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수송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sung428@moct.go.kr)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송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도로위주의 수송체계를
탈피하여 철도와 도로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물류수송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요 물류거점간 수송은 철도가 담당하고 거점에서 수요처까지는 도로수송으로 연결되는 수송체
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송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철도물류정책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
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류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 및 산업단지의 연계철도망을 구축하고 철도병목 구간을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철도 중심 물류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철도물류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제한된 선로용량에서 철도수송력을 대폭 증강할 수
있는 이단적열차(DST)의 도입이나 화물열차의 고속화 및 장대화를 추진하고, 카고스프린터의 운영 등을 통해
철도가 단거리 구간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부응하여 철도물류 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
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영자도 문전수송이 가능한 복합일관수송서비스 구축 및 Total
Service제공, 고객욕구에 부응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노력 등을 통해 철도중심의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
니다.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 구축은 철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철도가 단지
간선수송만을 담당하던 소극적 역할에서 물류수송의 주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철도 중심의
수송패러다임은 국가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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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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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8

1. 철도 물류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우리나라의 물류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현재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량수송의 장점을 가진 철도수송에 적합한 물품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도로망의 확충으로 수송에 적합한 택배시장의 발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결국 국가
물류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물류비는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로서 국가물류
비 절감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주요 방안이다.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87조원으로서
GDP대비 12.7%를 점하고 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수송비가 63.3조원으로 전체 국가물류비의
72.7%를 차지하고 있어 수송비의 절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단위 : 십억원, %)

기능별 물류비 구성

구분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

물류비총계

2001

55,016(68.1)

18,353(22.7)

1,741(2.2)

1,140(1.4)

2,297(2.8)

2,245(2.8)

80,792

2002

63,265(72.7)

17,793(20.4)

1,817(2.1)

1,348(1.6)

1,393(1.6)

1,415(1.6)

87,032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5. 8.

또한 수송부문에 대한 효율화 지표로서 1톤을 1km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수송비용인 단위수송비가 있
는데 이를 살펴보면 도로의 단위수송비가 철도의 단위수송비 보다 더욱 큰 폭으로 오름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톤-km)

단위수송비 추이

구분

도로수송비

철도

수상

항공

합계

825.3

55.1

16.5

193.3

448.6

1070.2

875.9

59.5

15.2

206.0

491.8

5.2

6.1

8.0

∇7.8

6.6

9.6

영업용

비영업용

전체

2001

481.5

1017.3

2002

533.3

증감율

10.8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5. 8.

이상의 관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도로 위주
의 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수송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를 철도중심의 물류체계로 전환하는데 있어 걸림돌은 무엇
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
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철도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의 철도연장은 69개 노선 3,377km이며, 이중 화물영업의 철도연장은 3,050km에 달하고 있
다. 또한 철도역은 전국 640개역으로 이중 269개역에서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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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톤 이상을 취급하는 역은 40개역에 불과하고, 158개역은 연간 취급량이 5만톤 미만인 것으로 파

공하는 종합물류업에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철도물류의 운송효율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소규모 화물취급역을 단계적으로 정

화물열차는 16개 노선에서 1일 387회 운행하고 있는데, 이중 53%인 203회가 경부·중앙·충북선에

비하여 거점수송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화물 취급역 정비 및 거점역 육성으로 인력 및 시설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철도 연간수송량은 4,451만톤(
‘04)으로 벌크화물과 산화물이 주종을 이루고

장비를 집중관리하여 철도운영체의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인ICD 및 항만내 철송

있으며, 품목별로는 양회와 컨테이너 및 석탄, 유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의 운영권 개선으로 해당 운영업체의 영업행태에 따라 철도수송이 단절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철도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1980년에 28.4% 정점으로‘90년에는 17.2%로‘00년 6.7%,‘03년 6.2%로 지속

운영자가 필요에 따라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철도수송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물류인프라의 확충으로 철도수송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저하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철도물류시설 확충 및 장비현대화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철도

첫째는 철도의 수송완결성 부족의 문제이다. 도로는 문전수송이 가능한 반면, 철도는 역간 수송만 담

물류기지의 지속적인 확충과 항만·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산업지원형 철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

당하므로써 셔틀수송이나 보관, 상하차 등을 다른 업체에 의존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

다. 즉 철도인입선 연결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철도부설

문이다. 이와 같은 외부 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철도수송의 부가가치 창출에 제약요인이 될뿐더

의 제도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철도의 화물취급역에도 현재의 다품종 소량생산체

러 도로수송업체와의 관계에서 종속적ㆍ의존적 관계가 되기 쉽고, 또한 서비스 질의 관리, 적극적 마

제의 물류환경에 대응하는 물류수송 시설로 개선하여야 하고 더불어 하역장비 현대화 및 하역체계의

켓팅에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동화를 추진하여 싱하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철도시설의 투자부족 문제로서 경부·호남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단선 및

다음으로 철도수송 최적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전철화로 급곡선이 많고 일부 노선은 선로용량 부족으로 적기에 화물수송이 곤란한 실정이다. 고속

여객 위주의 철도운영정보시스템(KROIS)을 개선하여 화물의 조회, 예약, 화차추적 등 상시 예약시스

철도와 경부·호남선을 제외한 노선은 대부분 단선 및 비전철화로 복선화율은 39.1%, 전철화율은

템을 구축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송물량에 따른 화차배정, 열차편성 등의 운영 효율을 기

46.9%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주요항만 및 ICD내의 철송시설 부족과 CY 야적장 협소 및 하역장비 부

해야 할 것이다.

족으로 수송량 유치가 곤란한 점도 철도물류 비활성화 요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철

또한 해양수산부나 관세청 등 유관기관 물류정보망과 연계한 철도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물수

송장 운영권을 운송업체 등이 보유·운영하는 점도 철도 이용률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송계획 및 화차운영을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여객위주의 선로배분 및 화물열차 야간운행 편중으로 화주요구에 부합하는 서비
스 제공이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철도운송시스템 개선으로 수송력을 증대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 전환, 도로망 확충에 따른 택배시장의 발달 등 물류환경변

컨테이너 수송이 빈번한 구간에 철도분담률을 높이고 중장기 물량증가에 대비, 철도와 도로운송을 접

화에의 대응력 부재를 들 수 있다.

목하여 문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신개념 운송시스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하여 화물열차 속도 및 화차 적재중량 향상으로 수송효율을 증대토록 해야 할 것이
다. 수출입화물 등 시간이 제한되어 빠른 수송이 필요한 컨테이너 열차는 고속화차로 편성 운영하고,

3.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화물열차의 적재중량을 상향 조정하여 철강재 등 중량화물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단위당 수송효율
을 향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화물수송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도로수송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철도화물수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기반시설 및

네 번째는 대륙지향형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하여 남북간 철도망을 연결하고 남한의 철도병목구간을 해소토
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 증대로 늘어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수도권 우회노선

첫째, 철도물류 수송체계의 개선이다.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륙횡단 철도와 연계한 철도망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

우선적으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문전수송이 가능한 일관운송

한~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장거리·대용량의 철의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를 운영하거나 관련업체와의 긴밀한 제휴를 통하여 상하차, 셔틀운송 등 one-stop 서비스를 제

국경통과운송(Block Traun Operation)실시, 화차·화물·컨테이너 추적 시스템 구축, 다국적 운영

공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현재의 철도운영체가 운송, 보관, 하역 등 종합서비스를 제

회사 설립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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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남북교류 지원형 물류기지 건설에 따른 인입철도 연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교역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도권 북부 및 동부, 강원 동북부지역에 물류기지를 건설
하고, 개성공단이 동북아지역의 중추적 자유경제구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철도망의 건설도 고
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철도 컨테이너화물
수송시장 전망

3. 결론 및 시사점
향후 철도인프라 확충으로 철도화물의 수송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경부고속철
도 전구간이 완공되고, 건설중에 있는 전라선, 경전선, 장항선 등 주요간선의 복선화 및 전철화사업이
완공되면 선로용량의 증가 및 선형개선으로 시간단축과 선로이용 효율이 증가함으로써 철도수송여건
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항만과 산업단지 및 5대권역 물류기지의 철도인입선 건설 등으로 철도물류망이 구
축됨으로써 철도중심의 물류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도중심의 물류체계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정책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제2차 공약기간에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적 교
통수단인 철도의 분담률을 제고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철도시설투자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철도운영자도 철도수송의 서비
스 개선과 운영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최근 국가 경제 및 기업경영에 있어서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수송서비스에 대한
남기찬 |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

(namchan@hhu.ac.kr)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륙화물수송의 경우 도로정체로 인한
수송지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체수단으로서 철도수송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
수송은 대량화물 운송에 있어서 공로수송에 비해 운송비가 낮아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기오
염, 소음, 도로파손 등의 환경문제 측면에서도 선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화물 수송 무문에 있어서 화물 톤 기준 시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품목은
컨테이너와 양회가 유일하다. 톤-km 기준 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품목 역시 이들 두 품목에 한정된
다. 또한,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철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평균 수송거리가 300km 이상인 화물은 컨
테이너가 유일하다.1) 철도청 (2004), 철도통계연보
양회의 경우 생산지가 집중된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운송 중심이고 상대적
으로 운임 부담력이 낮은 반면 컨테이너 화물은 우리나라 경제의 축인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하고
운임 부담력이 높기 때문에 주요 전략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철도공사는 컨테이너 수송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철도 CY(Container Yard) 확충, 항만 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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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설, 철도역의 물류기지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구-부산간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영되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동측부두 배후지에 철도 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터미널과 약 2km 떨

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부터 기존 경부선을 화물수송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어진 외부에 입지하고 있어서 일반 트렉터-트레일러를 이용한 셔틀 운송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의 연계, 남북 경협 활성화에 따른 수
도권 북부 지역의 철도물류기지 구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는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철도 컨테이너 수송시장을 세분화하고, 관련 환
경 변화를 전망하며, 대략적인 시장 규모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이어질 동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표 1> 컨테이너터미널 철송시설 현황

구분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부지면적(장치면적, 평)

45,000㎡(4,202)

28,627㎡(1,740)

수용능력(1개선)

30량×2개선=60량

하역장비

T/C 1대

T/C 1대 , R/S 1대

T/C 1대

T/C 2대, R/S 1대

840 TEU

930 TEU

840 TEU

n/a

한다.

최대 장치능력 CY 기준(일)

자성대부두

광양항

21,238㎡(1,200) 174,000㎡(52,739)

25량×2개선=50량20량×2개선= 40량

6개선

자료 : 각 터미널 내부 자료 2005

2. 우리나라 철도 컨테이너화물 수송 현황
2) 철도 컨테이너화물 수송 실적
1) 철도 장치장 시설 현황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철도수송은 부산항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경부선과 광양항의 물동량을 처리하

현재 철도역 컨테이너화물 장치장(CY)은 의왕역, 부산진역 등을 포함한 25개 철도역에서 운영되고 있

는 전라선을 중심으로 이루고지고 있다. 2004년 기준 부산항과 광양항을 기종점으로 하는 철도 수송

다. 그러나 일정 규모의 장치장과 전용 하역 크레인(Transfer Crane)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경부

컨테이너화물은 각각 613천 TEU, 182천 TEU로서 분담율은 각각 9.4%, 19.0%이다. 수송량과 분담률

축의 기종점 기능을 수행하는 의왕역과 부산진역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대부분 기

측면에서 볼 때 연도별 뚜렷한 차이 없이 안정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표 2>).

존 철도역 부지에 장치공간과 리치 스테커(Reach Stacker) 등 보조 하역 장비를 갖춘 소규모, 간이 장
치장이라 할 수 있다.
(단위：천TEU, %)

<표 2> 항만별 컨테이너 수송실적

구 분

2000년

2001년
증감

부
산
항

<그림 1> 철도 컨테이너화물 장치장(CY) 현황
자료: 철도공사 웹사이트

광
양
항

철도 인입선이 설치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은 부산항과 광양항에 한정된다. 부산항의 경우 자성대부

합 계

5,150

(비 중)

(100)

연안해송

116

(비 중)

(2.3)

철도운송

650

(비 중)

(12.6)

도로운송

4,384

(비 중)

(85.1)

합 계

578

(비 중)

(100)

연안해송

26

(비 중)

(4.7)

철도운송

146

(비 중)

(25.2)

도로운송

406

(비 중)

(70.1)

7.1

△10.4

9.4

7.4
48.6

2002년
증감

5,130
(100)
119
(2.4)
551
(11.0)
4,460
(86.6)
690

△0.3

2.6

△15.2

1.7
19.4

(100)
1283

44

160

64.0

486
(70.3)

(100)
44
(0.8)
580
(10.4)
4,942
(88.8)
766

8.5

△62.9

5.4

10.8
11.1

48

9.9

160

8.6

558
(72.8)

6,157
(100)
122
(2.0)
636
(10.3)
5,399
(87.7)
841

10.6

177.3

9.7

9.2
9.8

38

△0.2

172

△20.8

631
(75.0)

6,700
(100)
105

8.8

△13.7

(1.6)
631

△0.7

(9.4)
5,964
(89.0)
962

10.4
14.4

6

△83.2

(0.7)
7.5

(20.5)
14.8

증감

(100)

(4.5)

(20.9)
19.7

2004년
증감

(100)

(6.3)

(23.3)
30.5

5,566

(100)

(6.4)
92.4

2003년
증감

182

5.9

(19.0)
13.1

773

22.6

(80.3)

자료: 부산항만공사 (2005), 2004년도 컨테이너화물 유통추이 및 분석

두,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전용터미널에 철도 인입선이 설치되어 있고, 터미널 자체적으로 운영하
거나 대한통운, 세방 등 철도소운송 면허를 보유하고 터미널 운영에 참여하는 하역업체에 의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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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기준 컨테이너 전용터미널별 철도수송 실적은 광양항(142천 TEU), 신선대터미널(107천
TEU), 감만부두(100천 TEU), 자성대부두(27천 TEU)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추이는 신
선대터미널 및 광양항이 증가하고, 자성대와 감만부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계

자성대

신선대

감만부두

광양1단계

O/D
부산지구

(단위：천TEU, %)

<표 3> 컨테이너 전용터미널별 수송실적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376,145

331,821

365,423

368,520

376,595

발송

195,086

175,819

178,162

185,869

206,007

도착

181,059

156,002

187,261

182,651

170,588

소계

61,117

35,673

31,856

28,253

27,265

발송

23,210

16,099

14,921

12,702

12,079

도착

37,907

19,574

16,935

15,551

15,186

소계

64,716

63,014

74,122

105,766

107,298

발송

35,557

33,857

31,480

60,175

62,675

도착

29,159

29,157

42,642

45,591

44,623

울산지구

마산지구

익산지구

광주지구

광양지구

대구지구

소계

138,990

119,603

118,292

103,874

99,988

발송

71,367

66,107

57,619

50,396

49,719

도착

67,623

53,496

60,673

53,478

50,269

소계

111,322

113,531

141,153

130,627

142,044

발송

64,952

59,756

74,142

62,596

81,534

도 착

46,370

53,775

67,011

68,031

60,510

영주지구

합계

2003년

2004년

증 감

상 행

하 행

계

상 행

하 행

계

상행

하행

계

부산
광양

16,370

6,096

22,466

13,512

7,831

21,343

△17.5

28.5

△5.0

부산

2,880

13,647

16,527

1,830

12,113

13,943

△36.5

△11.2

△15.6

광양

8

91

99

61

29

90

662.5

△68.1

△9.1

부산

6,662

4,964

11,626

2,046

1,130

3,176

△69.3 △77.2

△72.7

광양

366

105

471

102

328

430

△72.1

212.4

△8.7

부산

15,671

20,550

36,221

10,176

21,984

32,160

△35.1

7.0

△11.2

광양

30,722

35,499

66,221

34,832

40,415

75,247

13.4

13.8

13.6

부산

2,461

4,091

6,552

2,301

4,256

6,557

△6.5

4.0

0.1

광양

1,14

2,668

3,812

1,324

1,606

2,930

15.7

△39.8 △23.1

부산

6,096

16,370

22,466

7,831

13,512

21,343

28.5

△17.5

△5.0

광양

567

567

1,134

1,242

1,242

2,484

119.0

119.0

119.0

부산

-

-

-

-

26

26

-

-

-

광양

-

-

-

-

-

-

-

-

-

부산

-

-

-

-

2,089

2,089

-

-

-

광양

-

-

-

-

-

-

-

-

-

부산

335,372

300,178

635,550

317,995

313,423

631,418

△5.2

4.4

△0.7

광양

93,818

78,508

172,326

105,692

76,807

182,499

12.7

△2.2

5.9

자료: 부산항만공사 (2005)

자료: 부산항만공사 (2005)

2) 철도 컨테이너화물 수송 실적
부산항 및 광양항과 우리나라 지역간의 기종점 분포는 12개 지구에 걸쳐 있으나 물동량 규모 면에서

현재까지 TSR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은 부산, 마산 등의 항만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는 경인지구 등 소수에 집중되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경인지역 64%, 대전지구 13% 순이며, 광양항의

보스토치니, 불라디보스톡 등의 항만으로 해상운송된 후 TSR로 연계되어 운송되고 있다. 1990년대

경우 익산지구 41%, 경인지구 35% 순이다.

이전부터 복합운송업체를 통하여 TSR을 이용한 운송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자료는
극히 미흡하다. KOTRA, 철도청 등의 기관에서 자료를 집계하였으나 대부분 2000년 이전의 자료이
(단위：TEU, %)

<표 4> 부산항 및 광양항과 우리나라 지역별 컨테이너 수송실적

연도
O/D
경인지구

천안지구

대전지구

구미지구

2003년

2004년

증 감

근 자료이다(<표 5>).

상 행

하 행

계

상 행

하 행

계

상행

하행

계

부산
광양

246,645
36,539

166,163
24,590

412,808
61,129

231,507
46,000

172,331
17,819

403,838
63,819

△6.1
25.9

3.7
△27.5

△2.2
4.4

부산

13,941

23,452

37,393

14,260

22,803

37,063

2.3

△2.8

△0.9

광양

1,167

1,155

2,322

870

1,115

1,985

△25.4

△3.5

△14.5

부산

32,876

36,564

69,440

37,044

44,844

81,888

12.7

22.6

17.9

광양

6,935

7,737

14,672

7,749

6,422

14,171

11.7

△17.0

△3.4

부산

8,140

14,377

22,517

11,000

18,335

29,335

35.1

27.5

30.3

광양

-

-

-

-

-

-

-

-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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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TSR 운송에 참여하고 있는 해운업체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가 2002년까지 실적치를 포함하는 최

TSR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컨테이너화물은 2002년 기준 약 102천 TEU로 나타났다. 일부 연도별 감
소 추이가 있으나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및 수입으로 구분할 때 전
자가 후자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한 실정이다.
<표 5> 한국의 TSR 이용 물동량

1992

(단위: TEU)

구분

1991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16,798

수입

9,806

합계

26,604 30,769 37,958 42,320 50,269 61,076 58,062 52,466 44,280 68,523 82,827 102,392

22,555 23,784 24,496 30,205 37,458 38,243 35,580 29,706 46,265 57,756 69,060
8,214

14,174

17,824

20,064 23,618 19,819

16,886 14,574 22,258 25,071 33,332

자료: 부산발전연구원(2004), 아시아철도 건설과 부산항의 활성화 방안, p.7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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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컨테이너화물 수송 시장 전망

테마6

테마7

테마8

중국횡단철도(TCR: Trans Chinese Railway)의 경우 현재 시장 점유율이 낮고 서비스 측면에서 낙후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활성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새로운 시장을

1) 시장 구조

형성하는 한편‘북중국 항만-부산항-러시아 극동지역 항만-TSR'로 연계되는 기존 TSR 시장을 잠식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철도 컨테이너화물 수송 시장은 <표 6>과 같이 분류될 수 있

할 가능성이 높다

다. 이는 현 시점에서 해당 시장의 활성화 정도와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잠재력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시장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철도 수송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표 6> 우리나라 철도 컨테이너화물 수송 시장 구조

기간

다. 시장 규모나 잠재력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성숙기에 도입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
화 단계에 있다. 다만, 현재 부분 개통된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고 기존 경부선 및 호남선이 화물수

단기

송 중심으로 운영이 전환될 때 시설 능력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철도물류기지는 최근 화주 기업들의 물류 아웃소싱 추세와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화주 기업의 물류를 대행하는 대부분의 물류전문기업들이 공로수송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거점 및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별화 및 신규 시장 개척 측면에서 철도 시

중기
장기

시장

주요 내용

비고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부산항 및 광양항 중심의 수송축

부산진역, 의왕 ICD 등

국내 화주 철도물류기지

주요 수출입 화주 생산시설 지원

신창원역 철도물류기지

내수용 컨테이너 운송

국내 주요 생산지 및 소비지 연결

경부축 등

TSR 러시아 및 CIS권 시장

기존 부산항-러시아항 피더 해상운송시장

-

남북간 컨테이너 운송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른 시장

-

TSR 유럽시장

부산-유럽간 해상운송과경쟁

TCR 시장

국내 항만과 북중국 항만간 피더 해상운송과 경쟁

-

설 소유주인 철도청(현 철도공사)과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제휴한 형태이다. 후술할‘신창원
역 철도물류기지’
가 철도시설을 활용한 제3자물류의 유일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볼 때
시장은 초기 진입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남북간 경협 증대, TSR 연계 등의 환경 변화를 가

2) 철도 컨테이너 수송시장 환경 변화 전망

정할 때 다양한 시장 구조에서 틈세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수출입 컨테이너 시장

내수용 컨테이너 시장 역시 현재 초기 시장 진입 단계이며, 실험적 시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현

수출입 컨테이너와 관련된 주요 환경 변화로서는 2007년경으로 예상되는 부산 신항만의 철도수송 개

재 국내 내수시장은 대부분 반나절 운송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물류

시와 2010년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경부선 수송 능력 증대를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추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요 수송 축을 중심으로 철도역을 이

진 중인 전라선의 복선전철화 사업도 환경 변화 중 하나이다.

용한 고속 철도물류체계를 구축할 경우 시장 형성 가능성은 있다. 유사한 사례로서 (주)한진과 제일제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전용열차는 주중 1일 61회(경부축 42회, 전라축 19회) 운행되

당이 제휴하여 인천과 부산간 연안운송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일제당의 인천공장에서 생산된

고, 주말에는 1일 45회(경부축 27회, 전라축 18회) 운행된다. 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기인 2010년 이후

식료품들을 부산 장림 물류센터로 공로 수송 대신 맞춤형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대량 벌크형태로 해상

부터 경부축은 기존선로를 활용하고 전라축은 2008년까지 복선전철화가 추진되어 철도수송능력이

운송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한 사례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역시 2011년 부산신항만이 20여개 이상의 선석 규모로 운영에 들

TSR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수송 시장은 단기적 관점의 러시아 및 CIS권과 장기적 관점의 유럽 시

어갈 경우 기존 경부선 컨테이너화물 수준 이상의 추가 수요가 예상되며,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TKR

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TSR 시장은 부산-유럽간의 시장이 아니라 부산-

및 TSR 연계 운송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해상운송에서 전환되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수요 증가를

보스토치니간 피더 해상운송을 거쳐 TSR로 연계되어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내륙으로 운송되는 시

예상할 수 있다.

장이 주가 된다. 실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LG전자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하

공급 측면에서는 철도 수송 능력 향상과 함께 철도 네트워크 확장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의

여 러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이 주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 성원용 (2005),“TKR-TSR 연결과 한·러 교통협력

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전국 25개 역에 한정된 컨테이너화물 거점이 증가하고 현재 주간에 한

의 과제”
, 월간교통, p.48, 2005.1.

정된 시속 120km의 고속열차의 운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간 교역 규모의 증대, 러시아 및 CIS권의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예상
할 수 있다.

(2) TSR 시장

남북간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남북 경협사업,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생산거점 구축과 직접 관련된다.

TSR 시장은 '부산항-러시아 극동지역 항-TSR'로 이어지는 피더 해상운송 시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남한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 컨테이너화

있다. 즉,‘부산항-유럽항’간의 해상운송 노선과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닌

(containerization)가 가능한 공산품이기 때문에 부산항 등 주요 수출항과 연계되는 철도수송시장을

러시아, CIS권 등의 시장을 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권 시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형성할 수 있다.

현재 TSR 시장은 중국 및 우리나라 화물이 부산항을 이용하여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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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등으로 피더 운송된 후 TSR로 연결되는 시장이다. 향후 한반도통과철도(TKR: Trans Korean

(3) 남북 교역시장

Railway)가 구축될 경우 기존의 해상 피더운송 경로와 TKR이 경쟁 관계가 되고 TKR이 시장의 일부

남북 교역 시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의 유출입 화물을 들 수 있으며, 중장기적

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으로는 북한 내 경제 특구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인한 신규 시장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가시화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산-유럽간의 해상운송 루트와 경쟁 관계가 되는‘TKR-TSR-유럽 기·

있는 중장기 사업으로서는 나진-선봉 특구 개발사업을 예로들 수 있다. 1995년 중국, 러시아, 북한

종점’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해상운송 화물의 규모와 TSR의 연간 수

등이 두만강지역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나, 최근 중국 훈

송 규모를 감안할 때 직접적인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해상운송의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춘시가 나진항에 투자하고 향후 50년간 항만 운영권을 확보하고 연결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빠른 진전이 예상된다.3) 해운신문 2005년 9월 14일자 인터넷 판
미주 및 구주향발 화물의 경우 나진항과 부산항간의 피더 해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TKR이

<표 7> TSR 컨테이너 수송 시장 환경 변화

기간
현재

루트 변화

운송인 변화

운송 시장

① 북중국 항만 ⇒ 부산항 ⇒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TSR

해상운송인 및

피더 해상운송 중심

② 부산항 ⇒ 러시아 극도지역 항만 ⇒ TSR

복합운송인 공존

(4) 일반화물의 컨테이너화

① 북중국 항만 ⇒ 부산항 ⇒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TSR
미래

연결된 경우 일들 화물의 일부가 TKR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①-1 북중국 항만 ⇒ 부산항 ⇒ TKR ⇒ TSR

복합운송인

해상운송과 철도운송

② 부산항 ⇒ TKR ⇒ TSR

역할 증대

경쟁

②-2 부산항 ⇒ 러시아 극도지역 항만 ⇒ TSR

컨테이너 용기를 이용한 일반화물의 규격화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으며, 현재 컨테이너화가 가능한 대
부분의 화물은 컨테이너화가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규격화 화물을 규격화함으로써
운송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규모 새로운 컨테이너 화물 시장이 나타
4) Super Rack Shipping Co., LTD. www.srshipping.com
날 수 있다. 예로서, 높이 조절이 가능한‘슈퍼랙 컨테이너’
를

이용하여 중장비 등 기존 컨테이너 용기로 수용할 수 없는 일부 비규격 화물들을 컨테이너화하는 것
(3) 부가가치 철도물류시장 전망

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북한 지역과 같이 컨테이너 전용선박이 입항하지 않는 관계로 잡화선을 통하

우리나라의 철도물류기지는 주요 철도 수송 화물인 시멘트, 컨테이너, 곡물,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운

여 운송되는 일반화물의 상당 부분이 향후 컨테이너화 될 가능성이 높다.

영되고 있으나, 국제물류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철도물류기지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 중심으로 운영
되는 기지를 철도역 물류기지로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철도물류기지로서는 2004년 11월 개장한‘신창원역 철도물류기지’
를 들 수 있다. 철도부지

3) 철도 컨테이너 수송 시장 규모 전망

소유주인 철도청과 화주인 LG전자(주), 그리고 물류기업인 (주)코레일로지스 및 (주)광진TLS이 전략
적으로 제휴한 종합 철도물류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1) 수출입 컨테이너

국제적인 관점에서 제3자물류(3PL: 3rd Party Logistics)라고 하기에는 운송과 보관 기능에 치우친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치는 2001년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확정되었으며, 현재 물동량 재검토가 진행

면이 있으나 총 물류비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과 보관을 화주 대신 수행하는 이른

중에 있다. 2005년 2월 해양수산부가 검토한 적이 있는 물동량 수정안을 기준으로 할 때 2006년과

바 물류 아웃소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철도청은 기존 철도시설을 활용하여 철도화물수송 시장

2011년 부산항과 광양항의 총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은 각각 7,291천 TEU, 3,317천 TEU로 예측되고

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고, 물류기업은 철도물류 부문에 있어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의 공로 중

있다. 2003년 각 항만의 철도운송 분담율(부산항 10.5%, 광양항 20.2%)을 기준으로 2006년 및 2011

심의 물류시장에서 차별화되고 대체적인 물류시장을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화주인 LG전자(주)

년의 철도 운송량을 산출하면 부산항은 각각 699천 TEU, 766천 TEU이며, 광양항은 각각 267천

역시 철도물류기지를 자사의 물류거점으로 이용하며, 대체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TEU, 670천 TEU가 된다. 항만개발계획 관련 문헌의 철도분담율을 적용할 경우 부산항은 각각 812천

또한, TKR, TSR, TCR 등 국제철도운송 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남단의 철도물류기지를 선점하였다

TEU, 899천 TEU로서 2003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높게 예측되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문헌의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350천 TEU, 581천 TEU이다.

‘신창원역 철도물류기지’
는 주요 항만을 기종점으로 하여 철도수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대상으로 시장을 논의 해오던 기존의 사고를 넘어서서 부산항과 인접한 창원 지역에 입지를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신규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량 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화주
를 대상으로 할 때 적정 규모의 신규 철도물류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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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부산항 및 광양항 철도 컨테이너화물 수송 규모

(단위: 천 TEU)

수출입 물동량
2003

2006

6,035

6,655

테마7

테마8

<표 9> 한국의 TSR 이용 물동량 예측

철도수송량
2011

2006

2003

7,291

636

699

812

766

(단위 : TEU)

년도

수출

수입

합계

2,003

60,811

28,746

89,557

계획기준

2,004

64,629

30,276

94,905

890

2,005

68,447

31,806

100,253

2011

‘03년 기준 계획기준 ‘03년 기준
부산항

테마6

광양항

853

1,321

3,317

172

267

350

670

581

2,006

72,265

33,335

105,601

합계

6,888

7,976

10,608

903

966

1,162

1,436

1,471

2,007

76,083

34,865

110,948

2,008

79,902

36,395

116,296

2,009

83,720

37,924

121,644

2,010

87,538

39,454

126,992

2,011

91,356

40,984

132,340

주 : 1. 2005년 2월 해양수산부‘전국항만물동량 예측’토론회 자료 기준, 철도운송과 무관한 환적화물 및 연안해송 화물 제외
2. 계획기준 철도수송량의 경우 부산항은“해양수산부(2003),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부두(1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서”상
의 분담율 12.2%를 기준으로 하고, 광양항의 경우“여수지방해양수산청(2005),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 건설사업 기초조사 보
고서”상의 철도수송량 인용

나. 유럽 시장
(2) 남북간 컨테이너

TSR의 장기적 시장으로서는 현재 해상운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항-유럽항간의 장거리 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과거 추이에 기초한 연평균 증가율, 수단간 분담율 가정 등을 바탕으로 하여

물 운송시장을 들 수 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과 유럽간 컨테이너 물동량을 바탕으로 하여

화물량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초 자료가 부족하고 수요예측 기법 상의 한계로 인하여 선행

회귀분석과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장래 물동량을 예측하고 7)부산발전연구원 (2004),‘아시아철도 건설과 부산항의 활성화 방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남북한 교통망 연결을 위한 기초조사(KOTI, 2001)에서는 남
북교역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을 30%로 가정하고 2005년까지의 남북교역 물동량을 예측하였으며, 남
북한 철도연결에 따른 수도권 및 지역간 철도망의 정비방향(KOTI, 2002)에서는 1995년부터 2001년
까지 남북한 물동량 연평균 증가율 5.0%와 시계열 기반 증가율 16.4%의 평균값인 10.7%를 장래 증가

안’의 해당 내용 인용

한후

, 해상운송 루트와 TKR-TSR 루트의 비용 및 평균 운송 시간을 가정하여 전환율을 도출

8)해상운송의 경우 비용 2,280$, 운송시간 29일, TKR-TSR의 경우 2,020$, 25일로 가정하고 비용차이 비율 11.4%(260$/2,280$)와 시간 차이 비율

13.8%(4일/29일)의 평균 값 12.6%를 전환율로 적용

이를 장래 물동량 추정치에 적용하여 전환 물동량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TKR 물동량은 약 162천 TEU - 259천 TEU 규모로 나타났다.

율로 적용하였다.
철도청은 경의선 등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2005년부터 연간 일반화물 652천 톤, 컨테이너화물 65천
TEU를 운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등 대륙철도와 연결될 경우 2011년에는 일

<표 9> 한국의 TSR 이용 물동량 예측

연도

(단위 : TEU)

물동량

TKR 철도로 전환물량

회귀분석

지수평활법

회귀분석

지수평활법

865,492

944,886

109,052

119,056

2004

917,628

1,041,341

115,621

131,209

2005

969,764

1,147,641

122,190

144,603

(3) TSR 컨테이너 물동량

2006

1,021,900

1,264,794

128,759

159,364

가. 기존 TSR 시장

2007

1,074,036

1,393,905

135,329

175,632

1991년부터 2002년까지 TSR을 이용한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량(<표 5>)을 기준으로 지수평활법을

2008

1,126,172

1,536,196

141,898

193,561

2009

1,178,308

1,693,012

148,467

213,319

2010

1,230,444

1,865,835

155,036

235,095

2011

1,282,580

2,056,301

161,605

259,094

반화물 315천 톤, 컨테이너화물 315천 TEU로 수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5) 백종실 (2004),“철도물류기
지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해양수산동향, Vol.1162, p.5, 재인용

이용하여 TSR 이용 물동량을 예측한 결과 2011년 기준 약 132천 TEU로 나타났다. 2003년 보스토니
치 항의 TSR 이용 컨테이너 화물량 204,650 TEU에 한국 발착 화물의 추정 비율 약 60% 6) 성원용 (2005),

2003

“TKR-TSR 연결과 한·러 교통협력의 과제”
, 월간교통, p.45.

를 적용할 때 2003년 기준 TSR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은 대략 123천 TEU로 추정된다.

(4) TKR 물동량 추정

두 결과를 비교할 때 보스토치니 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약 37% 정도 높게 나타났다.

TKR 물동량은 기존의 해상 피더운송과 연계된 TSR 물동량에서 전환되는 물동량을 우선 들 수 있다.
이것은 TKR과 기존 해상 피더운송간의 경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두 수단의 비용 및
운송시간을 비교함으로써 대략적인 시장 분담을 추정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비용, 시간, 신뢰성, 빈도 등 수송 수단 선택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하고 화주, 포워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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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자의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호의식자료(Stated Preference Data : SP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송체계에 대한 수요 특성을

대략적인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산항-보스토치니항간의 해상운송 루트와‘부산항-

분석하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하원익 외, 1996).

TKR-보스토치니’
로 연결되는 철도 루트의 운송 소요 시간을 각각 3일과 1.5일 정도로 가정할 수 있

또한, 세부 시장별 물류 니즈, 수요 규모 등을 바탕으로 하여 2010년 이후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축

다. 운송비용은 2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상운임은 약 $400로 추정되며, 철도운임은 기존 경부

을 중심으로 각 시장별 잠재적 수요 규모 대비 적정 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수요자가

간 운임을 고려할 때 해상운임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철도 운임을 해상운임의 70%

요구하는 수준의 가격과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수준과 동일한 수준 두 가지로 가정하고 두 수단의 시간 및 비용 차이를 기준으로 철도 전환율을 도출
하면 각각 40%, 25%가 된다 9) 해상운송의 경우 비용 $370, 운송시간 3일, 철도운송의 경우 70% 및 100% 수준인 $259, $370, 1.5일로 가정하고 비
용차이 비율 30%(111/$370)와 0%, 그리고 시간 차이 비율 50%(1.5일/3일)의 평균 값 40% 및 25%를 전환율로 적용

. 이를 <표 9>의 TSR 예측 물동

량에 적용한 결과 연도별 TKR 운송량은 <표 11>과 같이 2011년 기준 33천 TEU-53천 TEU 규모로 나
타났다.
<표 11> TSR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TRK 전환 화물량

(단위 : TEU)

TKR 철도로 전환물량
연도

물동량

2008
2009

전환율 40% 적용

전환율 25% 적용

116,296

46,518

29,074

121,644

48,658

30,411

2010

126,992

50,797

31,748

2011

132,340

52,936

33,085

4. 결론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철도 컨테이너기지 확대, 내수용 컨테이너 시장 확대, 고속 컨테이
너열차 운행,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탄력운임제 시행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
다. 또한, 남북 경협의 확대 등에 대비하여 수도권 북부 지역인 파주, 문산, 도라산 등지에 철도물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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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토발전축에 대응하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

21세기 철도물류체계
경쟁력 제고방안

○ 부산신항, 부산항, 광양항, 군장항, 울산신항, 포항신항,
동해항, 포철부두, 목포신외항, 속초항 등

우리나라의 물류공간구조는 기존의 경부축과 더불어 서해안축,
남해안축, 동해안축 등 해안축이 발달하여 국토축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각 축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철도네트워크의 구축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5대 추진전략

4) 복합화물터미널 인입선

○ 양산 ICD, 호남·중부·영남 복합화물터미널
5) 산업단지 인입선

○ 남동·창원·녹산·여천·군산·하남공단

중 하나인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해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의 지리적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환황해경제권, 환
동해경제권, 환태평양권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3.새로운 물류체계시스템 개선

※ 발전전략
- 환동해축 : 부산~포항~속초~(나진·선봉)

1. 화물고속화노선의 확대

- 환남해축 : 부산~광양~목포~제주

우리나라 화물열차의 평균속도는 컨테이너열차를 중심으로 살펴

- 환황해축 : 목포~군산~인천~(신의주)

보면 오봉역~부산진간 59.7㎞/h, 오봉역~광양항 47.9㎞/h이다.
이렇게 열차속도가 저조한 원인은 열차성능뿐만 아니라 열차운

윤주광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실 경영기획처 사업기획부장

(zkyun011@krnetwork.or.kr)

1.현 황

로 기존선의 활용도가 증가되어 화물열차 운행이 12.7% 증가되었
으며, 컨테이너 화물은 고속철도 개통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 2004년 3월 발표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에 따르면 GDP

34,170TEU(월평균2,848TEU)를추가수송하여4.3% 증가하였다.

대비 국가물류비는 지난 10여년간(1991~2001) 12%대로 지속적
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전체 물류비의 67%를 차지하는 수송비
는연평균13.3%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물류비의 증가는 산업경쟁력 약화 및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
실의 주요 원인이며 수송수단과 투입요소별로 검토해 볼 때 철도

영, 급곡선, 급구배, 교량 및 터널 등의 노선여건에 의해서도 제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형태는 서울~부산권,

을 받게되고 고속과 저속의 열차가 기존선을 혼용하게 되어 선로

서울~목포권으로의 서비스가 편중되어 있어 서해안축, 남해안

용량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여객열

축, 동해안축의 개발에 따른 화물수송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

차 위주의 열차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곡선, 급

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물류수송체계를 철도중심

구배 등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존선의 고속화 및 고속화차의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토발전축에 따른 철도망의 정비가 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 120㎞/h급 고급

급하다. 즉 부산항과 광양항의 연계수송망으로 남해안축인 경전

컨테이너화차가 운행중이나 고속화시 견인량수가 줄어들기 때문

선의 직선화 및 복선전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중국과의 물

에 화차수를 줄여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견인량수를 줄이기 않

류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간선망으로서 수도권과 목포를 연결하

기 위해서는 고성능기관차가 필요하다.

는 서해안축의 연계수송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
를 통해서 TSR과 연결하기 위한 부산~저진간 동해안축의 간선
철도망 건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철도 개통전후 화물열차 운행현황(기준 :‘04.12)

구분

계

양희 컨테이너 유류

석탄

철재

광석

기타 소화물

개통전 432

64

50

38

35

9

13

(단위 : 열차수)
207
16

개통후 487

86

74

37

33

15

13

215

14

22

24

-1

-2

6

0

8

-2

증감

55

와 연안해운이 도로보다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특히‘경부고속철도
기존선 활용기본계획’최종보고서(
‘95.10)에 의하면 고속철도는
운행시간, 건설비, 수송능력을 종합한 수송효율면에서 고속도로보

물수송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로 운송의 증대로 인

다 약 3배, 복선전철보다 약 2배가 뛰어난 교통수단으로 평가되고

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철도 네

있다. 고속철도 개통전 철도의 전체수송량은 최근 5년간 0.4%씩

트워크의 확대 및 고속화를 통한 철도선로용량증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으

할 수 있다.

※ 외국의 고속화물열차 최고속도 : 프랑스 및 독일 160㎞/h급, 일본
130㎞/h급

이밖에도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철도건설사

현재 고속화노선으로 적극 검토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류거점을

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결하는 노선은 우선적으로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군

1) 호남권과 수도권을 직접 연결하는 수송축으로서 서해축 구축

산선, 경전선등이다.

○ 장항선 온양온천~대야~익산 복선전철
○ 서해선 둔대~예산 복선전철

이러한 사례를 볼 때 현재 철도선로용량을 확대하면 철도로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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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도네트워크는 경부선·중앙선과 호남선, 영동선의 Ｘ자

2) 화물수송 중심노선인 중앙축의 수송력 강화

2. 컨테이너 이단적재 노선
이단적재열차(DST, Double stack train)란 컨테이너화차위에 컨

○ 중앙선제천~도담, 덕소~원주~제천~백산~동해복선전철화

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는 방법으로 열차당 적재 트레일러의 수

○ 태백선 제천~입석리 복선전철

를 2배로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선로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

○ 아산만철도 포승~평택 복선전철화, 광양항선(황길~부두) 등

는 방안이다. 주로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20ft 컨테이너

3) 항만인입선 건설

2개 또는 40ft, 45ft, 48ft단위의 컨테이너를 하단에 적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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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수송시에는축중이17톤으로경감가능이점이있지만수
송방식의변경시대차차입등시간이소요되는단점도있음

면 이단적재열차는 5대의 기관차로 400TEU를 수송하여 연료비

철도화물수송 효율화 방안

와 승무원인건비의 약 40%를 절감할 수 있어 운영효율 측면에서
도 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다. 따라서 남북철도연결을 통한 대

4.향후 추진방향

륙철도 연결시 선로효율화와 경영효율화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추세

우리나라는 2004. 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철도를 통한

에 있는 우리나라 노선에서 새로운 화물운송방식으로서의 이단

대량운송 및 연계망확충을 위하여 기존선을 화물중심 노선으로

적재열차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계적 전환하고 경부·호남선과 연결하는 서부·남부·동부 간

이단적재열차 운행노선으로 고려될 수 있는 노선은 경부선, 호남

선철도망 구축 및 간선철도망에서 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터

선, 전라선, 장항선, 군산선, 경전선을 들 수 있다.

미널을 연계하는 지선·인입선 건설 등을 계획하는 등 21세기 동
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한 노력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2. 철도의 신물류 운송방식 도입 검토

2007년 열차와 컨테이너 야적장이 직접 연결되는 부산신항이 완

<Piggy-back>

공되고 2010년 경부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장거리 도로화물

○ TOFC(Trailer on flatcar)

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존 경부선의 화물선

- 평판화차에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를 탑재하기 때문에

로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부산신항의 완공으로 복합수송에 의한

터미널에 도착후 하역시간이 절약됨
<BI-modal>

철도가 도로보다 경쟁우위에 서게 되어 도로중심의 직송체제에
서 도로/철도 복합의 복합수송체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일관운송을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철도는 새로운 물류패턴에 적합한 수

도에서는 철재차륜으로 선로위를 달리고 도로에서는 고무

송로로 부각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하고 상품주기가

바퀴로 달릴 수 있는 양용 수송시스템이다. 초기의 BI-

빨라지면서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수송은 점차 철도수송에 그 자

modal방식에 사용되었던 차량은 미국 Pacific 철도회사에

리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철도는 철길을 중심으로

서 개발한 소형트레일러 타입이며 실용모델은 1978년에 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다.

작되었다.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은 경제적 의미

최한주 | 한국철도공사 광역물류사업단장 (chhanjoo@empal.com)

Ⅰ. 서 언

외에 분단으로 인해 끊어진 민족간 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철도는 친환경성·에너지 효율성·국토이용 효율성 등 화물수송에 있어서 최적의 교통수

시스템의 특징은 도로용 2개 차축과 1축의 철도용 차륜 등 2종류의

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개혁·개방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 원

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정책과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 확충

주행장치를 각각 갖추고 도로용 차륜의 상하이동은 에어백의 압축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철도 연결과 더불어

등이 도로교통에 편중됨으로서 철도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수송분담율이 계속 낮

공기를넣고빼는것에의해조작이용이하다는것이다(마크Ⅳ).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을 통해 유라시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철도화물은 항만·산업단지 등 물류접점과의 연계성 미흡, 거

아 대륙과 연결하는“철의 실크로드”
구축도 구상중에 있으며 이

점별 철도물류기지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철도수송의 제약요인을 고려할 때 국가물

러한 모든 계획들이 완성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동북아

류체계에 있어서 수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물류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물류비가 12%대로 미국·일본·

역비용및트레일러견인료(drayage)가거의발생하지않음

결론적으로 철도화물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철도네트워크의

유럽 등 선진국의 10% 수준보다 높고, 그 중에서도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이르

- 불소켓식의특수연결기에의해차량간의신축이없고차체지지

확대, 철도화물의 고속화, 이단적재열차, 피기백 및 바이모달 등

는 등‘고비용-저효율’
의 문제를 야기하는 현재의 도로중심의 물류체계를 철도와 연안수송

장치의개선에의해화물의손상방지와연료효율의향상가능

의 신운송수단의 도입, 항만 및 산업단지 인입선 건설, 남북 및 동

중심으로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한다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철도의 중요성을

- 철도용대차를 탈착 가능하게 한 마크Ⅴ가 개발되어 도로수

북아 철도네트워크의 연결을 위한 투자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발

수 있다.

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감축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

○피기백과 달리 화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철도수송과 도로수
송을직접연결하는데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 철도터미널에 대형의 하역기계가 필요치 않아서 터미널 상하

송시에 자중이 가벼워져 적재하중 증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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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의 1~6%에 불과한 철도의 친환경적인 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급등하고

탄·유류 등 품목별 전용열차이고, 약 51%에 달하는 195회가 여러 품목의 혼합열차로 구성

있는 국제유가로 인하여 에너지효율성이 도로보다 20배이상 높은 철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

되어 있다. 최근 5년간 품목별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성장추세인 컨테이너와 철강품의 수송

아지고 있는 등 물류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네트워크 확충과 화물운송

량이 증가하였고, 내수 및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석탄·광석·유류 등은 감소추세에 있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그리고, 철도화물에 있어서 총 물량의 74%가 시멘트·컨테이너·석탄으로서 철도화물
을 일시에 급신장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 전망을 예측해 본다.

Ⅱ.철도화물수송의 특성과 문제점

① 시멘트는 강원·충청지역에서 생산되어 주로 수도권으로 수송되고 있고, 수송비중은 약
40%이나 광재·경석·석고·유연탄 등 부원료와 연료를 포함시 철도수송량의 절반을

과거 철도는 석탄·광석·곡물 등 대량화물 수송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차지하는 수송구조로서 최근과 같이 건설경기 침체시 품목 편중화로 전체 수송목표 달

그러나, 경제구조 및 물류환경이 변화되고 신속·정확·신뢰성있는 문전서비스가 보편화

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되면서 현재 도로수송은 1970년의 9배 이상으로 급증한 반면, 철도수송은 1.5배 수준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철도수송이 문전수송에 불편하다는 단점이외에

② 컨테이너는 각 지역별 철도역 CY를 중심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수송되고 있고, 주요

도 소량·다빈도·다품종의 소량생산체제로 변화되는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도로수송을 선

수송거점은 의왕ICD와 부산진역CY이다. 현재의 수송비중은 20%이나, 수출입 물동량의

호한 결과로 본다.

증가 및 일반화물의 컨테이너화 등 성장추세에 힘입어 수송량 증가 및 수송비중 확대가
전망된다.

1. 철도화물수송 현황
2003년 우리나라 국내화물은 약 7억 6천만톤으로 1970년이후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나

③ 석탄은 강원·충청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무연탄과 인천·포항·동해 등으로 수입되는

타냈다. 철도수송량은 1970년 3,155만톤에서 2004년 4,451만톤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약

유연탄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시멘트공장과 화력발전소로 수송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1% 수준으로 저조하며, 수송분담율에 있어서도 다른 수송수단의 분담율이 7~14% 증가한

급등 등으로 유류대체 연료로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철도수송량은 약간 증가될

것과 대조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로수송이 품목별로 고르게 증가된 반면, 철도수

것으로 예측된다.

송은 시멘트·석탄·광석·유류 등 전통적인 품목과 컨테이너 외에는 소비지에서의 생산
체제 등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2004년 철도화물 품목별 수송비중
(단위 : 천톤, %)

<표 1> 국내화물 수송량과 수송수단별 분담율

구분

시멘트

컨테이너

석탄

광석

유류

기타

합계

1970

1980

1990

2000

2003

증감율

수송량

17,716

8,925

6,378

2,344

2,547

6,602

44,512

수송량
분담율

31,551
30.3

49,008
28.4

57,922
17.2

45,240
6.7

47,110
6.2

1.2

구성비

39.8

20.1

14.3

5.3

5.7

14.8

100

수송량

61,775

104,526

215,125

496,174

565,456

6.9

분담율

59.3

60.1

63.8

73.6

74.5

수송량

10,888

19,230

63,915

131,987

145,327

분담율

10.4

11.1

18.9

19.6

19.2

수송량

5

13

183

434

423

분담율

-

-

0.1

0.1

0.1

수송량

104,219

172,777

337,145

673,835

758,316

분담율

100

100

100

100

100

수 단＼연 도
철도

도로

해운

항공

합계

(단위 : 천톤, %)

3. 철도화물수송의 문제점
8.2

철도화물수송은 그 동안 역과 역간의 수송기능을 담당하므로서 문전수송에 한계가 있고,
물류기지 부족 등으로 물류기반시설이 취약하며, 물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등을

14.4

6.2

* 자료 : 건설교통부,「건설교통통계연보」
, 각 연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1) 문전수송 기능의 한계
철도수송은 특성상 역과 역간의 수송기능으로 Door-To-Door 운송인 공로에 비해 일관운
송서비스가 결여되어 셔틀운송비·환적비 등 부대비용의 과다 소요로 전체 수송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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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철도화물의 수송비중과 전망

되고 적시수송도 곤란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셔틀연계 수송 및 보관 등을 위한 물류

2005년 9월 현재 1일 운행되는 화물열차는 총 386회로 이중 191회가 양회·컨테이너·석

인프라도 미흡한 상태로서 화주나 운송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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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기반시설의 취약

하고, 상하차작업 및 셔틀연계 운송 등 One-Stop서비스로 철도와 도로간 복합운송서비스

철도투자 부족으로 경부·호남선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이 단선, 비전철화 및 급곡선 선로

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통관·운송·보관·하역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취약 등으로 속도제한을 받고있고, 여객위주의 선로배분과 화물열차 야간운행 편중으로 화

록 발전시키므로서 일관수송체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 또한, 철도와 도로운송을

주요구에 부합하는 물류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주요항만 및 ICD내 철송시설 부족과

접목한 신개념 운송시스템 도입으로 철도의 접근성 향상 및 상하차 작업시간 단축 등 철도

컨테이너야드 협소, 물류기지 부족 등으로 화물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와 도로간 복합운송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우선 도로정체로 운송지연이 초래되는 항
만과 항만, 항만과 인접 내륙화물터미널간에 5~10량 규모의 셔틀열차를 운행하고, 자체 동

3) 철도화물의 경쟁력향상 정책 부재

력으로 고속 운행이 가능한 Cargo-Sprinter 등 신수송시스템 도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제품생산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소량·다빈도의 도로수송에 적합한 운

것이다.

송체계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고객의 욕구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
하는 등 대응력 부족을 들 수 있겠으나, 도로중심의 투자와 함께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2) 철도화물 운송효율 극대화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유류인상분 환급 등 도로수송의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철도

화물취급역 정비 및 거점역 육성을 통한 물류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재 화물취급역

수송은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유

은 265개역으로 이중 연간 5만톤미만의 소량 취급역이 133개역으로 50%나 차지하고 있다.

리한 철도수송의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수송지원과 트럭수송규제를 시행하는 프랑

따라서, 철도화물의 운송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물취급역을 단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연

스·독일·스위스 등 유럽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 10만톤이상 취급역중에서 선별, 지역별로 대상역을 선정하여 인력과 시설장비를 집중
배치시키는 등 거점역으로의 육성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으로는, 수송효율 향상을 위
한 화물열차의 운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의왕ICD 및 항만내에 있는 철도시설

Ⅲ.철도화물수송의 효율화 방안

운영권의 개선으로 운영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수송과 공용CY 활용이 저조
한 의왕ICD에 대하여는 상시하역체계의 구축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컨

철도화물수송은 단순히 운송망 확충으로만 개선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본다. 철도망 확충과

테이너부두공단·항만공사·운송업체 등의 운영으로 철도이용율이 떨어지는 항만내 철도

함께 물류의 특성에 따라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기지 건설과 이를 운용할 상하역장

시설에 대하여는 그 운영권을 철도공사로 통합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철도운송

비, 운송장비 등의 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도공사는 철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수송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일관수송체계 구축, 물류거점화 및 열차운행체계 개편 등으로 철도화물 수송체계를

3) 새로운 영업전략 개발 등 마케팅역량 강화

정비하는 한편, 물류기지의 지속적인 건설과 상하역장비 현대화 및 물류정보시스템의 확장

기업물류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고객전용직통열차(Block-Train)의 운행 확대 등 고객욕구에

등 물류인프라 확충으로 철도화물의 경쟁력 강화 및 수송력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

부응하는 신상품 개발로 고객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틈새시장인 중소기업의 소량

고, 정부에서도 국가물류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철도수송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

화물 유치와 철도수송 취약지역을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입과 함께 물류시설 및 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 등 국가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한,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철도중심의 수출입컨테이너 내륙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JR화물(주)와 도쿄~시모노세끼항~부산·마산항~수도권간 컨테

1. 철도화물 수송체계의 정비로 경쟁력 강화

이너 운송으로 한·일간 국제철도복합운송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물류환경 변화에

1) 수송품목 다변화 및 일관수송체계 구축

대응하기 위한 원거리 거리체감제 도입, 고객위주 제도개선 등 경쟁력있는 운임제도를 마

시멘트, 석탄 등 일부품목에 편중된 수송구조를 Portfolio전략으로 수송품목을 분산해 나가

련하는 한편, 물류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물류전문가 양성으로 종합물류업 및 국제

야 할 것이다. 수출입화물 증가와 일반화물의 컨테이너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컨테이너에

운송 진출에 대비하는 등 다각적인 영업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 마케팅역량 집중, 철도수송전환 철강품의 유치확대 및 고속택배·파렛트화물·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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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등 신규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로 수송비중을 높여 나가는 한편, 성장에 한계가 있는 시

2. 물류인프라 확충 등으로 철도수송력 증대

멘트·석탄·광석·유류 등의 품목은 안정적인 수송력 공급과 고객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1) 철도물류시설 확충 및 장비현대화

할 것이다. 특히, 문전수송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에 물류자회사를 설립

컨테이너야드 등 물류기지의 지속적인 건설로 수입증대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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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취급거점으로 구미·조치원 등 중부권과 부산진 등에 CY를 확장하고, 소비지의 특성에

된다. 화물자동차와 같이 유류값 인상분을 환급하고 유류세액을 보조하며, 사회적 편익을

맞는 신규화물을 철도로 유치하기 위해 지류창고 및 철강기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감안한 철도물류인프라 부분의 국고보조와 철도복합운송 화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대구선 이설, 장항선 직선화 등 철도시설개량사업과 연계된 물류기지 이전 등을 지속적으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로 추진하고, 물류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여 컨테이너야드 및 창고 등 물류기지를 계
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부산진역 철도CY에 컨테이너 자동하역장비인 트랜스테이너

2) 물류시설 및 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

를 설치하고, 장비운용과 야드관리의 최적화 및 통관단일창구 구현을 위한 CY통합운영시

철도건설 및 개량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물류시설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철도신설

스템의 구축으로 부산진역의 하역체계가 자동화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의 설치로 화차처리

등 철도망 확충시 그에 부합하는 물류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 등 물류기반시설계획을

능력이 2.3배 향상되고, 하역시간도 열차당 2.9시간에서 1.3시간으로 대폭 감축되므로써 부

반영하고, 철도개량시 기존 물류시설의 이전대책을 반영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산항 배후거점 컨테이너기지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주요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터미널 등에 철도인입선을 건설하고, 국가산업단지 및 유통
단지 조성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철도인입선 및 철송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

2) 철도수송 최적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하다. 급곡선·선로용량 등의 해소와 수송시간 단축 및 수송효율 증대를 위해 추진중인 복

온라인 화물수송신청(EDI) 및 제반 서류처리서비스, 실시간 화물 및 화차 추적이 가능하지

선화·전철화사업의 조기 완공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심우회철도의 건설 등 지속적인 철도

만 단편적인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는 물류정보시스템을 상시 예약이 가능하고 화물수

투자의 확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와 화차운용 연계로 화물수송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 시
스템이 개발되면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고객층 다변화로 철도경쟁
력은 강화되고 운송예약과 연계한 공차배정, 화차운용 및 열차설정 등으로 수송능력을 극

Ⅳ.맺음말

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화물수송시스템은 단순히 철도망 확충이나 화물열차와 화
3) 철도운송시스템 개선으로 수송력 증대

차의 운용개편만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각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물동량을 처리할

수출입화물 등 고속화가 필요한 컨테이너열차가 1일 12회 최고속도 120㎞/h의 고속화차로

수 있는 물류기지의 조성, 발송지와 목적지간의 연계시스템 구축 및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신규화차는 고속화차로 제작하여 열차속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할 수 있는 물류정보시스템과 전문인력 등이 상호 유기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만 개선될

또한, 중량화 추세에 있는 컨테이너와 철강품의 철도수송 증대를 위해 중량화물에 적합한 화

수 있다. 철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예로 들면, 발생지

차의 개발로 적재중량을 현재보다 10%이상 높여 단위당 수송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와 역, 역과 목적지간 셔틀연계 운송, 거점역 연계처리를 위한 물류기지 확보 및 이를 운용
할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현재 철도는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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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한 철도지원 확대

효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철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1) 철도수송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되고 있으나, 철도물류인프라 부족 등 제반 물류여건의 취약으로 철도수송 활성화에 많은

현재의 도로위주 수송체계는 국가물류비 증가, 교통혼잡비용 발생, 교통사고 증가 등 사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북합의로 금년내 개통이 예상되는 남북철도의 연결로

적 비용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물류체계를‘저비용-고효율’
의 수송체

TSR, TCR 등 대륙철도 연계수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북협력 교류물자와 북한의 지하자

계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철도와 해운이 물류거점간 중장거리 수송을, 자동차가 거점 양단

원 수송으로 남북간 물동량이 증가되고, 거리·운송시간·비용 등 모든 면에서 해상운송과

과 목적지간 단거리 수송을 담당하는 교통수단간 역할분담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철도물류

의 경쟁에서 비교우위가 예상되는 국제철도운송의 급신장으로 철도수송이 대폭 늘어날 것

시설과 복합운송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철도의 대량수송성, 친환경성 및 에너

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철도공사는 화물수송체계 정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관수

지효율성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한 물류시설개량비를 확대 지원하고, 항만과 같이 국가에

송체계 구축, 화물운송효율 극대화, 마케팅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물류시설 확충과

서 철도물류시설을 조성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철도운송시장 진입을

장비현대화, 화물수송 최적화시스템 구축 및 운송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물류인프라 확충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철도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으로 철도수송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물류비 절감, 교통혼

그리고, 화물자동차 지원제도에 준하는 철도화물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공정한 경쟁관계를

잡비용 감소, 환경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철도화물수송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제도

유지토록 하므로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 도입과 철도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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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R 화물의“그린 물류”
- 교토의정서에 따른 환경물류 추진전략 -

Dr. Masafumi Nakamura | JR화물연구소 실장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배출가스의 규제강화, 저공해자동차의 개

둘째 주요도시간의 컨테이너특급 직행열차「슈퍼·라이너

발과 보급, 사고방지 등 물류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트럭의

(Super Liner)」수송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신속·정확·편의성

속도억제(과속방지)장치 부착의무화(최고속도 : 90km/h) 등 안전

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셋째 대량화·효율화 및 국제화하는 수

기준의 개정 등의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다.

송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형 컨테이너의 개발 및

즉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효과, CO₂
배출가스 감소목표를 달성

하역설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기 위하여 물류분야에서도 배출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JR화물은 화물수송의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즉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송수단별로 연비측면에서의 성능향

「고객으로부터, 소중하게 수주한 철도화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상을 도모하고, 트럭의 효율적 수송측면에서는 차량의 대형화·

목적지까지 수송」
을 목표로 최신의 수송관리시스템과 보다 구체

정보화·공유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간선도로의 개선 등을 통하

적인 영업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 수송의 원활화, 물류거점의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시책을 추진

그리하여 최신의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화물열차

하고 있다. 또한 철도의 수송력 증강과 소요시간 단축 및 Modal

를 추적관리하고 있는데, 수송중인 화물을 추적 관리하여 고객에

Shift를 정비하고, 환경문제가 적은 철도화물수송과 내항해운의

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Modal Shift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주와 물류사업

한편,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일본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자가 자사물류에 관한 사업활동을 추진하면서 CO₂
배출량을 파악

도요타자동차는 JR화물 및 일본통운과 연계해 전용화물열차를

하고, 환경폐해가 적은 수송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등

이용해 자동차 부품을 수송하기로 하였는데, 즉 도요타는 부품

민간부문의 자주적 시행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환경을 유도, 조성

수송에 열차를 이용하면 트럭 등 자동차를 이용해 부품을 수송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합일관수송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내륙터

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 이상인 연간 3,000톤 정도 감

미널의 거점을 정비·구축하고, 항만하역의 효율화와 서비스 향

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JR 화물은 철도의 환경

상에 관한 시행을 추진하며, 철도화물역이나 항만의 연계도로도

친화성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1,000톤을 500km수송할 경우 트럭은 이산화탄소가 88톤 배출
되고, 철도는 14.1톤이 배출되는 산출식을 계상해 놓고, 철도의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추진배경

여기에서는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문제해결방안2) 으로 교토의
정서에 있는 CO₂
배출 감소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트

'97년 12월의 CO₂
감소를 위한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1)가 채택

럭 등 수송수단의 연비향상과 차량의 대형화·공동화 등 트럭수

되면서, 일본에서는 2000년 6월,‘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에

송의 효율화 및 철도·내항해운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10년

의거한 사회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각

까지 장거리수송의 Modal Shift화율 3) 을 현재 45%에서 50%까지

분야에서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물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류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시책을 정리한 '종합물류시책
대강(大綱)'을 확정시행한 바 있다. 이후 일본경제는 물론, 주변정

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란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세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글로벌화·정보화·환경문제·순환

(UNFCCC : United Nations Fram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구체적 이행방안 협약.

형사회 구축 등 새로운 현안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2000년 12

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부터 공식 발효됨. 일본은

월,‘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
에서 위의 개정이

2) 운수부문의 지구온난화대책으로는 환경과 경제를 양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주적 대응노력, 인센티브의

즉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한 것으로 ’
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

201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하여 6%삭감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하였음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에

부여, 규제조치, 신기술이 개발·도입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2) Modal Shift는 간선 화물 운송을 트럭에서부터 대량 일괄운송이 가능한 철도 등 공공 교통망으로 전환하

서 검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 7월,‘신종합물류시책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의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제창하고 있음. 이의 비율은 전

대강’
을 확정·공포하였다.

항해운 분담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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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수송기관중 철도·내항해운의 이용률이 점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장거리 잡화수송에 있어서 철도·내

2.JR화물의 Modal Shift 달성을 위한“그린물류”
실행전략

또한 JR 화물은 다이아 개정을 통하여 도쿄-후쿠오카간 왕복열
차를 증편하였다. 특수화물과 공업품 등의 수요가 많은 구간에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시간대의 집중배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환경부담 감소와 저하에 공헌하는 Modal Shift의 주

Modal Shift를 추진하는 사가와급편(주)에서는 이를 기화로 도

역으로서, 정시성(定時性), 고속성, 대량 일괄수송에 뛰어나고, 중

쿄-규슈간 철도이용을 확대하게 되었다. 즉 2003년에 도쿄-규

장거리 최적 수송수단으로서의 철도화물수송이 다시금 주목받고

슈간 10ft 수송차량으로 환산했을 때의 약 5,000대분을 철도로

있다.

Modal Shift하였다. 이는 장거리수송시 환경부하저감을 목적으

JR 화물은 전국에 약 150개 컨테이너 취급역과 도로, 해상, 항공

로 사가와급편과 전국통운, JR화물의 3사 4)가 2개월간 논의 끝에

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화물을 환적작업 없이 일관수송하는 수송

시간배정, 화물량 조정을 한 결과, 수요에 적합한 시간대를 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컨테이너 수송량이 매년 증가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쿄(야간)-

있다. 이러한 컨테이너 수송이 활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각종 식품에서 택배화물, 내구소
비재에 이르기까지 화물을 선택적으로 수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하주기업 및 물류사업자의 파트너쉽(협력·협동)에 의해 CO₂
배출가스 등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
델사업을 조성하는 노력.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추진하는 CO₂
배출삭감을 위한 SmartWay Transport
Partnershi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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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가와구치역에서 특급전차형 컨테이너열차(슈퍼레일카고,

이다.

SRC)가 운행을 개시하게 되었고, 이의 거점간 수송을 통하여 약

[참고] 그린물류 모델사업 개요

10%를 SRC로 Modal Shift하게 되었다. 트럭과 같은 리드타임으

1) 사업대상

테마6

테마7

테마8

로 운반할 수 있는 도쿄-홋카이도·규슈간에서는 이전부터 적극

간선수송5)에 있어서 CO₂
배출량삭감6) 을 위한 사업계획이 하주

적으로 철도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도쿄-오사카간은 22시 30분

와 물류사업자 파트너쉽에 의해 실시된 물류개선책

발송, 각 배송점에 오전 6-7시에 도착하여 오전 배송하는 매우

신규화물을 취급할 계획이 없는 것

어려운 운행계획이다. 따라서 기존의 다이아로는 이에 대응할 수

이미시작되었거나보조금교부결정전개시예정된것이아닌것

없으며 이는 매일 500대의 트럭이 운송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신

2002년‘신선(新線)물류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증실험’

규 개발된 SRC라면 도쿄-오사카를 23시대에 발차하여 다음날

또는 2003년‘환경부담이 적은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실

오전 5시대에 도착하기 때문에 운행계획도 적합하며 환경에 대한

험’
의 인정을 받은 실험이 아닌 것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조금의 교부를 필요로 하는 사업내용인 것
현행 법제도의 범위내에서 실시 가능한 것
<그림 1> 운수부문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추이

2) 보조제도의 적용
제안된 모델사업구상 중 파트너쉽 회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것을‘그린물류모델사업’
으로 선정

폐기물(부문
공업프로세스(부문

의 인정이 있으면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의 보조제도를 이
용가능

1.9%

3.9%

‘그린물류모델사업’
으로 선정되고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

업무(외(부문
자가용(승용차

15.8%

49.4%

에너지(전환부문
6.6%
운수(부문
가정부문

2005년 보조금예산내역 : 국토성(약 2억엔), 경제성(약 5억엔)

21.0%

13.3%

자가용(화물차
18.5%

3) 환경부하가작은물류체계의구축을위한실증실험보조제도(예)

영업용(화물차
16.2%
버스(1.8%
택시(1.8%
내·항해운(5.3%

실험명칭 전차형특급 컨테이너열차에 의한 도쿄·오사카간 철도활용 실증실험
장거리 트럭 수송을 철도로 모덜시프트시킴
실험개요 JR화물과 사가와급편이 공동개발한 슈퍼레일카고를 사용

3.JR 화물의 국제복합일관수송 상품개발

도쿄-오사카간을 트럭수송과 같은 정도인 6시간으로 연결
신청자

하주

사가와급편(주)

물류

항공(4.2%
산업(부문

철도(2.9%

37.5%

<그림 2> 운수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량 (2002년도)

동일본운수흥업(주), 일본화물철도(주)

운
수
부
문
의(
가
운
데(
90
%
가(
자
동
차
관
계

주 1) 일본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약 21%가 운수부
문에서 배출된다.
2) 운수부문 중 약 90%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
3) 운수부문 중 약 반 정도가 자가용승용차에서
나온다.

실험기간 2004년3월13일-2009년3월12일(5년간)

일본의 SONY SupplyChain Solution(주)은 최근 한국의 마산에

수송경로 현행

서 제품수입시 JR사의 컨테이너에 의한 국제복합 일관수송시스
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마산공장에서 제품을 JR 컨테이

전환후

도쿄도구내<-(트럭)->도쿄(저녁)<-(철도)->아지카와구치역<-(트럭)->오
사카시내

품목

특수화물

화물량 179,200톤

CO₂
배출량

현행

17,384.4 t
3238.4t
전환후
-CO₂
/년
-CO₂
/년

삭감량

세키역발 철도로 도쿄-오사카-나고야로 운반한다. 그리하여 3

보조금
신청액

100,000,000엔(⑭63,351,581엔,⑮36,648,419엔)

일째에는 각지의 창고에 납입한다고 하는 운행계획이다. JR 화물

실증효과 141.5t-CO₂
/백만엔·년

너에 싣고, 저녁에 마산항을 떠나는 컨테이너 정기선으로 다음날
시모노세키항으로 간다. 그 날 점심때까지 통관을 끝내고 시모노

의 컨테이너는 국제해상 컨테이너를 단으로 쌓아두는 방식인 외

화물

도쿄도구 내<-(트럭)->오사카시내

14,146.0t
삭감률 81.4%
-CO₂
/년

주) CO2배출삭감량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www.milt.go.jp/seisakutokatsu/freight/butsuryu-index.html

항 컨테이너선에는 원래 실을 수 없으나, JR화물의 국제물류개발
실이 해상 컨테이너사양의 lot에 JR컨테이너를 3개들이 컨테이

5) 수송의 발착지가 여러 도도부현에 걸쳐있거나, 수송거리가 50km이상을 의미함
6) CO₂
배출량 삭감책의 예 : 트럭수송에서 해운이용, 철도이용으로 전환 대형화와 공동화 등에 의한 트

너로 수송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새로운 국제 복합일관 수송상품
46 Korean Rail Technology

<그림 3> 고객 needs에 맞춘 영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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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5 - 일본 JR화물의‘그린물류’

테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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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물류종합효율화법안의 개요

물류거점시설에관한세제특례: 법인세·고정자산세등의특례

- 물류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입지규제에 관한 배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설정비를 위
한 개발인가

1. 배경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효율

중소기업 지원
<효과>

적 물류시스템 구축

물류개혁의 추진

교토의정서발효에따른운수부문이산화탄소배출량삭감노력

- 종합물류사업 추진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토지의 기능적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물류거점정

- 물류거점시설 집약화와 배송네트워크 합리화 등의 비용을

비 요구 증가

테마1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테마6 - 광양항 철송장 활성화를 통한 철도물류 증대방안

테마7

테마8

광양항 철송장 활성화를 통한
철도물류 증대방안

20%정도 삭감
환경부담의 저감

2. 법률의 개요

- CO₂
배출량 20% 삭감

<기본방침>

지역의 활성화

수송배송·보관·물류가공을 종합적으로 실시

- 물류거점시설에 있어서의 지역고용의 창출

물류거점을 집약화하여 고속도로·항만 등의 근방으로의 입지
촉진
공동수송배송 등에 의한 배송네트워크를 합리화하는 것 등 계
획 수립
<지원조치>

사회자본과 연계한 물류거점시설의 정비

이병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제조물류부장 (bmlee66@hanamil.net)

1.광양항과 철도의 중요성
산업혁명과 함께 태동한 철도는 물류의 운반수단으로서 육상, 해운, 항공과 함께 4대 교통수단으로
물류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왔다. 물류와 관련하여 철도화물 수송시스템은 많은 발전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물류 선진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철도운송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화시키는데 많은 비
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물류비 상승에 대비하고 운송기일 단축을 위한 TSR, TCR
등 대륙횡단철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물류환경의 변화에도 기인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유가 시대에 따른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및 대량수송 등의 운송효율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철도 운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중심
의 운송시스템 정비로 도로망이 대폭 확충되어 있는 반면 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
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광양항과 같은 대량화물이 발생하는 항만이나 산업단지 등과 직접 연결되
는 선로가 부족해 철도운송 분담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항은 이미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시 육상 운송의 어려움을 통해 항만 수송기능이 마비되는 상
황에까지 이르는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결국, 광양항은 항만운송 기능을 다양화 시켜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이며 아울러, TCR, TSR등 아시아와 유럽간의 철의 실크로드 및 향후 남북 철도의 연
48 Korean Rai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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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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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 남북 교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철도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익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양항을 이용한 철도수송 물동량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특히 충청권 및 광주권의 철도 수송 실적의 감소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결국,
철도수송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에서의 철도소송은 그 중요도와 효율성이 하

2.광양항 물동량의 철도운송 실적 검토

락하고 있는 것이다.

광양항의 경우, 2004년 광양항 철도운송의 운송분담율을 살펴보면 182천TEU로서 광양항 전체 운송

3.철도운송 분담률 제고방안

에 있어 19%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천TEU, %)

수송수단별 물동량 및 분담율

구 분

2000년

합계

578

(분담율)

(100)

연안해송

26

(분담율)

(4.7)

철도운송

146

(분담율)

(25.2)

도로운송

406

(분담율)

(70.1)

증감

2001년
690

48.6

44

160
(23.3)
486

30.5

766

48

(70.3)

160

△0.2

(20.9)
558

19.7

2003년
841
(100)
38

8.6

(6.3)

9.9

증감
11.1

(100)

64.0

(6.4)

92.4

2002년

19.4

(100)

1283

증감

14.8

(72.8)

(4.5)
172
(20.5)
631
(75.0)

증감
9.8

△20.8

7.5

13.1

2004년
962
(100)
6
(0.7)
182
(19.0)
773
(80.3)

광양항의 물동량 증대를 꾀하고 철도운송의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가지 조건이 선행되

증감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4

첫 번째로 운송시스템 측면에서 광양항역의 자율적인 운영이다.

△83.2

광양항의 경우 철도운송을 위한 화차는 광양항에서 약 4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순천역까지 이동
5.9

하여 최종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광양항 근처 지역에 부산진역과 같은 자
율성을 가진 철도수송 전용역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단선으로 운영하는 광양항역의 특성상 화차의 회

22.6

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제2의 광양항 철송장 운영시에도 대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기존
의 단일 철송CY에서 발송물동량을 확보하여 순천역까지 보낼 필요 없이 제1, 제2의 철도CY에서 보낸

자료 : 여수청 PORT-MIS 및 철도청 자료

철도발송 및 도착 화차를 광양항 인근지역의 철도운송 전용역을 신설하여 포스코의 코일 등을 포함한
그러나 문제되고 있는 부문은 2000년 이후 운송 분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있다. 운영

철도화물 운송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시간비용을 줄이고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 및 선사, 운송사의 영업에 기인한 철도운송 물동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의 분담율은
2000년 25.2%에서 2004년 19%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철도 운송 분담율의 감소는 결국 운송시스

두 번째로 선로의 용량증강이다.

템의 경직화를 초래하며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을 약화시켜 화주로부터 광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철도운송은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이 주축이라 할 수 있

양항 이용을 외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 광양항 입장에서 보면 전라선(익산 ↔ 여수)은 복선화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단선구간이

또한, 광양항역을 이용한 철도수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지역적인 편중이 심함을 알 수 있다.

많고 경전선은 더욱 열악한 철도운송 환경을 가지고 있어 운송량 증가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

구

분

2003년

2004년

서 화주의 NEEDS에 맞는 철도운송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이미 1단계 고속철도의 개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상행

하행

계

상행

하행

계

상행

하행

계

합 계

93,818

78,508

172,326

105,692

76,807

182,499

12.7

△2.2

5.9

광양항 ↔ 경인지역

36,539

24,590

61,129

46,000

17,819

63,819

25.9

△27.5

4.4

광양항 ↔ 천안지역

1,167

1,155

2,322

870

1,115

1,985

△25.4

△3.5

△14.5

광양항 ↔ 대전지역

6,935

7,737

14,672

7,749

6,422

14,171

11.7

△17.0

△3.4

광양항 ↔ 부산지역

16,370

6,096

22,466

13,512

7,831

21,343

△17.5

28.5

△5.0

광양항 ↔ 울산지역

8

91

99

61

29

90

662.5

△68.1

△9.1

광양항 ↔ 마산지역

36

105

471

102

328

430

△72.1

212.4

△8.7

광양항 ↔ 익산지역

30,722

35,499

66,221

34,832

40,415

75,247

13.4

13.8

13.6

광양항 ↔ 광주지역

1,144

2,668

3,812

1,324

1,606

2,930

15.7

△39.8

△23.1

광양항 ↔ 광양지역

567

567

1,134

1,242

1,242

2,484

119.0

119.0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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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빠른 시일내에 전라선의 복선화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제한된 선로 용량의 한계를 극복함으로

(단위：TEU, %)

광양항 지역별 철도수송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

통으로 인해 경부축 14회, 전라축 10회의 컨테이너 전용열차를 추가로 투입하여 운영하고 운송시간
또한 대폭 단축함을 입증한 바 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ICD 운용 및 연계수송시스템 정비이다.
우리나라 물류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연계수송 시스템의 미비, 물류거점 및 물류기
반시설의 부족, 운송설비 및 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확충 및 현대화가 시급하다. 철도운송은 육상운송
에 비해 접근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업체의 요구에 맞는 운송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화주 DOOR 및 항만 그리고 철도의 연계 운송시스템이 절대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 : 1) 철도청 자료참조
2) 광양항역, 태금역(광양시), 흥국
사역(여수시) 처리물량 포함

철도운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시켜 화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철도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은 다단계의 운송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정시성이라는 화주의 요구에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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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계 운송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운송단계 및 비용

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컨테이너 화물의 철도운송 분담을 늘리기 위해서

의 절감을 꾀하고 화주 만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송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

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철도운송의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을 통해 소송비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내륙 컨테이너 기지 및 철송CY, 대단위 화물센타 등에 철도 인입선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철도 화물운송 운임의 할인을 통해 철도운송 물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은 2004년 6월부터 부산지역

러한 철도운송을 위한 연계수송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광양항의 철도 운송분담율이 지속적으로 감

컨테이너 운송임의 할인운임 적용하여 많은 물동량 증가를 보인 예가 있다.

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광주지역의 경우 지역의 산업단지와 철송CY와 내륙컨테이너기지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
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이 증가 되고, 결국, 철도운송을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

4.맺음말

는 것이다.
철도를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운송은 도로혼잡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1회 발송 가능한 화차
철도운송과 육상운송의 운임단계 비교

구

분

20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40FEET일 경우라 할지라도 육상 트랙터 40대의 이동을 막아 교통난
직반출

경유할 경우

해소는 물론 대형 화물차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막아 도로유지비의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

철도운송(장항 한솔)

육상운송

철도운송(광주 삼성)

육상운송

운송 기본임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셔틀임(왕복)

발생

장치장 조작료
철송장 상하차료

발생

도착지 셔틀임

도로교통의 혼잡과 고유가에 따른 육상운반비의 증가 및 화물연대 파업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발생

상태에서 철도에 의한 컨테이너 및 화물의 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량성, 안

발생

정성, 정기성이라는 철도 화물운송이 가지는 상대적 우위성을 활용한 철도운송시스템 정비는 국가 물

발생

류인프라 구축의 큰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화물운송의 다양화가 중

발생

요함을 뼈저리게 느낀 광양항으로서는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공장까지 철도인입선이 있는 경우에 비해 공장에서 기존의 철송장을 이용하여 철
도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단계별 운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류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광양항을 이용하는 광주권의 화주들은 철도운송의 저렴한 운송비의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광주권의 화주들을 철도운송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근거리에 경인지역의 의
왕 ICD와 같은 물류기지를 확보해야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광주권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철도운
송을 위한 연계수송시스템 미비 및 부족은 광양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형화주들의 운송서비스 만족
도를 떨어뜨리고 물류비용의 상승을 부추기며, 운송체계에 있어서도 육상운송에 편중되는 운송분담
율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네 번째로 수송비용시스템의 개선이다.
철도운송은 그 특성상 운송거리가 늘어난다 하여 수송원가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육
상운송과 대비되는 철도운송의 장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철도운송은 여객운송이 우선하
며 화물운송의 경우는 여객운송 운임의 상승에 따라 화물운송 운임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및
물류 선진국의 경우는 철도를 이용한 화물운송을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철도운
송을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선로사용료감면, 보조금지급, 시설자금의 지원, 복합운송 보
조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철도운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여객에 대한 공공
서비스부담의 운임지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에 대한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철도 화물운송임의 경우 언급했듯이 낮은 운임원가와 육상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송운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철도 화물운송을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감안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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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철도화물운송전략
개발동향과 우리에의 시사점

1. 철도화물운송의 특성과 시장영역
운송
비용

철도화물운송은 중장거리·대량운송에 적합한 운송수단이기는

개선전
집배송비용

개선후
집배송비용

도로운송

하나 궤도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접근성과 운송완결
성이 낮은 운송수단이다. 통상 철도화물운송은 장거리에서 도로

철도운송

에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나 실제 일부 산업물자(석탄, 시멘트)를

개선전
시장영역

제외하고는 문전수송(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타

환적비용

운송거리

운송수단과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로운송과 경쟁력을
비교할 경우 철도화물운송은 연계수송부분도 고려되는 것이 합

개선후
시장영역

자료 : Nierat, P., Air de marche des centres de transbordement rail-route:
pertinence de la theorie spatiale, Let/WCTR'92, 1992, pp.2983-2994.

당하다. 결국 철도화물운송의 전체경쟁력은 연계수송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1> 철도(복합)화물운송의 시장영역

<그림 1>은 철도간선운송외에 환적과 연계수송부분에 의해 전체

정승주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sjj@koti.re.kr)

2차 세계대전 이래 철도의 화물운송분담은 나날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전세계으로 공통되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주원인으로 도로화물운송의 경쟁우

철도운송의 서비스영역이 결정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물의 철

의 내재화를 화물운송부문의 주요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철도화

도이용은 환적의 효율성과 도로운송과 같은 연계수송의 효율성

물운송부문과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서비스의 네트워크화로

수준에 의해 시장영역이 변하게 된다. 즉, <그림 1>에서와 같이 환

요약될 수 있다. 철도화물운송시장의 활성화는 독점적 시장구조

적 및 연계수송(집배송)의 효율성수준에 따라 환적비용수준은 상

를 지양하고, 대신 시장진입의 자유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 경

하로 변하게 되고, 연계수송(집배송)부분은 기울기가 변하게 되어

쟁구조를 확립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영역이 결정되게 된다.

철도화물운송서비스의 네트워크화는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화물의 컨테이너화, 철도연계터미널의 환적자동화 등에 힘입어

통합에 맞추어 서비스영역을 확대하자는 의미이다. 하드웨어적

최근 유럽에서는 환적 및 집배송비용(운영비용 및 지체비용)이 크

측면에서의 서비스영역 증대를 위해 EU는 유럽 전대륙에 걸친

게 낮아져 철도화물운송 - 좁은 의미로 철도를 이용한 복합운송

통합철도네트워크(The Trans- European Networks, TENs)의

- 의 시장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철도에 의한 복합운송은 연계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TENs사업에서는 교통부문 직접예산 중

송의 끝단까지 한 서비스로 취급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와 연계수

철도관련예산이 62%(2000-2006년 기간)에 달하고 있는 등 철도

단에 의해 최종서비스되는 최초출발지 및 최종목적지도 철도운

화물운송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

송시장영역에 포함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철도이용물량이 증가

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철도화물서비스영역 증대는 철도를 중심으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출발지 및 목적지의 증가

로 한 복합화물운송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

는 철도화물운송에 있어 다양한 운송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

해 EU차원에서는 다양한 개발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

도 아울러 갖게 한다. 철도의 연계성 강화는 과거 항공운송과 도

인 복합화물운송 개발프로그램인 PACT(Pilot Action for

로운송에 활용되던 Hub-and-spoke운송전략이 최근 프랑스,

Combined Transport)에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수단간 연계

독일 등 유럽국가중심으로 철도화물운송에도 도입되게 된 직접

사업에 5,300만 유로가 투입되었으며, 철도-항만, 철도-항공 간

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연계를 통하여 도로교통량감소, 수송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둠

위(접근성, 운임경쟁력, 신속성 등)를 우선 꼽고 있다. 따라서 도로화물운송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철도화물운송은 화물운송시장에서 새로운 역할 모색

으로써 PACT의 종료시점인 2001년 말부터 수단간 연계사업에 4

이 필요한 때이다. 교역의 글로벌화, IT기술발전,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에 힘입어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철도-공로 복합운송이 그 고민의 대표적

년간 매년 3,000만 유로를 투자하는 마르코폴로(Marco polo) 프

인 결과이다. 본 고에서는 철도화물운송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 특히 유럽의 철도화물운송전략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좁은 국

2. 유럽의 철도화물운송전략 개발동향

토공간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철도화물운송에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극복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적 촉진책이 시행되고 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1994년 복합운
유럽연합(EU)은 철도운송활성화, 복합운송체계구축 및 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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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수행 중에 있다.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도 다양한 제도

송위원회(Le Conseil du Transport Combine)의 설립,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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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영철도회사/관련업계 공동의 복합운송개발헌장 채택하

을 경우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대형터미널은 일종의 게이트

미널간에는 대부분 직송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Combi-24는

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복합운송의 촉진을 위해 복합운

역할을 수행하며, 수요규모 및 수송구간의 특성에 따라 셔틀트레

파리를 허브로 하여 프랑스 국내의 30여개 터미널간 블록트레인

송용 컨테이너에 대한 저리융자제도 시행 및 피기백에 대한 보조

인, Y-셔틀트레인, 블록트레인, 라이너 트레인

2)Y-셔틀트레인은 1개의 중계

을 이용하며, 프랑스 국내의 경우 24시간이내에 최종목적지까지

금 지급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복합운송을 담당하는

터미널을 거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셔틀트레인과 동일한 열차형태임. 블록트레인(block train)은 스위칭 야

문전수송(door-to-door)서비스를 제공한다. NEN은 수송수요가

트럭에 대한 중량제한을 기존의 40톤에서 44톤으로 완화하는 유

드(switching yard) 등 환적시설을 거치지 않고 철도화물역(터미널)간을 직송운행하는 열차형태로 셔틀트레

많고 단거리인 운송구간(200km대)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

인책도 시행하고 있다.

인과는 달리 화차의 수와 구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임. 라이너트레인(liner train)은 복수의 중간

라서 Qualitynet나 Combi-24가 이용하는 블록트레인과는 달리

이러한 철도화물운송여건 및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90년대 이

역(터미널)을 거치면서 운행하는 열차서비스로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장거리구간에서 마치 여객열차와 같이

후 철도화물운송시장에서는 복합운송에 기반한 다양한 철도화물

각 기착터미널에서 화차를 pick-up & delivery하는 방식으로 운행되는 열차형태임.

운송망전략이 개발, 구현되고 있다. 철도화물운송망전략은 차별
화된 열차서비스를 운송망에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크

등 다양한 열차형태가 이용된다. Gateway운송전략은 간선철도
축에서 Corridor운송전략과 경쟁하기도 하나 Corridor운송전략

게 물동량의 수준과 안정성, 철로노선과 터미널 및 화물의 공간

을 보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적 분포형태, 관련 운송업자간의 경쟁규칙과 협력관계 등의 요소

대표적인 적용사례로는 Hupac사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Hupac

들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유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송망전략은

사는 전 유럽대륙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지원하기 위해 Gateway

<그림 2> 게이트웨이 전략의 개념

셔틀트레인이 이용되고 있다. NEN은 벨기에의 Muizen항을 허
브로 하여 인근의 영국, 프랑스, 로테르담, 독일의 터미널과 연결

인해 직송서비스에 비해 운송거리와 운송시간이 늘어난다는 점
이다. 기본적으로 Hub-and-spoke운송전략은 모든 서비스가

된다. 허브와 가장 긴 구간도 350 km 수준으로 단거리운송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허브에 연결되나 O-D간 물량이 충분한 경우 굳이 허브를 거쳐
수송될 필요는 없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ub-andspoke운송전략은 허브를 이용하지 않고 기종점간 직송하는 경우
도 가능하는 등 매우 융통성이 높은 운송전략이라 하겠다.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Corridor운송전략, Gateway운송전략, Hub-and-spoke운송전

운송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게이트웨이 터미널은 한 국가의 복합

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운송거점(intermodal entry point)으로 정의된다. 이탈리아의 경

철도화물운송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철도에의 접근성을

우 밀라노 공업지대의 Busto터미널과 Novara터미널이 게이트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철도로 이

웨이 터미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게이트웨이로부터 현지국가

용할 수 있는 장거리 운송구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에 대한 서비스는 파트너관계에 있는 현지 운영사 - 이탈리아의

나라는 경부축에 화물물동량이 집중되어 있고 좁은 국토공간으

경우 Cermat社 - 가 담당한다. 총물량의 90%는 셔틀트레인에

로 인해 철도화물운송활성화는 상당히 제약된 조건을 가진 것이

Corridor운송전략은 물동량이 미약한 지선링크는 무시하고 물동

의해 8개 주요 목적지 - 로테르담, 함부르그, 하노버, 두이스부르

사실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유럽의 철도화물운송전략 모두

량이 많은 화물축에 적용하기 위한 서비스운영전략이다. 따라서

그(Duisburg), 퀘일른, 만하임, 포므지아(Pomezia), 베로나

물량이 충분하고 변동폭이 적은 구간에 도입이 용이한 셔틀트레

(Verona) - 로 수송되며, 소규모 물량구간에는 Y-셔틀트레인이

인 1)셔틀트레인(shuttle train)은 철도역에서의 화차조성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차의 수와 구성이 고정되

이용된다.

1) Corridor운송전략

는 열차형태로 대규모 물량이 고정적으로 확보된 구간에 적용이 용이함

3) Hub-and-spoke운송전략

역간의 화물교통축에서 이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의 단거리 운송구간에서도 적용되며, 이용물량규모 측면에서 물
량이 적고 불안정한 O-D구간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장거리운송

인해 Corridor운송전략은 작은 규모의 단일교통축에 적용이 용
이하다. 유럽에서는 몇몇 복합운송업체들이 주요항구와 배후지

나 그 외 Gateway 및 Hub-and-spoke운송전략은 서비스망의
spoke 운송전략은 중·장거리 운송구간 뿐만 아니라 200km대

것이 특징이다. 셔틀시스템의 단점은 열차의 화차구성이 고정되

Hub-and-spoke 운송전략은 다수의 기·종점을 가진 운송망에
서 허브터미널에 이용물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수송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운송망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네트워크전략이다.

적용사례로 ICF사의 Qualitynet, 중거리운송 적용사례로 프랑스
CNC(Compagnie Nouvelle de Conteneurs)사의 Combi-24, 국
내단거리운송 적용사례로 벨기에의 NEN 등이 그것이다.

기·종점(O-D)물량규모에 큰 편차가 존재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2) Gateway운송전략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교통부문에서 널리 사
용되는 운송전략이다. Hub-and-spoke 운송전략의 장점은 운

Gateway운송전략은 다수의 출발지(소형터미널)에서 대형터미널
로 집송한 후 대형터미널에서 몇 개의 간선철도망과 연결하는 운
송전략으로 셔틀트레인으로 서비스하기에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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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물량을 허브에 집중케 함으로써 적재율 향상, 공차거리율 감
소, 낮은 수요를 가진 O-D쌍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Hub-and-spoke운송전략의 단점은 허브경유로

를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Corridor운송전략의 경우 경부축에서 실제 활용되는 운송형태이

‘90년대 초반 이후 유럽의 철도화물운송에 있어 Hub-and-

이 주로 이용된다는

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융통성있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측면으로

<그림 3> Hub-and-spoke 운송전략

부족과 충분한 운송거리의 미확보로 실제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이 요구
되며, 특히 실현시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충분한 서비스망을 확보
하기 위해 남북한간 철도연결은 필수적이다.
중기적 관점으로 보면 남한에서의 서비스망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대규모 물류수요지역, 즉 산업
단지 및 물류거점지역, 대규모 공장 등의 시설에 철도가 직접 인
입되도록 하고 효율성 높은 환적시설체계를 갖춤으로써 접근성

Qualitynet는 북부유럽(벨기에, 네덜란드, 독일)과 남부유럽(스
위스, 이탈리아)간의 중규모 철도화물수요 및 장거리수송을 가능
하게 하는 Hub-and- spoke 운송망으로 프랑스 북부의 Metz를
허브로 하여 북부의 14개 철도터미널 및 남부의 24개 터미널과
연결된다. 서비스열차의 형태는 블록 트레인이며, 허브와 철도터

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에의 접근포인트의 확대는 연
계수송(집배송)을 통한 철도화물운송수요지의 획기적 증가를 가
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좁은 국토공간이라는 제약으로 철도에의 접근성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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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수송 증대를 위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Hub-and-spoke운송서비스인 Quality- net와 같이 남북철도
망연결을 통한 동북아 국제연계 철도운송망 구축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 남북철도망연결이 실현되면 중국동북부 산업지대의 수
출입물동량은 중국내 항만과 연결되는 기존노선 대신 TKR과 연
결하여 부산·광양항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중요한 대안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TCR, TSR과 연계될 수 있다면 그 잠재
력은 더욱 배가될 전망이다. 또한 이 철도화물서비스망이 개발된
다면 한반도 중북부지역에 남북축을 연계할 대규모 허브화물역

유재균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물류연구본부 철도물류연구팀장 (jkyoo@krri.re.kr)
문대섭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물류연구본부장 (dsmoon@krri.re.kr )

의 입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한반도종단 Hub-and-spoke 철도물류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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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화물 분담률의 지속적 하락

넷째, 전국 격자형 고속도로망 건설이나 전국 거점별 종합물류

ULS 추진미흡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즉 파렛트화물의 철도이

기지 건설, 화물자동차운수업 및 해운업 등의 물류산업 구조조

용은 화물취급역의 처리시설 부족과 작업 공간 협소 등의 이유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여

우리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은‘80년 28.4%에서 지속적으로

정, 연안해운의 활성화 등 타 부문에서의 변화와 개혁이 활발히

로 상·하역 작업이 인력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

전히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2002년 기준 우리

감소하여 현재는 6%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진행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철도물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태

아 현재까지는 하역 및 운송효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실정이

나라의 국가물류비는 GDP의 12.7%에 해당하며, 이중에서 수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 이르게 되었다.

다. 즉 철도 하역시설장비의 현대화, 기계화 곤란으로 인건비

송비가 72.7%를 차지하고 있다. 즉 국가물류비의 감소는 수송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비를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과 같은 사항들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수단별 단위수송비를 살펴보면 철도의 단위수송비가 59.5원

및 대기시간의 증가, 수송수단간 환적의 애로 및 물류기기간
다섯째, 철도네트워크의 부족문제이다. 국내의 국토공간구조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일관수송체

는 기존의 경부축과 더불어 서해안축, 남해안축, 동해안축 등

계의 구축을 저해하고 과다한 비용발생의 원인으로도 작용하
고 있는 것이다.

(2002년)으로서 도로의 533.3원(2002년 영업용 기준)에 비해

첫째, 급격한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부적응 현상의 결과이다.

국토축이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축에 대하여 대응

1/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 보다는 철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생산체제는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철도네크워크의 정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철도

의 수송분담률 증가가 국가물류비 감소에 더욱 효과적임을 유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

네트워크는 대전을 중심으로 하여 경부선/중앙선과 호남선, 영

추할 수 있다.

량수송이 장점인 철도의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철도가

동선의 X자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구조는

이와 더불어 철도는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인 특성으

신속하게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경부축 중심의 구조로서 서울-부산권, 서울-목포권으로의 서

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U의 사회적 비용 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공익성 유지 명분 때문에 산업변화

비스가 편중되어 있어 서해안축, 남해안축, 동해안축의 개발에

철도화물수송 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

석자료에 의하면 서유럽 17개국의 교통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

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른 화물수송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축의

리된다.

3. 철도화물수송 분담률 제고방안

경우 철도 네트워크가 전무하고 남해안축과 동해안축은 철도

용은 전체 GDP의 7.8%이며, 이 중에서 도로부문이 92%, 철도
부문이 2%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관한 한 철도가 유리

둘째, 물류업계의 성장과 경쟁심화이다. 산업이 복잡·고도화

시설의 미비와 연결성 부족으로 인하여 우회수송이 불가피하

첫째, 화물운임제도의 탄력적 운용이다. 복합운송업체나 화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2월,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

됨에 따라 점차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면서 물류업계의 급속한

여 화물수송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서비스수준이 상당히 낮게

가 운송수단 선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운송비용이다.

량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의해 친환경적인 철도의 중요성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류시장에서 도로중심의 경쟁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과 강릉 등 강원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가 도로에 비해 분담률이 저조한 이유는 도로에 비해 상대

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에너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철도수송의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연결축이 없이 철도가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도로의 경우 경쟁이 심

있는 실정이다.

하여 운임인하압력이 큰 반면, 철도의 경우 운임이 시장상황에

효율성이 우수한 철도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한편,

신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철도화물운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일본의 경우 철도화물수송에 있어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은 영업

셋째, 소비자 니즈(needs)의 변화이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적

용트럭의 16.6%, 자가용트럭의 5.1%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

기수송(Just-In-Time), 문전수송(door to door), One-Stop

여섯째, 연계수송체계의 미흡이다. 철도수송은 특성상 역간

수 있도록 일선부서에 일정부분의 운임자율책정권을 부여하는

로 분석되고 있다.

방식의 Total 물류서비스 등으로 점점 다양화·고급화되는 추

(Terminal to Terminal)운송으로 Door to Door 운송인 공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철도화물

그러므로 철도중심의 수송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화물 수송증대

세에 있지만 철도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에 비해 일관운송서비스가 결여되어 전체 수송비가 증가되고

운송의 수입극대화 및 열차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요와

는 국가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주요한 방안

으로써 철도 역할 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적시수송이 곤란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문전수

공급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철도화물 YMS(Yield

송으로의 완결을 저해하는 철도화물의 표준화·규격화 등

Management System)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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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철도운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철도물류기지 중심의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지능화를 수반한 새로운 개념의

환, 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장치 개량, 열차운행속도를 향상시키

요자 중심의 경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요자의 입장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도권 제2 합화물터미널 구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터미널 공

기 위한 대피선 건설, 화물취급역의 플레트 홈 연장 등 장대화

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철도를 비롯하여 도로, 항공, 해운

철도물류기지 중심의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화물

간의 입체적 활용 및 자동화를 지향하는 차세대 터미널 건설을

에 대비한 처리능력 증대 등이 필요하다.

등이 있기 때문에 철도중심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의 수

터미널, 산업단지, 항만 등과의 철도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고려해야 하고 기존 터미널의 개량 및 트렌스퍼 크레인, 갠트리

철도역 및 터미널에 대한 도로·보행로 등의 접근성이 제고되

크레인 설치로 생산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야 한다.

송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략을 구사해야
다섯째, 산업지원형 고속철도망 구축이다. 산업의 경쟁력을 제

만 한다.

고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물류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항만·

이를 위해서는 철도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 화물터미널, 산업단지, 항만에 대한 인입선(引入線)의 건

넷째, 고속화차의 개발 및 인프라 개량이다.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량 철도화물 운송체계 구축하고, 현재

즉 철도는 간선수송을 담당하며, 주요 거점에서 최종목적지

설은 철도물류망의 고속화를 구축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철도화물운송속도를 100km/h 내외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속

국가산업단지·항만 중 철도서비스가 되지 않는 구간을 단계적

에 이르기까지는 도로가 담당하는 물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복합일관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며 물류의 궁극적인

화차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운행 중인 화물열차의 평균

으로 인입철도로 연결해야 한다.

것이다.

서비스인 문전수송(Door to door)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속도는 의왕ICD~부산진 60km/h, 의왕ICD~광양항 45km/h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간 환적을 용이하게 하는 운

수준이다. 철도운송 단독으로 문전운송이 안되는 점을 감안한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항이 바로 최고경영자의

적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철도중심의 물류체

반용 컨테이너를 활용한 일관수송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면 역간 운행속도는 도로보다 빨라야 철도의 경쟁력 확보가

관심이다. 철도물류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 구축은 결국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테

또한 적절한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화물취급역 및 화물터미널

가능할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관심이 불가피하다는 논의는 충분히 검토해 보아

이너에 대한 운임혜택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은 그 소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화물취급역 및 화물

화물열차는 화차구조조건상 최고 허용속도가 90km/h이기 때

야 할 사안이다. 현재의 물류체계는 중요한 전기(轉機)를 맞고

운임체계에서는 원거리 할인이 일반화물에만 적용되고 있기

터미널의 용량에 비례하여 도로가 확장되거나 새로이 건설되어

문에,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화차의 구조를 개량하여야

있다. 철도구조개혁 후, 철도물류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의 동인

때문에 이를 컨테이너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화물의 이동이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물취급역

한다. 현재 90km/h 이하인 속도를 선로의 속도제약한계인

(動因)을 찾아 전략화하는 일은 이미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

것이다.

및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장 계획은 주변 도로계획과 반드시

120km/h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화차의 주행장치와 대

었고, 그 새로운 가능성은 물류체제의 확립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제도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류체계가 기존의 도로중

연계되어야 한다.

차를 고속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심에서 철도중심으로 전환된다면 기업물류비 절감과 동시에,

철도화물운송의 고속화를 위해선 열차의 고속화 뿐만 아니라

국가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이와 병행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철도화물 운임제도의 신축

4. 수요자 중심의 전략으로

셋째, 차세대 복합화물터미널 구축이다.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

열차가 선로에서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개량

기 위해서는 선로의 용량확대 뿐만 아니라, 터미널의 용량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 주행을 위해 현행 2급선

도 필요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복합화물터미널

을 1급선으로 개량하고 직선운행속도를 120km/h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우리 철도는 최근에 급격한 변화를

은 공간활용에 있어 평면적이고 자동화를 지향하고 있지 않아

150km/h로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역 통과속도도 현행

겪고 있다.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으로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이

공간활용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개념

60~90km/h에서 100~130km/h로 제고해야 하며 곡선반경도

분리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

의 터미널 확장에는 좁은 국토라는 많은 토지자원제약가 소요

고속화를 위해 600m이하 개소를 개량하고 구배도 12.5‰에서

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되고 있어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

8‰로 개량해야 한다.

국가물류 차원과 철도운영자 측면에서 본다면 철도의 역할이

따라서 동북아 허브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화물을 효과

이외에도 분기기교체 및 선로전환기 개량, 자갈 및 목침목 갱

지금 보다는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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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경쟁력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북
아의 물류중심지로 부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5.09+10 63

Trends
동향
○ 콘크리트궤도 인터페이스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방향
○ 철도 안전·보건·환경 통합시스템 개발
○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시스템의 개발방향

Ⅰ.서론

동향1

철도교통은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대단히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대량수송수단으로서 그 역할
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4년 역사적인 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국가의 수송 동력으로써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철도는 철로 만들어진 바퀴가 철로 만들어진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운행하여 마찰저항을 최대한 줄임
으로써 주행 시 소비되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는 대량수송과 고속
주행을 위하여 큰 견인력과 제동력을 가져야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열차의 운행
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PID제어, 최적제어, 퍼지제어,
유전자 알고리즘 제어 등 다양한 제어기법을 열차제어에 적용하여 에너지를 줄이고자 하는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 등 철도의 전철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전기동력과 회생
제동을 사용하는 전기철도의 주행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특성과 운영 실정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대책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열차의 주행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1개 열차 각각의 주행에너지 절감방안뿐만 아니라 복
합적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전·후 열차, 상·하 열차의 종합적인 운행상황이 고려되어야 한
다. 이를 최적으로 운행조정하기 위해서는 열차가 자동 운전시스템을 갖추고 신호시스템에 의해 운행
간격 및 운행의 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는 현재의 차량과 신호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비용이 들게 된다. 또한 열차의 운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열차가 동시
출발하지 않는 스케쥴의 작성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Ⅰ.열차의 주행에너지 절감방안
1. 열차의 에너지 흐름

전기철도를 중심으로 열차의 에너지 흐름을 살펴보면, 전차선(디젤의 경우연료)으로부터 공급된 에너

콘크리트궤도 인터페이스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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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열차를 궤도상의 일정한 속도까지 주행시키고, 타행운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타행운전의 시작은
공급된 에너지가 열차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로 저장되면서 궤도 위에서 타력 주행함을 말한다.
타행운행 중 열차에 저장된 에너지는 주행저항, 구배저항, 곡선저항 등에 의해 손실되며, 제동작용에
의해 소비된다.

<그림 1> 전동열차의 에너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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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도입된 인버터제어 전기동차는 제동 시 회생되는 에너지를 전차선으로 반환시키는 회생제동

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의 사용으로 주행에너지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열차가 역행 운전모드 시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 주행과정에서의 소비에너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인버터제어 전기동차의 제동은 먼저 회생제동이 사용되고 전체제동력의 부족 분을 공기제동이 담

역행 운전모드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열차의 주행에너지를 절감하는 또다른 변수가 된다.

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회생제동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열차의 운전모드를 변화시키면 주행에
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게된다.
열차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의 식 (1)에 의해 유도되며, 열차의 운동은 가해진 힘
에 따라 대체로 평탄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질점의 운동으로 가정하고, 다음의 미분방정식
을 만족한다.

(1)
<그림 2> 주행시간을 만족하는 다양한 운전패턴

여기서, t는 시간, χ
(t)는 열차의 위치, v(t)는 열차의 속도, m은 열차의 질량, f(t)는 열차에 가해진 힘
의 성분, -R(v(t))는 주행저항, 그리고 G(χ
(t))는 구배저항을 말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생제동을 사용하지 않고 제동 시 열차가 가진 에너지를 차륜과 제륜자의 마찰열

만약 열차가 정지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출발시간은 t=0이고 도착시간이 t=T라면, χ
(0)=v(0)=0이 된

등으로 변환시키는 차량의 경우 역행 시 투입된 에너지가 열차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에너지의

다. 또한 χ
(0)=0이고, t=τ
≥0일 때 열차에 의해 주행된 거리는 아래와 같다.

전부이므로 적절한 타행 시점의 선정이 중요하다. 제동시의 감속도는 가급적 높여 운전시분을 줄이
고, 출발 시에는 가급적 낮은 가속도로 출발하여 최고속도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주행에너지를 줄
(2)

이는 운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 주행거리가 χ
이면 χ
(T)=X이다.

(4)

열차에 가해진 힘 F의 경우, 양의 방향의 힘 F+(F(t)>0)와 음의 방향의 힘 F-(F(t)<0)로 구분되는데
F(t)>0인 경우는 에너지가 열차에 공급되어 가속을 하는 경우이고, F(t)<0인 경우는 제동에 의해 열차
에 공급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열차의 주행에 의해 소비된 에너지 J[㎾h]는 역행
시에 소비된 양(+)의 방향의 힘 F+(t)에 의해 계산되는 J+에서, 회생제동 시 에너지원으로 반환된 음

식 (4) Newton의 운동방정식에서 알 수 있듯이 질량이 무거우면 많은 힘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
소비된다. 하지만 승객의 하중을 기관사가 억지로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속도( χ)를 조절하는 방

(-)의 방향의 힘 F-(t)에 의해 계산되는 J-를 식(3)과 같이 감해 주어야 한다.

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열차가 출발 시에는 기동저항이 크므로 가속도를 낮추어 출발한 후 열차의
타행시점을 조금 지연시켜 늦어진 운전시분을 회복한다든지 타행 중 속도가 많이 저하되었을 때 다
(3)

시 짧은 역행을 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면 에너지를 다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운행 선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구간에서의 적절한 운전 패턴을 찾아야만
소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2. 에너지 절감 운전 전략

한편, 인버터 전기동차의 제동방식은 공기제동(M-car : 답면제동, T-car : 디스크제동)과 회생제동

열차는 여러 가지 선로의 조건, 차량의 특성, 운전시격의 단축을 위한 운행제어, 승차감 향상 등 많은

(M-car)이 병용으로 사용되어 일괄교차제어방식에 따라 혼합 사용되며, 제동시 요구되는 감속도 만

것을 고려하면서 운전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주행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

큼 회생제동이 먼저 사용되고 그 부족분을 T-car의 공기제동이, 그래도 부족하면 M-car의 공기제

하는 최적주행은 열차의 운전모드에 따라 결정되는데 열차의 운전모드는 역행 운전모드, 타행 운전

동이 추가로 사용된다.

모드, 제동 운전모드로 나누어지며 역행 운전모드를 짧은 시간 적용하면 주행에너지는 적게 소비되

기관사는 제동핸들을 조작하여 상용제동 1단에서 7단까지와 비상제동을 사용하는데 정해진 감속도

지만 운행속도가 낮아져 정해진 운전시분을 만족할 수 없게 되고 제동 운전모드를 빨리 적용하면 고

에 따른 제동력을 승객의 하중을 고려하는 응하중제어와 승차감 향상을 위한 저크(jerk)제어를 한 후

정된 역간 거리를 만족할 수 없으므로 고정된 역간 거리와 정해진 운전시분을 만족하는 타행 운전모

제동력을 발휘하게 된다.

드의 시작점과 제동 운전모드의 시작점을 결정하는 운전모드의 선정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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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일한 조건에서의 다양한 운전패턴

<그림 4> 동일한 조건에서의 다양한 운전패턴

제동시 감속도 β
는 상용최대제동(7단)시 3.5km/h/s이며 비상제동시 4.5km/h/s이다. 상용최대 감속
도는 3.5km/h/s에서 회생제동의 분담율은 일산선 전기동차의 경우 약 84.7%이며 계산상으로는 약
2.96km/h/s까지는 회생제동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여유분을 감안하여 감

많은 부분을 절감하게 된다.

속도 2.85km/h/s까지는 회생제동만으로 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 예로 의정부 변전소의 8월분 전력요금을 살펴보면 약 7억4천7백만원으로 이중 전력피크치에 대

<그림 3>의 제동력 분담선도에서 볼 수 있듯이 7단 제동에서는 회생제동력 만으로는 요구되는 제동

한 요금이 약 2억원에 이르고 이는 전체 요금의 약 25%에 이른다. 의정부 변전소 한 곳뿐 아니라 수

력을 만족하지 못하여 추가로 공기제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5단 제동을 사용하여 전

도권 전동열차가 운행되는 구간의 모든 변전소와 고속철도 구간, 산업선 구간까지 고려한다면 연간

력회생 시간을 7단 보다 높임으로써 더 많은 전력을 회생할 수 있게 된다.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피크치의 대략적인 계산은 1년 동안 7, 8, 9월 중 피크치가 가장

<그림 4>는 10량 편성의 일산선 전동열차가 승객이 적은 비 혼잡 시간대에 마두-정발산간을 동일한

높은 값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1년 동안의 가장 높았던 단 한번의 피크치로 1년 전체를 적용하고 있

운전조건 - 931m를 90초에 주행할 경우의 세 가지 운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7단 제동을 사용할 경

는 셈이다. 공사화 이후 이러한 전력요금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공사의 경영개선에

우 역행을 52.8km/h까지 하여야 하고, 5단 제동을 사용할 경우 54.4km/h, 3단 제동을 사용할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전력요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1.3km/h까지 역행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비된 에너지를 보면 역행 시에는 역행시간이 가장 짧은 7

또한 전기동차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신호시스템에 의한 동일 변전소 구간내에서 동시출발 방

단 제동을 사용한 경우가 13.0kWh로 가장 적지만 제동 시 회생량이 적기 때문에 5단 제동을 사용한

지, 한 열차가 회생제동을 사용시 다른 열차는 역행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적용 등을 통하여 전력피

경우가 7.8kWh로 총 소비에너지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선구에서 운행되는 차량

크치를 낮추면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각 역마다 적용하면 열차의 운행 시 소비되는 주행에너지를 절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열차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열차가 동시출발하지 않도록 열차 다이아를 작성하게 되
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고속열차의 경우 한 대의
열차가 역행하는 동안 다른 한 대의 열차가 제동을 사용하여 회생되는 전력을 역행하는 열차가 사용

3. 전력 피크치를 낮추는 열차 운행스케줄

한다면 많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전동열차의 경우 승객에 의한 빈번한 열차

하루에도 수없이 수도권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도권 전동열차는 흔히 보는 가전제품이

지연과 역행 및 회생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열차계획의 수정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나 공장설비와 달리 움직이는 거대한 변동부하이다. 즉, 승객의 하중이나 에어컨의 가동상태 가속시

어렵겠으나, 고속열차 등의 경우 역행시간과 제동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열차 운행스케줄의 수정

와 타행시 등 에너지 소비에 있어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

에 의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변전소 한 구간내에서 여러대의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는 경우, 그 구간을 담당하는 변전소의 순

예를 들면 고속선 구간의 한 역에 상·하행 열차가 동시에 정차하는 경우 두 열차 중 한 열차는 도착

간 소비 전력에 대한 피크치(Power peak value)가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열차 3~4분 전에 출발하도록 설계하면 도착하는 열차의 회생전력을 일부 사용하여 다른 열차 출발

한전과 우리 공사의 전력요금 계산체계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가정이나 일반적인 산업

하게 되므로 전력 소비도 줄이고 전력 피크치도 낮추게 된다.

설비용처럼 사용량에 대한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피크치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

그러나 열차계획 업무는 워낙 복잡하고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아 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는 업무이기

어 수도권 전동열차나 고속철도, 산업선의 전기기관차 등에 대한 전력피크치를 낮춘다면 전력요금의

때문에 결코 간단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철도는 경제성만큼이나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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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지나치게 비용만 생각한다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기존선 열차와의 복합운행 등을 고려하면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하

동향2

지만 106년 철도 운영 know-how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의 개량 등을 통해 전력피크치를
감소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유가 장기화 및 기후변화협약 이후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국
가차원에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3.결론
이상과 같이 열차의 운행 중 소비되는 주행에너지를 절감하는 운전전략과 전력요금을 절약할 수 있
는 전력피크치 감소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주행에너지를 절감하는 운전전략에 대해서
는 향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 선별로 각각의 열차에 대해 주행에너지 절감
하는 운전선도를 표준운전선도에 반영하면 열차의 주행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들이 가급적 출발 시 가속도를 낮추어 운전하면 에너지도 적
게 소비 될 뿐만아니라, 동시에 출발하는 열차가 있을 경우 피크치도 낮추게 되므로 전력요금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열차의 운전 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하
에 동시출발방지, 한 열차의 역행 시 다른 열차의 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어시스템의 개
발 등이 필요하며,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주행에너지 절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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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기업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행동 주체로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기업
시민으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 안팎의 안전(Safety)·보건(Health)·환경(Environment)을 영위
하는‘지속가능한 발전’
을 현실화해 나갈 능력과 의무를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안전·보건·
환경과 관련된 효과는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 기업의 경영합리화 대상에서 누락되기 쉽다. 그러나
최근 안전·보건·환경 통합시스템을 통한 기업 경영이 누락된 효과를 찾아내어 기업에 경제적인 이
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직면한 유해·위험성을 효율적으로 사전 관리할 수 있
다는 차원에서 새로이 적극적인 기업 활동 영역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
제사회에서는 이미 기업의 안전·보건·환경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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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안전·보

2) 각 모듈의 세부내용작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건·환경의 통합이라는 주제가 대두되고 있는 까닭은 적극적인 사전관리활동으로 안전·보건·환경

안전·보건·환경시스템의 세부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표 1>과 같이 작성한다.

문제를 다룸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 통합적인 시각에서 재분석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안전·보건·환경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적으로 철도관련

<표 1>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가. 시설관리

산업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 철도 관련 시설 조회
- 체크리스트를 통한 시설의 정기적인 검사

나. 작업환경관리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정보 검색
- 작업환경 측정일시, 측정자 정보 제공

1.철도 안전·보건·환경통합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제공
- 작업장 개선사항 관리
- 사업장 순회점검 리스트 제공

철도 안전분야는 크게 열차운행안전과 관련된 건설교통부 소관의 철도안전법과 작업자의 안전과 관
련된 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으며, 철도보건은 작업자의 건강문제를 비롯하여 작
업과 관련된 질병분야를 다루는 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불특정 다수 즉 국민이 함께 이용
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서 외부고객의 공중보건도 이에 포함하고 있으며,철도 환경분야는 작업장

다. 안전운행절차 및 규정 검토

- 분야별, 공정별 안전수칙 및 운전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라. 위험성 평가

- 정성적 위험성 평가 : 철도사업장에서의 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정량적 위험성 평가 : 철도사업장에서의 사고 피해를 예측 할 수 있도록 함

마. 사고관리

내부의 환경과 관련된 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인근 주변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환경
적 피해는 지역주민과의 환경분쟁으로 이어지는 환경부소관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법과

- 분야별, 업무별, 연도별, 월별, 근무년수별로 사고사례, 사고통계에 대한 검
색 가능

바. 안전교육

-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일시적 장기적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

경시 교육, 특별 안전교육대상

지만, 각 분야는 일부 중복성을 띄고 있으며, 열거한 국가기관의 다양한 부처에서 각기 분담되어 관

- 작업별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리되고 있어, 철도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중복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러한 중복적인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환경 관련 정책 기조가 악
영향이 발생한 이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개념에서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려는 사전관리 개념으

- 교육내용, 교육대상부서, 교육자, 교육 이수현황, 교육 미수자 관리 기능
사. 소방관리

- 소화기 사용법과 소방대조직 가동 모의훈련
- 응급조치훈련 및 비상연락체계구축(관내관공서 및 병원)

아. 비상조치계획

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SHE 시스템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 사고결과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체계적인 비상대응을 할 수 있
도록 함
- 사업장내에서의 비상대응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있을 것이다.
자. 안전감사

2.철도 안전·보건·환경통합시스템 개발의 세부내용

<표 2>보건관리시스템(Health Management System)

가. 건강검진관리

- 채용건강검진, 배치전·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관리
- 가족력, 직업력, 검진일반정보 등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관리

1) 안전·보건·환경시스템 구성요소 도출

- 개인별 검진내역 조회, 미검진자 현황조회, 유소견자 현황조회, 질환자 현

철도작업자와 관련된 안전·보건·환경시스템 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되는 구성요소를 도출하
고, 해당되는 세부사항을 우선적으로 구분한다.

황조회를 통한 종합적인 건강관리
나. 예방접종 관리

- 백신종류, 접종종류, 접종차수, 접종대상자 검색 가능
- 예방접종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다. 질병정보 및 응급처치

- 직업성 질환 및 비직업성 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 직업성 질환 : 직업병 종류, 발생기전, 직업적 폭로특성, 화학물질 허용기준,
임상증상, 예방 및 치료
- 비직업성 질환 : 질환별 원인, 질환별 증세, 질환별 예방
- 응급치료 : 응급처치 순서, 방법, 용품관리, 응급연락망 등에 대한 정보제공

<그림 1> 일반적인 보건·안전·환경의 통합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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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스트레스 관리 : 조기스트레스 관리, 공황장애, 우울증 관리, 외상 후
스트레스(PTSD)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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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적인 안전·보건·환경통합시스템 구축
- 근골격계 질환관리 :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제공(스트레칭,
건강관리실 운영 등)
라.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질병조기발견, 질병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지도,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도,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지도

마. 보건교육

최근 기업들은 전사적 자원관리, 즉 ERP(Enterprise Resource Planing)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ERP란 기업의 생산, 판매, 회계와 같은 기업 전반의 업무활동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간 정보

- 근로자 및 관리자 정기 보건교육, 일정 관리 및 점검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정보처리 업무를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업무시스템을 일컫는다. ERP는

- 온라인 교육 가능

1970년대 생산과 재고관리기법인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서 점차 발전되어 지금
까지의 단순 업무처리와는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DSS)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표 3> 환경관리시스템(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가. 대기오염관리

- SO2, 분진, 먼지, TMS기록, VOC 배출량

나. 수질오염관리

- 폐수처리시설, 측정시설 등

다. 폐기물관리

- 폐기물 발생, 폐기물 처리 등

라. 토양오염관리

- 토양오염 지점, 오염물질 및 농도

마. 유독물배출관리

- 유독물 사용관리, 저장시설 등

바. 소음· 진동방지관리

- 소음·진동방지 시설개소 및 관리

사. 역사 및 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

- 신축역사 및 신규차량 도입시 관리

<그림 3> 정보 시스템의 단계적 발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정보시스템이 단순업무처리
시스템이며 중간단계로서 정보보고시스템, 가장 상위의 개념이 의사결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스템 통합구축

<그림 3> 안전·보건·환경통합 시스템 구축의 구축 단계

오늘날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보건·환경 분야는 기업내부의 음지로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역량강화가 기업경쟁력의 필수요소로써 기업의 한 자원(Resource)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안전·보건·환경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이 시작
되어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업종을 대상으로 개발,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TLI Systems社에서는 고객인 제지회사에 안전·보건·환경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사
례를 보고하고 있는데 제지 회사는 각 공정의 환경관리와 규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30-40개의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리고 데이터
입력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는 통합된 안전·보건·환경 소프트웨어
의 도입으로 년간 약 2억 달러의 경비를 절감하였다고 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통합과 정보
<그림 2> 안전·보건·환경통합 시스템 구축(화면 : 보건)

기술의 접목은 일부 대기업에서 사례적으로 시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종합화학(주)에서는 1999
년에 품질관리 시스템(’
93년부터 시행), 공정안전관리시스템(’
95년부터 시행) 그리고 환경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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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96년부터 시행)을 통합하여 전산프로그램 및 Infrastructure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50%

템을 통한 기업 경영은 그런 누락된 비효율을 찾아내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경제적인 이득을

의 인적자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약 그리고 비효율 간접비 및 제경비의 63%가 절약되는 등의 경제

제공할 것이다. 이제 기업의 안전·보건·환경관리는 돈이자 기업의 생존조건이며, 더 이상 소비가 아

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OECD Workshop, 2001).

니다. 기업의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저비용-고효율’
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비

그간 안전·보건·환경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적어 그 발전속도는 미비했으나 최근 소위 정보기술의

용절감의 효과를 통해, 경제와 안전·보건·환경문제가 상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림 4>.

급격한 발달로 인해 획기적인 선진화시스템을 앞당겨 도입할 수 있다. 웹(Web), 인터넷(internet) 또
는 사내 정보시스템(intranet, ERP 등)을 통해 보다 실제 기업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빠
른 속도로 확산, 보급될 수 있다. 외국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인 DNV사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체에서
는 안전·보건·환경의 통합 혹은 개개 모듈을 개발하여 ERP 또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의 정보시스
템 분야를 개발시켜 나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급히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단순업무처리 시
스템이나 정보보고시스템이 아닌 의사결정시스템으로서의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
전 유해·위험관리에 대한 예측(prediction)과 계획(planning), 대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포함되어
야 하며 이는 바로 이 분야와 정보 기술분야의 Interdisciplinary(學際)간,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SHE-MIS 구축과 기업 Risk management 효율성과의 관계

5. 기대효과
3. 결론 및 전망
SHE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On-line상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시간, 비용 절약을 통한
소비를 전제로 한 기업의 생산활동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나 기업의 활동에는 항상 위험요인이

행정개선 효과와 사업장의 안전, 보건, 환경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력관리, 작

수반되어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요인 가운데 안전과 환경 그리고 보건

업관리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안전·보건·환경 통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고

에 관련된 위험요인들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

그러나 오늘날 기업들은 대부분 이 분야에 관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기

고, 철도 근로자의 사고율 및 사망률 감소, 산재관련 직·간접 손실비용 감소, 환경관리 비용 감소 등

보다는 생산을 저해하는 부수적인 비용문제로 간과하고 있다.

으로 경영비용에 대해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해·위험물질의 완벽한 관리를 통한 근로자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데 기업의 안전·보건·환경문

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의 전산화, 정기적인 안전·보건·환경

제가 바로 생산성과 직결되는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인적 자원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다.

바로 오늘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안전·보건·환경 및 이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를 배경으로 관련 학계,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시스템 구축사업들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이런 사
안에 대하여 외국계 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통합뿐 아
니라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개별적 시스템 구축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

1) 염병수. The research against an optimization which leads the duct thought accident analysis of the railroad
workers Health Safety & Environment System.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04
2. 강순중. 한국산업현장에서의 EHS&Q 의 통합방안, 한국산업안전공단, 2001

지 국내에서 안전·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가 원할치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원의 한계성 (예:

3. 박성은. 기업의 위해 관리를 위한 환경·안전·보건 통합 분석, 2004

인적자원, 예산 부족 등), 비즈니스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에 있다.

4. 산업안전보건평가시리즈 OHSAS 18001, 1999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많고 안전사고가 많고 근로자의 질병 발생건수가 많다는 것은 회사 어디에선

5.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or.kr

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비효율은 눈에
잘 띠지 않다 보니, 기업의 경영합리화 대상에서 누락되기 쉽다. 그러나 안전·보건·환경 통합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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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소곡선의 원만한 통과성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운영유지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운전과 무인검수를 기본적인 조건으로 요

동향3

현재 세계의 철도선진국들은 기존에 운행되는 도시철도시스템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용 지역의 경우 친환경성과 도시미관,

에 첨단성, 경제성, 에너지 절감, 친환경성 및 교통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분리축소 및 수익성 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끝으로

배려 등이 반영된 차세대 도시철도시스템을 앞 다퉈 개발하고 있

정부입장에서는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반기

다.

술 구축과 그리고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향상, 적용장치의 표준화

차세대 전동차시스템이라 하면, 기존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은 물

를 통한 호환성 유지 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론 도시철도시스템의 관련주체인 차량이용자, 운영자, 적용지역
은 물론 국가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된 최적의 도

요구주체

시철도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확보와

차량이용자

국민편의 증진확보측면에서‘05년에서부터 ’
10년 까지 약 6년의

차량운영자

개발기간으로 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 개발 사업을 착수해
현재 기획연구를 통해 적용가능기술을 검토 중에 있다.

신속성, 대기시간, 차내소음·진동, 전망도, 안전성, 정시성
승하차 및 환승의 편의성, 접근성, 차내혼잡율 등
최대수송수요, 등판구배, 최소곡선반경, 차량단면, 건설비,
운영·유지비, 경제성 등

지역사회

대기오염, 차외소음, 프라이버시 침해정도, 도시미관, 지역
사회 분리도,

또한 기존노선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법령이나 사
양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성

검토항목

정부측면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사회적 투자효과(경제성), 기술이전
및 국산화 등

을 해결하기 위해 무인운전의 적용, 유지보수의 개선, 에너지 절
감 및 친환경성 확보 등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스템 목표(안)를 정할 수
있다.

2. 시스템 요구조건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시스템의
개발방향

2) 경제성, 정시성, 안전성, 유지보수성, 에너지절감, 첨단성 및
1. 시스템 목표

일반승객과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향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차세대 첨단도시철도시스템의 목표는 위에서 정의한 대로 차량

차량의 성능사양 및 장치별 주요기기 사양제시

이용자, 운영자, 적용지역 및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기존시스템의 문제점, 기술의 발전
방향 등을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우선 먼저 차량을 이용하

박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길동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한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세찬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단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단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단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단

차세대전동차팀 선임연구원 (shpark@krri.re.kr)
차세대전동차팀장 (gdkim@krri.re.kr)
차세대전동차팀 주임연구원 (shanmin@krri.re.kr)
차세대전동차팀 연구원 (scoh@krri.re.kr)

는 승객입장에서 요구되는 항목은 목적지까지의 신속 정확한 이
동 및 역사에서의 대기시간절약, 그리고 차량내에서의 소음, 진
동, 전망도, 차내 혼잡율 및 안전성 등의 향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차량의 안전운행 보장, 운영처간의 운영유지보수분야의 기술
공유화
4) 시스템 신뢰성 확보와 유지보수의 편리성 및 무점검, 무보수
화 확대와 차량기기 및 부품의 표준화
5) 차량의 경량화를 통한 선로유지보수의 절감과 에너지 이용효
율 증대로 운전전력비 절감

이러한 요구사항은 차량의 성능측면에서 보면 가·감속 성능의

6) 정확하고 안전한 무인자동운전체계의 확립

향상과 짧은 운행시격유지, 차량 경량화, 차량내 구조개선 등을

7) 25년 이상의 내구성 확보

통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차량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차량

8) 차량과 시설물 등 도시미관과의 환경친화적인 차량

의 성능을 높이고, 운영유지비용의 저렴화를 통한 경제성을 높이

9)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적용재료를 재활용하기 쉬운 재료 적용

차세대 첨단전동차시스템의 개발은 향후 2010년 이후에 교체가 예상되는 도시철도시스템의 대체 시스템과 새로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될 시스템의 개발로 승객의 안전과
경제성, 친환경성, 첨단성 등 차세대가 요구하는 관련기술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범국가적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시스템이다. 차세대 전동차는 이미 철도선진국에서는 개발이 완료

1) 장래 교통수요 및 정책을 감안한 최적의 차량규모제시

되어 시운전 중이거나 영업운전을 시작한 단계로 우리나라는 한발 늦은감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기술을 참고로 하여 보다 더 첨단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스템을

는 쪽으로 시스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러한 차세대 첨단전동차시스템을 개발하고자 국내외의 첨단기술을 조사 및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여 차세대첨단도시철도

노선별 최대수송수요의 만족과 기존노선과의 호환을 감안한 차

2. 분야별 요구조건

량단면 선정 및 효율적 노선선정을 위해 최대 등판능력 향상과

시스템 요구조건은 크게 일반조건과 기술조건으로 분류하여 제

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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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할 수 있다. 일반조건의 경우는 차량운영에 필요한 선로조건,

‘수송의 안정성 향상’
,‘비용절감’
,‘접근성’
,‘친환경성’
등 여러

하중조건, 기후조건 및 기타 요구조건을 들 수가 있으며, 기술조

가지 첨단기능의 향상이 요구됨에 따라서 IT(Information

- 동력 제어 시스템의 세분화와 IT 활용에 의한 상호 백업

- 시각 장애를 가진 고객을 위해 음성에 의한 문 개폐 안내와,

건의 경우는 차세대 전동차시스템이 반드시 기술적으로 갖추어

Technology)기술을 바탕으로하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mutual backup)으로 시스템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기기의

청각 장애를 가진 고객을 배려하는 표시등에 의한 door 폐쇄

야할 기술적 공통사항과 기존 차량과의 호환을 위해 맞추어야 할

안정성과 신뢰성의 향상 및 폭넓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한 새로운

자기진단 기능과 응급처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구시간의 단

안내를 객용 문에 설치하였다.

주요치수, 운전요구조건, 각 장치별 요구조건과 요즘 매우 강조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차량개발을 목표로 핵심기술

축을 꾀하였다.

되고 있는 RAMS 조건, 시험평가조건 및 유지보수 조건 등으로

의 개발을 추진하여왔다. 또한 이러한 핵심기술들에 대한 종합적

ⅴ)친 환경성(Ecology)

나누어 제안 할 수 있다.

인 평가·검증을 목적으로 시제차인‘AC Train’
을 제작하여 현

- 한층 더 뛰어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의 DDM을 채

설치하였다.

ⅲ) 수송의 안정성 향상

재 시운전 중에 있다.
요구조건

용하는 한편, 차량의 경량화를 추진하였다.
- 제로 폐기물(Zero emission)을 지향하여, 내장 재료를 보다

주요항목
선로조건

기후조건
일반조건

높이, 차량한계, 건축한계

나. 개발개념

적설량, 강우량, 온도 및 습도, 낙뇌, 대기오염, 태

ⅰ) System Change

양열 부하

하중조건

승객1인당 하중조건, 최대승객하중, 관성질량보상
계수

운전조건
기타

recycle하기 쉬운 재료를 채용하였다.

최급구배, 최소곡선반경, 캔트, 궤간, 축중, 승강장

- 차체 구조의 간소화, 범용 전송 기술의 활용에 따른 차내 배

ⅳ) Barrier free(Transportation accessibility)

선 및 장치 수 감소와 maintenance free화로 운영유지비

-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이 쉽게 승차 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1일 평균 주행량 등

(maintenance cost)를 저감하고, 연절(連節)방식에 의한 장

차량사이의 단(段) 차이간격을 없에는 장치를 일부 출입문에

환경조건, 전자기파 조건 등

치 수의 삭감으로 제조비용의 저감을 꾀하였다.

기술조건 시스템 공통사항, 주요치수, 운전조건, 장치별 요구조건,
RAMS 조건, 시험평가 조건, 유지보수 조건 등
형식·차량번호

kuhaE993-1(Tc)c

sahaE993-1(T)

mohaE993-1(M)

최고 속도
차체

3. 해외 차세대 전동차 개발사례
주

현재 해외에서 차세대 전동차개발을 계획하여 개발이 완료된 시
스템으로 일본의 AC Train과 덴마크 코펜하겐의 메트로 시스템

ⅱ) 여객 서비스의 향상

요

차체 폭

- 열차 내에 지상과의 송수신 장치 및 server를 위해

치

지붕 높이

수

바닥면 높이

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일본의 AC Train은 기존의 도시철도시스

LAN(Local Area Network)을 정비하여, 정보서비스 제공

템에 승객서비스향상, 안전성, 경제성, 친환경성 등이 반영된 기

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술을 적용하여 현재 시운전 중인 차량으로 조만간 영업노선에 적

- 정보 서비스로는 운행 정보의 차내 표시나 특급용 차량 등의

용될 시스템이다. 또한 코펜하겐 전동차의 경우 완전무인운전을

서비스도 상정한 전용단말기나 개인 단말기에 의한 메일 송

구현한 시스템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스템을 한단
계 업그레이드시켰다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우리기술개
발사업에 접목시키고자 상세히 검토해 보았다.

차체 길이

수신·인터넷 접속과 같은 정보통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
요
기
기

주전동기

가. 개발목적
일본의 AC Train은 21세기 통근형 전차로‘여객 서비스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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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skin

stainless

aluminum

single skin

double skin

16050mm

13000mm(13400mm)

(16500mm)

16050mm

편성길이 72700mm

(16500mm)

(73200mm)

300mm
3640mm(팬터그래프 접은 높이:3980mm)
1150mm
13400mm
TR916형
-

2점지지 방식

4점지지 방식

TR914형

DT957형

DT958형

TR915형

-

DDM방식×2

DDM방식×2

-

TR917형
-

1시간 정격출력 200kW

팬터그래프

-

○

-

○

-

single arm식

주 제어기

-

-

○

-

-

VVVF inverter(1C1M방식)

보조전원장치

○

-

-

-

-

160kVA

전동공기압축기

-

-

-

-

○

1600/min

○

-

○

-

○

집중형 6.6kw(53000kcal)

냉방장치

1. 일본의 AC Train

비고

120km/h

대차중심간거리
대차 방식·형식

mohaE992-1\(M') kuhaE992-1(Tc')

보안장치

ATC, ATS-P형, ATS-SN형 EB-TE장치, 열차무선

브레이크 방식

회생 브레이크 병용 전기 지령식 공기 브레이크(지연 입력제어 부속됨)·지공예비 브레이크·주차 브레이크
※ 차체 길이의 ( )은 연결면 간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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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펜하겐 메트로시스템

ⅱ) Operating Systems

가. 시스템 특징

- 무인 메트로는 technical system에 의해 운영되며, 모든 것

4. 차세대 전동차시스템 개발방향

코펜하겐 메트로시스템은 유럽최초로 무인운전(Driverless)을

이 control and maintenance center의 컨트롤 룸에 있는 운

위의 해외사례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차세대첨단 전동차시스템기

구현한 시스템으로 총21 km의 복선궤도에 23개역으로 건설되

영자에 의해서 감시되고, 이러한 technical system은 열차가

술의 핵심은 크게 이용자에게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운

었으며, 최소운행시격은 100초로 년간 약 7700만명의 인원을

정확한 위치에 정차하고, 출입문의 개폐와, 열차의 출발, 정

영자에게는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시스템의 제공이라 말

수송하고 있다. 특히 향후 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해 부품의 호환

확한 속도와 다른 열차와의 안전거리 등을 책임진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더 나아가 차세대

성 및 확장성확보 측면에서 독일 등의 철도선진국의 규격을 적

가 요구하는 첨단성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용하였으며,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술들로 직접구동모터시스템, 전기제동시스템, 에너지저장시
ⅴ)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1) 열차 내부는 하나로 오픈된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자전거나

- 관리적인 컨트롤과 데이터 획득은 컨트롤 룸에서 역의 모든 설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비들, 선로와“Control and Maintenance Center”자신을 모니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스템, 운영시뮬레이터, 화상처리식 검지시스템 등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렇게 개발된 핵심장치를 적용한 차세대전동차시스템 1
편성을 개발하고자 한다.

터 가능하도록 한다. 센서와 장치들의 매우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2) 대형 파노라믹 윈도우를 채용하여 승객에게 시원한 조망권을

열차 시스템의 모든 상황을 체크할 수 있으며, 더불어 상황을 변

제공하였다.

화 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3) 차량의 주요제원은 열차 길이는 39m, 폭 2.65m로 차체경량

1. 차량시스템 개발

차세대 전동차 차량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상 요구기능은 크게 운
행기능과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화를 위해 알루미늄 차체를 적용하였으며, 4개의 대차를 가지

ⅲ) Platform Screen Doors

이를 통하여 각각의 요구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

며, 그중 3개 대차에 모터를 탑재하였으며, 최고 속력

- 모든 지하 역사는 플랫폼 스크린 도어를 갖추고 보이지 않는

요소 및 방식,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요소를 검토하여 당초

80km/h이며 운행 평균 속도는 40km/h이다.

터널내의 먼지나 분진 및 바람 등에 보호되기 때문에 승객의

정의한 시스템 목표를 구현하고자 한다.

편안함과 쾌적함을 증대시킨다.
나. 장치별 특성

- 차체·설비장치 : 차량의 미려도, 주행시 주행저항 및 차체경

ⅰ) Control and Maintenance Center

량화 등 차량성능과 관계가 되는 부분의 사양을 정의하며, 차

- Control and maintenance center는 차량의 무인운전을 위해

체의 구조 및 재료, 차내·외 설비 및 장치류의 구성, 특성 등

컨트롤 룸과 비상시 컨트롤 룸, 그리고 차량을 관리하기위한

에도 사양을 정의하고자 한다.

모든 설비들, 에너지 공급 유닛, 고객 서비스와 관리 등을 위한

ⅵ) Communication and Radio Systems

주요 시설들을 포함한다. 빌딩과 별도로 열차의 정차(parking)

- 통신 시스템은 모두 연결(connection)되어있으며, 시스템은

와 분기를 위한 5km길이의 트랙과 유지보수 후에 열차 테스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나머지 시스템들을 컨트롤하고, 승객에

트를 위한 800m 길이의 테스트 트랙이 있다.

게 통보하며, 역사와 차량내의 승객 안전을 주시한다. 통신시
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ⅳ) Obstacle Detection
- 지하역사는 스크린도어에 의해서 승객이 보호되지만, 지상역
사의 경우 다른 안전시스템을 제공한다. 모든 지상역사에서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선로에 떨어졌을 경우 적외선 카메라
를 이용하여 식별하여 즉각적으로 어떠한 열차도 승강장에 진
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차량과 이용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컨트롤 룸과 서비스 직원 사이, 컨트롤 룸과 열차사이 그리고

- 주행/제동장치 : 현재 국내외 운행중인 주행장치의 특징을 비
교정의하고, 각각의 형식별로 구성장치 종류와 특징을 정의·
사양화 하고자 하며 또한 그 외의 곡선통과성능, 주행안전성,
정위치정차 등의 설계 및 성능향상에 요구되는 측면과 새롭게
개발되는 핵심장치와의 인터페이스 등을 감안하여 주요사양을
정의하고자 한다.

컨트롤 룸과 객차사이의 라디오 통신
역사와 열차내의 전자 정보(electronic information)
실시간 안내방송이 가능한 스피커 시스템
컨트롤 룸에서 열차와 역사까지 연결을 가지는 Call-point
열차와 승강장의 비디오 관찰 / 음성과 비디오 레코딩

2. 핵심장치 개발

가. 직접구동모터(Direct Driving Motor: DDM)시스템
ⅰ) 직접구동모터시스템은 기존의 동력전달장치와 감속기어를
통해 견인력을 전달하는 시스템과 달리 전동기가 직접 차륜
을 개별제어시켜 전동차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세계최초
로 도시철도시스템에 적용하게 되는 기술로 현재 일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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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동차에 일부기술이 적용되어 시험중에 있다.
ⅱ) 기존 시스템보다 부품의 수를 감소시켜 유지보수비용의 절감
과 소음저감, 전기 에너지비용 절감효과 등의 장점이 있다.

영시뮬레이터 개발이 요구된다.
ⅱ) 차량의 무인운전을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하며, 또한 운영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고

NEWS

09+10

장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하여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
나. 풀 전기제동 시스템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ⅰ) 기존의 전동차 제동은 전기제동과 공기제동에 의해서 정차

철 도 시 설 공 단 소 식

하는 방식이나, 제안된 제동방식은 완전한 전기제동에 의해
서 정차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기제동장치에 의해 발생했

5. 맺음말

던 유지보수의 문제점과 디스크 마모로 인한 분진발생 및 소
음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ⅱ) 또한 차량하부에 취부되는 부품의 50% 를 줄일 수 있어 큰폭
의 경량화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위에서 검토한 각 분야별 적용기술은 현재 철도선진국의 차세
대 도시철도시스템에 적용된 기술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들이

분야별 사내 전문가그룹 발대식 개최

대다수 이다. 물론 최첨단 기술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
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안전성 및 신

철도시설공단은 사내 분야별 전문가그룹 발대식을 8월 1일 18층 강당에서 이사장을 비

뢰성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만족

롯한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사내 전문가그룹은 직원들의 기술력

3.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사업기간동안 개발 핵심장치들의 안전성

향상과 함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 입찰시 공단에서 직접 사전검토를 시행

ⅰ) 에너지 저장시스템은 전동차 제동시 발생된 회생에너지를

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더 나아가 개발 핵심장치

하는 등 그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해 오던 자문 등을 공단 내부에서 해결할 계획이

저장하여 필요시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기

간의 인터페이스를 원만히 수행하여 세계최고의 차세대 도시철

다. 교통정책, 노선계획 등 15개 분야 144명으로 구성했으며, 이 전문가그룹에서는 기술

술로 현재는 배터리에 충전한 후 사용하는 방식이 상용화돼

도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초기

사용하고 있으나 저장시간이 길고 효율이 낮은 문제점 등을

에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에서부터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관련

안고 있다.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성능 및 신뢰

ⅱ)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 플라이휠을 이용

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차세대도시철도기술의 확보

한 초전도방식 등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방식을 검토하여

는 향후 세계 도시철도시장에서 겪게 될 무한경쟁에서 확고한

최적의 저장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위치를 다지기위해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기술들

검토서 작성 뿐 아니라 현안사항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
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비전인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
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이다.‘05년부터 ’
10년까지 수행하게 될 차세대 첨단도시철도
4. 화상처리식 검지 시스템

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당초 개발목표

화상처리검지 시스템은 본 기술개발사업의 목표인 이용승객의

로 정한 이용승객의 편의증진, 개발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동해 ~ 강릉간 전철화 사업 준공

안전성 확보와 밀접한 분야로 선로에 물건이나 사람이 떨어진 경

경제성 확보와 국가적으로 차세대철도기술에 대한 기반기술확

철도시설공단은 동해~강릉 간 45.1km 전철화 사업 완료에 따른 개통식을 9월 8일 강릉

우와 혹은 화재 등의 비상상황발생시 화상처리 검지시스템을 이

보 및 호환성 확보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역 광장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자치단체장, 지역주민 및 철도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하여 컴퓨터가 신속히 검지하여 차량에게 알려 차량의 진입을

것이다.

진행했다. 동해~강릉 간 전철화 사업은 청량리~강릉 간 412.4km 중 유일하게 비전철 구

막아 사전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간으로써 총사업비 830억원을 투입해 2002년 3월 착공, 3년 6개월만에 완공되었다. 앞
으로 강원 동부지역에서도 좀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철화함으로써

5. 운영시뮬레이터 기술개발

ⅰ) 차세대 도시철도시스템의 경우 무인자동운전이 기본이 됨에
따라 통합사령실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상
황별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또한 기타 도시철
도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교육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무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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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개발 워크샵 개최

전사적 고객만족경영 선포

철도시설공단은 신규사업개발 워크샵을 9월 6일 시설장비사무소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공

고객만족경영을 대내ㆍ외에 선포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제1기 KR CS도우미’출

단의 수익창출과 자립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철도시설공단의 설립목적과 핵심역량을 기반

범식이 9월 12일 철도시설공단 본사 18층 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으로 한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설립 이후 그 동안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고객헌장제정, 고객제안참여센

사업·품질안전, 해외사업, 건설사업, 개발 등 각 분야별로 환경변화 요인분석, 핵심역량 및

터 구축 등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

SWOT분석 등을 통해 신규 철도건설분야 진출 등 6개 분야에서 33개 사업을 도출했다.

이고,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앞으로 도출된 사업은 단기(2006년~2010년), 중기(2010년~2020년), 장기(2020년 이후)

외부전문가와 함께 CS전략과 체계를 수립하고, 고객의 체계적인 분류와 실행단계별로 중점추진

로 구분해 각 부서 의견 수렴 및 사업시행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추진

사항 등의 실행과제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고객만족경영체제를 갖추었다.

할 예정이다.

‘KR CS 도우미’
는 고객만족경영의 첫 단계로 실무 현장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생기는 각 부분들
에 대해 직원 스스로 고객의 입장이 되서 진단과 처방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신속, 정확, 친절’고객의 대기시간 단축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문상담원을 일선 현
장에 배치하는‘1588-7270’공단대표전화, 고객의 소리를 최고 경영진에 여과 없이 전달하는
‘607-4554’고객불편신고전화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제3기 KR엔지니어링 아카데미 입학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실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철도시설공단은 9월 1일 본사 14층 상황실에서 부이사장, 임원 및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
문대학원 교수진과 처장 및 부장급 학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기 KR엔지니어링 아카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시공사례집 발간

데미’입학식을 거행하고, 9월 6일 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철도시설공단은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얻은 현장의 생생한 시공 경험을 책으로 정리한‘시공사

KR엔지니어링 아카데미는 일반철도, 광역철도, 고속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등 철도건설

례집’
을 발간했다. 지난 9월 8일 개통행사를 가졌던 영동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두

사업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철도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지난

진터널 등 4개소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2004년 하반기부터 산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0명의 졸업

이번 터널보수보강공사는 FREP(강화섬유에폭시판넬) 공법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로, 노후

생을 배출했다. 이번 3기 입학생 25명에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철도시스템 엔지니어링,

터널의 내공단면 확보와 단면 보강을 시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처리방안이 상세히 기술됐다.

리더십과 경영마인드, 첨단기술동향, 분야별 전문가 특강 등의 교육이 실시되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 뿐 아니라 적용공법의 발전을 위한 기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역량 강화, 관리자의 관리능력 및 경

본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영의식을 함양시킬 것이다.

특히, 이번 공사 도중 터널 낙반사고가 발생했는데, 지역본부와 시공사, 감리단의 노력으로 성공
적인 준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실패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기술된 시공사례집은 현장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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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신호(ATP)시스템, 우선설치구간 종합시험 완료

새마을동차‘주 엔진 자동정지시스템’개발
철도공사는 새마을동차의 주 엔진 불량으로 열차운행 중 발생하는 차량화재를 근절하
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마을동차‘주 엔진 자동정지스템’
을 개발하고 있다. 그 동
안 새마을 디젤동차의 주 엔진 과급기(Turbo Charger)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
정지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매연과 화염으로 인한 전차선 장애로 고속열차와 전동

철도공사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철도의 고속ㆍ고밀도 운행에 대비해 KTX의 기존선
운행구간 및 주요 간선의 열차운전체계를 선진국형 첨단 신호방식으로 개량하는 차상신
호(ATP : Automatic Train Protection)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PT는 최소
한의 시설개량으로 열차의 안전과 운행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또한 개량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해 철도경영 개선과 향후 국가적인 철도기술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ATP는 기존의 ATS 지상신호방식에 비해 뛰어난 안전성과 신뢰성으로 철도 선진국인 유

차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더러는 열차 화재로 인식되기도 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해

럽철도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확정돼 설치중이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감시해 자동으로

프닝을 낳기도 했다.

속도를 줄이거나 비상시 정지시키는 기본기능을 제공한다.

‘주 엔진 자동정지시스템’
의 원리는 우선, 엔진 가동 시 공기다기관 내로 유입되는 공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 초부터는 기존선로를 운행하는 KTX 고속열차의 최고 속도

기유속이 엔진 상태에 따라 감소, 또는 차단되는 원리를 이용해, 센서를 통해 전류로

가 180km로 상향되는 동시에 최소 안전운행 간격이 줄어듦으로써 더 많은 열차를 투입

변환하여‘종합컨트롤장치(TCMPU : Turbo Charger Monitoring Unit)’
에 신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는 경보발령을 내리

하는 것이 가능해져 열차 수송효율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

면서, 주 엔진을 자동 정지시켜 화재를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차량의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는 것으로 시험선 구간인 호남선 송정리∼함평간 복선 33.2km에 설치돼 지난 3월 디젤

장치이다. 철도공사에서는 이 장치를 2005년 개발완료하고, 2006년 상반기까지 적용시험을 진행한다. 이후 절차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

기관차 1량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 확인을 마쳤고,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험선 구간

정, 새마을동력차(PMC) 114량에 대해 연차적으로‘주엔진자동정지시스템’
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새마을동

을 송정리∼목포 간으로 연장(총 70.6km)해 디젤동력차 5량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및 성능

차의 안전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 공인시험을 철도연과 함께 시행했다. 본 종합시험은 총 124개의 세부시험 항목으로
실시됐으며 태정/LG CNS컨소시엄사와 협력사인 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션 엔지니어 총
55명이 투입되었다.
시범구간에서의 성능검증 성공으로 경부 호남선 전 구간 및 KTX 고속기관차, 일반 기관

2005년도 대한민국 명장에 김용근 차량관리팀장
철도공사 서울철도차량관리단의 전기차량부에 근무하는 김용근 차량관리팀장이 노동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는
‘2005년도 대한민국명장’
에 철도동력차 전기정비분야 최고의 명장으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명장은 각 분야 20년 이상

차에 대한 본격적인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내년 말까지는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증과 철도
연의 신뢰성 및 안전성 인증을 완료해 2007년부터 ATP 시스템의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목포 시범설치구간에 이어 확대적용구간은 경부·호남선을 축으로 경부고속철도가 운행

의 경력자 중에 장인정신이 투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기능인들의 최고의 목표이며 영예이다.

하는 기존선 구간의 지상장치와 413량의 차상장치(고속철도 : 92량, 디젤기관차 : 218량,

김용근 차량관리팀장은 1980년 2월 철도공사에 입사하여 25년여 동안 일해 왔다. 특히 전기차량분야의 작업공정 개선을 통해 차량품질 향

전기기관차 1량, 디젤동차 : 102량)로 구성돼 있으며, 시범설치구간을 통해 검증된 지상장

상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 경험이 있으며 2004년에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품질명장'에도 선

치와 차상장치는 연결선 구간, 병행운전 구간, 병목구간 등에 대한 정밀설치계획을 통해

정됐었다. 그리고 이런 지식과 기술, 경험을 사내교육을 통해 후진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대한민국 명장을 5명 배출한 철도공사의

완벽한 차상신호(ATP)시스템으로 열차안전 운행을 담당할 것이다.

서울철도차량관리단은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받았으며, 철도공사 출범 첫 해, 공사의 이미지 향상에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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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2년 연속 대통령 금상 수상

한석윤 단장, 철도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철도공사 서울신호제어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주최,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2005년 전국품
질분임조 경진대회’
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인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다. 9월 6일부터 10일
까지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196개 분임조가 참가해 경합을 벌
였다. 서울시 지역예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서울 대표로 전국 경진대회에 출전한 서울신

제106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철도연 도시철도사업단 한석윤 단장이

호제어사무소 여명분임조는‘선로전환기장치 보수방법 개선으로 작업시간 단축’
이라는 주

한국형무인운전경량전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로 공기업 부문에 참가해 심사위원과 참관자들에게 철도신호보안장치의 중요성을 널리

한석윤 단장은 건교부 국책연구개발사업인 경량전철시스템기술개발사

홍보했다.

업의 총괄연구책임자로, 세계에서는 4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한국
형무인운전고무차륜AGT’
의 성공적 개발을 이끌었다. 또한 도시철도
시스템 표준화 연구를 주도하고 차량, 전력, 신호 및 선로시스템의 국

관제실과 주요 역에 영상감시장치 확대 설치

산화를 추진하는 등 도시철도 안전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철도공사는 본사 관제실에서 주요역의 여객흐름 및 열차운행상황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있다.

KTX 운행선 및 기존선 주요 정차역에 영상감시장치를 확대 설치했다. 그 동안 KTX와 열차
의 주요 정차역인 서울역 등 8개에만 영상감시장치가 설치돼,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역에
서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번에 설치된 영상감시 장치는 영등포, 천안, 광명, 천안아산 등 4개 역과 관제실에 시스템
증설 및 보완을 오는 12월 25일까지 마무리 해 본사 관제실에서 총 12개 역에 대해 광장,
맞이방, 구내 열차 진출입 상황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 인정
중소기업지원과 유지보수 비용절감을 위한 실용기술개발 시작

철도연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로부터 지난

철도공사는 2005년도 실용기술개발과제로‘열차접근경보장치 개발’등 4건을 선정하면서

2000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재 인정 되었다. 이번 인정은 지

실용기술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6월‘실용기술개발운용지침’
을 제정, 철도용

난 2000년 8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최초로 인정받은 이후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품 관련 신기술 개발과 수입용품의 국산화는 물론, 현장 애로기술 해결 등 현장 실용기술 개

전체분야에 대한 갱신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분야는 역학, 전기, 화학, 열 및 온도

발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측정분야(화재)의 총 192개 규격이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는 국제시험소 인정협

3억원까지 수행기업에 지원함은 물론 개발완료품은 이후 2년간 의무 구매할 예정이어서 침

력체(ILAC)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국가들 간의 상호 인정이 가능해 연구원 시험성

체돼 있는 철도부품개발과 중소기업의 참여에 탄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적서가 있을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 수출 시 해당국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한

또한 공사 기술개발실에서는 실용기술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기

편, 이미 지난해 LS산전이 태국 철도청에 납품하려는 철도신호시스템 핵심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시험을 수행해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업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개발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유지보수 비용절감은 물

발행한 바 있으며, 현재 태국 철도청의 각 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론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철도경영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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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연구회 이사진 철도연 개발차량 시승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용화 세미나

철도연은 8월 17일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공공기술연구회의 이사진과 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용화 추진현황 및 지원체계’
를 주제로 철도연 미래기술실용화사업단

부출연연 연구원장들을 초청해 한국형 고속열차 및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을 시승식을 가

은 9월 14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김성재 박사를 초청, 실용화 지원 정책 및 사례에 대해

졌다. 국내기술로 개발한 철도시스템 체험행사로서, 향후 상용화를 대비해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박사는“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안이 제정 중이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국산 신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 성과품의 실용화 등에 연계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활

광명역에서 한국형고속열차를 타고 동대구로 이동하여 경량전철 경산 시험선을 방문했으

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신기술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

며, 핵심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기술문의를 한 이사진들은 개선의견을 피력하는 등

획·관리·추진 할 수 있는‘기술사업화개발 프로그램(R&BD)'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

관심을 보였다.

했다.

KISTEP과 협력 협약 체결

영국 철도연구 동향 세미나

철도연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유희열, KISTEP)과 9월 8일 철도연 대회의실에서

철도연 궤도토목연구본부는 9월 15일 영국 Birmingham 대학 (University of

양 기관의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정보 상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R&D 능력

Birmingham) 토목공학과 학과장인 Chris Baker 교수를 초청, 영국 철도의 연구 동향에

개발 아카데미’
를 개설하여 연구 및 혁신 교육을 추진하는 부속 협약도 동시에 맺었다. 이

대해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Chris Baker 교수는‘측풍에 의한 열차 및 선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철도분야 대형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인력 양성, 기술혁신 프로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 연구원 및 대학, 관련 업체들이 모여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

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게 된다. 채남희 철도연 원장은“100여년이 넘는 한

다. Chris 교수는 철도 연구부분에 있어 한국 학회 및 연구원과 교류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국철도 역사 중 요즘처럼 철도관련 신기술이 활발히 개발되었던 적이 없었다”
며 이러한 기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열차 풍 관련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술들이 실제 실용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KISTEP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희열 원
장은“현재 외국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국내 경전철 시장에서 국내 기술이 빛을 볼 수 있

도시철도 전력분과 기술교류회

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철도연의 우수한 성과가 실용화 되도록 돕겠다”
고 했다.

9월 29~30일 양일간 철도연 주최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기관 전력분과 기술교류회가
대전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도시철도 전력분야에 대한 기술교류

미국철도 및 교통산업의 합병정책 세미나

및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를 비롯해 도시

‘미국 철도 및 교통산업의 합병’
을 주제로 철도연 철도정책물류연구본부에서 8월 5일 세미

철도 건설 및 운영기관 등 17개 기관에서 60여명의 도시철도 전력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나를 개최했다. 미 Fort Valley State Univ.의 박준제 박사를 초청, 미국 TEXAS주의 철도

교류회에서는 도시철도 전력시스템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및 표준안에 대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산업의 효과측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토론,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철시스템 에너지회생장치의 시연

박 박사는“한국의 경우 화물분야의 거점수송을 중심을 하는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철

행사, 2006년 3월 개통 예정인 대전광역시 지하철 1호선 전력설비 견학 및 시운전 차량 시

도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고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철도구조개혁분야에서

승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온 국내 철도계에 미국의 철도 및 교통정책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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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박사, 국회주관 세미나서 발표
터널 내 KTX차량의 실내소음 현황
9월 28일 국회에서 주관하고 한나라당 김병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쾌적하고 빠른 KTX
건설을 위한 세미나”
가 열렸으며, 철도연 차량성능연구팀 김재철 박사가‘터널 내 KTX차량
의 실내소음 현황 및 문제점’
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터널 통과 시 KTX 차량의
실내소음 현황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동대구-부산)에 대한 KTX차량의 실내소음의 대

지속적 혁신활동 진행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혁신은 추진된다. 철도연은 하반기에 추진할 혁신활동으로 매월 혁신전문가 초청세미
나, 중간 관리자 혁신 워크샵 개최, KRRI 혁신 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해 혁신교육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21일부터 내부 인트라넷 초기화면에‘e-poster’
를 게재하여 지속적인 혁신분위기 조성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e-poster’
는 비전달성과 변화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문구
위주로 일주일을 주기로 교체된다.

책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오지택 박사, UN-ESCAP 주최 국제회의 정부대표단 참가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 참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리는‘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에 철도연의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주관으로 모스

한국형 경량전철이 우수연구사례로 선정돼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혁신

크바에서 개최된 아시아횡단철도망(Trans Asian Railway Network) 구축을 위한 정부간

비전 및 혁신성과, 우수사례성과물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지원기관, 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들

협정회의와 TAR 북부노선 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에 관한 제3차 조정위원회에 철도연 오

의 공동 테마관 형태로 전시가 진행되었다.

지택 박사가 정부대표단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부 간 협정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
함,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카자흐스탄 등 TAR 망 관련국 16개국이며, 참가국들은 TAR

KRRI 혁신상, 철도수송운영연구팀, 양영주씨

국경 역을 비롯한 노선지정과 기술적 표준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철도연의‘KRRI 혁신상’
을 확대 개편 한 이후 첫 수상자로 철도수송운영연구팀과 대외협력팀 양

조정위원회에서는 ESCAP이 2003년 11월부터 2004년 7월 중 시행한 한반도 노선을 제외

영주씨가 각각 선정되었다. 단체상을 받은 철도수송운영연구팀은 민간기업과 협동으로 5개 기관

한 시범운송 실시결과보고와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간 컨테이너 시범운송 방안에 관한 협의

과 경쟁을 통해‘베트남 철도복선화 타당성 조사 용역’
을 원내 최초로 수주한 부분이 높게 평가

가 진행되었다. 정부대표단은 건설교통부를 수석대표로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한국철도

됐다. 개인부문에서 수상한 양영주씨는 국제철도아카데미(KIRA) 업무, 각종 영문 홍보자료 제작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다.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았다.
‘KRRI 혁신상’
은 경영혁신 여건을 조성하고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월 선정해 왔으며,

경량전철·틸팅시뮬레이터·연구원 개발차량 전시

9월부터는 기술혁신 분야까지 확대하고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단체와 함께 개인을 선정

2005 대한민국과학축전 참가

하여 포상하고 있다.

철도연은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개최된‘2005 대한민국 과학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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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에 참가했다.‘세계로, 철도로’
를 주제로 한국형 고속열차와 한국형 경량전철, 틸팅열차

중간관리자 혁신 워크샵 개최

등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열차모형들을 전시했으며, 경량전철 시뮬레이터 틸팅시뮬레이

철도연은 중간관리자들의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기관경영에 반영

터 등 개발 열차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

하기 위해 8월 25일~26일 양평 남한강연수원에서 중간관리자 혁신 워크샵을 개최했다. 중간관

와 중·고등학생, 학부모 등 약 25만명이 다녀갔다. 철도연에서는 어린이와 학생, 일반인이

리자인 팀장과 업무혁신TFT 35명이 주제발표, 분임토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워

함께 할 수 있는 철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누구나 쉽게 철도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크샵은 단순 강의 나열식이 아니라 철저한 토론위주로 짜여져, 토론주제 도출, 원인 및 문제점 분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석, 아이디어 제안, 과제 실행계획서 작성을 워크샵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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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철 도 연 소 식

제14차 CCTST 서울총회 개최
일시 2005년 10월 27~28일

신입직원 교육,‘멘토링 제도’도입
철도연은 신입직원 교육에 '멘토링(Mentoring) 제도'를 도입했다. 신입 연구원과 책임급 이
상 직원을 1대 1로 짝을 맺어 지도하는 개인별 후견인 제도(Mentoring)이다. 멘토로 지정된
선배 연구원들은 신입 연구원에게 생활안내를 비롯해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하우 전수
를 주로 하게 된다.

장소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주최 CCTST (TSR운송조정협의회)
주관 한국철도공사,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공동
후원 동북아시아대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추석맞이 나눔 활동 벌여
추석을 앞둔 9월 15일 철도연 채남희 연구원장과 봉사회 회원들은‘사랑과 평화의 홈’
‘성
요한의 집’
을 방문, 성금 전달 등 작은 나눔 활동을 벌였다. 철도연은 앞으로도 봉사회를 주

제21회 철도포럼

축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일시 2005년 11월 24일
장소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KRRI 첫 정책총서 발간‘일본철도의 역사와 발전’
철도연의 첫 정책총서가 발간되었다.‘일본철도의 역사와 발전’
(북갤러리, 399쪽)이라는 제
목으로 이용상 박사와 하라다 가쓰마사(와코大), 사이토 다카히코(긴키大), 아베 세이지(간사
이大), 쇼지 겐이치(고베大) 교수 등 4인의 일본철도전문가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지난 130
년 간 일본철도의 발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 안고 있는 모순을 함께 제시하여 일본
철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제시했다. 또한 철도가 가진 사회경제적인 영향력과 투자
확대 과정, 그리고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영화 성과 등이 다루어졌다.

Korail 경영혁신 경진대회 개최
일시 2005년 12월 1~2일
장소 철도인력개발원 및 철도대학
주관 한국철도공사 경영혁신실

‘KRRI 보유기술 안내서’발간
철도연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특허 등 보유기술을 정리한‘KRRI
보유기술 안내서’
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기계, 전기신호, 전력, 궤도토목 분야의 특허
168건, S/W 프로그램 375건을 소개하고, 특히 보유기술 요약서에는 기술명, 발명자, 기술
개요, 기술특징, 기술개발상태, 희망기술 거래유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 형
태, 기술료 징수, 기술이전 절차 등을 별도로 게재하여 기술이전에 따른 이용편의를 도왔다.
‘KRRI 보유기술 안내서’
는 철도운영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철도연의 연
구성과가 현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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