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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을
다만나고오겠네!”
모든 과학과 기술은 꿈과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꿈과 상상은 과학과 기술로 현실이 되고, 더욱 크게 자라납니다.
물론 저절로 그리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릴 적 신나게 불렀던 동요 한 소절을 현실에 옮기자면
골치 아픈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실패도 제법 겪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꿈을 꾸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법을 잃지 말아야 하지요.

한국철도는 지금, 온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철도기술을 통해
세계로, 자꾸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즐거운 현실을 맘껏 누리며
더 큰 꿈을 꾸길, 더 멋진 상상을 품길!

일러스트 | 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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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한·러 철도운영자 회의, 제주에서 열려
지난 3월 체결한 양국 철도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

Korean-Russian railway operators convene in Jeju

장, 최연혜 부사장,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러시아

The President of Korean Railroad Corporation, Lee, Churl and President

철도공사에서는 야쿠닌 사장과 보르레쇼프 알렉센더 부사장을 비롯

of Russian Railways, Vladimir Yakunin jointly held a railway operators'

한 대표단 12명이 참석했다.

meeting for two days on July 17 and 18 in Jeju island. In hopes of

철도전문가들은 한·러 철도운영자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TKR-

consolidating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wo

TSR 연결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parties discussed measures for connection of TKR and TSR.

이후 또다시 한·러 철도운영자간회의를 개최 한 것에 대해 큰 의미

The meeting came after the two countries' MOU signing this past March

를 부여하고 있다.

in order to exchange ideas for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continental
project. Railway experts from both countries anticipate frequent
meetings will enhance the possibility of the TKR-TSR connection and the
second meeting this year alone is regarded as a great move forward.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과 러시아 철도공사 야쿠닌 사장이 한·러
양국간 철도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TKR-TSR 연계운행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러 철도운영자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양국 철도운영자가 참가한 가운데 가진 한·러 철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제주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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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철도 투자전략에 관한 심포지엄
철도공단, 철도학회와 공동으로 개최

KRNA presents investment strategies

제 및 교통전문가가 발제자

Korea Rail Network Authority(KRNA) hosted a joint symposium with

로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

Korean Society for Railway at Lotte hotel on July 5. Entitled

서는 섹션별 주제를 통해

"Construction and investment strategies of Korean railway in the future",

철도가 그동안 지역균형과

those experts of economy and transportation attended addressed

국가발전에 제 역할을 하였

fundamental issues, in each session of different sub themes, like if

는지, 교통복지를 위한 철

railroad has been playing its role in balancing regional and national

도이었는지 등의 근본적인

developments and if it has been a transportation for the public.

문제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서의 에너지 효

The two organizations have come to agre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율화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교통부문에서도 환경문제 해결을

the academic event,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railway

위한 교통체계구축의 필요성 증대와 이를 위한 국가철도망의 효율적 구

construction and investment so that they can unfold appropriate

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철도공단의 안낙균 기획조정본부장은

research and policy making for substantiality of railway down to

향후 역세권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동안 축적된 철도건설 노하

generation to generation.

우를 살려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철도산업 발전전략
을 제시했다. 철도공단과 철도학회는 이번 심포지엄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공단은 7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미래 한국철도의 건설 및

철도건설 및 투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속가능한

투자전략”
이라는 주제로 한국철도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

철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지원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체형 복합재 철도차량 차체 제작기술’NET마크 획득
철도연, 2007년부터 틸팅열차 시험운행 시작

KRRI technology acknowledged with NET

technology boasts strengthened car body while the composite material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Fiber Glass Co. received an

reduces its weight by 40 percent. And also thanks to the lightened car

official mark entitled ‘New Excellent Technology(NET) mark‘ for their

body, the speed has improved with a same amount of power.

joint development of ‘one-bodied composite material railway vehicles‘.
The report came on July 5. The NET mark has been organized by

철도연은 한국화이바와 공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s conducted by Korea Industrial

동으로 개발한‘일체형 복

Technology Association.

합재 철도차량 차체 제작

Car bodies of tilting train made of new composite material are being

기술’
로 과학기술부가 주관

fabricated in a large autoclave as one body of 23m and the prototype is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

expected to run Chungbuk and Central lines on test from year 2007.

회가 시행하는 신기술인증

Compared to those vehicles made of stainless in the past, the new

NET마크를 7월5일 획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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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이 기술이 적용된 틸팅열차가 제작 중이며 내년 2007년 부

억 4천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차량 제작비용 역시 1

터 충북선과 중앙선에서 시험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철도분야에서는

편성당 4천만원 가량 절감된다. 향후 고속열차와 자기부상열차, 경전

세계 최초의 시도로 대형성형기를 이용해 샌드위치 구조의 탄소섬유

철 등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철도 선진국인 독일과

복합소재를 적용해 23m의 차체를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기술이다. 기

일본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입 의사를 밝히고 있어 해외 수출

존의 철도차량에 비해 차체 강도가 향상되고 무게를 40%정도 경량화

전망도 밝다.

할 수 있어 동일한 출력으로 열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연간 1

수익창출 극대화 위한 조직·인사혁신 마무리
철도공사, 105개 지역본부·현업기관 17개 지사로 통합

KORAIL completes organization reform

철도공사는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2차 조직·인사혁신을 단행, 5

Amid the hot issue of revenue maximization, Korean Railroad

개 지역본부와 100개의 현업기관을 7월 1일부터 17개 지사로 통합하고

Corporation(Korail) went into its second reform of organization to

지사장을 내정했다. 이로써 이철 사장 부임이후 지난해 11월 본사에서 먼

integrate five regional bureaus and related 100 sub offices into 17

저 시작된 철도공사의 조직·인사혁신 과정이 마무리를 짓게 됐다.

regional centers and directors have been appointed for each center. The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5개 지역본부와 100개의 현업기관(지역관리역

second restructuring put an end to the railway corporation's big plan that

및 현업사무소)의 계획·관리기능을 통합, 현장업무를 직접 계획·집행

kicked off last November after President Lee took office.

하는 완결성이 강화된 17개‘지사’체제 재편이다.

철도안전성 더욱 높아진다
철도연,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현판식

KRRI authorized for rolling stock tests

철도연은 앞으로‘철도차량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was authorized to test rolling stocks and

성능시험 기관’
으로서 철도

their precise diagnoses on July 6 by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차량 제작 시 각종 부품과

Construction. A ceremony to put up a plate was held with the

장치, 완성된 차량 등으로

authoritative marks on July 21. As a certified organization for testing

성능기준 시험을 실시해 성

performance of rolling stocks, KRRI will be able to issue certificates for a

능검사증을 발행하는 역할

wide array of components and devices of railway to complete vehicles

을 수행한다. 또한‘철도차

upon excellent functioning. The research body will also diagnose out-of-

량 정밀진단 기관’
으로 사용내구연한이 다 된 철도차량에 대해 정밀진단

date rolling stocks to decide on their fate.

을 실시, 안전성 여부에 따라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정밀진단
업무를 진행한다. 현판식에 이어 우리 연구원 추진장치 시험동에서는

철도연은 7월 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법에 의한 국내 첫‘철도차

EMI/EMC 시험설비의 가동식을 가졌다. 이 장비는 차량/신호/전력 및 각

량 성능시험 기관' 및 ’
철도차량 정밀진단 기관
‘으로 지정받았으며, 이와

종 유지보수기기 등 철도시스템 각 분야에 적용되는 전기, 전자 부품 및

관련한 현판식을 7월 21일 진행했다.

기기의 EMI/EMC의 적합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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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 ㅣ권두언

‘한국철도기술의 해외진출’
은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철도로 세계로 의원포럼’
대표 (국회의원) | 문 학 진

안녕하십니까?
‘철도로 세계로 의원포럼’
의 대표를 맡고 있는 문학진입니다.
먼저 한국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철도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 17대 국회에는 총 51개의 의원연구단체와 다수의 각종 의원모임이 있습니다만,
‘철도’
라는 주제와 관련된 의원모임은 17대 국회는 물론 역대 국회를 통틀어 우리
‘철도로 세계로 의원포럼’
이 처음입니다.

이는 그동안 국회차원에서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철도로 세계로 의원포럼’
이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국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세계 철도시장은“新철도르네상스”시대라 불릴
만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철도강국인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여전히 세
계 철도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 등 후발주자들이 그 뒤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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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중국, 대만을 비롯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잇달아 새로운 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
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한국형 고속철을 개발한 이래 성공적으로 시험운행을 해
오고 있으며, 2004년 말에는 최고속도인 350km/h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경부고속철이 상용화된 이래,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
지만 꾸준히 운영상의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기술의 확보와 운영상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시장으로 눈
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 철도시장의 협소함과‘통일 이후 시대의 대비’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철도의
해외진출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관계 기관
과 기업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로 세계로 의원포럼’
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욕심보다는, 보
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도산업이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관심과 의회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국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철도산업의 해외진
출을 위해 보다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
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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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상

한국철도의미래, 철도인들의어깨에…
한겨레21 |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철도는 낡고 고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주여행을 예약하는 시대에 땅 위 정해
진 철길만을 따라 움직이는 철도에서‘미
래’
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
다. 시간을 다투는 장거리 여행길은 비행
기에 내주고 문 앞에서 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편의성 때문에 자동차에 밀리면서,
철도는 현재와도 멀어지고 있다고 여겼
다. 철도에는 빠름과 편리함보다는 낭만
이나 추억 같은 과거 회귀적 단어들에 더
어울렸다.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 설
경구가“나 돌아갈래”
를 외치기에 도로
나 바다나 하늘보다는 철로 위가 적격이
었다. 한국형 고속전철 G7에 대해 새로
알고, 2004년 11월‘철도의 미래, G7이
달린다’
(2004.11.03(수) 발행된 한겨레21
제533호1의 표지 이야기)는 기사를 쓰기

시속 350㎞에 일단 놀랐다. 그리고 한국

기술개발사업단장을 만나면서, 물음표가

전까지는 그랬다.

형 고속철이라니…. 프랑스에서 TGV를

서서히 느낌표로 바뀌기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에 들었다. 기자는 그 때도,

들여와 KTX를 만든 게 불과 몇 년 전인

솔직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 비해, 기

지금도 정치팀 기자여서 취재 동선이 주

데 독자적인‘한국형’고속전철이 가당

자의 과학기술 지식이 뒤쳐짐을 인정할

로 국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한 정치권

찮은 얘기인가. 일단 의심이 들었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KTX를 디딤돌 삼아

인사의 제보 내용은 간단했다. 한국형 고

의심이 들면 취재를 해야 한다. 기자에게

태어난 한국형 고속철의 기술에 대해

속철이 시험운행중이며 머지않아 시속

새로운 얘기이면 독자들에게도 새로운

TGV의 복제품인지, TGV+α수준인지,

350㎞를 돌파할 예정이라는. 일단 속도

얘기일 가능성이 컸다. 당시 철도기술연

당시 취재원들의 설명대로 아날로그 수

에 끌렸다.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터라

구원의 송달호 원장과 김기환 고속철도

준의 기술을 디지털의 단계로 끌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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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원천 기술인지를 증명할 능력

우선 기자를 포함해 2000년대를 살고 있

른 변화는, 해외 취재를 하면 일부러라도

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사람으

는 사람들이, 분단으로 인해 한반도의 허

꼭 그 나라의 고속철을 이용해본다는 점

로 비유하면 머리에 몸과 손발이 달리고

리가 잘리기 이전의 선배 세대들에 비해

이다. 아직 독일과 일본의 고속철은 경험

눈·코·입의 위치가 같다는 점을 빼고

코스모폴리탄적인 상상력이 빈곤함을 인

해보지 못했지만, 런던과 파리를 오가는

는 두뇌와 심장의 성능, 이를 연결하는

정해야 한다. 경기도 철원에서 처음“철

철도, 중국 상하이 시내에서 푸동 공항까

신경회로가 순수 국내 기술로 한 단계 업

마는 달리고 싶다”
는 표지판과 함께 낡은

지 이어진 자기부상식 고속전철을 타면

그레이드한 새로운 기술”
이며“프랑스

기관차를 봤을 때, 솔직히‘미수복 영토’

서 한국 고속철과 속도, 소음, 승차감 등

알스톰사가 특허 출원한 35개의 기술 가

에 대한 갈망이 아닌가 싶어 그 욕망 자

을 비교해보는 버릇이 생겼다. 지금은

운데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관절형 대

체가 부담스러웠다. 녹슨 철마를 보면서

350㎞에 만족해야 하고, 대륙의 철도와

차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1가지만을 사용

분단의 아픔이 먼저 떠올랐지, 유라시아

연결하는 데에 기술적인 난점들이 있지

한 것 외에는 모두 새로운 기술”
이라는

대륙의 일부로서의 한반도, 부산에서 중

만, 머지않아 프랑스의 TGV가 1990년대

제작진의 설명을 그대로 소개했다. 아울

국과 러시아·몽골을 거쳐 유럽의 파리

초반 시험운행이라는 특수 조건하에서

러 한국형 고속철이 KTX에 비해 최고 시

와 런던까지 철마가 달리고 싶어한다는

달성했다는 시속 515km로, 최근 고속철

속을 50km 정도 끌어올려 일본의 신칸

생각은 이전에 해보지 못했다. 분단으로

의 새로운 한계속도라는 480km로 유럽

센 500계나 프랑스 TGV의 후신인

인해 국토만 섬처럼 갇혀버린 게 아니라

의 주요 도시까지 연결되는 시대가 곧 오

AGV, 독일의 ICE3와 견주어 손색이 없

우리의 상상력까지 그 틀에 갇혀있는 게

리라는 믿음이 있다.

는 최고 시속 350km짜리 고속철을 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젊은

철도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

었다는 점, KTX가 철을 소재로 만들어진

시절은 그렇게 갇혀 지냈지만, 우리의 아

다는 이유로‘얼치기 철도인’행세를 하

반면 G7은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해 차

들, 딸은 요새 유행하는‘글로벌 마인드’

고 있지만, 선진 철도기술을 받아들이는

량 전체 무게가 몇t 가벼워졌다는 점, 기

를 자연스럽게 지니고 자랐으면 하는 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독자

관차의 앞모양을 새로 설계해 공기저항

람이 있다.

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을 좀더 줄였다는 점, 자동차로 치면 엔

정치적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하면, 남북

마침내 그 성과물을 선보였다는 점에 대

진에 해당하는 모터블록이 세계 최초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뒤틀리지만 않는다면

해 철도인 모두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고

IGCT라는 추진장치 반도체를 개발해 사

하늘이나 바다보다 땅 길이 먼저 열릴 가

속철 경쟁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뒤졌

용했다는 점, 무게를 줄이고 핵심 부품을

능성이 크다. 북쪽이 그동안 고수해온 체

지만 그 속도를 따라잡겠다는 의지와 열

교체하다 보니 제어 시스템을 새로 갖춰

제의 갑작스런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점

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반

야 했다는 점 등이 KTX와 다르다는 것을

을 감안한다면, 우선 철길을 열어 남북의

도체 선진국,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자동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검증은 내 몫이 아

실리를 도모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

차 생산량 세계 5위는 한 순간에 가능했

니었다.

려될 가능성이 크다. 김일성 전 주석의

던 업적이 아니다. 특히 운송산업에서 강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보다 더 의

유훈이기도 하다. 정해진 철로를 달리는

했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속철 분야에

미가 있었던 것은 기자 스스로가 그 취재

기차가 다른 교통편에 비해 체제위협적

서도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만한 수준에

를 계기로 철도에 대한 낡은 사고에서 벗

인 요소가 덜하기 때문이다.

올라섰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낀다. 그래

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고속철 취재 뒤에 기자에게 찾아온 또 다

서 철도인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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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중국진출 사례

송성태 |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사업추진단/중국사업팀 기획총괄파트장 (song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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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4

테마5

1. 중국의 철도정책
문화혁명 당시 덩샤오핑(鄧小平)은 난창(南昌)에서 베이징(北京)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착수한
일 중 하나가 철도재건이다. 경제의 실핏줄인 철도건설과 운행에 전력을 쏟아 철도가 제기능
을 하기 시작하자 후퇴를 거듭했던 공업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섬은 물론 경제에 활력이 불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중장기 철도망건설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4종4횡”
의 여객전용선 건
설을 통해 전 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철도의 속도를 증강시
킴으로써 철도가 경제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철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종 4횡 여객전용선 건설노선도>

중국은 철도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철도 선진국의 기술자료를 수집
하여 자신들의 철도망 구축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200km/h이상의 철도를 건
설해본 경험이 없으며 시공사와 감리사간 부패관계로 인하여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다. 중국은 외국감리를 사용함으로써 WTO가입에 따른 개방압력과 철도건설에 있어 품
질확보라는 두 가지의 고민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동안 경부고속철도를 건설
하면서 축적한 기술경험 및 노하우를 사장시킬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중국진출을 추진하던 철
도시설공단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2. 철도공단 중국진출사업의 성과 및 평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정부산하기관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중국철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
출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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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2

공단의 중국시장개척 성공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성공의 비즈니스 전략수립 및 실행이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공단이 중국진출에 성공하게 된 요인은 고속철도건설
공단 시절부터 기술교류세미나 개최 및 중국철도 박람회 참가 등 중국철도부와의 지속적인 교
류협력을 통하여 공단의 기술 및 노하우를 인정받은 것과 상호 신뢰관계 즉 콴시문화를 적극
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말 후지환 중국철도부장은 한국의 고속철도기술 특히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기술수준
을 알아보기 위한 한국방문에서 고속철도공단을 방문하여 고속철도 건설현황 및 고속철도공
단이 최신의 바퀴식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북경에서 개최되는 철도현대화장
비 박람회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단은 2002년 6월 중국 철도현대화장비 박람회에 처음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고속철도모형
및 역사시설 등을 전시하여 한국의 고속철도건설현황을 홍보하는 한편 중국철도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한·중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단의 강점인 사업관리분야를 소개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공단은 2003년 10월 정종환이사장(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중국 현
대화장비 박람회 및 기술교류 세미나에 참가하여 공단이 보유한 건설기술 및 노하우를 알리는
과정에서 중국측의 높은 관심표명을 보고 교류협력차원에서 한단계 발전시켜 사업진출을 모
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현대화 장비 박람회 참가>

<개막식>

<철도공단부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활동과 인간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정성을 쏟아부은 결과
드디어 2005년 5월 중국대륙에 한국철도기술이 첫발을 내딛는 쾌거를 거두게 된다, 즉 수투
시험선 계약체결에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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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3

테마4

테마5

중국의 여객전용선 건설계획에서 시험선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본선을 건설하기 전에 각종
신기술을 도입하여 시험선을 건설해보고 성공적으로 건설했을 경우 본선에 적용하는 방식으
로 여객전용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단에게 수투시험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
었다는 것은 공단이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시험선에 적용하는 각종 신기술

<판식 콘크리트 궤도>

<쌍궤식 콘크리트 궤도>

<광가형 판식 콘크리트 궤도>

<연약지반보강-CFG말뚝>

<연약지반보강-말뚝판>

<연약지반보강-말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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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2

수투시험선의 경우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감리제도상의 차이는 물론이고 문화
적인 차이로 인해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오히려 다른 현장으로부
터 선진감리기법을 교육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공단의 감리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수주하게 된 무광여객전용선 감리용역계약도 수투시험선에서 공단이 보
여준 감리기술을 중국측에서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진출사업
의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보여진다.

무광여객전용선은 최초의 여객전용선 건설로서 총길이 918km를 4개공구로 분할발주 하였으
며, 29개의 중국업체와 한국을 비롯한 5개국 7개연합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한국, 독일, 프랑
스, 네덜란드 4개국이 각각 1개공구씩 낙찰을 받아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무광여객전용
선에서 공단이 맡게 될 구간은 4개공구 중 1공구로서 152.8km이며 공사기간은 54개월이고,
금액은 약 27억원이다, 공단이 맡은 1공구는 가장 먼저 시공되는 구간으로 시험선구간을 포함
하고 있어 무광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게 맡긴 것은 수투선에서 보
여준 공단의 감리수행능력과 공단이 보유한 고속철도 건설경험 및 노하우를 높이 평가했기 때
문이다.

최근 무광선으로부터 보고에 의하면 발주자는 매분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구별로 감리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한 공구에 포상을 하는데 공단이 포함된 1공구 연합체가 1/4분
기에 이어 2/4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하여 포상금을 받을만큼 공단의 감리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감리수행을 하면서 공단이 제안한 품질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발주자측
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앞으로 공단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품질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예시
[B/P장 시설보완: 골재적치장 지붕설치]

<개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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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테마3

테마4

테마5

[B/P장 시설보완: 골재세척 시설]

<인력세척>

<자동 세척설비 도입>

[현장타설말뚝 철근망 간격재 보완]

<간격재 8mm 철근>

<Con'c 간격재로 변경>

중국시장은 모든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각축장인 것처럼 철도시장에 있어서도 프랑스, 독
일, 일본 등 철도선진국들은 중국의 철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10여년 전부터 중국철도시장
진출을 추진한데 비해 공단은 2년여만에 2건을 수주한 것은 공단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
완하면서 이룩한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다.

3. 중국사업의 향후 전망
금년에 비준된 북경~상해간 고속철도사업에 공단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사업관리분야
진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금년 발주예정인 하얼빈~대련
간 여객전용선을 비롯한 13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수주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할 예정에 있다.
공단은 기 수주한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추가적인 수주의 지름길이라는 판단 하에
전사적인 차원의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중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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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2

중국은 현재 75,000km인 철도를 2020년까지 10만키로로 확충하기 위해 약 300조원을 투입
하는“중장기 철도망 구축계획”
을 발표하였고, 본 계획 안에는 중국을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
하는 소위“4종 4횡 여객전용선 건설계획”
을 포함시켜 고속화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남북철도 연결사업 즉 경원선, 경의선 연결사업도 공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
야로서 남북철도사업 나아가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그동안 염원
해 왔던 TCR, TSR 등 동북아철도망연결사업이 실현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소위 아시아와
유럽을 철도로 연결하는“철의 실크로드”
건설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우리와 궤간이 같아서 남북철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중국을 경유하여 유
럽까지 연결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직접 건설한 철길
위로 고속철도를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현실로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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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철도의 사업전략 분석을 통한
한국철도의 사업전략 제시

최미숙 |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 국제철도팀 과장 (siremion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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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테마2 - 일본철도의 사업전략 분석을 통한 한국철도의 사업전략 제시

테마3

테마4

테마5

일본철도는 다각경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영개선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흑자경영을 일구어 냈으며,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
인 철도구조개혁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의 국유철도시대에는 대부분 군국주의 시대
부터 이어오던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분야에 한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었
지만 1987년 민영화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까지 사업영역을 개척하여 경영개선의 효과를
거두었고 점차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민영화를 계기로 활성화된 구내매점, 역사를 이용한 호텔, 광고 등의 부대사업과 민영화 이후
신규 진출한 보험, 관광·레저,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대행, 컨설팅 등 일본철도(JR)가 진출
한 사업영역은 대부분의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철도운송사업의 특성상 임금과 물가상승을 생산성 제고로 흡수하기에는 어려운 비용구조이
기 때문에 수송수입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관련 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철도
수송수입과 통합·조정함으로써 철도회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라
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국유철도가 민영화된 이후 추진한 각종 철도관련사업 전략과 구체적인
사례를 여객철도회사를 중심으로 조사·제시함으로서 한국철도의 사업다각화에 대한 시사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철도의 철도관련사업 추진현황
1) JR 여객철도회사 운영현황
JR은 1987년 민영화를 단행하면서 철도화물부문을 1개 회사로 분리해 내고 여객철도부문은
지역별로 분할하여 JR북해도, JR동일본, JR동해, JR서일본, JR사국, JR구주 등 6개 회사로
분리하였다.❶
JR여객철도회사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본금, 주식수, 사원
수, 영업거리는 물론 계열사에 이르기까지 JR동일본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서 JR서일본과
JR동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Table 1> JR 여객철도회사 운영 현황(2004년)
구분

자본금(억엔)

주식수(만주)

사원수(명)

영업거리(km)

그룹사수(개사)

북해도

90

72

8,931

2,500

35

동일본

2,000

400

74,923

7,522

86

동해

1,120

224

22,100

1,978

37

서일본

1,000

200

32,850

5,032

73

사국

35

7

3,104

855

25

구주

160

32

13,020

2,102

36

자료 : 한국철도공사(2005), 2005세계철도 토피아, p.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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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R 여객철도회사의 관련사업 현황
사실 일본철도에 있어 철도관련사업❷은 사철이 국철에 비하여 매우 발달해 있었다. 일본국철
이 공사형태로 운영❸되었지만 정부에 준한 기관으로서 겸업의 지위를 기본적으로 철도사업에
직접 연관된 부대사업으로 한정하여 왔으며, 이는 민간기업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정부정책이

2)일본철도에서는 순수한 수송서비스이외의 사업
에 대하여‘다각화 사업’등 그때마다 다른 여
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칭하
는 용어로‘철도관련사업’
을 사용하고 있음. 한
국철도에서 사용하는‘철도부대사업’
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견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종의 업종인 사철이 버스나 택시 등과 같은 운수사업은 물론
택지개발 등의 개발사업과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유통사업에 까지 진출하여 많은 수익을 올

3)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일본철도는 대
대적인 정비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1949년

리고 있었으나, 국철은 전후까지 소유권을 뺏기지 않았던 호텔이나 병원 운영 그리고 구내영

공공기업체(공사형태)의 국유철도로 재출발하게

업, 주차장, 점포임대 등과 같이 철도부지를 활용한 몇 가지의 부대사업만 운영하고 있었던 것

된다.

이다.

4)
“일본철도의 어제와 오늘”
, 철도청, 일본철도연

그리하여 실제로 사철의 경우 자회사의 총수입이 본사인 철도회사의 수입을 상회하게 되었는
데 예를 들면 西武鐵道의 경우 수송수입이 전체 수입의 48%에 그쳐 절반의 수준에도 못 미치
는가 하면 相模鐵道의 경우에는 18%로서 전체의 5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입의 역현

수보고서, 1992.5월, pp.61~71.
5)JR 여객철도회사 6개 사의 실적을 합하여 산
출한 수치임.

❹

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국철의 민영화로 JR 각 사가 철도관련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민영

6)JR 각 사의 연보·재무제표 분석(1987~
2005.3월)하여 재구성.

화 3년 만인 1990년에 JR 6개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액도 166%로 증대되고 관련사업의
수입비율이 10%에 달하였으며❺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갔다.

7)
“숫자로 보는 일본철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4.1월, pp.79 및 JR북해도 2002˜2004
년도 재무제표 분석 자료.

그러나 최근의 영업수입 자료를 분석해 보면 철도관련사업의 비율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처럼
보여진다. 특히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관련사업의 비율은 답보상태이거나 하락세로 돌아선

8)
“일본철도 자료집”
, 철도청, 2003.1월,
pp125~151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철도사업에서 차지하는 순철도매출액을 제외한 기타 수입은 JR동일본
이 28%, JR동해 23%, JR서일본이 32%, JR구주 37%, JR북해도 49%, JR사국 53%에 달하나,
역공간 임대 등 공간활용 사업수익을 제외한 철도관련사업은 그보다 더 낮다.❻

JR북해도의 경우에는 수입증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민영화 초기부터 관련사업을 벌였으
나 대부분의 관련사업이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2005년
현재까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❼
JR동일본은 민영화 이후 적극적인 철도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관련사업의 수입이나 총매출액 대비 비중도 200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❽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순수 관련사업의 매출액 비율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철도
매출액 이외의 총 수입이 2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과 같은 역공간 활용 수입을 제
외하면 8~9%에 불과하여 관련사업의 수입은 JR 각 사가 위에서 언급한 20~50%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역공간을 활용한 수입은 3,000억엔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송수입을 제외한 수입 총액은
2001년 이래로 7천억엔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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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R동일본 영업수입대비 관련사업 수입비(단위 : %, 10억엔)
영업수입
회계연도

총계

관련사업
기타 수입

수송 수입
소계

역공간 활용 쇼핑센터사무빌딩

수입비율
기타

2001

2,546

1,801

745

349

166

230

9.0

2002

2,543

1,790

754

368

165

220

8.6

2003

2,567

1,800

765

369

170

226

8.8

2004

2,542

1,798

774

366

175

203

8.0

2005

2,537

1,782

756

370

182

204

8.0

자료 : JR동일본 2005.3월 결산 연결재무제표 기준 산출
주) 관련사업 수입비는 총영업수입 - 운수수입 - 역공간활용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영업수입 대비 산출한 비율

이와 같이 JR 각 사의 공통된 고민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업들의 처리방안이며, 본사
에서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리융자나 시설매수 등 관련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일부 관련사업은 중소
기업 등 동종업체와의 마찰로 인해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발생하였
고, 급기야는 관련 법령에 의해 관련사업의 진출 시 동종 중소기업을 감안하여 진출해야 한다
는 제약에 부딪히게 된 것이 관련사업이 주춤하게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Table 3>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JR 각 사의 영업수지를 살펴보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
로 2조 5,375억엔으로 JR동일본의 매출액이 가장 많으며, JR동해, JR서일본, JR구주, JR북
해도의 순으로 매출액이 높게 나타난다.

<Table 3> JR그룹사 영업수지 분석(단위 : 억엔)
구분

단독

연결

동일본

동해

서일본

구주

북해도

사국

매출액

18,832

11,493

8,465

1,602

891

319

영업이익

3,107

3,310

1,101

5

△271

△76

경상이익

1,659

1,280

744

94

27

12

당기순이익

960

906

480

29

2

2

매출액

25,375

14,095

12,208

2,547

1625

563

영업이익

3,585

3,478

1,331

40

△215

△74

경상이익

2,123

1,424

959

127

83

15

당기순이익

1,116

961

590

110

30

16

자료 : JR 각사 2005년 3월 결산기준 연보
주1) 상기 자료는 JR 각 그룹사의 총 영업수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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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북해도와 JR사국을 제외한 나머지 여객철도회사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나, 2개 회
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 JR 여객철도회사의 사업다각화 전략 및 사례
1) JR 여객철도회사의 사업다각화 전략

JR 각 사는 1987년 민영화 이전에도 역 빌딩을 활용한 사업, Station Hotel이나 구내매점, 광
고 등 철도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민영화 이후 관련사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하여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였다. 1970년대 이전에는 철도사업의 활성화로 수송수입만으로도 수익
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다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로 인해 관련사업으로의 진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철도민
영화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더불어 관련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적극적으
로 관련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철도회사의 확대 또는 발전만을 목표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수송서비스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업과의 연관성이라는 철도사업이 가지는 본질
적인 성격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민영화 이후 새롭게 진출한 사업은 주로 케터링, 보험,
관광, 자동차, OA 기기 등의 판매업, 컨설팅 등이었는데, 그 외에도 리스, 경비·보안, 소프

9)전게서, pp.108~115.

트웨어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였다.❾

JR 각 사의 사업다각화 전략을 살펴보면 JR동일본, JR서일본, JR동해 등 JR본주 3사의 경
우와 JR구주, JR북해도, JR사국 3사의 경우로 구분해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관련사업
의 전개방식에 있어 양자가 현저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JR본주 3사는 철도관련사업을 철도수송사업과 함께 철도사업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
해 본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노
력을 기울인 반면, 기타 3사는 수익성에 대한 압박으로 사업에 즉각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수송수입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사업을 통한 수입증대가 무엇보다 절실하
였기 때문이다.
철도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JR동일본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관련사업을 추진함
에 있어 철저한 환경분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 사철과의
치열한 경쟁환경 등은 철도수송서비스에 치중하던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종합생활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환을 꾀하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존
의 일환으로 관련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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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철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관련사업뿐만 아니라 민영화 이후 신규 진입한 사업까지 실
패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더욱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명확한 사업목적의 설정,
상황의 철저한 분석, 책임자의 임명, 노하우 습득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철저한 인력관리 정책이다.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관리자는 외부지식 및 사업수행지식
습득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선발시 유연한 발상과 신세대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직원들은 현업에서 사업감각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속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해 예비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트레이닝하고,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에 의한 노하우의 흡수·축적에 치중한다.

넷째, 인재양성시스템의 구축이다. 초과인원을 신규사업에 배치함으로서 사업 성공의 걸림
돌이 되기보다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 직원을 신규사업에 먼저 투입함으로서 사업의 성공가
능성을 높이고, 스스로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외부와 자회사의 순환반복 근무를 통
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습득된 지식, 경험, 노하우는 조직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상하여 조직의 노하우로 스며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는 것이다.

10)일본정부는 일본국철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의 문

1983년 일본국유철도재건관리위원회를 설립

제인데, 일본철도의 경우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철도관련법령의 대폭 정비 및 신규 제정1❿

하고 국철개혁관련 법령체제를 대폭 개선하
였으며, 특히 국철개혁 8대 법률을 새로 제

하여 민영화된 철도회사가 재정자립을 빠른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거의 전 분야에 해당

정하였다.

하는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각종 세금의 경감조치 및 철도기금을

11)
“최근의 일본철도 운영현황”
, 철도청, pp.109
˜125.

별도로 조성하는가 하면 , 관련사업 진출 시 예산을 철저히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시스
템을 구축해 주었다는 점이다.

2) JR 각 사의 철도관련사업 사례

JR 여객철도회사가 진출한 관련사업의 분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JR동일본의 경우, 호텔, 쇼핑센터 등 관련 자회사의 수가 86개사에 이르며,
JR서일본이 73개사를 운영하고 있다.

JR동일본의 철도관련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공간을 활용하여 소매업, 음식판매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사업, IT산업 등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내벤처 사업으로 Restaurant, Self Cafe, Bar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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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JR 여객철도회사 철도관련사업 사례
회사명

회사수

계

292

동일본

86

주요사업내용
쇼핑센터, 호텔, 소매음식, 상사·물류, 여행, 렌터카, 스포츠레저, 부동산,
광고, 출판, 청소, 정비, 컨설팅, 설비보수 등

서일본

73

백화점음식판매, 호텔, 쇼핑센터, 부동산, 레저리조트, 청소, 컨설팅, 여행,
광고, 리스 등

동 해

37

유통, 부동산, 레저, 운수 등

구 주

36

건설, 유통, 외식, 관광레저, 비즈니스서비스 등

북해도

35

음식, 부동산, 쇼핑센터, 호텔 등

사 국

25

호텔, 개발, 편의점, 음식, 유지보수, 정보통신 등

자료 : JR 여객철도회사의 각 사 홈페이지

징적인 점이다. 또한 손해보험대리점 사업도 진출하여 그룹 전체의 보험을 관장하고,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등의 분야로도 진출하여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역 근처 16개소에서 보육원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Cyber Station 등 IT사업, 인재파견 회사 설립운영, 수탁교육사업
도 전개하고 있다.

3) 한국철도에의 시사점

JR 여객철도회사의 철도관련사업 추진이 우리 한국철도에 시사하는 바는 전술한 JR의 관련
사업 추진전략을 통해 보다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환경분석, 실패사례에 대한 원
인분석, 인력관리정책, 인재양성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신규 사업진출의 리스크를 줄이고,
철도수송을 기반으로 관련사업을 확충해 나간다면 명실공히 종합생활서비스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JR구주, JR북해도, JR사국 3사의 관련사업 전개방식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입증대 압박에 급
급하여 의욕만을 가지고 관련사업에 뛰어 들기보다는 철도의 핵심역량인 철도수송사업과 철
도관련사업을 양대 축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이 사전에 구축되어야 하
며 이러한 관련사업은 수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한편, 일본이 세계시장의 철도건설 사업에 진출하여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처럼 2004
년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전 세계 철도산업계에 인지도가 확고해진 우리공사의 기술력
과 운영노하우를 살려 경영관리 및 유지보수분야 컨설팅 사업에 진출한다면, 보다 전환적인
부대사업의 한 축으로 해외사업이 수입증대의 효자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감으로서 사업
의 성공가능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이러한 가운데 자회사 및 해당 전문부
2006.07+08 27

테마1

테마2 - 일본철도의 사업전략 분석을 통한 한국철도의 사업전략 제시

12)인터넷 자료

테마3

테마4

테마5

서의 철저한 관리와 인적교류 체제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더구나 예전에 한국철도는 주요지역에 설치되었던 철도병원은 물론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부산 Station Hotel을 시작으로 반도호텔(지금의 롯데호텔)과 조선호텔 등을 소유·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2004 해외진출 사업의 첫 신호탄이었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으로 실패의 아
픈 경험을 피부로 느꼈지만 앞으로 다각화된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통해 수입증대를 이루려
는 철도공사의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JR 여객철도회사는 지역별 구분 민영화로 인해 지역 수송업체들과의 경쟁환경 하에서도 세
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일본기업 중 취업선호도가 1위에 오를 만큼 성공적인 운
영을 하고 있는 철도이다. 이러한 결실의 근저에는 철도가 수송산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
어나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한 수많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경영
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한국철도가 관련사업의 진출을 통해 JR 여객철도회사와 같은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업진출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활용함으로서 성공적
인 관련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사업에 진출할 필요성이 있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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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의 해외진출체계
오지택 | 철도연 국제실용화팀장(jtoh@krri.re.kr)

1. 한국철도의 선진화, 그리고 해외진출
2006년 한국철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몇 해 동안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지
난 2004년 4월 국민적 관심 속에 개통된 KTX가 정상적인 운행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국
민의 사랑을 받으며, KTX가 운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KTX의 도입과 운영은 한국철도에 정책적 및 기술적 전환점
을제공했다할수있다.
기술적으로는 KTX 기술이전과 병행하여 1996년부터 G-7 프로젝트로서, 한국형고속전철기
술개발사업이착수된지6년만인2002년8월개발차량인HSR-350x 1편성이첫시험주행을
한 뒤, 2년여 만인 2004년 12월 주행속도 352.4km/h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11월에는 비로
소시험주행거리12만km를돌파하는눈부신연구개발성과를이룩하였다. 12만km라는거
리를 주행하면서 열차의 성능검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84개 항목의 시험이 수행되어 이제
는신뢰성입증단계를넘어실용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속철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첨단 철도 기술 보유국이 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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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따른 차량분야의 프랑스 이전기술과 독자적인 고속철도기
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 차량을 중심으로 한 고속철도시스템기술이 축적되는 등 고속
철도분야뿐만아니라철도산업전반에있어서기술력이향상되었다.

따라서, 국내 철도시스템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철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 고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된 기술의 SWOT 분석에 기초한 자립도 향
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철도산업의 활성화와 한국철도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
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및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내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아시아횡단철도(TAR, Trans-Asian Railway)망 구축과 관련된 국가들
이 고속철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정책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핵심요
소들이통합된체계적인진출전략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우리의 잠재적 진출 대상국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현
재의 시장 현황 및 기술 수준 분석을 비롯하여 세계 각 국의 철도네트워크 현황에 대한 파악
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타 산업분야의 해외진출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진출 대상국들에 대
한 진출 전략의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철도시스템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국내외 고
속철도시스템의 기술체계를 비교하고 기술 규격, 기준, 제도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이 이루
어져 발주국의 기술, 가격 및 운영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호환성과 신속대응능력을 확보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기술규격 및 특허 등이 상이한 특성을 지닌 철도산업
에대한기초현황조사및대응방안의수립과진출가능성의향상이가능하리라생각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고속철도 뿐만아니라 철도기술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필수 검
토사항과 통합추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한국기술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의 철도 강국들은 철도관련 미래 신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자
국 모델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 표준 선점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수익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철도는 궤도, 토목, 전기, 신호, 차량 및 경영 등이 연계된 복합
산업이며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대한 그 파급효과 또한 실로 막대하
다. 또한, 교토 의정서 제정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환경
친화성과 속도 경쟁력을 갖춘 고속철도는 높은 안정성과 서비스 기준을 요구하는 현대 기술
에있어총아라고할수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일반사업“한국고속철도의 해외진출 정책 및 기술기반구
축연구”
의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철도산업, 특히 철도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합추진체
계를중심으로하여기술하였다.

2. 고속철도 해외진출추진 사례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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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자국의 철제차륜방식 고속철도시스템을 해외에 진출성공시킨 프랑스(한국)와 일
본(대만)에서의 통합추진조직의 목표, 구성, 역할 그리고 자국내에서의 추진체계에 대하여 다
음과같이수집분석하였다.

2.1 JARTS

일본의 해외철도기술협력협회(Japan Railway Technical Service)로서 설립배경, 목적,
주요업무 및 대만고속철도사업에서의 역할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1) 설립 배경 및 목적

1964년, 일본은 당시 세계최고 속도인 200km/h의 고속철도(신칸센) 영업 개시로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철도 건설 또는 개량에 관한 기술지도 및 협력을 위한 요청을 받게되
었다. 신칸센의 개통에 즈음하여 고속철도의 건설 및 기술과 관련된 세계적인 수요와 협력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1965년 9월, 운수성(현재, 국토교통성)과 일본국유철도(현 JR 그룹)
의 지원 하에 사단법인의 형태로 JARTS가 설립되었다. 해외 여러 나라의 철도 건설 및 개
량, 그리고 운영 등과 관련한 철도기술의 종합 컨설턴트로써의 협력 및 당해 국가의 사회개
발과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해외 국가들의 철도 프로젝트에 관한 조사로써, 해외의 철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정보
수집과 프로젝트 형성 조사 (JARTS의 자체 자금, 국제협력은행이나 (사)해외운수협력협
회 등과 함께 수행)
해외 국가들의 철도에 관한 컨설팅 엔지니어링 (개발조사와 프로젝트 실시와 관련된 컨
설팅, 관리와 교육ㆍ훈련, 기타 컨설팅 서비스가 주종)
해외 철도에 관한 조사연구 (관계 국가나 기관의 철도상황과 과제, 문제점 등을 추출하
여, 원조방침의 책정과 프로젝트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연구)
해외 국가들에 대한 철도 전문가의 파견 및 상대국의 철도전문가의 초빙
(해외로부터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여 철도 전문가의 파견 및 해외 철도전문가의 초빙
또는 연구생으로 받아들이는 사업)
해외 철도에 대한 일본의 철도 및 철도산업의 소개
(일본 고속철도의 우수성 및 안정성과 함께 일본의 철도 경영 등과 관련한 국제수준의 세
미나와 회의에서의 발표 및 해외 철도관련 잡지에 대한 투고 등)
회보(會報) 및 기타 인쇄물의 발간ㆍ배포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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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고속철도건설 참여와 JARTS의 역할

치열한 수주경쟁의 분위기에서 일본철도의 해외 진출을 전담하는 JARTS와 총합상사
(總合商社)각사, JR 관계자의 참여와 정치가의 집요한 외교활동, 일본 정부의 금융지원
등의 조치가 주효
1998년, 신칸센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가 대만고속철로공사 본부에
서 개최됨을 계기로, JARTS는 JR관계자와 함께 대만에서 수차례에 걸쳐 기술 교류회,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
1999년 11월, 초당파의 국회의원이 국교관계가 없는 대만을 방문하여 당시 이등휘(李登
輝) 총통에게 신칸센의 채용을 강하게 요청하는 등 정부를 대신한 정관(政官)의 노력을
주도함

일본철도건설공단
JR
정부

JARTS
철도기술협력
협회

종합상사, 제책사

해외시장

* 국내 고속철도 산업에 치중하여
접근 네크워크 상대적 미숙

2.2 Systra

한국이 도입한 KTX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Systra는 자국의 TGV를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
한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설립배경, 목적 그리고 주요업무를 갖는다.

1) 설립 배경 및 목적

SOFRE(Societe francaise d'etude et de realisation d'equipement)의 한 부분이었던
Sofrerail이 1995년 Sofretu와 합병하여 1999년에 설립하였으며, 철도부문의 공기업인
SNCF(프랑스 국영철도)와 RATP가 72%의 압도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해외에서 프랑스 산업장비의 기술조사와 감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들로서, 프랑스 공기업
들이 개발한 기술을 세계시장에 전파하기 위해 1957년에 프랑스 정부가 설립한 회사들이
다. 1957년에서 1979년까지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25%-70%에 달하는 자본을 가
지고 철도, 항공, 에너지,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는 12개의 SOFRE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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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단체
주요기업
해외시장

SNCF
ALSTOM SYSTRA
정부 상호협력보장/촉진협약

재경부

프랑스 신입 장비 기술조사 및 감리기관
타당성 조사/ PM관리 기술/ 공사관련 컨설팅

립하였다. Systra는 프랑스 철도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
쳐 가상 구매국가와의 접촉을 담당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업무

현지에서 고속철도 건설의 타당성 조사 수행 및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자문 제
공 등 건설과정에 참여하여 기술 감리 담당과 건설 이후의 경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철도건설의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술
및 공사 감리, 기술의 테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Systra의 특징은 프랑스의 엘리트 중심의 독특한 국가정책결정 시스템하에서, Systra를
포함하여 SNCF, Alsthom 등을 중심으로 고속철 해외시장 개척 시 상호간 협력을 보장,
촉진해 주는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구축한다. 그리고, 고속철을 시스템으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 마케팅 및 세심하고 끈질긴 외교력 등을 동원, 예로서, 외무부를 통한 정치적 접
근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대외무엽부 산하의 여러 정부기관들(DREE, PEE, Tresor,
CFCE, ACTIM, COFACE 등)을 통한 재정적인 접근, 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3. 한국철도산업의 해외진출 추진체계
고속철도를 포함하여 철도시스템은 이종산업분야의 통합으로서 부가가치와 의미를 갖게된
다. 철도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공공성과 대규모 재정사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
양한 분야의 조합과 조율을 통하여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고속철도사업의 경우 민자로 일괄입찰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해외진출에대한통합추진체계(가칭, 협의체)의중요성이높다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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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속철도 해외진출 유형

○ 일괄입찰방식 (Turn key, System) : 협의체의 주도적 활동 및 정부의 지원
○ 부분입찰방식 (Sub system) : 해당기업 주도적 활동, 협의체의 능동형 지원, 정부의 수
동형 지원
○ 컨설팅 (사전 시장우선권 확보) : 협의체의 주요역할/주도적 활동 - 예비타당성, 시스템
엔지니어링(SE, System Engineering) 컨설팅

진출대상국
필요성 대두
1단계

진출추진국
고속철도의 홍보
경제, 정치, 기술 교류 강화
예비타당성 수행지원(기술/예산)

예비타당성 수행

사전검토를 통한 참여여부평가
RFP사양의 호환성 유도
협의체의 시장개척활동

2단계

RFP의 작성 및 공고

협의체의 컨소시엄구축

1차 자격심사(신청합격자선정)

컨소시엄 활동

2차 신청합격자 투자계획서심사

정부간 협조사항 지원

(최종 신청자 선정)

컨소시엄 재정확보 지원

3.2 해외진출 추진단계

고속철도의 해외진출을 성공시킨 선행 국가(프랑스 및 일본)의 사례분석결과 정부의 해외
진출 관련 부처, 공공기관 등이 일련의 조직적인 범 부처간 공조와 민간부분 통합추진체계
(협의체)에 대한 제도, 재정 및 외교적 지원을 일상의 업무로서 적극 수행한 사례들이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3.3 해외진출 시장의 분류

고속철도시장이 통합상품화되어 감에 따라, 일반철도시장에서의 개별상품 수출전략 및 추
진체계의 강화와 관련 조직(관/산/학/연)간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의체(가칭)와 사
안별 정부의 지원조직(TF,사업지향적)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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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류

시장항목

진출주체

컨설팅기술

지적서비스 재산권의 상품
고속철도 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
기술컨설팅분야

협의체
핵심활동

차량제작기술

차량설계기술 차량정비기술

철도
건설기술

노선계획, 인프라 설계, 시공 및 관리
Maintenance Free 인프라기술

역,기지 및 운영기술

인력운용(역,승무원,기관사) , 열차계획,
역무시스템, 조직설계기술

운용자의
경제성측면
상품화

전문연구기관
○연구,개발품 ○컨설팅 기술 ○특허,지적재산권

시장의 확대

개별상품 수출
(Sub system)

통합상품 수출
(Turn key)

건설,차량
컨설팅, 신호
교육,운영

개별상품
+
시스템엔지니어링(계획, 통합),
운영

시장의 변화

3.4 해외진출체계의 구성

고속철도의 통합진출(Turn Key Base)추세에 따라 일반철도진출과는 달리 관, 산, 학, 연
이 긴밀한 공조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진출체계를 통합관리할 조직(협의체 및 정부의 공조조
직)의 구축이 필요

고속철도건설사업
^진출대상국_^건설방식_

1차기관
철도직접관련
(공공기관)

협의체
(2차>3차>1차)

2차기관
철도직접관련
(민간기업)

정 부
관련부처

3차기관
철도비관련
(민간기업)

고속철도해외진출체계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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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건교부

외통부

과기부

산자부 등
관련정부조직

협의체

2차기관

3차기관

1차기관

정부(비공식)

1차기관(철도)

^ 운영기관 _

^ 건설기관 _

^ 지자체 _

연구기관 _

2차기관(철도)

차량제작사
차량부품제작사

엔지니어링사
인프라건설사

전기,신호분야
운영분야

금융계
진흥회

학 계

연구계

법조계

문화계

관련산업계

투신사

교육계

3차기관(일반)

추진체계 구성기관 분류

○ 고속철도진출체계의 단계별 주요역할

정

부
건교부
외통부

비공식 관여

과기부
산자부

고속전철

수출관련법

철도시스템

/제도/재정

해외정보

해외진출사업

지원

활용 연계

법령의 정비지원

○ 철도안전법

협의체
(진출사업추진기획)

1단계 : RFP 공고 전
2단계 : RFP 공고 후

○ 철도사업법
○ 철도공사법
등 법체계화
사업지원

2차기관의 사업계획
(진출사업주체)
(산업계)

유기적 협조
(컨소시엄 POOL)

1차 기관과의 협력

3차 기관과의 협력

(운영/연구/건설/지자체)

(유관기관/금융/법조/진흥)

해외진출을 위한 통합추진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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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RFP 공고 전)
정부 주도형 및 협의체 추진형 : 전문가그룹에 의한 참여가능성 검토
정부 주도형 : 정부부처간 공조채널의 확보 및 운영
협의체 주도 및 추진형: 진출대상국에 대한 사전분석결과의 통보 및 컨소시엄구상,
SWOT

○ 2단계(RFP 공고 후)
협의체 주도형 : 컨소시엄구축 및 진출대상국 사업수주전략 수립
컨소시엄 주도형 및 협의체 지원형 : 진출핵심항목의 확보추진, 공조
정부 비공식 활동 : 전 방위적 정부차원의 지원 (WTO규정 사전검토)

3.5 진출추진체계(협의체)의 기능

1) 해외진출 성공을 위한 핵심항목

고속철도 진출대상국에 대한 국가현황, 정부의지 및 도입조건 상세분석
당면 및 잠재 경쟁국 고속철도에 대한 안전, 신뢰, 가격 및 운영에 대한 비교우위의 확
보(상품으로서의 SWOT분석과 보완전략)
진출대상국에 대한 중장기적인 체계적 접근전략 및 내용(외교/경협/교류)의 확보. (정
부 주도형 우회적 우호관계개선 전략)
고속철도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우월성과 시스템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
진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수립
고속철도 진출전략의 통합추진(관/산/학/연 공조) 조직의 확보

2) 진출추진체계의 핵심내용에 대한 역할정의

○ 주도(형) - 내용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 체계의 관련분야에 대한 통합, 공유의 중심역할
을 수행. 다만, 정부의 경우 주도(형) 측면에서의 활동은 향후 WTO규제 등을 고려하여
고속철도사업진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도록 사전에 범위와 내용을 기존사례를 참고
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지원(형) - 주도(형) 주체가 수행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 지원활동을 수행. 주
도(형)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Pool의 개념에서 효율성 극대화 방안
(인력/조직/기술/제도 등)을 재량권 범위내에서 제공. 해당 지원요청 분야에 대한 적정
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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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 주도(형), 지원(형)에서 수립, 제시한 실천방안을 수행. 해당분야에 따라 정부, 협
의체 및 민간(1차,2차,3차)의 고유업무가 설정됨. 주도(형), 지원(형)의 수행내용을 실천
하는 분야(기관)이 상이할 때의 수행 주체를 강조함.

3) 진출추진체계의 핵심추진내용

가) 고속철도시장 및 대상국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총괄
▷ 정부 주도^협의체+전문그룹_추진 : Pre-Feasibility Study 수행
※ 진출대상국에 대한 진출타당성 검토 TF-Team의 구성과 운영
나) 국내 고속철도관련 관, 산, 학, 연 간의 인력/기관 Pool의 구축
▷ 협의체 주도, 추진 + 정부 지원 : 기술경쟁력 강화
※ 1차, 2차 기관에서의 전문가 Pool활용 체계의 개발 및 운용
다) 철도산업(고속철도) 활성화 및 해외진출 촉진법안의 수립 및 추진
▷ 정부 주도, 추진 + 협의체 지원 : 진출기반의 강화 및 확대
※ WTO 검토, PTA/FTA 및 DDA, 경제BLOCK 활용방안
라) 진출 대상국의 수준별 진출전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성
▷ 협의체 주도 및 추진 : SWOT수행, 컨소시엄 구성, 정부지원방안 도출
마) 정부 관련 부처, 공공기관에 대한 일관된 조직적 공조체계의 확보
▷ 협의체 주도, 추진 + 정부 지원 : 통합체계의 센터로서 대응능력강화
바) 고속철도해외진출관련 사전활동 예산 및 근거의 마련
▷ 협의체 주도, 추진 + 정부 지원 : 진출사업의 공감대, 공조분야 확보
▷ 초기 : 1차, 2차기관의 출자 + 정부 지원 : Pilot성격의 동기부여
▷ 초기이후 : 협의체 자체의 전문성으로 예산의 확보, 활동범위의 확대 추진

진출추진체계(협의체)는 핵심추진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핵심추진 내용
(안)은 크게 2원화할 수 있으며, 정부측 내용과 민간측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협의체의
주력항목은 민간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부측에 대한 적절한 공조항목을 도출, 제시하
고 타 진출경쟁국 시스템(컨소시엄)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과 사업수주
를 위한 모든 지원업무를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4. 결언
철도기술, 특히 고속철도와 같은 시스템기술의 해외시장진출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
관, 즉 일본의 JARTS나 프랑스의 SYSTRA와 같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철도시스템은 거의 모든 기술의 종합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의 성공적인 진출로 여타 산업의 진출을 위한 진출 전초기지화가 가능하
므로 진출대상국에 대한 정부의 철도관련 산업의 진출지원과 육성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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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해외진출은 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종합(정
치/외교/문화/경제/기술)적으로이해득실을평가하여해외진출콘소시엄의구성및수주협상
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관,
산, 학, 연의 관련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참가하여 각 분야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상설
추진조직의구성이필요하다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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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의 사회경제 현황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다. 2004년말 현재 332,501㎢ 면적에 총 인구는 82,032 천명으로,
연중 수확이 가능한 축복받은 기후와 생산성이 높은 토지, 풍부한 에너지 자원 이외에 근면
하고 성실한 국민성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아주 높은 국가이다.
1986년부터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를 표방한“도이모이(DOI-MOI ; 개혁)”정책을 추진
한 베트남은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외국자본과 기술을 국내에 유치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경공업 분야의 제조업 기반을 조성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동남아시아 전반의 외환위기 여파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신발
및 섬유제품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
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1998년 5.8%, 1999년 4.8%를 기록하게 되었는
데, 이는 베트남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1997~1999년에 걸쳐 지속적
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외환위기는 베트남에 해외자본 유치의 필요성을 가
중시켜 베트남의 경제개방 일정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1세기에 들어 베트남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내부제도적 환경의 재정립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의 내
실화를 유도함으로서 실질 GDP 성장률을 2001년 6.9%, 2002년 7%로 끌어올렸다. 2003년
에도 소비자 지출, 정부투자, 대외 수요 등의 호조로 7.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베트
남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경제구조 역시 성장 동력으로서 공업 및
건설부문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농림수산업 부문의 비중은 감소
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은 급격한 경제 확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베
트남은 곡물 수입국에서 세계 2~3위의 쌀 수출국이 되었는데 농업부문에서의 이러한 노력
이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은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저임, 양질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기준 GDP 규모는 390억 USD로 아직까지도 1인당 GDP 481 USD의 저소
득 국가로서 베트남 경제는 국가 경쟁력의 취약성, 원자재의 높은 대외 의존도, 낮은 외화
가득률,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이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래에도 실질 GDP 기준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간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시설 중 남북으로 길게 뻗은 베트남 철도는 중장거리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주
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향후 교통부문뿐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부문의 경제발전
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현재 베트남의 교통수단 분담율은 도로가 여객 84.41%,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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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철도는 각각 1.08%, 3.10%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2020년을 향한 베트남 국가철도개발 기본계획”목표치인 20~30%의 철도 수송분
담율을 달성하고, 고속 교통수단으로 철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철도교통에 투자 우선순위
를 부여하여 현대화된 철도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베트남철도의
인프라시설 현황과 장래 개발계획을 소개하고 베트남 철도인프라 시장에 대한 한국철도의
진출여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1> 베트남의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수송량(2004년)
구

여객수송

계

철도

도로

내륙수로

백만명

분

1,184.3

12.8

999.7

166.2

(분담율, %)

(100.0)

(1.08)

(84.41)

(14.03)

백만인-km

48,496.7

4,378.0

31,730.7

3,440.0

(분담율, %)

(100.0)

(9.03)

(65.43)

(7.09)

40.9

342.0

31.7

20.7

1인당 평균
수송거리(km)

화물수송

해운
-

항공
5.6
(0.47)
8,948.0
(18.45)
1,597.9

천톤

284,929.4

8,829.4

192,562.5

59,071.4

24,363.6

102.5

(분담율, %)

(100.0)

(3.10)

(67.58)

(20.73)

(8.55)

(0.04)

백만톤-km

67,261.9

2,790.8

10,305.5

5,591.8

48,335.9

237.9

(분담율, %)

(100.0)

(4.15)

(15.32)

(8.31)

(71.86)

(0.35)

236.1

316.1

53.5

94.7

1,983.9

2,321.0

톤당 평균
수송거리(km)

Source : General Statistics Office, "Statistical Yearbook 2004", 2005

2. 베트남철도의 현황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약 2000㎞에 이르는 베트남에서 육상교통수단인 도로와 철도망은
국토지형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선인 국도 1호선과 베트남 횡단철도
(Trans-Viet)을 통해 수도인 하노이(Ha Noi)와 남부 경제도시인 호치민시(HCMC : Ho Chi
Minh City)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3,260㎞의 해안선과 고원지대에
서 해안지역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약 8,000㎞의 내륙수로를 이용함으로서 연안 해운수
송과 하천·운하수송도 높은 수송 분담비중을 보이고 있다.

2.1 베트남 철도망

베트남 철도의 역사는 사이공(Sai Gon)~미토(My Tho)간 7㎞를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건설
된 18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노선에서는 4년 후인 1885년 처음으로 열차운행이 개시
되었다. 1982년부터 1936년까지 중국 연결노선 및 하노이와 주요 정치·경제적 중심지를
연결하는 간선철도가 협궤(Meter Gauge) 방식으로 프랑스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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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훈기,“베트남 철도를 가다”
, unpublished,
p. 1

교통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베트남 횡단노선은 1900년~1936년 사이에 건설되어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60년대 들어 표준궤와 이중궤 노선 및 지선
이 Ha Noi~ Quan Trieu 및 Kep~Ha Long 구간에 건설되어 현재와 같은 철도망을 형성
하게 되었다.❶

2)Nguyen Huu Bang, "Vietnam RailwaysMoving Forward to Market Economy",

<그림 1> 베트남 철도망❷

Japan Railway & Transport Review, Vol.
21, 1999. 9, p. 38

2004년말 기준 베트남 철도의 총 연장은 3,147㎞로 6개 본선 2,524㎞, 지선 146㎞ 및 측선
477㎞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망은 모두 단선/비전철 노선이며, 주거지역과 문화, 농업 및 공
업중심지에 연결되어 있다. 선로는 3가지 종류, 협궤(1,000㎜) 85%, 표준궤(1,435㎜) 7%, 협
궤와 표준궤가 동시에 설치된 이중궤 8%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시스템 및 시설이 노후화되
어 많은 교량 및 터널구간에서 5~25㎞/h의 속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열차의 표정속도가 Ha
Noi~HCMC 구간은 SE(급행)급 열차를 기준으로 57㎞/h 이며, 다른 구간은 평균 40㎞/h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02년 Ha Noi~HCMC 간 급행열차의 정시 도착율 62%를 고려할
때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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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트남철도의 선로 현황
Line

Gauage(㎜)

①Main Lines

Length(㎞)

Ha Noi ~ HCMC

1,000

Ha Noi ~ Hai Phong

1,000

102

Ha Noi ~ Lao Cai

1,000

296

Ha Noi ~ Dong Dang

1,000&1,435

162

Ha Noi ~ Quan Trieu

1,000&1,435

75

1,435

163

Luu Xa ~ Kep ~ Uong Bi ~Ha Long
②Branch Lines
③Main & Branch Railway Line

Sub-Total(㎞)

2,524
1,726
2,124(84%)
237(9.5%)
163(6.5%)

146
2,670

meter gauge

1,000

2,261

standard gauge

1,435

189

7%

1,000&1,435

220

8%

dual gauge
④Siding
⑤Total Railway Length

85%

477
3,147

철도망이 없는 지역은 라오스, 캄보디아 및 중국 접경지역에 속한 성이 거의 ⅔를 차지하며,
나머지 ⅓은 베트남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하고 경제생산력이 높은 메콩델타의 10개성으로
이들 성에는 1m의 철도도 없다. 메콩델타 지역은 HCMC의 서남방 지역으로 전체국토의 약
10%, 인구의 22%, GDP의 20%를 차지하는 베트남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
구하고 철도인프라 시설은 없는 것이다.

2.2 베트남철도의 시설현황

선로선형 : Ha Noi~HCMC간 베트남 횡단노선의 평면선형 구성은 직선이 전체 연장의
78%인 1,352㎞이며 곡선연장은 22%인 374㎞이다. 기존선 곡선 중 R 600m 이하의 곡선
이 190㎞로 전체 연장의 11%에 불과하여 비교적 양호한 평면선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구간의 최급기울기는 17‰이며 대부분의 구간에서 10‰ 이하의 완만한 기울기로 구성되
어 있다.
궤도 : 협궤, 표준궤 및 이중궤의 3종류 이지만 Luu Xa~Kep~Ha Long 노선을 제외하고
는 사실상 협궤이다.
- 레일 : 24, 25, 30, 38, 43, 50㎏/m 등 다양한 종류의 레일이 있고, 대부분의 철도망에
서는 43㎏/m의 비용접 레일과 고정식 체결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 침목 : 목, 철, 콘크리트 침목이 있으며, 목 침목은 손상이 심해서 2-block 콘크리트
침목으로 교환해 나가고 있다. 콘크리트 침목과 철 침목의 비율이 각각 55.2%, 32.5%
이다.
교량 : 전국적으로 1,767개 총 연장 52,163m의 철도교량이 있고 이중 약 6%는 시급한 교
체를 필요로 한다. 베트남의 많은 철도교량은 노후화 및 세굴로 인한 위험이 있어 이러한
교량에서는 열차속도를 15㎞/h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철교는 철도전용교량
이 아니고 도로교의 역할도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열차가 주행하지 않을 때는 선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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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토바이 및 자동차에 개방하고 있으며, 트러스의 양측을 상시 오토바이 또는 도보차
로로 사용하고 있는 철도교도 상당히 있다.
터널 : 터널 연장은 39개소 총 11,468m 이며 이중 Ha Noi~HCMC 구간에는 총 연장
8,335m의 27개 터널이 있다. 이 노선의 최대 난구간인 Hai Van Pass에는 8개의 터널이
있는데이것은모두변형, 누수, 보강에의한단면협소화로운전규제를받고있다. Hai Van
Pass 구간은연장약20㎞로평균13‰의편구배가10㎞이상연속되고거의전구간이반경
100~200m의반향곡선이연속적으로설치되어있어열차운전상최대난구간이다.
신호 : 완목식(Semaphore)과 색등식을 이용한 신호시스템으로, 전기적 통표방식
(Electrical Tocken Blocking)의 역간 연동폐색 방식이 적용된다. 베트남 철도의 신호현
시는 역구내뿐으로 열차가 역구내에 들어올 때 아무런 제한조건이 없더라도 장내신호 또
는 원방신호로 대기하는 일이 생긴다. 역장이 열차진입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분기기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있지 않은 경우 기관사는 기적을 울려 입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통신 : 베트남의 철도 통신시스템은 단일채널, 3채널, 12채널 FDM(Frequency Division
Multiplex)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운영하며, 고주파 무선(HF Radio) 시스템도 역시 부분
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운전정리, 폐색운용(Blocking) 및 역무용으로 개발된 특별 전
화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차량 : 차량도 철도시설과 마찬가지로 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년 이상 경과된 철
도차량이 전체의 83%에 이른다.
- 기관차 : 329대의 디젤기관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314대가 운용되고 15대는 검수
예비차량이다. 기관차는 중국/벨기에/인도/체코/루마니아/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차량
으로 1,300~1,900마력의 견인능력을 가지며 최고속도는 70~100㎞/h 수준이다. 수차
례에 걸쳐 보수 및 전면 개량(Repair & Overhaul)을 받은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 객차 : 1,04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1960~1970년대에 중국 및 인도에서 수입된
차량이며 신규차량은 거의 없다.
- 화차 : 5,097량의 화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협궤용 화차는 4,744량, 표준궤용 화차
는 363량이다. 주력화차는 객차와 마찬가지로 1960~1970년대 것으로 노후화가 뚜렷
하다.

3. 베트남철도의 개발계획
철도수송의 기본은 안전수송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철도의
시설과 차량은 노후화되어 안전한 철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
라서 안전/안정 수송을 위한 설비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며, 철도의 고속화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요확보 및 영업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신호통신설비 정비, 복선화/전철화 확대 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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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증대 및 시설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전국 철도망을 구축하여 철도의 잠재력을 촉진
하고 수송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002년 1월 7일“2020년을 향한 베트남 국가철도 개발 기
본계획”
을 확정하였으며, 베트남철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이 설정
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교통부문 뿐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부문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산업으로 철
도산업 육성
- 효율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철도수송의 시장점유율 확대
- 사회/경제 개발,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방위에 상당한 기여를 함으로서 무역, 투자 및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
-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철도시설 개발과 개량
또한 기본계획은 지역 및 국가개발계획과 연계된 철도 인프라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베트남철도 현대화의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균형적인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교통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철도수송의 분담율
을 철도화물운송은 25~30%(톤-㎞), 철도여객운송은 20~25%(인-㎞) 수준으로 증가
시키고, 2020년 Ha Noi와 HCMC의 도시철도 수송분담율 20% 달성
- 기존궤도는 개량하고 신선 건설시 기존궤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2020년 까지
Ha Noi~HCMC간 고속 남북노선을 10시간 내에 통행 가능한 표준궤간(1,435㎜) 복선
철도로 건설
- 2020년까지 신규차량 제작에 첨단기술을 적용
이러한 목표를 기준으로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선 개량, 신규 철도노선 건설, 도시철도 및 도
시 연결철도 건설, 용량증대 및 현대화 등 철도인프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0~2020년까지 베트남철도의 주요 인프라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2010간 철도 인프라 투자계획
- 남북횡단 및 동서횡단 노선 등 기존 철도노선의 개량과 산업단지/항만 연계 철도망 건
설
- Ha Noi~Hai Phong 노선 전철화
- Ha Noi 및 HCMC 도시철도 시스템 건설 및 철도역사 신축
- 새로운 철도시스템 도입 : 평면교차로 자동경보 시스템, 전자식 연동장치, 자동신호기,
중앙전기제어장치 등 새로운 신호/통신시스템 도입 운영
- 철도 인프라 건설자재 및 부품 생산시설의 재정비
- Ha Noi 및 HCMC의 기존 철도역사 정비
2010~2020간 철도 인프라 투자계획
- 현대적 기술표준을 만족하는 종합적 철도망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철도노선의 지속
적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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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수송을 고속화하기 위해 표준궤간의 복선 남북횡단노선 건설(목표운행시간 10시
간) : Ha Noi~Vinh, Sai Gon~Nha Trang 구간 신규 복선 전기철도 건설
- Ha Noi, HCMC의 도시철도 시스템 완성 및 기타 대도시의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환경
조성
2020년까지 철도 인프라시설 개량 및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 추정액은 <표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62억 USD로 추정되며, 이중 2001~2010년의 단계에서는 15억 USD, 2010~2020
년 단계에서는 47억 USD의 투자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표 2> 베트남철도의 선로 현황
구분

기존노선

투자금액(백만 USD)

구간(내용)

’
01~’
10

1. Ha Noi ~ HCMC 노선

652.44

2. Ha Noi ~ Lao Cai 노선

102.53

3. Ha Noi ~ Hai Phong 노선

71.11

4. Ha Noi ~ Dong Dang 노선

18.65

5. Kep ~ Ha Long 노선

36.20

6. Dong Anh ~ Quan Trieu 노선
7. Kep ~ Luu Xa 노선
소계

비고

3.80
2.46
887.19

1. Ha Long ~ Cai Lan

8.91

2. Yen Vien ~ Pha Lai

26.05

3. 항만 연결철도

’
10~’
20

5.76

-

4.11

4. Sai Gon ~ Vung Tau

95.52

신규 철도

5. Sai Gon ~ Loc Ninh

61.32

노선 건설

6. Sai Gon ~ My Tho ~ Can Tho

41.01

일부 투자

7. Thai Nguyen ~ Yen Bai

25.32

일부 투자

8. Di An ~ Chon Thanh ~ Dac Nong

광산개발철도

9. Vung Ang ~ Mu Da

싱가포르~
쿤밍 철도노선

소계

40.72

227.28

1. Yen Vien ~ Van Dien 구간 고가화

316.46

도시철도

2. Bien Trieu ~ Hoa Hung 구간 고가화

244.87

및 도시

3. Hanoi Junction Railway

412.09

연결철도

4. Hanoi 도시철도

602.33

건설

5. HCMC Junction Railway

736.72

6. HCMC 도시철도
소계

935.32
561.33

1. Ha Noi ~ HCMC 철도
용량증대

2. Bac ~ Nam Kho 1,435 철도

및 현대화

3. Ha Noi ~ Yen Vien ~ Pha Lai

891.01

~ Hai Phong 철도

총계

2,686.46
430.89

일부 투자

212.03

4. Ha Noi ~ Lao Cai 철도
소계

일부 투자

268.89
-

1,802,82

1,489.25

4,716.56

Note : 투자금액은 1 USD = 15,800 VDN 적용 환산 금액임
Source : Vietnam Government,“Decision No. 06/2002/QD-TTG of January 7, 2002 approving the master
plan on the development of Vietnam railways till 2020 (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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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까지 철도경영 및 운영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도 제시하고 있
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년까지 노후화된 저출력의 기관차를 단계적으로 폐차하고 1,500~2,000마력의 기
관차 수입
- 국제 표준에 적합한 현대화/고급화된 객차/화차의 제작 (국내운영 및 수출에 사용), 기
관차의 국내 조립
- 기관차/객차/화차의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정비시설의 현대화
- 철도 운영/관리 업무의 향상과 현대화된 통신기술의 적용
- 철도분야 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조직구조 개혁

2020년까지 철도경영 및 운영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약 39.79억 USD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되며, 이중 2001~2010년의 단계에서는 8.15억 USD, 2010~2020년 단계에서는 31.64백
만 USD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의 베트남 국가철도개발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베트남 교통부는 도로교통
수요를 감소시키고 철도교통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철도교통 분야 개발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과 같은 철도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투자 우선순위 : ①주간선 국가철도 노선 개발, ②Ha Noi 및 HCMC 도시철도망 구축,
③항만 연결철도
- 철도부문 구조개혁 : 국가관리 영역과 사업 영역의 분리, 시설관리와 열차운영의 분리
- 정부는 철도 인프라시설 투자에 있어 기본역할을 수행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민
간 참여 프로젝트의 규모와 형태에는 제한이 없음)
- 철도 인프라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우대/특혜 부여
- 정부가 투자하는 철도망을 이용한 교통운수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입장벽도 존재
하지 않음: 단, 철도인프라 사용료는 수상결정사항으로 규제됨.

4. 한국철도의 베트남 철도시장 진출방안 검토
앞에서 살펴본“2020년을 향한 베트남 국가철도개발 기본계획”
에 따라 철도분야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철도 발전전략을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기본계획에 따른 20년간의 철도투자에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시
설에 62억 USD, 철도경영 및 운영분야에 40억 USD 정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베트남 정
부가 1년 평균 인프라 시설에 3.1억 USD, 철도경영 및 운영분야에 2.0억 USD를 투자하여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기준 베트남 정부가 철도 인프라시설에 평균 1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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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철도 인프라 확충에만 매년 평균 25배의 높은 투
자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조달가능 투자금의 25배 이상에 해당되는 재원을 마
련하는 것이 기본계획 추진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전기,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통신 등 기본적인 인프라 공급에 외국인 직접
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확대하기 위해 2003년 7월 FDI 유치전담기관을
투자계획부 산하에 설치하고, 각종 투자유인 정책과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 투자환경 개
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프라 건설사업의 발주형식은 재원에 따라 국가 프로젝트, 원
조 프로젝트(ODA 등), 합작 프로젝트(주로 베트남측이 투자지분의 30%를 차지)의 3가지 유
형이 있다.

서방선진국의 지원은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무상
원조 뿐만이 아니라 유상자금협력을 기반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국제금융기관(아시아
개발은행, 세계은행 등)의 공공차관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은
ODA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조 공여국,
국제은행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재원조달 만으로는 베트남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투자 사업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민간부문의 참여가 인프라 사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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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개발에 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비용-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프로젝트 실패의 위험성을 분산시
키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 및 합작투자에 대해서는 BOT
(Build/Own/Transfer), BTO(Build/Transfer/Operate), BT(Build/Transfer) 방식으로 외
국 민간자본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철도는 그동안 국가교통수단의 핵심적 역할과 선도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하
여 오늘날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철도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부고속철
도 도입, 그리고 우리기술로 만든 한국형 고속열차 완성에 따른 기술이전 및 신기술 개발의
확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만이 아닌 세계 철도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도
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도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는 베트남 철도시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철도관련 해외진출은 규모 면에 있어서 대단위 진출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 타당성 조
사 등에 대한 컨설팅, 파이낸스 조달, 그리고 사업완료 후의 운영업무 등을 포함하여 진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자금조달 문제는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가장 심각하
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정부의 경우도 국가 투자예
산의 제약으로 인해 철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FDI 또는 민관 파트너쉽(Private-Public
Partnership)에 의한 민간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철도가 베트남에 진
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철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철도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 전략
을 정립하고, 베트남 철도시장의 운영특성과 시스템 요구조건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진출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하드웨어 보
다는 계획수립 및 조사기법 전수 등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고 개발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각 사업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게 하여 적은 비용으로 다
수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정보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베트남 철도시장 진출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금조달은 파이낸스 능력과 프로
젝트 통합 능력을 갖춘 국제상사나 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은행과 금융계약형식으로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컨소시엄 구성 멤버와 동일한 입장으로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으면서 자금조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외국 민간기업의 BOT
사업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상사나 은행을 컨소시엄 멤버로 포
함시킬 수 있다면 BOT 사업의 성사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된다. 따라서 베트남 철도시장
진출 시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파이낸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환 리스크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구하고 저리의 원화 자금이나 외화자금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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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베트남 진출 시 세계은행이나 ADB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사업
수주 및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 질 수 있다. 즉 세계은행이나 ADB의 진출은 세계 각국으
로부터 신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베트남 기업이나 은행의 투자유도를 자연스
럽게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이 해결될 수 있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조사 원조사업과 연계되는 철도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준비함으로서 베트남 철도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KOICA 사업은 적은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
로 실제 사업화를 위한 투자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철도관련 사업 발굴단계에서부터
KOICA와 재정경제부에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 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연계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끝으로 한국철도가 베트남 철도인프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철도
건설 및 운영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계획 하에 진출방식, 인력활용/수급방안, 재원조
달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
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 측면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철
도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정책을 투명하게
시행함으로서 외국인 투자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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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철도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한국철도 기술의 위상 강화

강용묵 | 철도연 대외협력팀 주임행정원(ymkang@krri.re.kr)

1. WCRR 개요

같다.

World Congress on Railway Research (WCRR)은 국제철

- 1992년 도쿄 : 일본 철도총합기술연구소(RTRI)의 국제 세

도연맹 (UIC: Union Internationale de Chemin de Fer)과

미나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이태리의 6개 세계 철도 선진

- 1994년 파리 대회 (1,000명 참가)

국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세계적인 철도 관련 학술대회로서

- 1996년 Colorado Spring, 미국 (500명 참가)

1992년 도쿄에서 그 모임에 대하여 최초로 제안이 되었다.

- 1997년 Florence, 이태리 (1,400명 참가)

1994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 1회 세계철도학술대회를 개최한

- 1999년 Tokyo, 일본 (700명 참가)

이후로 매 2-3년 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철도와 관련한

- 2001년 Cologne, 독일 (1,000명 참가)

학술, 연구, 산업기술, 산업전시,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 2003년 Edinburgh, Scotland (700명 참가)

1992년 시작된 이후의 현재까지 개최된 학술대회는 다음과

- 2006년Montreal, Canada (600명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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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대회의 서울 유치

- 2003년 9월: WCRR 2003 Edinburgh 대회에서 유치활동
시작

가. 유치 경위

- 2004년 4월: WCRR 2008년 한국개최확정

지금까지 WCRR이 개최된 지역이나 국가를 보면, 소위 철도

- 2004년 12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

선진국들이 개최해 왔으며, 초기 WCRR을 발의한 나라들에

기술연구원 사이에 WCRR 2008 추진협약 체결

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개최된
WCRR 2006 회의도 실제로는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으로 주
최한 것이다. WCRR의 조직위원회는 6개국의 대표와 UIC
대표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3. WCRR 2008 서울유치의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KTX의 성공적인 개통과 한국형 고
속열차(HSR-350x)의 개발 등 그 동안 철도에 대한 위상이

가. 국제적 철도 Inner Circle에의 진입

꽤 높아져 왔다. 이렇게 고양된 위상에 걸맞게 WCRR 대회를

1994년 프랑스 파리 대회, 1996년 Colorado Spring, 미국,

개최하여 우리의 철도부분에의 기여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1997년 Florence, 이태리, 1999년 Tokyo, 일본, 2001년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2008년에 개최될

Cologne, 독일, 2003년 Edinburgh, Scotland, 2006년 캐나

WCRR 대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결과적으

다의 Montreal에서 보는 바와 같이 WCRR대회를 개최한 나

로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에 WCRR 2006년 대회에서부

라들을 보면, 모두가 철도의 선진 기술들을 보유한 나라인 것

터, 조직위원회가 한국을 추가로 포함한 8명으로 확장된 것

을 알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런 개최지는 WCRR의 초기 형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이 WCRR대회 서울유치를 계기로

성에 참여한 6개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된 것임을 알 수

세계 철도 선진국들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WCRR 2008대회의 서울개최는 한국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러한 WCRR구성국의 Club에 동승하게 된 것을 의미한

한국의 철도는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WCRR

다. 이러한 내용은 WCRR 2006년 대회인 캐나다대회의 조직

의 서울개최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철도 선진국의

위원회가 한국을 포함한 8인으로 확장된 것을 보아서도 알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 시키는 계기로 작

수 있다.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의 운영과
고속철도차량개발의 기술능력을 세계적으로 확인 받는 계기

나. WCRR 확장의 계기

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 한국이 추가되어 이제 그 구성국이 8개가 되었

이 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철도기술과 국내기술의 시너지 효

다. 캐나다는 미국과 공동개최할 WCRR2006의 조직위원회

과를 통해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에 버금가는 철도산업

(Organizing Committee)와 집행위원회 (Executive

을 육성하는 초석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당초에 대회를 서

Committee)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까지의 WCRR

울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대회에 참석한 외국 국가수를 보면 40개국 수준으로 그 범위
에서 큰 변화가 없어왔다. 만약 현재 WCRR 2008 기획단에

나. 유치 경과

서 구상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까지 참여국가를 증대시

2008년의 WCRR대회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켜 참가 범위가 확장이 된다면, 이는 WCRR이 명실상부한 국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 경과

제철도대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는 다음과 같다.
- 2002년 10월 : WCRR 유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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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 세계철도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한국철도 기술의 위상 강화

다. 한국철도의 세계적 위상

있을것이다. 적절한홍보전략과일반인을위한각종행사들이

한국철도가 민영화의 성과를 세계에 과시하고, KTX의 성공

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적인 운영 및 한국고유의 철도기술, 한국 철도기술의 홍보 등
이 WCRR이 서울에서 개최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아. 국제적 철도전문가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장

회의에 참석하는 국제적인 철도전문가들에게 한국과 한국 문
라. 국제적 철도전문가 토론의 장 제공

화를 소개하는 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CRR은 출발부터 국제적 철도전문가의 토론의 장을 제공
하고 국제협력연구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표였
다. 이제까지는 주로 초기에 WCRR을 발족하였던 6개국과
UIC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적 철도전문가라

4. WCRR 한국대회의 목표

고 해도,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대회를 계기로 이러한 국제적인 참가범위가 확장되면

전통적으로 과거의 WCRR대회들은 학술대회라는 성격에 치

WCRR은 명실상부하게 국제적 철도전문가의 토론의 장으로

중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각 국들이 특별한 추가적인 개최목

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한국철도 역시

표를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WCRR 2008을 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한 학술대회로만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
은 아닐 것이다. WCRR 2008 한국대회의 개최 목표(Goal),

마. 국내 철도 연구 활성화의 기틀

또는 추구해야할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WCRR 2008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
국철도공사가 중심이 된, 한국의 철도기술자를 위한 국제회

- WCRR대회의 목적에 맞는 학술대회 : 이는 WCRR대회의

의라는 성격도 있다고 하겠다. 해외 철도기술과 비교하여 한

유치를 신청하면서, 묵시적으로 기존의 WCRR대회의 전통

국철도기술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도 있

과 방법을 이어 받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

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원이 이

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고유의 기본적인 목표라

러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로 인해 상당한 권위를 얻은 효과도

고 하겠다.

있다고 하겠다.
- 한국철도산업의 대외홍보의 장 : 일본의 동경에서 개최된
바. 국내 철도산업 도약과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계기

회의의 기술을 보면, 일본의 경우 대회유치를 일본철도의

세계의 많은 철도전문가들 및 운영자들에게 한국 철도산업을

민영화 성과를 세계에 과시하고, 일본철도기술을 홍보하는

차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와 성과로 제시되고 있다. WCRR을

며, 개별적인 산업체의 홍보효과에 추가하여 시너지

한국철도산업의 대외홍보의 장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바

(Synergy) 효과 또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로 이러한 접근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WCRR대회에 참

국내 철도산업계의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석하는 철도전문가들은 실제적으로 세계의 철도기술을 선

의 해외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하는 전문가들로서 이러한 많은 철도전문가들을 한 자리
에 모아 놓고 한국철도산업을 홍보한 다는 것은, 개별적으

사. 국내 철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로 이들을 찾아다니며 하는 홍보전략보다 매우 효과적일

세계적인 철도연구대회를 국내에 개최함으로서, 우리나라에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철도기술의 검증이라는 차원에

내부에서도 철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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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나라에서 WCRR 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기회를

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을 고

이용하여 한국철도산업의 대외홍보의 장으로 삼겠다고 하

취시킬 수 있는 각종 철도관련 문화행사와 철도의 날과 같

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발상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은 행사가 같이 진행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철도의 중

한국철도산업의 세계철도산업에서의 분담율은 매우 낮은

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

실정이다. 이러한 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세계철도산

다.

업에의 분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면,
WCRR대회를 그러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철도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
으로 추구하고 있는 철도구조개혁의 성과를 알리거나, 또
한 우수한 우리나라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것도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 한국국민에게 철도를 홍보하는 장 : 대규모의 국제학술대
회와 참가하는 다수의 세계적인 권위의 철도전문가들이 한
꺼번에 한국에 온다는 것은 잘 이용하기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전체에게 철도의 중요성과 철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육상교통에서 도로와 철
도의 경쟁에 대한 고려는 말할 것도 없고, KTX 개통과,
2009년에 예정되어 있는 호남선/전라선에서의 한국형 고
속열차 차량의 활용을 계기로 국민적으로 철도에 대한 관
심을 고조시켜 철도정책의 전환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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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 옥스포드대학 교통연구실 現 철도연 철도정책물류연구본부 (yslee@krri.re.kr)

영국철도 발전에 대한 최근 논의

1-1

과가 과연 나타났는지 혹은 예상치 못한 상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황이 발생했는지, 했다면 무슨 이유에서 이

1880년 영국 내에서는 약 400개의 철도회

최근 영국 내에서는 영국철도가 가지고 있

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살

사가 있었고 1921년 이전에는 140개 그리고

는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펴봄으로써 최근의 논의의 핵심이 무엇이며

1921년 철도법에 의해 4개회사로 통합 운영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일부는 이미 민영화

향후 합리적인 발전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

되었고 1947년 국유화이전까지 이러한 4개

이전에 제기되었고, 일부분은 민영화를 추

보고자 한다.

회사 체제가 지속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으

1. 문제의 제기

진하는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로 정부는 철도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

이 발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결과 철도운영은 자율성보다는 경직성을 띠

하는 논의이다. 본고에서는 영국철도의 민

2. 민영화이전의 철도발전에 대한 논의

게 되었다.
국유화 이후 계속된 규제로 철도는 자율적

영화이전에 영국철도가 어떻게 발전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영국철도는 초기의 민간운영에서 1947년의

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적자운영이 지속되었

번 검토해 보고 민영화 이후에 예상했던 결

국영철도 그리고 1994년에 다시 민간에서

고, 그 결과 정부보조와 이에 따른 규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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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여 경영 효 율

<표 1> 철도에 대한 보조금과 수지현황(1971~1976)(단위 : 백만 파운드)

이 높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손익

손익

손익

(이자이전)

(철도화물보조금 이전)

(철도화물보조금 이후)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민영화의 안이 만들어

1971년

30

- 15

- 15

졌는데 이 안은 1992년 영국교통부에서 만

1972년

25

- 26

- 26

1973년

6

- 52

- 52

1974년

-86

-158

-158

PSO

철도화물보조금

1975년

324

66

-28

- 61

5

1976년

319

28

14

- 30

-2

든^New Opportunity for the Railways」
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영국철도에 대한 민영화 안은 1980년대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네 가지의 방향

자료 : Department of Transport(1982),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1972-1982".

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는 한 개
<표 2> 철도경영성적 추이(단위 : 백만 파운드)
연도

회사로 운영하는 민영화 방안, 두 번째로는

수입

지출

경영손실

1982

2,376

3,860

-1,484

1983

2,693

3,932

-1,239

1984/85

2,891

4,747

-1,856

1985/86

2,837

3,920

-1,082

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경쟁을 통한 효율

1986/87

2,869

3,731

- 862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하분리 안를 기본으

1987/88

2,947

3,751

- 804

로 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일부 가미한

1988/89

2,965

3,488

- 523

민영화 안이 채택되었다.❶

1989/90

2,853

3,410

- 557

1990/91

3,312

4,001

- 688

1991/92

3,187

4,080

- 892

1992/93

3,126

3,631

- 505

1993/94

3,041

3,305

- 265

노선별로 민영화 하는 안, 세 번째로는 기능
별로 민영화하는 안, 네 번째로는 운영과 인
프라를 분리하는 상하분리 안이었다. 이러

화 안과 상하분리를 통한 프랜차이즈
(franchise) 안이었다.

첫 번째 안은 노선별 민영화였는데 영국철

자료 : BRB자료

도는 유로터널의 개통에 의해 철도가 발전
리고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일반국민의 부

1982년에 1,484백만파운드, 1989/90에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영국철도민영화를 노선

담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557백만파운드, 1993년/4년에는 265백만

별 약 10개 이상의 회사로 나눌 것을 제안하

1974년의 철도법에 의해 철도의 사회적 책

파운드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고 있다.❷ 이는 20세기 이전인 빅토리아시
대 철도운영의 모습이다. 영국정부는 초기

임이 강조되었고 이로 인하여 철도는 사회
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영국정부와 학자들은 민영화이전의 국유철

의 철도운영에 간여하지 않았고 철도건설은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가 시작되었다.

도의 상황에 대해서 투자재원의 부족, 노동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이를 추진하였다.

1975년의 보조금은 324백만 파운드로 이로

조합과의 갈등, 적극적이지 못한 경영태도,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인하여 그 동안의 적자는 1975년에는 5백만

과도한 정부규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 내에 철도를 건설하는데 관심이 있었

파운드의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고 진단하였다.
특히 독점 운영으로 비용절감 등에 대한 유

1)John Preston and Amanda Root(1999)," Changing

그러나 그 후 철도는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

인이 없고, 비용 산정 등에 대한 정확한 정

2) Andrew Gritten(1988),”Reviving the Railways”,Policy

하게 되었다.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보가 없으며, 운임이나 마케팅 등에서 시장

Trains", Ashgate, p.7.

Studies No97, Centre for Policy Studies pp.34-35.

2006.07+08 59

해외동향 1-1

이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된 안은 노선별 민영

다. 1845년까지 1,000개의 철도건설 프로젝

이 안은 노선별 민영화 안에 대해서는 선로

것이다. 즉 프랜차이즈의 계약관계가 과거

트가 추진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가 부족하여 여러 회사가 선로를 함께 쓰고

의 명령관계보다 명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하

아니었고 지역계획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추

있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하분리를

다는 것이다.

진되었다. 이에 굴곡이 많고 수익성이 낮은

통한 프랜차이즈 제도의 도입의 장점을 다

노선이 많이 건설되었는데 이는 급하게 철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도건설을 추진하다 보니 철도부지 매수가

네 째로는 운영회사는 차량을 리스함으로써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차량리스회사는 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에서 틸팅

첫 번째로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가능하

량표준화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열차가 운행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며 철도운영에 있어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책임도 강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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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철도를
정부가 철도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비용, 선로사용료 등

다섯 번째로 인프라 관리회사는 유지보수

철도사고 때문이었다. 철도안전 등을 보장

의 치밀하게 계산되어 철도운영의 합리성을

등의 계약을 통하여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이

하기 위하여 1840년에 철도규제법을 만들었

기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

증가되며 표준화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고, 1842년에 철도감독관이 생기게 되었다.

면 프랜차이즈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수익

다. 마지막으로 화물회사는 한계비용으로

19세기말의 철도운영의 특징은 민간회사가

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선로를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이익을 얻

자신이 철도를 건설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가 가능하고 프랜차

을 수 있다.

체제였다. 이른바 노선별로 민간이 운영하는

이즈를 통해 영업을 담당한 회사는 수익증

이러한 장점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되었

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

가와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다. 즉 장기간의 프랜차이즈가 효율을 증가

선별 민영화를 추진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또한 장기간계약으로 기업이 안정화되고,

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다. 즉 새로운

이 안은 노선별 철도운영으로 비용 통제가

계약내용에 따라 보다 더 경쟁적인 입찰이

프랜차이즈 회사가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영

용이하고, 독점을 막을 수 있으며, 경쟁을

가능해지며 장기간의 프랜차이즈는 기업 투

업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프랜

통한 효율성이 증대되며, 철도인프라를 자

자를 더욱 유발한다는 것이다. 계약조건에

차이즈 운영회사는 보통 흑자노선에서 적자

신이 소유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수준이 높

노선을 보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결국 효

투자를 통하여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아지면 이에 따라 운임이 올라가고 그 결과

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보통 프랜차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입도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이즈를 노선별보다는 적자노선, 흑자노선을

또한 이 안은 안전에 대한 책임은 독립기관

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같이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이 가져야 하고, 연구, 표준화, 최소한의 철

로 철도운영에 있어서는 경쟁이 심하지 않

도운행의무 등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

두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제도의 도입으로

다는 것이다. 다른 노선뿐만 아니라 같은 노

하였다.

철도운영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하다

선에서도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 수

결국 노선별 민영화 안은 철도 문제를 해결

는 것이다.

요가 많을 경우에는 경쟁을 통한 효율이 높

하는 방법으로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

지 못하며 승객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모델을 제안한 것이

세 번째로 상하 일체로 인한 대규모의 조직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는 매우 비탄력적이라

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오는 의사전달이나 관료적 운영의 문

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현재 영국철도 민영화의 골격

제를 상하분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인프라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공공부문

이 된 안으로 상하분리를 통하여 건설과 운
영을 분리하고 노선별로 프랜차이즈를 골자
로 한 것이었다.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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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ristopher Foster(1994),”The economics of Rail
Privatisation”Discussion Paper7,Centre For the Study
of Regulated Industries, pp.1-28.

으로 운영되고 향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되어야 하고 다른 공기업처럼 보조를

받아야 하며 몇 개 회사로 운영되기 보다는

<표 3> 여객수입의 변화 (단위: 백만 파운드)

하나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인프라

지역 간 철도

런던지하철

기타

-

-

합계

회사는 선로사용료를 통해 자원 재분배가

1985/86

1,443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철도운영이 가능

1990/91

2,057

-

-

하다는 것이다.

1993/94

2,193

637

41

2,871

1994/95

2,171

718

44

2,933

1995/96

2,379

765

52

3,196

한편 정부부분에서는 프랜차이즈 기구
(Franchise Director), 독립규제기구(Rail

1996/97

2,573

797

59

3,429

Regulator)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중복된

1997/98

2,821

899

65

3,785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8/99

3,089

97

-

정부와 레일트랙은 서로 협의해서 이를 추

1999/00

3,368

1,058

-

진하는 것으로 안을 제안하였다.

2000/01

3,413

1,129

104

4,646

2001/02

3,548

1,151

111

4,810

2002/03

3,663

1,138

125

4,926

2003/04

3,893

1,155

131

5,179

2004/05

4,158

1,241

152

5,550

3. 민영화 이후의 철도운영

자료 : Department for Transport (1991),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1991 Edition",p.114,

민영화 안은 두 번째 안인 상하분리를 통한

료는 www.dft.gov.uk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2005 Edition".

해외동향 1-1

프랜차이즈 안이 채택되어 추진되었는데 민

Department for Transport (2004),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2004 Edition",p.101 , 2004년 자

영화 후 10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과연 제
안된 안대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효율성이 증가하
여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였
다. 먼저 여객 수입의 경우를 보면 지역 간

<표 4>정부의 철도에 대한 보조금의 변화
연도

여객 인·km당 보조금(단위: 펜스)

비고(기준 1993/94년)

1985/1986

2.97

46

1990/1991

4.67

72

1991/1992

6.27

97

철도의 경우 민영화 이전인 1985/6년의 경

1992/1993

8.53

132

우는 1,443백만 파운드에서 1993/4년에

1993/1994

6.46

100

2,193백만 파운드에서 증가추세를 보였고

1996/1997

7.34

137

2004/05에는 4,158백만 파운드로 89.6%나

1997/1998

5.64

85

1998/1999

4.48

69

증가하였다.

1999/2000

3.62

56

2000/2001

2.99

46

이에 따라 보조금이 감소하여야 하는데 이

2001/2002

5.16

80

부문에 대해서는 철도사고라는 예상치 못한

2002/2003

5.49

852

변수로 인하여 보조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용과 정부의 철도에 대한 보조금의 변화
를 보면 <표 4>와 같이 2000년에 발생한

소하였으나 그 이후 비용과 보조금이 증가

1993/94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서 민영화

Hatfield사건 이전에는 비용과 보조금이 감

하고 있다. 민영화 이전인 1985년 이후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1993/4년의 경우 여
2006.07+08 61

소비자보호나 안전에 대해서도 두 조직은

<표 5> 비용의 변화(Hatfield사고 이후)
1999/2000

2001/2002

변화

전체 비율

업무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다. 정부는

인프라비용(백만 파운드)

3,187

4,874

+1,688(+53%)

58%

보조금과 서비스 수준을 범위를 정하지만

차량비용(백만 파운드)

2,570

3,680

+1,110(+43%)

38%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OPRAF이다. 따라서

화물과 SRA비용(백만 파운드)

484

595

+ 111(+23%)

4%

운임, 안전, 열차운행에 대한 실제적인 규제

총비용

6,241

9,149

+2,908(+47%)

100%

100

140

열차km당 비용

+

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40

자료 : Smith(2004),“Essay on Rail Regulation: Analysis of the British Privatization Experience”
Ph. D
Thesis University of Cambridge를 재인용

한편 ORR도 모든 네트워크의 선로사용과
선로사용료의 적용의 감시, 경쟁촉진, 소비

객 인·km당 보조금은 6.46펜스에서 1999/

러 유지보수와 계량의 계약 조건 등이 복잡

2000년의 경우에는 3.62펜스까지 감소하였

하여 실제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회

다. 그러나 Hatfield철도사고 이후 다시 증

사와 의사전달이 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레일트랙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제로 유지보수회사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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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수준결정, 선로사용에 대해서도 규제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복성
은 상호 원만한 협의에 의해 해결되기는 보

가하기 시작하여 2002/2003년의 경우에는
5.49펜스까지 증가하였다.

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안전과 서비

두 번째로는 인프라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고 리더쉽을 발휘할 수 없었다.❹

레일트랙의 민영화에 추진이다.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문제점은 레일트랙이 민영화되고

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초기에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로는 선로를 소유하고 있는 레일트랙은 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레일트랙과 유지보

본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고 선

수회사와의 관계가 투명한 계약관계이기는

로사용료를 받아 스스로 수지균형을 맞추어

하지만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부

야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많지

족 등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까지는 예

않아 선로보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는 중복적인 규제로 인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노정시켰다.

4.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

민영화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인프
라회사에 대한 정부지원체계의 구축과 업무
중복의 문제는 조직의 단순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의 문
제에서 발생한 비용증가와 이에 따른 보조

두 번째로는 레일트랙은 선로를 소유 할 뿐

세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기구(OPRAF)와

실제로 유지보수를 하는 다른 회사가 담당

독립규제기구(ORR)의 중복성 문제는 예견

하여 유지보수에 대한 정보나 운행에 대한

되었지만 의견조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 적절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

대응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다수의 운영회

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운

사 다수의 유지보수회사가 현실적인 선로조

영회사의 선로 사용료는 ORR에 의해 결정

건이나 운영정보를 가지고 있지 선로의 소

되며, 프랜차이즈 관계는 OPRAF에 결정되

유회사인 레일트랙은 실제로 정보를 가지고

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관계에서도 선로사용

있지 못했다. 세 번째 만약 선로공사로 인

료는 매우 중요한 규제변수가 되고 있다.

결되어 있어 선로보수가 쉽지 않았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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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다. 이 문제는 그간 영국철도가 적극
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여 많은 유지보수비
용이 들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간의
영국철도의 영업거리를 보면 1960년 이후에
계속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철도
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이 결국은 많은 유지
보수비용이 발생케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
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철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투

하여 운행의 지장을 받으면 레일트랙은 운
영회사에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이 체

금의 증가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자는 영국철도발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4)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 2월28일 영국교통부를 방문하여 기
술국장, 기술과장, 경영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며 이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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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프랜차이즈 제도를 보완하

<참고문서 >

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표 6> 철도영업거리의 추이
연도

영업거리(km)

1825

43

회사가 철도를 자신의 소유한 것처럼 운영

OPRAF(1997/8)
“ Annual Report” ,

하고 투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장기

SRA(2003/4)"National Rail Trends".

적인 시점에서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

Preston.J.M., Root.A(1999)," Changing

다.

Trains" , Ashgate ,pp.71~74.
Railways Act(1993).

1851

10,090

SRA(2002),(2004)(2005),"National Rail

1870

21,558

Trend".

1900

30,079

1947

31,968

1960

29,579

1969

19,481

1995

16,700

2002

16,700

SRA(2003)(2004),"Customer Satisfaction
Survey".
Smith,A.S.J(2004), "Essay on Rail
Regulation: Analysis of the British
Privatisation Experience" Ph.D Thesis
University of Cambridge.

자료 : 영국교통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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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철도화물의 현황과 변화

1-2

영국철도는 1994년 이후 민영화로 인해 선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210억ton·km 로

로와 운영이 분리되는 이른바 상하분리체계

약 62%나 증가하였다. 수송 분담율도 ton·

영국철도화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7년 이

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화된 화물회사는

km기준으로 1993년에 6.6%에서 2004년에

후 국유철도시절에는 영국국철(British

여객회사와 함께 네트워크레일의 선로를 사

11.5%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

Rail)이 철도화물 운송을 담당하였다. 1960

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다. 민영화초

해도 매우 높은 성장세인데 1995년과 2002

년대 초반에 국철운영에 재정목표가 제시되

기에는 7개회사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통

년을 비교해 볼 때 ton·km 기준으로 영국

고 1968년의 교통법에 의해 컨테이너사업부

폐합으로 대부분의 철도화물수송이 EWS

은 44%가 증가한 반면 독일은 12%, 프랑스

문은 국유철도공사(National Freight

(English Welsh & Scottish Railway)와

는 2%에 머무르고 있다.

Corporation)로 이관되어 Freight linear가

Freight Linear의 2개회사에 의해 이루어

이러한 철도화물의 증가는 도로가 혼잡하여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76년,

지고 있다.

트럭수송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1978년에 교통법에 의해 다시 이 회사는 영

최근의 철도화물의 추이를 보면 민영화 전

2004년부터 시행된 트럭운전사의 노동시간

국국철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인 1994년에 130억ton·km에서 민영화 후

규제로 운행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영국정부

1.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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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and the Regions: DETR)에서

<표 1> 주요국가의 철도화물 성장률비교 (단위: 억ton·km, %)

만들어진 2010년까지의 10개년계획에 따르

국가

1995(A)

2002(B)

B/A

영국

130

187

1.44

면 2001년·2010년까지 10년 동안 철도화

프랑스

490

500

1.02

물의 수송량을 80%증가시켜 2010년에는 약

독일

695

780

1.12

320억ton·km를 수송하는 계획을 수립하

일본

243

219

0.90

자료 : Department for Transport (2004),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2004 Edition",p.60,
UN(2005),"Economic Survey of Europe", p.59. UIC 자료를 참고

였는데 이를 통해 철도 분담율을 2000년
7%에서 10%까지 향상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철도화물수송에 대해 약 40억 파운드
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확한 정부

<표 2> 철도에 대한 보조금과 수지현황(1971~1976)(단위: 백만 파운드)

의 목표에 정해진 것이 큰 의의라고 할 수

손익

손익

손익

(이자이전)

(철도화물보조금 이전)

(철도화물보조금 이후)

1971년

30

- 15

- 15

어 이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

1972년

25

- 26

- 26

이러한 목표의 수립에 따라 당시의 전략철

1973년

6

- 52

- 52

도청(Strategy Rail Authority : 이하

1974년

-86

-158

-158

SRA)은 철도화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

PSO

철도화물보조금

324

66

-28

- 61

5

1976년

319

28

14

- 30

-2

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로는 도로혼잡을 해소하며, 두 번째로는 도

자료 : Department of Transport,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1972-1982".

로의 유지관리비를 감소시키고, 세 번째로
는 자동차의 사고비용을 줄이며 네 번째로
<표 3> 수송수단 간의 이산화탄소배출량 비교
ton·km당 이산화탄소배출량 (g)
철도

3 ( 1)

ton·km당 이산화탄소배출량 (g)
항공기

1.51(75.5)

는 자동차를 위한 소음과 대기오염을 감소
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배
기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인다

자료 : SRA(2003), "Everyone's railway" p.22.

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철도화물의
육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
의 적극적인 철도화물 육성정책 등에 기인

송으로 전환과 인프라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하고 있다.

도로교통과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에 철도화물
보조금액은 66백만 파운드, 1976년에는 28

2. 주요 철도화물 정책

백만 파운드로 철도화물보조금으로 인해 경
영수지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철도화물의 주요한 정책의 시작은 1974

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로는 자금지원전략
으로 주요한 내용은 인프라 향상, 화물시설
보조금(Freight Facility Grants : 이하
FFG) 내용을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가능하
도록 수정하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설확충 전략으
로 터미널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세

년의 교통법이었다. 1974년의 교통법에 의

그 후 철도화물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가 최

해 채산성이 낮은 노선의 유지의 경우에 정

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철도화물육성

부로부터 공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bligation : PSO)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2000년에는 당시의 환경·교통·지역부

철도화물의 경우에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

번째로는 네트워크 전략으로 운행시간의
단축과 40피트 컨테이너를 적극적인 활용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서비스전략으로
열차속도증가, 운행시간단축의 서비스 향
상을 위한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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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있다. 실제로 2004년에 11.5%까지 향상되

영국정부는 이와 같은 철도화물의 육성과
이의 핵심내용인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철

<표 4> 철도화물 보조금 추이

도가 가진 환경친화성에서 찾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면에서는 ton·
km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철도는 트럭의
약 1/8에 불과하다.

보조금(백만 파운드)
66

1976

28

1977

5

1985/86

7

1986/87

6

이러한 철도화물 활성화의 중심에는 철도화

1987/88

2

물에 대한 보조금이 자리 잡고 있다. 보조금

1988/89

2

은 직접적인 이전지출로 시설확충이나 수입
보조의 성격이 강해 철도화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3. 변화와 향후 과제
해외동향 1-2

연도
1975

1989/90

1

1990/91

4

1991/92

1

1992/93

2

1993/94

4

1994/95

3

1995/96

4

1996/97

15

1997/98

29

1998/99

29

화물을 육성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

1999/00

23

는데 환경편익이 보조금의 기본적인 지표가

2000/01

36

첫 번째로 영국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철도

되고 있다. 그간의 보조금의 추이를 보면

2001/02

57

1975년에는 1974년의 교통법을 근거로 해

2002/03

49

서 보조금액은 66백만 파운드였다. 그 후 보

관련 내용

1974년 교통법에 의해 화물적자보전

민영화시작

선로사용료 보조시작

자료 : Department of Transport,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1972-1982".

조금은 명맥만을 유지해 오다가 민영화이후
보조금액은 증가하여 2001/02년에는 57백

<표 5> 각국의 철도화물보조금 비교(단위 : 백만 유로)

만파운드 2002/03년에는 49백만파운드로

영국

프랑스

일본

2000년

53

79

-

보조금의 규모면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2001년

83

76

-

적지 않은 규모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2002년

72

17

1.9

증가하였다.

는 2000년에 복합수송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료 : SRA(2003),"National Rail Trend", SNCF," Rapport annuel 2001-2002",

79백만 유로, 2001년에 76백만 유로, 2002
년에 17백만 유로를 지원한 것에 비해 영국
의 경우는 2000년에 53백만 유로 2001년부

제를 위해 철도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

현재 운영중인 교통부문의 보조금을 통합하

터는 프랑스보다 더 많은 금액인 83백만유

으로 1.9백만 유로를 지불하였다.

여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

로 2002년에는 72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

현재 1년에 약 40백만 파운드 이상 규모가

조할 계획이다.

다.❶

철도화물회사에 보조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2002년에 이산화탄소배출억

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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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자료는 JR화물자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2008년

원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터 현재 운영중인 철도화물보조금과 도로

이 또한 영국철도화물에 시사점이 되고 있

와 해운의 보조금을 통합하여 cross-modal

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시설보조, 운영보

sustainable distribution fund를 만들어서

조, 지역주민보조를 행하고 있는데 구체적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 이를 중점적으

으로는 선로건설, 개량보조, 피기백용 터널

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철도의 경우

의 개량비용 보조, 화물전용선의 건설, 근거

편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영국의 경

리철도운송의 보조, 소음방지를 위한 지역

우 철도화물보조금의 비용편익분석의 결

주민보조를 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복합

b/c 비율이 8.16에서 1.81까지 계산되고 있

운송에의 지원책으로 설비보조와 세금감면,

다) 철도화물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될 전망

규제완화정책으로 하역장비, 시설보조, 복

이다.

합화물 운송용 트럭의 규제완화, 복합화물

아울러 향후 철도화물의 발전을 위해서 다

운송트럭의 차량세 면제 등이다. 세 번째로

음과 같은 점들이 같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

는 트럭운송규제로 이에는 경제적 규제, 사

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의 혼잡문제로 런던

회적 규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부근의 레딩(Reading)에서는 여객열차와

도로통행료징수, 환경세징수, 배출가스기준

화물열차가 빈번하게 교차되어 있어 혼잡이

강화, 우회도로가 있는 지역의 트럭통행금

market growth and support from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지, 스피드미터 의무적 부착, 운전수의 노동

Government"(www.dft.gov.uk).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시간, 휴식시간 확보 등이다.

두 번째로는 철도화물열차의 다이야 확보
문제이다. 현재 열차의 다이야 조정은 시각
표 위 원 회 (The Timetabling SubCommittee)가 구성되어 8명으로 구성된 위
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여객회사에서 4

1. Alistair Darling(2005.7.19),"Rail freight:

2.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
Transport and the
Regions(2000),"Transport2010:The Ten
Year Plan".
3. Department for Transport (2004),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2004
Edition",p.60.
4. Department for Transport (2005),

명, 화물회사에서 2명, 네트워크레일에서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2005

임명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이야조정

Edition".

의 최종적인 권한은 네트워크레일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여객회사의 영향력이 크다
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는 네트워크
레일의 수입 중 여객회사 수입이 약 60%, 화
물회사는 약 2%를 차지하고 있어 즉 선로사
용료 수입 중 90%는 여객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5. JR Research Center(2004)," 英における貨
物道輸送システムにする公的助成スキム調
査報告書".
6. UN(2005),"Economic Survey of Europe",
p.59.
7. http;//www.dft.gov.uk/transtat.
8. http;//www.sra.gov.uk.
9. http;//www.railfreightonline.com
10. http://www.dft.gov.uk/stellent/gropus/
dft_freight/document/page/d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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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획 2008』및『뉴프론티어 2008』
에서 제시한 안

활동의 지표 책정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상의 과제들을 성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JR동일본연구

본 글에서는 연구개발의 방향과 주요 테마의 목표와 과

개발센터 안전연구소는『철도에 관련된 사고방지』
『안
,

제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전·안전수송의 확보, 지진시의 안전대책』및『인적요소
(Human Factor)』등 3가지를 주요 테마로 연구개발을

2005년은 안전계획 2008의 2년째를 맞이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즈음하여 니이카타현 추에츠

- 안전설비중점정비계획

지진시의 신간선 탈선과 후치야마선에서의 탈선사고 등

- 안전의 수준향상(Level Up)

대형 재해와 사고의 교훈을 안전대책에 활용하는 것을

- 안전메니지먼트의 변혁

시작으로 하여 잠재 또는 현존리스크를 정량화하고, 연

- 안전문화의 창조

구개발의 대책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예방적

등 4가지 주요테마에 기초하여, 연구개발성과의 도입을

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회의 안전성과 안전

포함하여 다양한 안전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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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부터 JR동일본의 새로운 중기경영구상『뉴프론티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2008』
이 시작되었으며, 그 기본구상 여섯 항목 중 첫번

다. 이상의 것으로부터 후술하는『철도시스템전체의 신

째로 바뀐『안전·안정수송으로의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

뢰성평가』
에 나타나는 리스크 맵(Risk Map) 등에 기초

한다』
라는 방침이 정해졌다.

하여 다음의 세가지의 주요테마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

또한, 2004년 10월의 니이카타현 추에츠지진에서의 주

로 하였다.

행중의 신간선의 탈선, 작년 4월에 발생한 후치야마선에

(1) 철도에 관련된 사고방지

서의 열차탈선사고 등 철도역사에서 가장 큰 사고·재해

(2) 안전·안전수송의 확보, 지진시의 안전대책

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사고·재해로부터 최대한의 교

① 리스크 메니지먼트(Risk Management)에의 도전

훈을 배우고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② 자연재해에의 대응

이다.

(3) 인적요소(Human Factor)

1. 연구의 세가지 주요 테마

2.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상황을 입각하여 연구의 주요 테마에 대하여

이러한 연구의 세가지 주요 테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생각에 근거하여 책정하였다.

(1) 철도에 관련된 사고방지
열차충돌이나 탈선방지 등 주로 내부원인에 의해 발생하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다양한 사고로부터 교훈을 배우

는 중대한 사고의 방지, 역 플랫홈 등에서의 승객의 안전

는 것에 의하여 지금의 안전한 철도를 이루어 왔다고 말

확보, 협력회사사원의 안전 등 연구영역의 확대와 심도

할 수 있다. 다만, 경험에만 입각한 안전대책에 의지하고

화를 도모한다.

있으면 안전 수준은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향후,
효과적으로 철도의 궁극의 안전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기

(2) 안전·안전수송의 확보, 지진시의 안전대책

위해서는 사고로부터의 교훈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과

연구의 목적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주요 테마를 2

학적으로 철도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책을

개로 나누어서 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② 리스크 메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들

지먼트(Risk Management)에 대한 도전으로 하였다. ①

어 기업 활동에 관하여 Risk management가 매우 주목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가운데 지금

받고 있으며, 기업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

까지 착수하지 못한 눈피해대책 등으로의 연구영역을 확

전에 대책을 세운다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하고, ② 리스크 메니지먼트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따라서 철도시스템전체의 리스크를 확인한 후의 연구전

철도시스템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안전성, 수송안정성

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 고

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의 개발 등을 추

도화하면 시스템의 안전성은 높아지는 반면, 사고의 규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도 거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철도에서도 리스크를 정
확하게 평가하는 목적은 JR동일본의 안전수준을 알 수

(3) 인적요소(Human Factor)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 어떤 위험이 잠

사고의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 미연방지를 위하여

재해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알고, 즉 회사에 의한 어떠한

4M4E 분석기법❶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적요소

사고가 어느 정도 중대한 가를 알고, 안전전략의 최적의

의 관점을 정확하게 지원하는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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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의 역사는 사고의 역사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

1) JR동일본에서는『안전 계획 2008』
에서 "사고의 싹"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M4E 분석의 활용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인
간의 실수에 기인하는"사고의 싹"에 대해서,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 이유 분석"으로 에러의 유발 요인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
는 것과 동시에, "4E(Education, Engineering, Environment,
Enforcement) 대응분석"으로 필요한 대책을 넓게 추출해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
까지 반영시켜 가는 수법이다.

적요소를 고려하는 새로운 지도·훈련기법의 연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났던 플랫홈상의 승객의 안전에 대한 지표에 따랐으며,
열차의 고속화에 동반한 열차풍의 증대에 대한 플랫홈상
의 대피폭을 고치거나 플랫홈상에 안전책을 설치하여 플
랫홈상의 승객이 받는 풍속을 일정수치 이하로 억제하도
록 하고 있다. 이 지표는 기상청 풍력단계에 기초한 것이
지만 대상물의 주위에서 관측된 사상에 의한 바람의 크
기를 구분한 것으로서 풍속의 작용시간을 고려하지 않았
기 때문에 열차풍과 같은 단시간에 크게 변화하는 현상
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3. 주요 연구의 개요

3.1 철도에 관련된 사고 방지

3.1.1 타오름 탈선에 관한 연구
2000년 3월에 발생한 지하철 히비타니선의 탈선사고 이
후 타오름 탈선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해외동향 2-1

있으며, 탈선의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 그러
나 탈선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상정되는 차륜과 레일간
의 마찰계수와 같은 조건과 그 값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이 있으며, 타오름 탈선은 복수의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
한다고 생각하며, 각 요인의 탈선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JR동일본에서는 과거 10년간에 걸쳐서
연구와 주행시험 데이터에 의한 타오름탈선방지에 효과
가 있는 인자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또한, 차륜과 레일간의 마찰계수에 대해서 마찰조정제
등을 사용하여 일정범위내에 성과가 있었고, 저속타오름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차시험장치에 의한 탈선모의
시험 등을 실시를 통한 연구를 하고 있다. 향후에는 마찰
조정제의 사용방법과 축상지지강성(軸箱支持剛性) 등 적
절한 대차의 사양에 대하여 연구를 심화시킬 예정이다.

3.1.2 열차통과시의 열차풍에 관한 연구

문제가 있다. 여기서, 승객의 안전의 관점에서 통과선이
없는 역홈에서 발생하는 열차풍의 허용수준(레벨)에 대
하여 피검자에게 자세안전성평가 등을 수행하고, 허용범
위를 추정하였다.

3.1.3 보수용차 단락주행의 연구
선로의 유지보수작업에 사용하는 보수용차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최대의 것은 총중량이 60톤 이상이 되기도 한
다. 한편으로 전차나 동차는 경량화가 진행되어 약 30톤
이 되고 있다. 현재, 보수용차가 작업하고 있는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키지 않은 조치는 계원의 주의력에 의존하
여 수행되고 있다. 여기서, 열차와 동일한 보수용차를 단
락주행시켜 신호기에 정차신호를 현시하는 것에 의해,
열차와 보수용차의 충돌을 방지하는 Back-up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열차회로를 단락시키고, 건널
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락기를 개발, 보수용차에 탑
재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중앙선(우에노하라~코부치
자와)에서의 주행시험 및 시행결과, 실용가능하다고 판
단되어 도입조건의 정리를 통하여 타 구간에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CTC구간이나 궤도회로방식에
차이가 있는 구간으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
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열차의 속도향상과 함께 공기역학적인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신간선이 통과선 역 플랫홈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열차풍의 풍속이 플랫홈상의 승객에
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정치 이하로 억제하는 대책
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신간선에서는 국철시대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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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안전수송의 확보, 지진시의 안전대책

3.2.1 리스크메니지먼트(Risk Management)에대한도전
리스크 메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철도시스템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가치축의 구축』
,『휴먼팩터로부터의 탐구』
,『정량적 안
전평가기법의 구축』
의 3가지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치축의 구축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소
개한다.

3.2.1.1 철도시스템 전체의 신뢰성 평가
철도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안전성, 수송안전성, 사회
적 영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인『철도시스템에 관한 사고리스
크 맵』
은, 2차원의 맵으로서 맵의 우상(右上)일수록 발생
하는 빈도수가 높고 동시에 발생한 경우 영향이 큰 사상

<그림 1> 철도시스템에 관한 철도리스크 맵의 개념도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실시하는 것
에 의해 우상(右上)의 사상이 좌하(左下)로 이동할 수 있
는 것이다. 그 예로서 열차충돌사고에 관하여 ATS의 발
달에 의해 그 리스크는 좌하(左下)로 이동하였으며, 남아

니이카타현 추에츠지진에 입각한 지진대책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있는 위험은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 등에 발생하는

수 있다. 보통의 리스크 맵에는 하나 더 제 3의 축이 필요
하다. 그것은 사회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가치축이다. 동
일한 사고·운수장애라고 예를 들면 내부원인과 외부원
인에 따라 사회의 평가는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리스크 맵』
의 작성은 JR동일본의 철도시스템의 안전성
과 향후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나타내는 것과 연결된다.
상정해야하는 리스크를 모두 밝혀내고, 맵의 세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검토가 앞서 서술한
「연구의
3개의 테마」
의 책정에 상정되어 있다. 향후, 가치축의 책
정 등 과제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는 JR동일본 전체의 안
전시책과 안전활동의 지표로 진행시켜 나아가는 목적이

3.2.2.1 강풍경보 시스템
현행의 강풍시 열차우전규제규칙은 풍속계로 관측된 순
간풍속에만 기초를 두고 일률적으로 일정시간 규제를 하
기 때문에 열차다이아가 혼란스럽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풍속예측을 활용한 운전규
제방법(강풍경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강풍경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현행 규칙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성
을 확보하면서 운전규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2005년 8월부터 케이요선(京葉線)에서 가동
하고 있으며, 도입효과를 확인하면서 회사 전체 노선으
로 확대할 예정이다.

되도록 할 것이다.
3.2.2.2 지진영향평가 시스템
최고속도 360km/h를 목표로 하는 신간선 고속화 프로
3.2.2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강풍경보시스템』
,『SI값
에 의한 지진시 운전규제』및『실효우량에 의한 운전규
제』
등이 개발이 완료되어, 실용화 또는 실용화 준비 단계
에 진입하고 있다. 이후로는 남아있는 과제인 설해대책,

젝트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연구, 개발, 시험 등이 추진
되고 있다. 지진과 관련해서는 고속화에 의한 리스크의
증가를 허용한도내로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
지만, 철도의 지진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간선 시스템 전체의 지진
시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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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 남아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

목적으로 하여, 지진활동도 모델과 차량의 지진시 주행

정 수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툴의 개발을 수행하고

안전성, 고가교의 내진성능, 지진조기검지시스템의 경보

있다.

특성 등의 평가 파라메타를 조합한 지진영향평가기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 평가작업을 PC상으

3.3.2 리스크 모니터링 훈련 기법의 연구

로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

운전업무에 있어서 에러의 리스크는 작업에 의해 상이하

하여 application software를 개발하였다. 다양한 속성

고, 또한 동일한 작업에서도 상황 등에 의해 변화한다.

파라메타가 지진리스크에 미치는 기여를 정량적으로 파

본 연구에서는 숙련운전사의 인터뷰를 통해 주의를 요하

악할 수 있어, 향후 신간선의 지진리스크 메니지먼트에

는 에러와 요주의 상황을 수집하는 동시에 에러방지에

있어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요주의라고
생각되는 에러는『5가지의 형태』
로, 에러가 발생하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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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적요소(Human Factor)

운 상황은『3가지 차원』
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인간이 개입하는 모든 장면에서 인적요소(Human

『에러 방지의 대책』
에 대해서는 에러의 내용에 따라 행해

Factor)를 고려하여 인간과의 경계를 최적으로 하여 사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숙련운전자는 에러방지기

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도모하고, 예방적인 안전관

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요주의상황 등의 축적

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①인적오류(Human

을 기초로 하여 작업상황에 따라 리스크를 예측하고 검

Error)의 방지, ②인적요소(Human Factor)를 고려한 지

출하며, 에러를 회피해 나가는『리스크모니터링 사이클』

도·훈련기법, ③비상시에 있어서 performance의 확보,

과 자기 자신의 사고로 연결되지 않은 인시던트 등을 되

④예방적인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접근방식별로

돌아 보고, 그 원인으로부터 향후의 에러 방지에 연결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②,③에 관한 연구테마를 소개

켜나가는『리스크센스 축적·성장의 사이클』
이라는 2개

한다.

의 사이클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에는 모델
직장에 있어서의 논의를 통하여 에러방지기술의 평가를

3.3.1 4M4E훈련·지원툴의 개발

수행하고, 구체적인 교육훈련기법으로 전개시켜나가고

2005년부터 인적오류에 기인하는『주위를 요하는 사상』

자 한다.

의 분석과, 2004년에 개발한 JR동일본판의『4M4E분
석』
을 활용하고 있다. 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인적요소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확실히

에러 방지에 관한
인적요소상의 지식

리스크센스 축적, 성장의 사이클

리스크 모니터링 사이클

이해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4M4E분석훈련·지원
툴』
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4M4E분석훈련 툴』
은『습
관의 무서움 알기』
,『이상시의 에러를 이해하기』
등의 5가
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문제·해설의 구성에 의해
인적요소상의 지식과 분석상의 포인트를 습득하는 툴이
다. 한편,『4M4E분석지원 툴』
은 실제로『주위를 요하는
사상』
의 분석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인적요소상의

리스크 예측 및 검출

요주의 상황의 지식
에러방지의 대책

회피 대책 시행
에러 회피

반복을 통한 요주의
상황의 흡수, 축적

인시던트를 통한
타산지석의 기회

안전의식, 직무에 대한 책임감

어드바이스 등의 제공을 지원하는 수행을 하는 툴이며,
훈련툴은 기초편에 있고 실천편에는 에러분석의 기술향
상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경험이 낮은 분석자에게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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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전사의 에러방지기술 축적·활용의 모델
(자료 : 加藤正道, "安全に する 究開 について", JR EAST
Technical Review, No.13, 2005. 11）

일본 RTRI의 방재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2-2

정량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치 표고 데이터와 위성 화상을
최근 들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4년에는 사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상 최다인 10개의 태풍이 일본 열도에 상륙하여 토사 붕괴

(2) 사면 붕괴 규모의 예측 수법과 붕토(崩土)의 충격력

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니가타현 주에츠지진(新潟

中越

특성

地震)으로 죠에츠 신칸센(上越新幹線)이 탈선하기도 하였

사면 붕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공사의 책정에 필요한 요

다. 2005년에 우에츠선(羽越線)에서는 강풍이 원인이라고

인 가운데 사면의 붕괴 규모, 붕괴 토사가 방책(柵) 등의

추측되는 탈선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06년 폭설로 인하여

대책공사에게 주는 충격력에 대해서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눈이 많은 지역인 일본 북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지역 등에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면의 붕괴 데이터

서는 철도수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의

를 기초로 하여 요인을 분석하고 모형에 의한 붕괴 실험을

맹렬한 위협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안정된 철도수송을 수행

진행시켜 왔다.

할 수 있도록, 재해의 발생 방지와 피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3) 하천에서의 수량(水量) 증가시의 교각 진동 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에서

하천에서의 수량 증가 시에 있어서의 교각 기초의 안정,

의최근의연구개발에대하여소개하고자한다.

불안정의 판단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확실한 기
술이 없다. 따라서 하천 수량 증가 시에 있어서의 교각 기

2. 최근의 연구 개발

초의 안정성 평가 기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
켜 왔다.

2.1 비로 인한 재해의 방지

(4) 새로운 강우량 지표를 이용한 사면 평가 기준

(1) 재해 위험 경사면의 추출법

강우시의 운전 규제 지표로서 실효우량(

사면(斜面)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출

용되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하여 사면 중에서 비에 대해

雨量)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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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은 정성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 이 추출기술을

1. 서론

약한 개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강

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물 크기의 차량 모

우량 지표를 바꾸어 실효 우량을 이용한 사면 평가 기준을

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검토하고 있다.

(2) 강풍 특성

해외동향 2-2

장기간에 걸치는 자연풍의 관측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특
2.2 지진 재해의 방지

성을 조사해 왔다. 특히, 작은 풍속치로부터 단시간에 큰

(1) 장래형 조기 지진경보시스템의 실용화

풍속치가 될 때의 풍속 증가 특성에 주목하고, 이 특성을

RTRI가 개발한 조기 지진검지 경보시스템인 현행

운전 규제로 전개할 때의 내용을 정리해 왔다.

UrEDAS(Urgent Earthquake Detection and Alarm

(3) 경제적·효과적인 방풍 대책공사

System)의 갱신 및 조기 지진경보 시스템의 재래선에의

방풍 대책공사로서의 방풍책이 가지는 차량의 공기력 저

도입 확대, 기상청의 면적 추계 진도정보를 활용한 정확한

감 효과를 풍동 시험으로 규명하여 왔다.

운전재개 지원시스템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여 시스템의

(4) 그 외의 과제

심도화 및 실용 시스템의 설계와 보수 매뉴얼의 책정을 진

강풍에 대한 열차의 안전성 평가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행시켜 왔다.

또, 주변 지형이 다른 장대구간에 있어서의 풍향별 운전

(2) 지진시의 운전 규제 지표

규제 방법의 적용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 풍향 변동의

지진시의 운전 규제로 이용되어 온 최대 가속도를 대신하

특성도 조사해 왔다. 게다가 운전 규제 구간이나 풍속계

여 최근에 지진피해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되는 계측

배치의 최적화를 위하여 강풍 개소의 추출 방법에 대한 연

진도나 SI치의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구도 진행하고 있다.

년 동안의 지진피해 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최대 가속도와
계측 진도나 SI치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여 조기

2.4 설해(雪害)의 방지

지진경보가 발표한 피해 추정 범위와 지진동의 크기와의

(1) 들뜨는 수분이 많은 눈의 성질

관계를 밝혀내고 있다.

수분이 많은 눈 구간에 있어서의 운전 규제의 적정화를 위

(3) 돌로 쌓은 벽(石積壁)의 내진 보강공사

해서, 수분이 많은 눈의 물리적 성질 및 상태와 열차 주행

철도 연선의 돌로 쌓은 벽은 그 구조의 실태나 지진 시에

에 수반되는 수분이 많은 눈의 들뜸 현상의 발생과의 관계

있어서의 변형이나 무너짐에 도달하는 메커니즘이 명확하

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지 않기 때문에 내진 보강대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 대차를 지탱하는 부분의 착빙설량(着氷雪量)의 저감

지진 시에 있어서의 적석벽의 변형·무너짐에 대한 메커

평활화(平滑化)가 곤란한 대차를 지탱하는 부분 및 그 주

니즘을 밝히고, 보강공사의 개발을 진행시켜 왔다.

변부에 대한 착빙설량의 저감을 목표로 하여, 공기의 흐름
을 고려하여 대차를 근방의 국소적인 형상 변경의 연구를

2.3 풍(風) 재해의 방지

진행시키고 있다.

(1) 자연풍 중에서 차량에 영향을 주는 공기력

(3) 가선착상(架線着霜)의 실태

RTRI에서는 전·중장기 계획(2000˜2004년도)의 장래

가선에서의 서리에 의한 피해 경감 대책 책정을 위한 기초

지향 과제의 하나로서 강풍에 관한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가선의 착상발생 조건이나 가

연구 개발을 진행시켜 왔다. 과제 설정의 배경에는 열차의

선에 부착한 서리의 물리적 성질과 상태의 해명을 진행시

고속 주행과 차량의 경량화에 수반하여 차량의 전복 한계

키고 있다.

풍속과 운전 규제 풍속과의 차이가 작아지는 경향에 있기

(자료 : 藤井俊茂,“防災技術にする究開”
, 第189回 RTRI

때문에 자연풍 중에서의 차량에 영향을 주는 공기력을 정

月例表會要旨、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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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서론

2. 디젤기관의 배출가스
2.1 규제대상물질

최근 디젤기관차의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규

디젤기관의 배기가스 중에는 사람의 눈과 호흡기계의 악

제의 강화와 규제대상의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

영향을 미치고 광화학스모그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등

다. 일본 내에서는 승용차·트럭·버스 등의 자동차에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이 포

대한 규제의 강화나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블도져 등 특

함되어 있다. 따라서 배기가스중의 유해물질은 법규 등

정특수자동차, 선박에 대해 법규에 의한 규제가 시작되

에 의한 규제대상물질(이하“배출가스”
)로써 규제된다.

고 있지만, 철도차량만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

배출가스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질소산화물(NOx), 탄

다. 또한, 미국, 유럽에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규제의 강

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및 입자상물질(PM)이 있

화나 규제체제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는 모두 기체이다.

본 글에서는 일본전반의 디젤기관과 미국, 유럽의 철도

한편, PM(Particulate matter)은 매연, 불연소 연료·윤

차량용 디젤기관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의 동향 및 유럽

활유 및 유산염 등 배기가스중의 고체나 액체성분 전부

과 일본철도종합연구소(이하“RTRI”
)에서의 배출가스저

의 입자상 물질의 총칭으로서 뒤에서 서술하는 PM측정

감대책에 대하여 논한다.

에 의해 검출된 물질이 결과적으로 PM인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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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산화물(SOx)은 배기가스 중의 유해물질 이지만 연

는 기관의 회전수(최고회전수에 대한 비율)와 부하율(전

료 중에 포함된 유황성분이 그 자체로 연소되어 생성되

체부하에 대한 비율)로 정해진 운전점(運轉点) 및 운전순

고 디젤기관에서는 방지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서에 기초하여 배출가스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각 측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Ox대책으

치에 가산계수(합계 100%)를 곱하여 얻은 가산치 등을

로서는 경유중의 유황의 농도로 규제된다. 또한 지구 온

기초로 그 기관을 대표하는 배출가스의 측정치를 구한

난화가스인 이산화탄소(CO2)는 직접적인 유해물질이 아

다. 운전점, 운전순서 및 가중치는 차량의 주행실태의 조

니기 때문에 배출가스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사 등으로부터 얻어진 평균적인 운전조건이며, 배출가스
측정의 시험사이클 혹은 시험모드라고 한다. 배출가스규

2.2 배기가스의 측정

제에 있어서는 규제치와 함께 시험사이클이 반드시 규정

배출가스는 고온 대류량(大流量), 맥동(脈動), 매연·수분

된다.

의 존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기가스중의
배출가스의 측정에 있어서는 냉각, 수분제거 등의 전처
리나 측정치 환산을 위한 대상물질이외의 측정을 수반하

3. 일본의 디젤기관의 배출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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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배출가스의 측정은 용이하지 않다. 배출가스 중에
도 특히 어려운 PM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디젤기관의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법

배기가스 중의 기체에는 대기 중에서 굳어서 PM이 되는

규·제도는 <표 1>과 같다. 또한, 일본국내의 배출가스의

성분이 있다. 따라서 배기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된 상태

규제의 경위, 규제값 및 시험사이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를 만들어내기 위해 희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깨끗한 공기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RTRI의 보고서“국내의 배출가스

로 배출가스를 희석한다. 희석시스템은 배출가스 온도관

❶
규제동향”
에 기재되어 있다.

리, 유량관리, 결로방지 등 규격에 맞는 기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PM의 포집에 대해서는 장치의 구조, 필

<표 1> 일본의 디젤기관의 배출가스 규제에 관련된 주요 법규 및 제도

터의 소재·크기·포집효율, 필터의 준비·보관방법 등
이동발생원

이, PM의 칭량(秤量)에 대해서는 칭량실의 온도·습도조
자동차

건, 정밀천칭의 정밀도·분해태(分解態) 등 규격에 맞는

분
류

고정발생원

장치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로 측정을 수행한다.

on-road 자동차
(도로주행 가능)

off-road 자동차
(도로주행 불가)

특수자동차
이외

특수
자동차

특정특수
자동차

철도
차량

기타
선박 이동가능
수단

PM측정을 위해서는 희석시스템, 포집시스템, 칭량시스

법
규

2.3 검토 사이클

및
제
도

배출가스의 배출량은 디젤기관의 회전수와 부하(엑셀,

대
기
오
염
방
지
법

외내
항항

공발
기전
압기
축
기

규특대
제정기
법특오
수염
자방
동지
차법
배
출
가
스

-

도
로
운
송
차
량
법

-

東자도대
京동로기
都차운오
환 소염
경 차방
확 량지
보 법법
조
례법

대
기
오
염
방
지
법

동기
차관
차

-

주
요

NOx·PM

격의 수정도 검토되고 있다.

-

-

여야 할 과제가 있으며, 규격외의 측정방법의 준용과 규

크블휠
롤도
러져리
프
크 트
레
인

-

-

東
京
都
환
경
확
보
조
례

정한계에 근접한 수준의 측정이 필요로 하는 등 추진하

-

휠농포
업크
크용리
레 프
인트트
랙
터

-

-

버트승
스럭용
차

-

-

예

시코발
스제전
템너기
레
이
션

-

속측정이 불가능하고, PM배출대책을 추진하기위해 측

구
체
적
인

-

템 등 대규모의 장치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

없
음

해
양
오
염
방
지
법

의배
출
지
가
정
스
제
대
도
책
형
건
설
기
계

선선
박박

노치 등에 해당)에 의해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이
외의 오프로드(off-road)의 디젤기관의 배출가스 측정에

1) 村上浩一, 芳賀一郞, 中村英男, "국내의 대출가스규제동향", 철도총연보고,
Vol.19, No.5, pp.51~56,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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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규제의 강화와 규제대상의 확대가 급속히 진행
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에는 특수자동차이외의 자동차

3>과 같다.
<표 2> EPA 규제치

(승용차, 트럭, 버스)에 대하여 2005년 10월부터 소위
“신장기(新長期)규제”
가 시작되어“신단기(新短期)규제”

HC
Tier

CO

를 주행하지 않는 블도져 등의 오프로드 자동차)에 대해

1.3

6.7

12.7

0.8

입환용

2.8

10.7

18.8

1.0

본선용

0.7

3.0

9.0

0.6

입환용

1.6

3.4

14.8

0.7

본선용

0.4

2.0

7.4

0.3

입환용

0.8

3.2

10.9

0.3

1

시작되었다. 더불어 업계단체 등에 의한 자주규제의 확
대도 시행되고 있다. 법규제의 대상 밖인 19kＷ만의 소

본선용
0

선박에 대해서는 2005년 5월부터, 특정특수자동차(도로

서는 2006년 4월부터 관계법규의 시행에 의한 규제가

PM

(g/kWh)

와 비교하여 PM을 최대 85% 삭감하는 등의 규제의 강화
가 시행되었다. 또한, 법규면에서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NOx

시험사이클

2

형 범용디젤기관에 대해서 2006년 1월부터 (사)일본육용
내연기관협회에 의한 자주규제가 시작되었다. 자주규제
를 포함하면 국내의 디젤기관에 있어서 철도차량용 디젤
기관만이 배출가스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철도디젤차량의 대부분은 화물용의 디젤기관차
이다. 미국의 디젤기관차는 2만량 이상이 있으며, 미국의
도시간 화물수송의 분담율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디젤기관차는 미국 전체의 NOx배출원에서 차지하는 비

가중계수(%)

노치(notch)
본선용

입환용

아이들링 (idling)

38.0

59.8

동적 브레이크
(dynamic brake)

12.5

0

1

6.5

12.4

2

6.5

12.3

3

5.2

5.8

4

4.4

3.6

5

3.8

3.6

6

3.9

1.5

7

3.0

0.2

8

16.2

0.8

율은 약 5%, 미국의 이동수단에서의 NOx배출원에 차지
하는 비율은 10%이상이다❷. 대기오염으로의 영향을 무
시할 수 없기 때문에 EPA(미국 환경보호청)은 연방규제❸
를 제정하여 2000년 1월부터 신조 또는 신조와 동등한
갱신을 하는 디젤기관차 또는 기관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규제(이하“EPA규제”
)를 시작하였다. 규제는 단계적으

5. 유럽의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규제

로 강화되어 2005년 1월부터는 Tier2(Tier0부터 시작한
제3단계)가 되었다. 규제치는 <표 2>, 시험사이클은 <표

5.1 UIC 규격

유럽에서는 철도수송에서 점유하고 있는 디젤운전의 비
2) EPA Regulatory Announcement, "Environment Benefits of Emission

율이 약 15%로 작다. 프랑스나 독일의 디젤차량(기관차

standards for Locomotives", EPA420-F97-049, p2, 1997.11
3) Federal Register, "Emission Standards for Locomotives and Locomotive
Engines", EPA 40 CFR Parts 85, 89, 92, 1998.8
4) Hans, P., "Diesel emissions of European Railway vehicles: The
environmental policy of the UIC", Rail International, Vol.33, No.2,

와 동차의 합계)은 일본과 비슷한 3,000~4,000량 정도
이다. 또한, 디젤운전에 의한 철도수송은 유럽의 대기오
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미만으로 매우 작다❹.그렇지

pp.20-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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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규제

<표 3> EPA 규제치

<표 4> EPA 규제치

Stage

UIC Ⅰ

UIC Ⅱ

시작시기

출력구분

~2002.12

대상

시험사이클
(ISO8178-4)

HC

CO

2007.1

NOx+HC

PM

(g/kWh)

없음

동차, 기관차

F

0.8

3.0

12.0

-

-

출력 560kW

동차, 기관차

F

0.6

2.5

6.0

-

0.25

출력 560kW

동차, 기관차

F

0.8

3.0

회전수 1000rpm
9.5
회전수 1000rpm
9.9

-

0.25

출력 130kW

동차

CI

-

3.5

-

4.0

0.2

기관차

F

-

3.5

-

4.0

0.2

2003.1

2006.1

NOx

출력 30kW

출력 56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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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 Ⅲ A EU Ⅲ A
2009.1

출력 560kW

기관차

F

0.5

3.5

6.0

-

0.2

2009.1

출력 2000kW & 배기량 5L/기통

기관차

F

7.4

3.5

7.4

-

0.2

만 유럽의 인구조밀지역의 화물야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월부터 철도차량용 디젤기관의 배출가스규제 EU stage

기관차에서의 배출가스에 대하여 주민의 강력한 항의가

Ⅲ A를 시작하였다. EU Directive는 가맹 각국이 국내법

발단이 되어 국가의 환경담당은 철도용 디젤기관의 배출

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U stage Ⅲ A

가스 규제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UIC는 국가간의 규제

의 시험사이클과 규제치는 UIC stage Ⅲ A와 동일하다(<

의 상이함과 철도의 사용실태로부터 괴리된 규제를 피하

표 4>). UIC 규격은 EU규제에 반영되어 유럽에서 통일된

기 위하여 국가의 법규제에 선행하여 2002년에 철도차

실효성이 있는 배출가스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량용 디젤기관의 배출가스규제에 관한 강제규격❺(이하
“UIC 규격”
)을 제정하였다. UIC 규격의 제정이 맞추어
UIC의 연구기관인 ERRI(유럽철도연구소)의 B208P철도

6.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추진

차량용 디젤기관전문위원회의 조사·연구결과❻등을 기
초로 규제치, 시험사이클 및 인증순서 등을 정하였다. 규

6.1 UIC의 Diesel Action Plan

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는

UIC는 2003년 10월부터 배출가스의 저감대책의 검토,

UIC stage Ⅲ A(stage Ⅰ부터 시작되어 제3단계)가 되었

EU State Ⅲ B의 개정준비 및 규제대상이전의 차량의

으며, 규제치는 <표 4>와 같다.

배출가스저감대책의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Diesel

5.2 EU 규제

Action Plan”
을 시작하였다 ❽. 2004년까지의 사전연구

EU(유럽연합)는 EU ❼(이하“EU 규제”
)에 의해 2006년 1

를 받아 들여 EU와 UIC의 경비부담에 의해 2005년 1월
부터 1년간 UIC, CER(유럽철도공동체), UNIFE(유럽철
도산업연맹), Euromot(유럽내연기관제조자협회) 및

5) UIC leaflet 624 UIC Leaflet 624, "Exhaust emission tests for diesel
traction engines", 3rd edition, 2006.2
6) "Exhaust emissions from diesel engines currently in service", 2000.2
7) Directive 2004/26/EC Directive 2004/26/EC,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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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 Kollamthodi, "Rail Diesel Study-Management Summary", AEA
Technology Environment, 2006.3

AEAT(AEA테크놀리지社)가 공동으로“Rail Diesel
Study”
를 실시하였다.“Rail Diesel Study”
에서는 유럽

7. 맺음말

의 디젤차량의 현황 및 장래, 배출가스저감대책의 검토
및 배출가스저감에 의한 비용면에서의 평가 등 세부적인

국내외에 있어서 디젤기관의 배출가스규제의 강화와 규

조사·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보고회는 2006년 3월 16일

제대상의 확대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대책이 실시되고

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는 철도차량만이 배출가스 규

UIC의“Diesel Action Plan”
에서는“Rail Diesel study”

제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철도차량에 대해서

에 이어서“Green Project”등의 추진을 예정하고 있으

도 배출가스 저감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규에 의한 규제

며 유럽에서의 철도차량용 디젤기관의 배출가스규제의

이전에 일본의 철도차량에 적합한 배출가스 평가지표의

제정에 그치지 않고 UIC를 중심으로 한 배출가스 저감대

책정과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책의 조사·연구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6.2 일본 RTRI에서의 대책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철도차량용 디젤기관이 국내

(자료 : RTRI Report vol. 20, No.7, 2006.7.)

의 배출가스 배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그
러나 UIC 규격 제정의 발단이 된 역, 검수지역 등의 국소
해외동향 2-3

적인 배출가스(hot spot)의 문제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규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저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주행상황 및 동력전달장치 등의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해외의 철도차량에 대한
대책이 일본의 철도차량에도 꼭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
다.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배출가수, 주행상황 등의
실태파악과 대책효과의 사전평가에 기초한 대책의 검토
및 대책후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측정기법, 목표설정, 평가수준 등의 평가지표가 필요
하게 된다.
일본의 RTRI에서는 배출가스저감 대책의 검토 및 일본
의 철도차량에 적합한 배출가스 평가지표의 책정을 위하
여 아래와 같은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국내외 배출가스규제와 저감대책의 조사
- 실태파악을 위한 기관시험과 현차에서의 배출가스 측
정의 실시
- 실태파악을 위한 현차주행시험 데이터 수집
- 현차주행 상황데이터에 기초한 시험사이클의 검토
- JR의 현장에서의 간이배출가스 측정방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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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비상탈출 예측

3-1

고태훈 | 미국 퍼듀대학 박사과정/現 철도연 궤도토목연구본부 (tkoh@purdue.edu)

FRA에서는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로서 도심 여객열
차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상탈출과 관련한 조항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미국 여객열차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
상탈출 개념, 대책, 기술이 평가 중에 있다. 2005년 8월 25일,
FRA의 지원 하에 Volpe 센터에서는 보스턴 North Station
(Boston, MA)에서 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 (MBTA)의 협조아래, 86명의 승객을 동행한 12회의
도심여객열차 비상탈출시험 <그림 1>을 수행하였다. 탈출시험
시간 데이터는 다양한 차량에 대한 비상탈출시간을 예측하기 위
한 컴퓨터 출구 모델에 입력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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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구시험에서 MBTA 통근 열차로부터 빠져나오는 승객들

<그림 2>는 ID No.를 앞뒤로 부착한 조끼를 입은 승객을 보인다.

<그림 5> 비디오 데이터 기록

<그림 2> 번호를 부착한 승객

<그림 3과 4>는 각 시험에서 승객들의 행동을 자세하게 비디오
로 녹화하기 위해 차량 내부 천정에 설치된 카메라와 시험차량
의 출입문 위치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은 카메라를 각각 보인 것
이다. 이러한 신호는 바로 시간에 따라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다<그림 5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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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디오 스크린 데이터 기록

탈출시험의 주요결과로서, 84명의 승객이 2 side door를 이용하
여 역사로 빠져나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8초였으며,
single side door를 이용하여 역사로 또는 end door를 이용하여
인접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40초였다.

<그림 3> 차량 내부 천정에 설치된 카메라

<자료>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그림 4> 각 차량 끝에 설치된 역사 카메라

(2006), Passenger Rail Car Egress Tim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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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인트 바 (Joint Bar)
검지 비디오시스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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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의 연구개발부서와 ENSCO Inc.의 공동 지원하에서 죠인

<그림 3>은 이동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조명장치 그리고 인코더

트 바의 자동 비디오 검지 시스템이 개발되어 균열이 생긴 죠인

를 보인다.

트 바 현장검사에 성공적으로 검증되었다.
시스템은 고해상도 스캔 라인 카메라와 Hi-Railer (이동 차량)
에 설치된 두 개의 쵸인트 바 검지 레이져 센서를 이용하게 된다

두 현장시험에서 시스템에 검지된 죠인트 바 균열의 40%가 확

<그림 1과 2>. 시스템은 이동차량 하부에 설치된 이미지 장비와

인되었으며 60%는 시스템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더불어 신호조절 장치, 전력공급장치, GPR 수신장치 그리고

시스템은 균열의 15%를 놓쳤으나, 놓친 균열은 중심부의 균열

Termiflex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은 아니었다. 자갈도상, 진흙과 같은 죠인트 바 주변조건에 의해
놓친 균열의 수와 잘못된 검지결과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 균열
검지 알고리즘이 수정되어 시험되었다. <그림 4>는 현장시험에
서 죠인트 바 검지시스템에 의해 검지된 작은 중앙부 균열을 보
인다.

<그림 1> 시험준비 중인 죠인트 바 검지 시스템

해외동향 3-2

<그림 4> 죠인트 바 검지시스템에 의해 검지된 작은 중앙부 균열

<그림 2> 고속도로 운행을 위한 접이식 빔

<자료>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06), Video System for Joint Bar Inspection.
<그림 3> Hi-Railer에 장착된 죠인트 바 검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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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평가 1위 기념식’및
‘경영혁신 경진대회’개최
철도시설공단은 7월 13일 대덕컨벤션센터에서 정부경영평가 2년 연
속 1위 달성 기념식 및 경영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종환 이사
장,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2년 연속 정부경영
평가 1위 달성에 대한 경과 보고와 함께 조직문화, 6시그마, 윤리경
영, 고객만족경영 등 4대 혁신영역, 지식경영 결과물에 대한 발표와
시상이 이뤄졌다. 또한 경영혁신 경진대회에서는 그동안 경영혁신 활
동의 모범이 된 시설본부 등 5개 본부에 대해 혁신부분 단체상이, 우
수혁신과제를 수행한 15명의 직원에게는 개인상 및 재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됐으며, 고객만족과 윤리경영에 앞장선 직원에 대해서
는 역지사지(易地思之)상과 청백리(淸白吏)상이 주어졌다. 정 이사장은“지속적인 혁신으로 일류기업으로 가자”
라는 축하인사를 통해 공단 임직
원의 자율적·상시적 혁신 의지를 다졌다.

제3회 건설 신기술·신공법 발표회 개최
철도시설공단은 3월에 이어 7월 11일 제3회 철도건설 신기술·신공법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
난 3월부터 개설·운영 중인 철도공단 홈페이지“신기술·신공법 발표신청”
란에 직접 신청해
자사 보유기술에 대한 홍보 및 소개를 원하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시공, 설
계사 등 협력업체 및 철도공단 임·직원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물 전시도 함께 진행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철도건설과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
었다. 철도의 핵심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외부 고객에 대한 철도공단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
하게 됐다. 특히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발표 내용이 지난 행사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철도공단은 신기술 보유업체의 기술 노하우를 홍보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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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 공동사옥 신축공사”발주
철도공사와 공동 추진, 2008년 말 완공 예정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추
진하는‘철도기관 공동사옥 신축공사’
를 위한 입찰공고를 7월 5일 게시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지
방이전 및 철도 구조개혁 시책으로 분리ㆍ전환하여 출범한 양 기관은 자체 청사확보의 시급성과
철도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기적 협력을 위해 철도기관 공동사옥을 건립키로 하고, 발주준비를
추진해 왔다.
대전역 구내(동구 소제동)에 위치하게 될 철도기관 사옥의 규모는 대지면적 23,470㎡, 지하 2층,
지상 28층 2동의 IBS형 건물로써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옥 신축입찰은 공
공부문 사옥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8월중 시공
자를 선정하여 착공한다.
IBS(지능형) 철도사옥이 완공되면 첨단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원, 최적의 빌딩관리, 쾌적한 사무
환경 구축을 통한 업무 능률화와 빌딩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미래의 기술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구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도기관 공동사옥의 대
전역 구내 입지 선정은 철도산업 발전과 함께 대전시 주요 시책과도 연계돼 향후 주변지역 발전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방문고객에 대한 계약실적증명 발급절차 간소화
철도시설공단 본사 고객봉사실에서는 상반기 경영지원본부 워크숍에서 도출된 고객만족 실천 과
제인‘고객중심 계약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방안’
을 7월 15일부터 실행하고 있다. 그 동안
은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객봉사실과 사업부서, 계약팀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했
다. 그러나 One-stop service 체계가 도입되면서 실적증명발급 신청과 동시에 고객봉사실의 라
니스 시스템에 의해 실적증명 확인을 통한 현장 즉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를 구현하게 됐다.

2006.07+08 85

NEWS
철

도

공

사

소

식

‘뿌리경영’밑거름 Korail 혁신학교 개교
전 직원 입교, 자기혁신실천 다짐
최근 철도공사 이철 사장이 내세운‘뿌리경영’
의 밑거름 넣기 작업이 시작됐다. 철
도공사 인력개발원은 8월 13일부터 광명역 홍보실 일원에 'KORAIL 혁신학교'를 특
별 설치하고 Speed-up한 경영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직혁신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과 방법, 공사의 비전을 제시를 통한 동기 부여, 조직 내 변화의 원동력으로
서 몰입과 열정을 표출해 구성원에게는 혁신혼(革新魂)을, 조직에게는 강한 일체감
을 조성해 높은 업무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공사 전 사원 31,099명으로 예외 없이 진행된다. 우선 올해 10월말까지
1~3급 직원 9,444명을 대상으로 혁신실천반(8,724명), 혁신리더반(120명), 혁신인재반(600명)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는
4~6급 직원 21,655명이 혁신학교에 입교해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CEO와 임원진의 격려 메시지로 시작된다. 오전에는 KORAIL윤리경영 마스
터플랜, 마인드 SET을 위한 혁신과 모랄의 정의 등 이론교육을, 오후에는 모랄과정으로 혁신인사, 구호동작을 배우고 광명역에서 고객에게 직접
혁신의지를 천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기혁신실행계획을 작성하며 교육이 마무리 된다. 8월 13일 제1기 과정에는 이철 사장이 직접 참여
해 강력한 혁신의지와 뿌리경영의 기본마인드를 심어주고, 강한 실행력을 갖춘 변화주도형의 일등인재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또한 교육생들
과 혁신학교 관계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코레일봉사단’수해지역 복구활동
특별재난지역 평창 도사리마을 찾아 긴급 지원활동 철도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코레일봉사단’
은 7월 26~27일 양일간 태풍 에니위아와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군 도사리마을을 찾아 긴급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번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사리마을은 10여 가구 4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옥이 파손되고 가재
도구도 유실돼 주민 대부분이 면사무소에 대피중이다. 철도공사 양현욱 서울지사장은“호우
피해 지역과 자매 결연을 맺어 앞으로 꾸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피해지
역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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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개최
6월 2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4차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개최했다. 2대
의장으로 취임한 철도공사 이철 사장이 회의를 주제한 가운데 18개 공기업 사장들은 2006년도
공동추진사업인‘청렴계약 옴부즈맨 제도’도입 및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기타 공기업 실천협의
회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철도공사, 공기업 최초 청렴계약 옴부즈맨 제도 시행
간부급‘청렴도 자체 평가’통한‘Top-Down’개혁 착수 철도공사는 공기업 최초
로 청렴계약 옴부즈맨 제도와 간부급 청렴도 자체평가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렴계약 옴부
즈맨 제도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을 외부 민간인의 시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깨끗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철도공사는 먼저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옴부즈맨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력회사와 독립·중립적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이
협의회는 철도공사의 사업발주부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여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간부급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업무역량에 대
한 자체평가도 실시된다. 이 청렴도 평가는 간부들의 윤리적 가치정립 및 실천 상태를 점검·피
드백 함으로써 위로부터의 개혁(Top-Down)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반
영함으로써 잔존해 있는 비윤리적 요소들의 사전 차단은 물론 조직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
과가 기대되고 있다.

충남지사 전직원 대천역에서 고객맞이 행사
철도공사 충남지사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장항선 대천역에서 고객서비스 일일체험
행사를 가졌다. 조남민 지사장을 비롯해 지사근무자 89명 전원은 8개조로 나눠 매일 대천해수
욕장의 관문인 장항선 대천역의 모자라는 일손을 돕고, 대천역을 찾는 고객들이 아름다운 추억
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맞이방 및 역사주변에서 안내 및 질서유지 활동을 펼쳤다.
충남지사는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 지원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지
사와 현장 직원간의 공감대와 일체감을 조성하고, 나아가 고객서비스의 접점에서 철도이용객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실천하는 자리였다. 한편, 지난 7월 1일 신설된 한국철도공사 충남지사
는 신경영이념인‘뿌리경영’
의 실천으로 고객이 숨 쉴 수 있는 울창한 나무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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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부산지사,“천사들과 함께하는 KTX 기차여행”
철도공사 부산지사는 7월 17일 소녀가장을 초청, 부산-서울간 KTX를 타고 경복궁, 남산, 청계천,
인사동거리 등을 견학하고 돌아오는‘천사들과 함께하는 KTX 기차여행’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
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
하고 기차여행의 즐거움을 함께 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처음으로
KTX를 타봤어요. 서울의 여러 곳을 하루만에 견학하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도 또 보내주실 거죠?”
라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방
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참여해 우리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 깊이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를 준비한 김종원 지사장은“어린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에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며,“앞으로도 고객에게서 받은 사랑을 사회로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다양
한 봉사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1사 1촌 농촌사랑, 1사 1강 가꾸기 행사, 지역주
민 주거환경개선 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으로 거듭
날 것이다.”
고 다짐했다.

Power User 심화교육 실시
철도경영혁신 ERP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선발된 핵심인력 116명의 Power-User를 대
상으로 오는 9월에 시행되는 사용자 교육의 강사와 HelpDesk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7월 24일부터 심화교육을 시작했다. 파워유저 심화교육은 업무별로 3주에 걸쳐, 제1차수
시설·토목 분야와 전기 분야의 24명, 제2차수 시설·인사·자재·자산 분야의 50명, 제3차수
재무·차량 분야의 42명을 대상으로 ERP추진팀 전산교육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SAP R/3(ERP시스템)의 설치를 시작으로 로그인 및 업무절차에 따른 SAP
시스템 실습, 재무회계 및 자재관리 등 연관 업무와의 흐름을 시연 등 실습위주로 진행된다. 지
난 1차수의 '대화의 시간'에는 지사 개편 이후 안정화에 따른 업무 부담과 본 업무와 강사요원
으로 업무를 병행해야하는 파워유저로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교육을 요구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이들 파워유저 116명은 심화교육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사용자교육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보
조강사 및 주강사로서 현업의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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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연구회 선임직 이사 일행 방문
공공기술연구회 선임직 이사 일행이 7월 12일 철도연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업무현황 소개, 연구시설 투어 등으로 진행되었다. 공공기술연구
회 소속 8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방문은 연구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각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및 기관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주
요 연구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철도연 채남희 원장은 고속철
도, 경량전철의 실용화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했다. 선임
직 이사 일행은 추진장치시험동과 ATC시험동, 대차시험동, 도시철도 기
술 전시관 등을 둘러보았다.

한국형 경량전철 기술진흥회 창립 및 기념 토론회 열려
한국형 경량전철시스템 기술진흥회 창립총회 및 기념 토론회가 7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
텔에서 열렸다. 한국형 경량전철시스템 기술진흥회는 경량전철시스템의 국내 적용을 확대하고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한 철도연을 비롯해 각 분야별 전문기업 등으
로 구성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우진산전 대표이사 김영창씨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진흥
회 회칙(안)을 결의한 뒤 지자체 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철도연 미래기술실용화센터의 이경철 팀장이‘한국형 경량전철 시스템
상용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고, 한양대 서선덕 교수의 사회로 이명현 신
교통협회 회장, 김영경 삼성생명 기업금융사업부 차장, 안용모 대구시 정책담당관실 과장, 김연규 교통연구원 박사, 강승필 서울대 교수 등 학계, 건설
사, 금융사, 지자체 인사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술진흥회에서는 경량전철의 상용화를 위해 여러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수요자들에게 기술경쟁력의
신뢰성을 인식시키는 등 경량전철시스템의 상용화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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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후 등재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서승일 단장, 궤도토목연구본부 사공명 박사가 세계 3대 인명사
전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되었다. 서 단장은 마르퀴스 후즈후 인 사이언스 앤 엔지니
어링(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2006~2007년 제9판과 동시에 후즈후 인 아
시아(Who'sWho in Asia) 제1판에도 등재되었다. 서 단장은 용접 및 열변형의 해석 및 제어, 알루
▲ 서승일 단장

▲ 사공명 박사

미늄 구조물의 설계 및 생산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다. 또한 표준전동차 개발의
실무책임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에 기여했으며
현재는 한국형 틸팅열차 개발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공명 박사 Who's Who in the World 2006~2007
년 제9판에 등재 되었으며 마르퀴즈 후즈후와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국제인명센터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의 Leading Engineers of World 2006에도 등재되었
다. 사공 박사는 암석파괴와 화강풍화토의 역학적 성질 규명에 관한 논문 등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강우로 인한 사면 상태, 터널의 상태 평가, 해저시설물 설계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주년 맞은‘철도포럼’
국내 유일의 철도계 CEO들의 모임인 철도포럼 4주년 기념행사가 철도계 주요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7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됐다. 철도연 채남희 원장, 철도시설
공단 정종환 이사장, 철도공사 이철 사장, 국토연구원 최병선 원장, 한양대 김수삼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병선 원장은‘국토종합계획과 균형개발’
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중
요성과 현황을 설명하고 국토균형개발계획의 설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은 사회적 변화와 관계
없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종환 이사장과 이철 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철도 107년의 역사에 비해 짧은 시간에도 불구
하고 철도계의 대표적인 모임으로 부상한 철도포럼의 4주년은 많은 의미를 갖으며 한국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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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철도교량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국제 심포지움
철도연은‘제1회 철도교량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7월 14일 서울대학
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고속철도 개통 및 도시철도의 다양화 과정에서 크게
요구되고 있는 철도교량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적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조적, 경제적
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일 철도교량 전문가와 철도운영기
관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국의 철도교량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교량분야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의 교량기술 개발 수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기술
수준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철도선진국의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철도 내한성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철도 내한성 관련 전문가 초청세미나가 7월 14일 철도연에서 개최했다. 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으로 추진 중인‘궤간가변장치 기술개발’과제와 관련해 개최된 것으로 러시아 극동교통대학교
Babenko Eduard Gavrilovich 교수, Novatchuk Yaroslav ntonovich 교수, Maleyev
Dmitri Yurievich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차량부문에서는 러시아 철도차량 분야의 내한성 연구 사례와 철도차량공학 분야 연구성과가
소개되었고, 향후 내한성 설계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목부문에서는 철도 토목공학부의
내한성 관련 연구 활동 및 성과를 소개했다.

제3회 철도기술발표회
6월 30일‘제3회 철도기술발표회’
가 철도연 주관으로 한국철도공사 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철도기술발표회는 철도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철도연과 철도공
사, 철도공단이 공동 개최하고 있다. 실질적인 연구교류의 장으로 이번 발표회를 통해 연구과
제 수행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 필요한 철도기술개발의 효율성
을 높이고 향후 개발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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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공개 발표회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의 중간평가 및 공개 발표회가 6월 28~29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원 주관으로 한국철도대학에서 열렸다. 이 사업은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대형철도사고의 예
방과 사고·사망률 절감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6여년간 총 948억을 투자해 선진국 수준의
철도종합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철도연은 이 사업의 총괄주관기관
이며 총 15개 과제 중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05년 8~11월 사이 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과 협약한 사업 15개 과제의 2차년도 실적과 3차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였다.
산·학·연 및 철도운영기관의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
하여 철도안전관리 현장 실무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

‘철도연, 제5회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 총회 참가’
철도연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5회 세계대중교통협회(UITP)아시아-태평양 총회에 참
가해 한국의 철도기술을 홍보했다.‘UITP 아·태 총회’
는 대중교통관련 선진 기술을 공유하고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총회는 40여 개국 500여명의 교통 전문가들
이 참석했다. 총회 기간 동안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전 세계 74개 대중교통
관련 기관들이 참가했다. 철도연은 도시철도 유지보수체계 정보화시스템, 경량전철, 저상굴절차
량 등을 전시해 대중교통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마지막 23일에는 VIP 기술시찰 프로
그램으로 한스 랏‘세계대중교통협회’사무총장, 강경호 서울메트로 사장 등이 한국형고속열차
와 경량전철을 시승했다. 포럼에서는 철도연 철도수송연구팀 홍순흠 박사가‘고밀도 철도역을
위한 자율분산 운행제어 시스템’
,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단 한석윤 단장이‘한국형 무인경량전철
시스템의 기술개발 현황과 성과’
에 대해 발표했다.

‘건설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열려
‘제2회 건설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가 6월 13일 건설, 교통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제실용화팀 오지택 팀장은‘한국철도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진출’
을 주제로 철도산업의 현황, 발전을 위한 전략적 추진방법에 대해
발표했으며“우리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 교통 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해야 한다”
고 말했다.‘건설교통산업의 선진화와 Globalization'이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건설교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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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도로와 철도가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 함께 국가 물류효율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R&D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중간관리자 혁신 워크숍 개최
철도연은 6월 29일 중간관리자를 위한 혁신 워크숍을 남한강연수원에서 가졌다. 팀장급 및 업무
혁신 TFT의 혁신의식을 확립하고 혁신기법 교육을 위해 개최되었다. 팀장의 역할을 정의하고 효
율적인 역할 수행 방법이 제시된 이번 강연에서는 팀 발전을 위한 리더십 행동을 단계적으로 알
아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기도 했다. 업무 혁신에 관해 강의한 채남희 원장은 다양한 기술이
종합된 철도기술은 네트워크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과 지속적인 협력 다져
춘천 가정3리 농산물 직거래 구입 철도연은 7월 25일 1사 1촌 운동으로 자매결연을 맺
은 춘천 가정3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감자 60 상자를 구입했다. 철도연은 올해 2월 춘천
시 남면 가정3리 마을과 결연을 맺고 기념으로 마을의 노후 된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 방송장비
세트를 증정했다. 또 10주년 기념식을 위해 마을 특산품인 느타리버섯과 쌀을 구매하여 전 직원
에게 배포했다. 이번 휴가철과 어린이 방학을 맞아 우리 연구원 임직원들은 가정3리 마을과 인
근 강촌지역의 펜션을 이용하여 직원 가족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업무 FAQ 발간
‘행정업무 FAQ’
가 발간되었다. 철도연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개선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으
로 그동안의 업무 혁신과 행정업무 개선사항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행정에 관해 기본적으로 알
아야 하고 궁금해 하는 점들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동안 규정 체계와 실무와의 괴
리 때문에 어려워하던 부분을 이해가 쉽도록 도식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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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 주요연구사업 진행현황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성과 발표회
철도연이 총괄주관하고 있는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4차년도에 대한 성과발표회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주관으로 7월 7일 과천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연구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
관련 부처, 기업 관계자, 참여 연구원 등 8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4년간의 고속철
도기술개발사업 성과가 정리됐다. 철도연에서는 신뢰성 및 안전체계 분야 4개 과
제와 시스템 안정화 분야 4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철도연 고속철도사업
단 김기환 단장은“2002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5년 동안 515억원이 투입
되는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
이라며“호남선·경부선 시
험운행과 고양기지 검수설비와의 적합성 검토는 물론 최근에는 비날리 일디림 터키 교통부장관과 터키시운전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고속전
철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고속철도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동력분산식 최고속도 40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한국형 틸팅열차 성과발표회
7월 11일 경남 밀양 한국화이바에서 한국형 틸팅열차 개발에 대한 성과발표회가
열렸다. 채남희 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부 철도산업팀 이제학 팀장, 한국철도공사
차량기술단 박광석 단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서승일 단장은‘틸팅열차 기술개발 연구 동향’
을, 한국화이바 조세현 상무는‘복합
재 차체형상, 실내디자인 및 차량설비 기술개발’
을 발표했다.
7월 5일 과학기술부의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일체형 성형기법을 적용해 제작한
한국형 틸팅열차를 비롯해 틸팅대차, 출입문 시스템, 냉난방시스템, 방송장치 등
주요 부품들이 전시되었다. 차체 및 실내외장 작업이 완료된 틸팅열차는 로템 창원
공장에서 하부 전장품 취부 및 최종 조립, 공장시운전을 마친 후 내년, 2007년부터 충북선과 중앙선서 시험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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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일시 9월 11~15일
장소 중국 철도부과학연구원(CARS)
주관 철도연, 중국철도부과학연구원, 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소

철도의 날 기념 국제세미나
일시 9월 14일 10:00
주제 철도기술 발전과 투자정책
장소 백범 기념관
주관 철도대학,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연, 서울산업대

철도의 날 기념식
일시 9월 18일 11:00
장소 63빌딩

한·브라질공동세미나
일시 9월 19일 09:00
장소 63빌딩

제26회 철도포럼
일시 9월 28일 07:00
장소 서울인터컨티넨탈호텔
주관 철도포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질주
철도의 역사는 속도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의
역사입니다. 더욱 빠른 속도는 더욱 편리한
생활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peed

날 세계 각국은 다양한 첨단 철도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Green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기오염 심화
등 지구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철도는 다른 어떤

교통수단 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대량 저가 교통수단’
이자 환경파괴가 덜한‘그린 네트워크’
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가장 우수한 교통수단, 바로 철도입니다.

Global

많은 이들에게 철도는 더 넓은 세상을 향
한 꿈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한국철도기술
은 철도강국의 꿈과 희망을 안고 달려왔습

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철도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입니다. 철도시스템의 안
전, 표준, 인증체계 등 철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이즈음, 더욱 빠르고 더욱 편리한 철도시스템 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질주, 한국철도기술의 약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