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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ail

낭만과

첨단이

공존하는 공간,

프랑스

LE FRANCAIS

프랑스에는 인상파라고 불리는 화가들의 실험적인 시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네는 빛을 중요시 여겼다. 그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빛에 의한 효과와 우리 눈
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영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겐 기차가 좋은 소재가 되었
다. 증기를 뿜어내는 기차는 그 증기의 흐트러짐과 함께 빛의 다양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네의 <생라자르역>에서 그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
은 이 새로운 기계 문명의 산물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느껴지는 동적인 분위기였다.
그래서 일까. 스피디한 그의 붓 터치가 인상적이다. 모네가 그렸던 생라자르역에서 이
제는 증기기관차가 아니라 TGV가 달리고 있다. 예술의 나라이자, 세계 최고의 고속철
도 강국인 프랑스로 초대한다.

최철호│여행작가

예술의 나라 프랑스, 초고속으로 달린다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대서양, 지중해와 접해있고, 독일을 비롯한 6개
국과 접해있다. 또한 전 국토에 넓은 평야가 많아 철도노선이 발달할 조건을
갖추었다. 이에 프랑스는 주요도시와 주변 국가들의 철도망이 잘 연결되어있
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전원풍경도 매우 아름다워 기차여행의 즐거움을 한
껏 누릴 수 있다. 프랑스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TGV를 비롯한 SNCF
(프랑스국영철도)등을 타고 기차여행을 만끽하는 기쁨도 쏠쏠하다. 지하철
또한 역에서 다음 역이 보일 정도로 오밀조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 파리를
비롯한 근교지역은 지하철과 전철(RER)을 이용하고, 비교적 거리가 먼 천혜

Gare du Saint-Lazare
Claude Monet
Monet, Claude. Saint-Lazare Staition. 1877. Oil on canvas, 54.3×73.6cm, National Gallery, London

의 아름다움을 지닌 남부지역은 TGV를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다. 프랑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고속철도강국이다. 프랑스의 자존심인 고속철도 TGV는 이미 거
미줄처럼 유럽 전역으로 연결되어있다. TGV는 프랑스인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교
통수단이다. 1981년, 파리~리용 노선의 상업운전을 처음 시작한 이래 3억 5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초고속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 왔다. 또한 TGV는 경쟁국들이 결코 따르지 못하는 총체적
인 초고속 기술력을 자랑한다. 미래에도 선두 주자로 질주하기 위해 프랑스는 차세대 TGV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TGV는 경쟁국 타 기종에 비하여 초고속 기술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는 최고시속
574Km/h, 운행시속 320Km/h라는 2개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TGV의 눈부신 기
술은 1989년과 1990년 시속 300Km/h의 제2세대 TGV 아틀란틱을 개통하게 했고, 1994년 5월 6일 부터는 영불 해

04

TGV 식당칸

TGV

파리북역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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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터널을 통해 2.5세대 TGV 유로스타가 런던까지 달리게 했다. 독일, 벨기에, 네덜
란드, 프랑스의 유럽 4개국은 1993년 1월 26일, 파리, 브뤼셀, 퀄른, 암스테르담의
유럽 4개국 주요 도시들을 잇는 유럽통합노선(PBKA)에 TGV를 선정,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현재 탈리스TGV가 이 노선에 운영되고 있다.

거리 모퉁이 하나를 돌고 다리 하나를 건널 때마다 전개되는 역사

프랑스는 세계에서 볼거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잘 짜인
프랑스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프랑스여행을 알차고 빠르게 할 수 있
다. 먼저 예술과 낭만의 도시로 유명한 파리는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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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 하는 도시 1위의 자리를 늘 지키고 있다. 파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파리생라자르역

박물관이다. 몽마르트언덕, 에펠탑, 개선문, 루
파리의세느강

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노트르담사원, 센느
강의 유람선 등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곳이
너무 많다. 파리에서 RER(전철)을 타고 30분이
면 갈 수 있는 베르사유궁전은 유럽 최대, 최고

지베르니모네집의수련

아비뇽교황청

파리의노트르담사원

파리의샹제리제거리

파리의오를로주광장

로 손꼽히는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으로 여행객
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놓쳐서는 안 될 곳이 있다. 파리근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예술의 정취를 흠뻑 느
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네의 지베르니이다. 지
베르니는 모네가 1883년부터 86세의 나이로 생
을 마감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며 주옥같은 명작
을 남긴 곳으로 유명하다. 꽃이 만발하는 5, 6월
에 이곳을 찾는다면 한 폭의 수채화같은 정원의

도시로 최대의 찬사를 받는 곳이다. 비운의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의 광기를 불태워 그린 <해바라기>, <씨 뿌리는

풍경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

사람>,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등 불후의 명화를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다. 아비뇽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님은

파리 시내를 벗어나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아를처럼 시내 곳곳에 로마의 유적과 기념물들이 남아있어‘The French Rome’
이라 부른다. 님에서 놓치면 후회되는 곳

이 매우 아름답다. 아비뇽, 아를, 님은 기차로 2

이 가르교이다. 1985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이 다리는 아그리파가 B.C 19년, 님에 식수를 공급하기위해 세운 다리이

시간 40분정도 걸린다. 아비뇽은 중세의 예술,

다. 아치형의 가르교는 3층으로 되어있는데 3층 수로를 통해 물을 흘려보냈다. 2천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거의 원형 그대

문화, 역사의 중심지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론강

로 보존된 가장 장대하고 위엄 있는 다리로 로마인의 최대 최고 건축물이다.

이 도시전체를 유유히 감싸고 돌면서 성곽으로

06

둘러싸여있는 전형적인 성곽도시이다. 성곽 안

프랑스의 끄트머리에서 여유를 보다

은 레퓌블리크거리를 따라 교황청, 오페라극장

마지막으로 태양이 작열하는 코트 다쥐르지방의 중심지인 니스는 계절에 관계없이 유럽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

을 비롯해 거리의 보도블록 등이 옛 모습을 그대

려드는 천혜의 휴양지이다. 니스를 축으로 주변에 망통, 니스, 모나코, 칸, 마르세유등 해양도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

로 간직한 채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고도의 분위

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행객은 야간열차로 이동하면 아침 8시 전후에 도착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920년대

기를 자아낸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에 따스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가에 살기위해 니체, 모파상, 샤갈, 마티스, 피카소 등의 유명예술인들이 모이기 시작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를은 찬란한 과거와 풍요

면서 예술의 도시로 명성을 날렸다.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혹은 유럽일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하루나 이틀 시

로운 예술, 그리고 청정한 공기와 행복이 가득한

간을 내보자. 앵글로 해변가에 누워 여행 중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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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푸른 대동맥,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정부는 1960년대에‘재건’
이란 이름을 걸고 경제 발전을 모색
하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두 자리였던 시기에서 세 자리

된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1963년 9월 1일 교통부에서 독립

도전문연구를 수행하는 한국 최초의 과학기술연구소로 설

전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견인

6

차 역할을 하게 된다. 1960년대 10년간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경제 자립의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전근

를 이룬 성장의 10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리│편집실

2

립되면서 철도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철도의 발

대적인 저개발사회에서 근대적 생산사회로 도약의 계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한 변화와 발전을 꾀하게 된다.

5

한 철도청이 발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철도기술연구소가 철

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소를 몰고 가는 갓을 쓴 노인의 모습…. 우리나라 1960년대 전후의 모습은 현대와 근대의 모

비등도 신식과 구식이 모두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철도는 국가의 경제 발전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되고 그

1

로의 진입, 그리고 진정한 현대적 국가로의 변화를 추구하게

한강을 잇는 철교 밑에 돛을 단 고깃배들, 서울시내 한복판을 달리는 전차와 리어카, 한옥과 각진 빌딩의 혼합, 양복

든 것이 공존하던 시대였다. 철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증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의 혼합, 제어장치와 각종 신호설

4

철도, 경제의 푸른 대동맥으로 자리잡다

3

1. 귀성행렬로 가득 찬 서
울역 2. 전철화를 위한 차
관 계약식 3. ABS개통식
4. CTC개통식 5. 경인복선
개통식 6. 서울~경주간 증
기기관차 관광열차

국제연합이 설정한‘개발의 10년’
에 호응하는 시기였다.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정책은 바로 공업국가로의 전환이
었다. 이 공업화 추진과 병행하여 철도노선 확충에 주력
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개통 60년 만에 운행을
중단한 경인철도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경제개
발계획에 따라 인천지역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섬으로
써 경인철도는 인력과 물류수송의 핵심역할을 다시 맡게 된다.
그리고 이내 폭주하는 수송량을 감당하지 못하자 경인 복선화 공사를 착공했다. 그리하
여 1965년 1월 12일엔 동인천~영등포간 공사를 끝내고 한국철도 65년 만에 복선화시대
로 접어들었다. 이 공사로 서울과 인천 간에 30분마다 열차가 운행되고 화물수요는 물론
시민들의 통근과 통학난을 덜어 주었다. 또한 이 시기에 AID(국제개발처)차관에 의해
157량의 디젤기관차가 도입되면서 전주공업단지선, 포항종합제철선, 광주제철선 등 18개 노선이 개통되고 산업선 수
송량의 증가를 위해 중앙선, 영동선을 전철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70년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나라
전체 화물수송의 80%, 여객수송의 50%를 분담하게 된다.

끊임없는 진화, 그리고 발전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약을 하게 된다. 1968년에는 중앙선 C.T.C 및 경부선에 A.B.S 신호장
치를 개통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기여하였다. 또한 디젤전기기관차의 증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량과를 동
력차과와 개화차과로 분리 개편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경부선에 열차자동정지장치와 열차무선전화를 설치하여
안전운행과 더불어 속도향상에도 기여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다. 60년대 초반
2000마력 미만이었던 기관차는 국내 산업이 점차 발전하고 수송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3000마력 이상의 고출력 기
관차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차량 운용의 실효성과 경제성 및 여객의 대우 향상 등으로 철도 차량도 현대화
가 되어 1967년 8월 31일에 68년 동안 숱한 사연을 함께한 증기기관차가 사라지게 된다. 점차적으로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늘어나는 수송량을 견딜 수 없게 되자 71년 4월 7일 수도권전철화 계획에 따라 전철공사에 들어
갔다. 그리고 1972년 6월 9일에는 우리 손으로 전기기관차를 제작하여 철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새로
운 동력의 변화는 기존 철도의 효율성을 훨씬 뛰어 넘음으로써 이제 한국철도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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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년대의 키워드,‘재건’ 5.16군사정변은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제일 먼저 바람을 일으킨 것은‘재건’
이었다. 단체의 이름이나 구호에서‘재건’
이라는 말은 빠지지 않고 사용됐다.“재건합시다”
라는 인사말이 나오는

사진과
함께하는
이야기

가 하면, 새로운 옷을 만들어‘재건복’
이라고도 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돈을 안들이고 걸어다니는‘재건 데이

1

트’
가 유행했다. 음식점 등의 상호에서도‘재건’
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는 시기였다. 1962년 5월부터는 서
울~부산을 운행하는 열차‘재건호’
도 나오게 되었다.
2

6. 증기기관차 종운식 한국 전쟁 이후, UN에서 기

증한 디젤기관차를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디젤기관차가 증기기관차보다 여러 면에서 증기기관차보다 월등한 면
을 보이게 되었다. 디젤전기기관차가 지속적으로 다량 출연해 1967년 8월 31일 이후 증기기관차의 본선 운행이

3

4

중지되고, 실질적으로 증기기관차가 한국철도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7. 오라이~ 버스

안내양 버스안내양은 61년 건설교통부가 차장제를 도입하면서 생겼다. 지금은 버스요금을 받는 방법이 무인시
스템으로 운영되지만 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버스 안내원이 직접 요금을 받았다. 만원버스에서 한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한 푸쉬맨의 역할까지 한 그들은 철인이었다. 우리가 쓰는‘푸쉬맨’
이라는 단어는 머지않아 나타난 지하
철에서 한명이라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승객들을 미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1. 철도 서비스 질의 향상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수요의 증가로 서비스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객
차 내에 여자 승무원이 도입되었고 열차 내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차량 내에 도서를 구비하는 등 손
님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각종 간식거리 등을 손수레에 담아 파는 장면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정겨운 광경이다.

2. 아이스크림 1960년대 학교 앞 풍경. 아이들의 옷차림을 보아 여름이 아

니지만 삼강하드를 사먹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아이들. 자동생산 설비를 갖추고 대량생산이 가능해
진 삼강하드는 당시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빙과류 브랜드였다. 고무봉지에 얼음과 소금을 넣어 냉장
시킨 하드를 녹기 전에 팔아야 하는 하드 장사 아저씨들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다.

3. 철도애

호단 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철도애호단’
이 1968년 4월 28일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
은 철도에 관련된 각종 행사나 모임 등에 참여 하였고, 철길의 환경 개선과‘전농2동 특수사업장’
이
라는 현판을 내걸고 정비공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4. 남대문 국보 1호, 서울에 있는 목조 건

축물 중 최고령,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숭례문은 600년 동안 수많은 수난을 겪으면서 수차례
보수작업을 거쳤지만 그 모습만은 굳건히 지키며 서울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불렸다.
한국전쟁 때 파손된 숭례문은 1963년 5월 14일 중수작업을 거쳐 복원 되었다.

8. 베트남 참전 용사를

호송하는 기차 1967년 5월 15일자 르몽드지는“12년 간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명의 전사자를 냈음
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을 안겨준 공산군의 요새를 한국해병대가 단 두시간만에 점령했다”
고 보도했다. 베트
남전에서 국군 4만 7천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다. 무엇과도 바
꿀 수 없는 값진 생명이지만 이 고귀한 희생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9. 경제 부흥을 위해 흘린 땀 당

시 대한민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당시 국민소득은 67불, 우
리 밑에는 인도뿐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았다.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꽃을 만들고, 곰
인형을 만들고, 쥐를 잡아 인조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만들어 수출했다. 이렇게 해서 1965년 수
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는 이를 두고‘한강의 기적’
이라고
경이적인 눈빛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봤다. 특히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의 탄광에서 땀을 흘린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경제 부흥을 위
한 작은 불씨가 되었다.

6

5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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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the Rail

“앞으로는 철도기술의 국산화, 선진화와 함께 미래 첨단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더 빠르게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할 계획입니다.‘대중교통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일류의 철도 전문연구기
관’
을 비전 2015로 설정하고 첨단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철도교통 물류분야 신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철도중심 교통체계로 변화하기 위

철도기술연구원의 한석윤 선임연구부장은 요즘 아침 기상시간이 새벽 5시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함께 친환경·고효율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관심을 철도기술에 반영하려면 하루 24시간도 그에겐 모자라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빠른 철도를 위

해서는 철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
고 목소

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석윤 선임연구부장은 오늘도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리를 높였다. 현재는 100km/h 이상 중장거리 여객에 대한 수송분담률이 약 8%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15%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를 고부가가치 수
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대비 철도기술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철도가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철도 고속화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기술개발에 힘
써야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평생 과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가 각광받고 있어서 제 임무가 더 막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더 빠른 철도가 되도록 저는 물

중해 졌습니다.‘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개발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하루 24시간

론이고, 우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모자라지요.”
라며 너스레를 떠는 한석윤 선임연구부장. KTX-Ⅱ, 2010년 호남선·전라선에 투입
되는 350km/h급 한국형 고속열차, 한국형 틸팅열차, 2010년 부산 지하철 미남~안평 구간에서 운행
될 무인운전 경량전철 K-AGT, 국가 R&D로 연구 개발 중인 400km/h 급 차세대 고속열차 등 철도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그는 안팎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다. 철도

열린 생각,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갖추길

기술연구원에서는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유지보수 등 기타 제반기술

늘 철도기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한국철도기술의 발전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만

도 함께 연구 개발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편리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

큼 철도기술연구원들에게도 바라는 점이 있다. 그가 연구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면 철도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이를 미리 방지해 철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다.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연구원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가
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그는 연구원들에게 상대방을 대할 때 부정적인 것을 찾는‘빨
간불 사고’
를 지양하고 대신에‘파란불 사고’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한다. 예를 들어,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충돌하기 보다는‘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뭔가 가치 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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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들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열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은 연구실별 임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
는 공동체입니다.”그래서 강조하는 다른 하나가‘따로 또 같이’
이다. 각각의 연구실이‘파
란불 사고’
로 연구에 임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선진화라는 최종목표에 같이
도달해야 한다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변화하는 것도 많다. 하지만 변화와 위기는 모두에
게 똑같이 다가오고 그 속에는 위태로움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
“
‘변화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감을 준다. 성공의 징검다리인 도전적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한석윤 선임연구부장은 변화를 기회로 삼아 연구원들이 그

선 임 연 구 부 장

어느 때 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도시철도표준화단장 그리고 선임연구부장 이라는 위치, 두 가지 업무에 대한 책임감에 어깨

safe
convenience

fast

가 무겁지만‘한국철도기술의 발전’
이라는 길을 향해 그가 딛고 있는 하루하루는 늘 즐겁다.
일에 대한 애정과 함께 큰 비전을 갖는 것이 연구원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라는
그. 그렇게 연구원에서 함께한 하루하루 13년이 행복했지만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는 생각으로 그는 늘 기대하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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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Beyond The Rail

미래를 선취하는 길,

철도기술에 달렸다
‘장거리 출장에는 철도가 자동차에 비해서 더 매력적이다. 값비싼 자가용은 더 이상 수지가 맞지 않는
다. 작은 도시에서는 다음 역까지 택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할 수 있다. 국내 항공편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 국내 항공은 철도 여행에 비해서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지출이 훨씬 더 많다.’<생태적
경제 기적>의 저자 프란츠 알트는 2020년 우리 생활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20년은 알트의 예언대로 철도의 시대가 도래 할까?
박진희│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철도기술 확보의 필요성

부담하게끔 하면, 물류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

기후 변화 대응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들에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속화에 따른 다양한 안전 기술 시스템 개발 역시 선도 국가

관한 정책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어야 필요한 기술 축적이

들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철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술 연구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기술 축적을 위해서는 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개량할 철도 기술자, 엔지니어 등 기술 인력에 대한 종합적

기술의 축적이 관건

인 정책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철도에 관한 전문 공학 교

이렇게 체계적인 기술 개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술이 축

육은 2년제 대학 9개, 4년제 대학 5개 학교에서 대개 이루

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철도 수송 체계의 이용률이 높아져

어지고 있다고 한다. 철도 기술을 토목 공학 기술 분야와 연

야 한다. 철도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히 선로 보수

계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도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및 안전 기술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부응한 기술

한다. 이런 열악한 교육 현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종합적

개발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연구

이고 선도적인 연구 사업을 이끌어도 철도 기술의 축적을

개발 정책만이 아니라 철도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 - 지선

어렵게 할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의 정책 개발도 시급하다.

확충, 운임 체계 개선 등 - 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정 기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철도의

술성과에 주목하는 정책이 아니라 철도 수송 체계 전반에

전망은 밝을 것이다.

서는 지금까지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제를 개편하여 이산
화탄소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

다각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있다. 이 정책의 중심에 자동차에 밀려나 있던 철도 시

이런 철도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자면, 좀 더 다각적인 정

스템의 부활이 놓여 있다. 이런 정책 노력은 철도의 환경

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도로의 수송

친화성에 기인하고 있다.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에너지

분담 비율을 낮추고, 이를 철도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 및 환경 친화성에서 철도는 자가용에 비해 18배,

장기 비전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철도 체제를 정

버스에 비해 4배, 화물 트럭에 비해 약 9배의 에너지 효율

비하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철도 기

성이 높다고 한다. 게다가 1996년 이후로 철도의 평균 이

술 발달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90년대 중반 고속 철도 사업

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속 줄어 2007년 현재 95년 대비

이 잘 입증해주고 있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고속전철기술개

22%가 줄었다고 한다. 반면, 승용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 행정 기관의 조직적인 지원이

배출량은 같은 기간에 겨우 8% 줄었을 뿐이라고 한다. 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2004년 한국형 고속전철

차 기술의 발전과 신에너지 차량의 등장 등으로 철도의 환

시제 차량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는 철도 기술 개발

경 친화성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스

체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송 부담률의 증가

트교토 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것이

와 아울러 정부 정책은 우리의 철도 기술이 미래를 선도할

틀림없는 우리의 경우, 이런 철도 기술 활용에 주목해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더구나 과도한 물류비용

철도 기술이‘환경성’
과‘안정성’
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

발생으로 경제적 손실을 안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철도는

아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신에너지 차량, 에너지 절약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약 77%를 차지하고 있

용 차량의 개발, 에코 레일, 신궤도 열차 개발 등 에너지 효

는 도로의 화물 수송 분담률을 6%에 머물고 있는 철도가

율, 생태 효율이 기술 개발의 기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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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포함 전국 부서장과 책임경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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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제4회 아름다운동행상(단체부문)’수상

“부서장에 자율과 책임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 할 것”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4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중앙 관리중심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계열사 사장

아름다운동행상 단체부문 시상식에서 매일경제신문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단과 전국 부서장에게 예산과 인력운영 등 경영권한을 위임해 자율과 책임을

안았다.‘아름다운 동행상’
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책임경영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다져,

중소기업청이 제정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철도 선진화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4월 28일 전국 경영자 워크숍

주관하는 포상제도다.

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에서는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의 전략을 설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이번 책임경영계약으로 본사와 현업의 42개 부서장은 예산과 인력운영 등 경

및 인력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으며, 특히 2004년부터

영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부서별 경영목표달성과 함께 각 부서

시작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서는 총 44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33과제를 이미 완료한 바 있고,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에서 발생하는 직무상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운송사업본부(영업·물류·광역)와 전국 17개 지사장은 영업이익을 20%이

통한 철도용품의 신제품 및 국산화개발을 통하여 60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상 향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제가 주어졌다.

평택민자역사‘그랜드 오픈’

철도차량 차축 베어링 자동 세척장치 구축

서울역, 국제교류단지로 탈바꿈

러시아 교통카드시스템 코레일 기술로 구축

2천여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세척량 30% 향상, 미세먼지·분진 등 사라져

서울역북부 역세권 프로젝트 본격 추진…

올해 8월 서비스 개시 목표,

지역주민에 복합문화 공간 제공

작업 환경도 개선

고속철·공항철도 등 철도교통 중심지 부상

코레일의 IT전문기술력이 러시아로 수출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철도차량 유지보수 선

서울역북부 일원을 국제

대표 IT전문 계열사인 코

진화시스템’구축의 일

회의·문화·비즈니스

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

환으로 부산철도차량관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표 이가연)는 지난해 8

리단에‘철도차량 차축

기본계획이 이사회에서

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베어링 자동 세척장치’

승인됨에 따라 서울역북

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를 구축해 그동안 사람이 해 오던 세척작업을 무인 자동화 시

부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

스템을 통해 수행하게 됐다.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프로젝트는 서울시 중구 봉래2가 122번

하고, 4월 13일 코레일 서

코레일은 이 시스템을 통해 차축 베어링 세척량이 기존 보다

지 일대 55,826㎡ 일대에 21세기 신산업 성장동력인 국제컨벤

울사옥(서울 용산구 동자

백화점과 역무시설, 영화관 등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평택 민자

30% 이상 향상돼 1일 64셋(차량 8량)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

션센터를 유치하고 근대문화유산인 옛서울역사를 보전해 시민

동 소재)에서 기술 시연

역사가 4월 24일 그랜드 오픈했다.

다. 또 세척 시 발생하던 미세먼지·분진 등이 사라져 작업환

소통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서울역을 문화·역사·관광·교

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8월 성공적인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만반

평택 민자역사는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81,000㎡(2만4천

경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통 편리성을 겸비한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의 국제교류단지로

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4월 20일 밝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500평) 규모로 평택시 최초로 건립되는 백화점, 역무시설, 영

강용훈 코레일 차량계획팀장은“2007년부터 연간 200억 원씩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 교통카드시스템은 블라디보스톡시에서 대중교통 선진화 구

화관 등이 들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2011년까지 총 1,000여억 원을 투자해 철도차량 유지보수 선진

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블라디보

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고 전했다.

스톡 관내 시내버스와 노면전철에 대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하

이정로 한국철도공사 역사개발팀장은“평택 민자역사가 조기

게 되며, 현재 국내개발 90%의 공정률로 선적 및 현장설치과정

에 완공됨에 따라 약 2천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

등을 남겨두고 2009년 8월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어 침체된 수도권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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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진흥원서 산·학·연 합동 토론회 개최

한국철도협회 창립총회 개최

선진 미래철도 기술 철도차량 도입방안 논의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철도산업계 지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4월 24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

철도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철도협회(회장 조현용 이사장)가 5월 8일 서울 엘타

국전기연구원, 선문대학교, (주)우진산전, (주)대원강업 등

워 그랜드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하였다. 이날 총

산·학·연과 합동으로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선

회는 공단·공사·철도연 등 철도분야 주요기관과 철도관련 협회·대학·업

진 미래철도 기술의 철도차량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체 등 한국철도협회 창립회원 160여명과 함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

진행했다.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철도협회 창립을 축하하였다. 국토

이 날 토론회에서는‘자동회전식 객실의자 기술’
,‘초음파

해양부는 한국철도협회 출범으로“철도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

나노표면개질 기술’
,‘폴리머 애자 기술’등 선진 미래철도기술의 철도차량 제작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원체제가 마련되었다”
고 평가하고,“한국철도협회가‘저탄소 녹색성장’시대

또 내년‘부산 반송선’
에 운용 예정인‘한국형 자동운전 고무차륜 경량전철’제작현황을 견학하고 국내 경전철 기술의 적용 방안에

를 맞이하여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분산되어 있던

대해 논의했다.

전차선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열차정시운행 확보

철도산업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고속철도 해외진출 등 우리나라 철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광역전철, 종이(MS)승차권 대신 1회용
교통카드 도입…500원의 보증금 필요

‘경부·호남선 등’
09년 전차선로 비상복구훈련 실시

한·캄보디아 철의 실크로드를 열다

서울메트로와 경전철사업위한 MOU 체결

캄보디아 건설교통부 차관 일행 방문

신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수도

4월 28일 캄보디아

공단은 4월 29일 서울

권전철 RF전용시스템 도입에

건설교통부 차관,

메트로와 경전철사업

따라 종이승차권(MS ; Mag-

부총리실 비서실

공동참여를 위한 양해

netic Stripe)을 없애고, 5월 1

장, 교통부 과장 등

각서(MOU) 체결식을

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

대표단 7명은 중앙

가졌다. 이번 협약체결

도권 전철 전 노선에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교통카드(RF ;

기술단(단장 이규

을 통해 양 기관은 철

Radio Frequency) 승차권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태)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캄보디아 철도 및 경전철사업

도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1회용 교통카드는 기존 종이승차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승차권

추진을 위한 기술협의와 한국철도의 시설물 현황 및 고속철도

협력하여 국내 경전철시스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경부고속선·경부선·호남선 등 주요

으로,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이다. 즉

의 발전상을 견학하기 위해 국내 철도협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

나아가 국내 경전철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

전철구간을 대상으로 전차선로 비상복구훈련을 4월말까지 실

그동안 연간 5억장씩 발급되던 종이승차권 제작비용 35억원(장

이다. 방문단은 고속철도와 관련한 여러 시설물과 장대레일 제

로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협

시했다.

당 6.8원)을 절감할 수 있고, 최대 10만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해

작과정, 기지내 시운전중인 차기고속열차인 KTXⅡ에 대한 설

약서에는 현재 사업수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포 경전

전차선로 비상복구훈련은 실제 전차선 사고를 대비해
‘사고복

반영구적이다.

명을 들었고, 객차에 올라 내부를 둘러보는 등 우리철도 기술

철사업을 비롯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사업에 대한 공

구수습체계 구축 및 이례상황 적응 능력’
,‘복구인력·장비·

또한1회용교통카드승차권과함께500원보증금제가운영된다.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동참여, 해외진출을 위한 공동 전략수립 및 기술협력네트워크

자재지원 실태’
,‘복구훈련 시 숙련도 및 안전성 여부’등을 집

그러나 1회용 교통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훼손

캄보디아의 도심은 자전거와 택시 등이 주요 교통수단인데 갈

활용, 경전철관련 기술교류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경전철

중 점검하고 평가했다. 평가결과 우수 직원을 선정 장애사고예

된 경우에는 보증금 5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는 재사용이

수록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해져 이를 경전철 등 철도로 해결하

관련법의 제·개정에 대한 공동협력 및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

방 유공자 사장표창을 수여했다.

가능한1회용교통카드가회수되지않거나훼손되었을경우전철

고자 한국 등 선진철도 기술국들을 둘러보고 있으며, 향후 국제

로 포함되어 있다. 본 협약을 통해 공단은 경전철사업 등 신교

신승창 한국철도공사 전기기술단장은“실제 전차선 장애 발생

운영기관의 제작비용 증가,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찰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책자들이

통 분야에 대한 사업역량 확충과 발전을 도모하고, 철도전문기

을 대비한 비상복구훈련을 통해 열차정시운행과 편안하고 안전

보증금은이용한당일이아니더라도언제든환급받을수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선호하고 있어 공단의 노하우와 국내

관으로서 국내 경전철사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

철도기술이 캄보디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

로 기대한다.

한 철도 여행이 향상되길 기대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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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국영철도와 철도협력 MOU 체결

철도예산 조기집행의 토대 마련

우즈벡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울산∼포항 복선전철 등 4개 사업 21개공구 발주

공단(이사장 조현용)은 5월 11일 우즈벡의 수도 타쉬켄트에서 열린‘한-우즈벡 동반성장 포

기술본부(본부장 이강재)는 울산∼포항 복선전철 등 4개 사업 21개 공구에 대한 노반설계부터 공

럼’
에서 우즈벡 국영철도와 철도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

사발주를 완료, 2조4천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에 걸친 신규 철도건설공사를 위

각서 체결은 지난 4월 공단의 공식초청으로 내한한 라마토브(Achilbay J.Ramatov) 사장의

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올해도 기술본부는 철도망 확충을 위한 4개 사업 10개 공구의 신규 노반

방한기간 중 공단과 우즈벡 국영철도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우즈벡 철도건설사업 진출을

설계에 착수한다. 특히, 간선철도망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수송일관체계 및 연계성 강화에 초점

위한 양국 철도 기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우즈벡 철도현대

을 맞춘다. 고속철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대구~영천간의 복선전철을 확충하고, 군장산업단지,

화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양국 철도간 교류회 개최 정례화 ▲철도전문가 연수교육 등 우즈

군산항, 새만금 지역 등과 연계를 위해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및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확

벡 철도사업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는 조현용 이사장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충하여 전라선과 호남선, 그리고 최근 개통된 장항선을 사통팔달로 연결한다. 또한, 포승-평택

순방기간 중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우즈벡 공식 방문시 체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으며, 향후 양해각서의 실질적 이행에 있어 양

철도건설 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시기에 맞춰 제1공구를 T/K공사로 우선 추진한다. 동해중부

국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기대된다.

선 연결을 위해 제16, 17공구를 추가로 설계하여 동해축의 간선철도망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 이
들 사업의 설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공단의 예산조기 집행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폐선철도 부지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추진

호남고속鐵 START!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환경부 승인

오송~광주간 사업실시계획 승인

한강하저터널 관통 190m 남아
김상균 부이사장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현장시찰

‘성산~문산’개통 준비 박차
복선전철 종합시험운행 실시

공단(이사장 조현

고속철도사업단 고

용)은‘장항선 대

속철도설계처(처장

김상균 부이사장은 4월

시설운영본부 열차계획처(처

천천 폐선 철도교

임형규)는 5월 16일

24일 분당선 왕십리~선

장 이광희)는 코레일과 합동

량 주변 생태계복

호남고속철도 오송

릉간 제3공구 현장을 방

으로 올 7월 1일 개통예정인

원사업’
을 환경부

~광주(송정리) 건

문해 쉴드공법으로 시공

경의선 성산∼문산 복선전철

로부터 승인받고, 보령시와 MOU체결을 추진 중으로 첫 생태

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중인 한강하저터널에 깊

구간 및 문산 전동차사무소

계 복원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물 종다양성이 풍부

창출을 위한 조기착공과 함께 경부축과 더불어 국가 양대 기간

은 관심을 보이며, 유로터

에 대한 사전점검 및 종합시

한 대천천의 구 장항선 폐선교량을 활용하여 보령시에서 인근

교통축인 호남축의 도로혼잡 및 물류수송 애로를 해소하기 위

널 및 5호선 여의도구간 터널과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현장기

험운행에 착수했다. 11개분야(안전, 운전, 노반, 궤도, 건축/영

에 추진하고 있는 갯벌생태체험관과 연계할 수 있는 환경교육

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는 약 20여년 만에

술자와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총

업, 송변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차량기지 등)로 구분, 철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약 8억원을 투입하여 폭 3m, 길이

영·호남 지역간의 교통 및 일일생활권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

길이 49.94㎞의 유로터널은 분당선 한강하저터널과 같은 쉴드

도시설물의 시공 상태, 기능 상태,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

120m의 생태관찰로에 조류관찰망원경(6개), 어류관찰소(3개

하고 뜻깊은 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고속철도설계처는 해

공법으로 굴착됐다. 반면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여의나루

여 약330항목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단/코레일 분야별 점검

소), 어소방틀과 녹지가 조성되며 생태계복원 뿐 아니라 단절된

당 기관별 업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실시계획 협의시 신속

역을 잇는 한강하저터널은 쉴드공법이 아닌 NATM공법으로

반을 구성하여 사전점검을 수행하였다. 경의선 성산∼문산간

제방 양측을 연결하는 보행자 통로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하고 효율적인 업무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지자체(청원

굴착되었는데, 쉴드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다소 적게 들지만, 시

복선전철사업이 개통되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경의선 선로용량

대천천의 구 장항선 철도교량은 그 역사가 100년 가까워 문화

군청 외 15개기관)에 대한 사전 방문협의 시행 및 ’
09년 2월 3일

공중 안전성 및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쉴드터널에 월등히 불

증가(38회/일→288회/일), 운전시격(출퇴근30분→12분, 평상

재적 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로서 장항선 개량으로 폐선됨에

국토해양부에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시작하였

리한 단점이 있다. 국내최대구경(8,060㎜) 쉴드TBM으로 시공

시 60분→30분)이 조정되며 서울∼문산간 운행시간이 72분→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였으나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

다. 그 이후 국방부외 24개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협의를

중인 분당선 한강하저터널은 2008년 1월부터 하행선 굴진을

65분으로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

게 친근한 환경교육시설로 탈바꿈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폐선

추진하였고, 그 결과 약 70여일 만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함으

시작하여 이제 불과 190m를 남겨두고 있다. 하행선 관통 후 장

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물 활용 사례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철거비용 절감으로 인

로써 올 9월 공사착공(T/K구간 ’
09. 5월)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비 해체와 인버트 시공 과정을 마치면 세계 어떤 터널과 비교해

한 국가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였다.

도 손색없는 하저터널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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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원장, 부산교통공사 특별초청강연

세계를 하나로, 유라시아 철도망 활성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선도
철도연, 제1차 한·러 철도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철도연 최성규 원장은 5월 7일 부산교통공사 안전의 달 행사에서 부산교통

철도연은 4월 6일 유라시아 철도망 활성화를 위한“제1차 한·러 철도협력 국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철도 교통과 미래 비전”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최

제세미나”
를 러시아 시베리아 교통대학교와 함께 철도연 오명홀에서 개최했다.

원장은 부산교통공사 임직원들에게 교통체계의 전환과 미래철도기술 비전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철도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석하여 유라시아 대륙

을 제시하고, 적극적·긍정적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철

철도망 활성화와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구체적인 한·러 철도협력 방안을 모색

도는 철도가 전체 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만 증가시켜도 물류비가 8

했다. 한편, 철도연에서는 유라시아 철도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의 환경변화

천억 원, 환경관련 비용 6천억 원 등 모두 1조 4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에 발맞추어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연 4대 핵심연구사업

있게 돼 철도중심 교통체계로의 전환은 저탄소-녹색성장의 지름길임을 피

의 하나인「남북 및 대륙철도의 실용주의적 진출을 위한 상호 연계기술개발」
이

력했다. 또, 우리 연구원이 개발하여 실용화단계에 있는 시속 350km 한국

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2009년부터 5개년 연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형 고속열차와 틸팅열차, 경량전철, 표준전동차, 바이모달트램 등을 설명하고, 개발 중인 시속 400km급 고속열차와, 차세대 전동차
등의 차량 개발 계획은 물론 운영, 유지보수기술, 안전 기술개발 등의 업적을 이야기하며 미래철도기술의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간부 혁신강화
워크샵 및 시스템엔지니어링(SE) 교육

의왕덕성초등학교 어린이 초청,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제3회 어린이 철도 과학기술 체험 개최

국제적인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제도 적용
현황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철도교통분야 해외석학 초청 영어세미나
고속철도 투자계획

철도연은 의왕시 덕성

철도연 시험인증센

및 효과와 관련한

초등학교 학생 30여

터는 공정하고 투명

해외전문가 초청 세

명을 초청하여 5월 26

한 시험인증, 철도

미나가 5월 15일 철

일 제3회 어린이 철도

안전, 성능향상을

도연에서 열렸다.

과학기술 체험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국

철도교통물류연구

진행했다. 이번 어린

제적 표준 및 적합

실 주관으로 영국의 Southampton 대학의 John Preston 교수

이 철도 과학기술체험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

성 평가제도 적용현황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를 4월 23일

를 초청하여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고속철도 투자계획 및 경제

4월 2일,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간부 혁

헌활동의 일환으로서 과학문화를 확산하고자 계획됐다. 또한 자

개최했다.

성 분석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신강화 워크샵 및 시스템엔지니어링 교육’
이 진행됐다.

라는 꿈나무들이 한국철도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견학하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KOLAS 국제공인시험의 갱신평가 수행 및

본 세미나에서는 국내에서도 현안이 되고 있는 장래 고속철도

최성규 원장을 포함한 보직자 전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은 세

체험함으로써 철도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무역 표준 및 적합

계획 및 경제성분석에 있어 영국의 사례와 분석내용이 소개되

계일류 철도전문연구기관(WCI)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원 체

라, 철도기술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성 평가분의 전문가인 산업기술시험원 김정섭 기업지원본부장

었으며 국내 분석내용과의 차이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

질개선 및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간부 핵심역량을 제

이날 어린이들은 연구원에서 시속 350km/h 한국형 고속열차

과 김진수 해외협력센터장을 초빙하여, 시험인증의 국제화를

히 교통수요분석의 정확성 제고의 한계점과 분석가의 역할에

고하고, 경영효율화(혁신) 과제 점검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와 경량전철, 바이모달 트램 등철도연이 개발한 신 교통시스템

확대 추진하고자‘국제무역에서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의미’
와

대한 영국의 사례가 소개되어 향후 국내 고속철도 계획 및 경제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 국가 R&D 분야별 기술이전 등 실용화

들을 보고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미래를 예측해보며 즐거운 시

‘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협력 현황 및 해외인증지원업무 소

추진계획, 남북철도사업 및 남북과학기술협력 추진계획 등 주

간을 가졌다. 또, 서대전역에서 논산역까지 시험운행중인 한국

요 현안 사항에 대한 발표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간부

형 틸팅열차를 시승하고, 미래사회 속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SE)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철도 과학기술을

교육을 진행했다.

쉽고 재미있게 체험했다. 한편, 27일에는 의왕시 노인회 어르

성 분석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
를 주제로 세미나 및 자문회의가 진행됐다.

신들을 초청하여 한국형 틸팅열차 시승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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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 창의적 사고·도전정신·윤리의식으로 원훈 개정

철도연, 출연(연) 부문 고객만족도 1위 달성

5월 13일, 2009 춘계 체육행사에서 원훈 선포

고객지향 R&D 구축, 고객만족·윤리경영 선포 등 높게 평가돼
철도연(원장 최성규, 崔成圭, 이하 철도연)은 5월 13일, 전 직원이

철도연(원장 최성규, 崔成圭, 이하 철도연)이‘고객지향 R&D 구축’및‘고객만족·윤리경영 선

참석한 가운데 부곡체육공원에서 원훈‘창의적 사고·도전정신·

포식’개최 등 고객중심 경영활동에 힘입어 지식경제부 소관 출연(연) 가운데 2008년 고객만족

윤리의식’선포식을 진행했다.

도 1위를 달성했다.

새로운 원훈‘창의적 사고·도전정신·윤리의식’
은 과거 관행에

철도연은 지식경제부가 한국표준협회를 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실시한 2008년 고객만족도 조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 결과, 고객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고객분류체계’
를 정립·운영하고, 국내외 철

목표를 높게 세워 도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자

도기술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효율화하고 기술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1

는 의미가 담겨있다.

천 4백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 고객 DB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이고 고객지향적인 경영활동을 전

최성규 원장은 원훈을 선포하며“창의적 사고, 도전정신, 윤리의식’

개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고객만족도(KCSI-ST)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철도연 가족 모두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되기를 바라

특히 지난 해 12월에는 고객만족·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고객지향 R&D 체계 및 철도연의

며, 세계일류 철도전문연구기관(WCI) 도약을 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고, 선진화,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 윤리

윤리의지를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고객만족·윤리경영을 실천하며 고객만족경영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식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해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고 전했다.

이외에도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고객의 Needs를 반영하기 위해 철도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요 조사체계를 확립하여, ’
09년

한편, 원훈 선포식 이후에는 연구원 전 직원이 참가한 2009 춘계 체육행사‘한마음 봄 축제’
를 개최하여 축구, 족구, 피구, 장애물달리

주요사업에서 외부고객의 Needs를 16건 반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조직구성원간의 단합을 도모했다.

‘2009 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개최
거대기술전문위, 한국형 틸팅열차 시승
곡선구간도 최대 8°
까지 기울여 빠르게 달리는 한국형 틸팅열차

‘차세대 고속철도’특별 세미나 열어
철도연은 5월 21일부터 23일, 경주 코오롱호텔 세미나장에서 개최된 2009 한국철도학

철도연은 국토해양부의 국가 R&D 사업으로 철도연이 개발한『한국형 틸팅열차』

회 춘계 학술대회에서‘차세대고속철도’
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다.

의 시승행사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거대기술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5월 8일 서

이번 세미나에서 철도연의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 김기환 단장은 최근 세계 고

대전역에서 개최했다.

속철도 기술의 진화 경향 분석을 통한 한국고속철도의 향후 기술개발 전략 및 차세대

거대기술전문위(위원장 이준식)는 한국형 틸팅열차 시승에 앞서 철도연을 방문하

고속전철시스템 주요기술 특성 분석 등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2007~2013)에

여 350km/h급 한국형 고속열차를 비롯한 여러 철도분야 시험시설 견학을 실시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하고, 서대전역으로 이동하여 한국형 틸팅열차를 시승했다.

또한, 철도연의 주요 연구 성과인 차세대 고속열차, 바이모달트램, 한국형 틸팅열차, 철도종합안전기술, 차세대 전동차 등을 소개하

이번 거대기술전문위의 연구원 시험시설 견학 및 시승 등을 통해 전문위원회의

는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소관분야인 철도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전문위원들과 연구원 관계자들이

최고속도 400km/h급 차세대고속열차는 기존의 KTX와는 달리 동력분산형 고속철도시스템이 적용되어 가·감속이 우수하여 운행

철도 기술 및 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됐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열차를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최신 제어기술이 적용되어 제작될 전망이다.

거대기술전문위가 시승한 한국형 틸팅열차는 국가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고속화 및 노후 디젤열차의 대체를 위하여 최대 8°
까지 기

이번 2009 한국철도학회 춘계 학술대회는‘Eco-Green 철도’
라는 주제로 300여 편의 우수한 학술논문이 발표 되었으며, 친환경·

울인 채 주행이 가능한 틸팅기능을 탑재한 전동차다. 한편, 한국형 틸팅열차는 2009년 6월 10만km 시험 주행을 달성하였으며, 최고

녹색성장의 철도 산업 및 시스템 구현을 위한 특별 세미나(주제 : Eco-Green 철도의 건설과 운영)도 개최됐다.

속도 180km/h로 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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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 연결 인프라가 가동되고 북방물류가 열려야 한반도가 도약한다
▶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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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T E C H N O L O G Y

대륙 연결 인프라가 가동되고
북방물류가 열려야 한반도가 도약한다

2. 유라시아 물류망의 건설은 21세기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현재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싼 물류 역동성 강화작업은 여

EM share in world GDP
%
40
35

러 차원에서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륙철도 연결사

30

업이며 아시아 주요 간선 도로를 연결하고 새롭게 신도로

25
20

를 건설하는 소위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도 있다. 또한 각

15

국이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항만 역동성 강화사업도 있다.

5

유라시아 연결망 공사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본격화 되고

10
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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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M

있다. 유럽이 유럽 철도 단일망과 도로 연결망으로 인해

2003

Source : IMF

2007

※ 자료: 도이치방크리서치

김석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mberezka@gmail.com)

평화와 번영을 구가한 것 처럼, 이제 냉전이 종식되었으니

2005

BRIC

<그림1> 이머징 마켓과 브릭스 국가들의 GDP 비중

새롭게 유라시아 대륙의 교류 역동성을 회복시켜 고대 처

THEME
START

28

1. 서론

럼 극동에서 유럽의 서쪽 끝까지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최근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한을 연결하는‘한반도 연결 인프라’
와 한반도 및

흐르게 하자는 것이다.

대륙을 연결하는‘대륙 연결 인프라’사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시들해졌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측면에

다.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한반도를 연결했던 철도연결시범사업도

서도이사업은동력을받고있다. 2000년이후세계경제에

위기에 처해있다.

서 급격히 비중을 높이고 있는 BRICs 국가들 중 인도, 중국,

하지만 이러한 침체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역사상 사람과 물자의 흐름은 인

러시아가유라시아에위치해있다. 또한세계에서가장역동

위적 장애에 의해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결국엔 장벽과 제도를 변경시키거나 철폐시

성이높은일본과한국도이지역에위치해있으며중앙아시

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비단길과 바다의 실크로드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의 하늘 길

아 지역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지점에서 새롭게 성장과

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류의 중심지로 부활하고자 한다. 때문에 21세기의 상황에

때문에 산업과 금융 그리고 안보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현대엔, 인위적으로 물자와 사람

걸맞게이들지역의물류및연동성을강화해유라시아대륙

의 흐름을 제어하기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촉진하고 그러한 방향 속

의새로운발전동력을찾아보자는의도인것이다.

에서 국운 상승의 기회를 잡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 세계 경제에서 이머징 마켓

3. 유라시아 물류망의 건설과 한반도

네델란드나 싱가포르의 예에서 보듯 물류 강국은 금융강국과 연결되며 이것은 국제화

과 브릭스 국가들의 GDP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그러면 왜 한국이 유라시아 물류망 및 연결망 건설에 다른

의 수준과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는 지식흐름

다. 또한 2000년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에너지 및 자

나라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하는 지를 알아보자. 소위

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도 한다. 현대에 있어 물류는 단순히 물자의 흐름 만을 의미하지

원의 안정적 수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유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자는 TKR-TSR연

않는다. 조선통신사 행렬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가는 단순한 물자의 흐름이 아니었

라시아의 발달된 선진국가들이 몰려있는 서유럽과 극동의

결망 사업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듯, 물류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흐름과 동반된다. 정보, 물자, 사람의 결합은 새로운 산업

선진국인 일본, 원료 공급지 역할을 하는 러시아 및 중앙

가 1992년 아시아횡단철도(TAR: Trans-Asian Railway)

과 생활양식, 제도의 혁명을 잉태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사적 발전의 터전이 나

아시아, 신흥 시장이자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 그

계획을 승인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UNESCAP은

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국제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동북

리고 개도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 역할을 하는 한국을 연결

TAR노선을 구성하는 핵심 노선의 하나로 냉전에 의해 교

아에서 한국과 한반도가 이러한 큰 물류 흐름의 혁명에서 밀려난다면 한국은 장기적으

하는 유라시아 물류망의 건설은 21세기 유라시아 지역의

류가 단절됐던 동북아 노선의 복원을 꼽고 있다. 동북아

로 국력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선의 복원은 TSR-TKR 연결이 핵심이다. 이는 T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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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도이치방크리서치

<그림 2> 세계 실질 GDP 성장률과 아시아 신흥국가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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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 연결 인프라가 가동되고 북방물류가 열려야 한반도가 도약한다
▶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

THEME
K O R E A N

R A I L

1

▶ 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T E C H N O L O G Y

TKR 노선이 국경통과의 횟수가 가장 적고 인프라 건설

철도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것과 동시에 도로로 아

는 생산과 추출도 중요하지만 최근들어서는 국제적 라인

국, 일본 등 동북아의 핵심적 에너지 수입국들은 이 생산시

및 개보수에 있어 타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시아를 연결하자는 아시안하이웨이 건설사업도 국제사업

이 증가하면서 수송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설의 완공에 따라 본격적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내수에 흘

경쟁력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 이 사업 또한 유엔 ESCAP이 1992년 아시아 육상교

다. 이 때문에 2009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에

려보내게 됐다. 또 사할린 LNG는 향후 건설될 가능성이

TAR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반도는 중국 및 러시아 대륙

통 인프라 개발(Asian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관 하에 에너지 수송 파이프라

높은 북한 통과 PNG와 함께 21세기 동북아 및 동아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지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서

Development, ALTID)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한

인의 수송 안정성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협정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물류망의 중요한 기지가 될 전망이

의 접점은 신의주, 만포, 남양, 나진 등 북한의 4개 지점이

반도나 한국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다. 러시아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시장에 진입

된다. 이것은 TAR이 남한 철도와의 연결없이도 일단 완

사업의 하부 구조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 한반도를 엄습하는 남북한 간

하는 신호탄인 이날의 행사는 향후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공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남북한 철로의 연결과

아시아 하이웨이 건설계획은 2004년 4월 26일 중국 상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물류및 안보의 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의 역동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그리고 TKR-TSR사

이에서 27개국이 협정서에 서명하면서 본격화 됐다. 한반

철도,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물류 인프라 건설사업들은 우

사할린 LNG와 수년 내 완공될 코즈미노 원유 선적항 및

업의 전단계인 남북한 철로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도는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에서 일본과 연계된 중요한 고

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들 사업과 노선들은

동시베리아 송유관 망(ESPO) 등은 단순한 자원물류망의

경우 유라시아 철도의 시종점이 반드시 부산일 필요가 없

속도로망을 형성한다. 또한 일본을 거친 자동차들이 한반

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 물류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이벤

완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적극적

다는 논리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도를 경유해 중국, 러시아, 몽골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을

트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연구가 필수적이다.

으로 참여한 몽골 철도 현대화 사업도 단순한 자원개발을

이미 북`러간에는 나진-핫산간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 사

AH1, AH6, AH32 3개 노선을 제공하는 구도다. 이 또한

최근 진행된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 사업은 대부분 러시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러시아가 중`장

업을 위한 계약이 2008년 4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돼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만약 북한 지역과 남한 지

와 중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동변도 철도의

기적으로 북극해 항로 시대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북한과 중국철도와의 연결망 확

역의 연결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진`선

건설 등 한반도 지역에 대한 신규노선 강화 프로젝트 외에

및 중국의 동북부, 몽골,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및 사할린

장 및 기능강화 방안도 북`중 간에 계속해서 논의중이다.

봉이 국제자유무역지대와 나들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낸

도 신장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지역에 대한 전략적 판단하에 종합적인 물류망을 새롭게

다면 불완전하게나마 아시아 하이웨이 기능을 담당해 낼

물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철도` 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에너

수 있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적으로 북한의 나진`

파이프 라인을 통해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지 개발, 물류망 개발, 전략 요충에 대한 활용능력 제고,

선봉 지역에 대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중국의 서진에 대응하면서 동쪽 시베리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구축 등과 중첩적으로 연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아 지역과 사할린 및 한반도, 일본 등지를 염두에 둔 노선

되어 가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급격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북극해 루트다. 이미 무

및 물류 인프라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서는 러시아쪽

이런 점에서 2007년 4월 10일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르만스크를 기점으로 한 북서 루트가 상업적 기능을 수행

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아 대통령 임석하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철도 수송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반도 북단의 북동 루트의 상

5월 13일 몽골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몽

발전전략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 4월 10일 모

업적 기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몽골과

골방문에 맞춰 러시아 철도(RZD)와 몽골철도(MTZ) 간에

스크바 근교‘노보 오가례보’
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에서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물류망과 연결되는 연계 물

중요한 계약이 체결됐다. RZD와 MTZ간 몽골철도 현대화

는‘러시아 철도수송발전전략회의’
가 열렸다. 당시 회의

류망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중요해지며 서캄차카 해상 유

및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 오유 톨고이 금광 및 동광 생산

에서 푸틴 대통령은 2001년부터 시작된 철도개혁의 마지

전, 사하(야쿠트) 지역 개발, 사할린 가스전 등과 연계되면

을 위한 물류망 구축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70억 달러에

막 단계로서 철도관련 생산·기술기반의 근대화 및 철도

서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달하는 이 사업을 위해 양국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

망의 확충, 설비 노후화의 극복, 고속철도의 건설, 미개발

물류망은 기본적으로 철도, 항만, 도로 등을 의미하지만

고 러시아 철도가 50%를, 몽골철도 및 몽골국영광업공사

상태인 천연자원 광구 및 광산 개발의 지원 및 지역의 접

최근 들어서는 내륙국들의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이의

가 각각 25%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

근성 개선을 위한 물류망 건설을 결정했다.

수송을 위한 설비와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PNG 등과 같

이보다 앞선 2월 18일엔 사할린 남부 프리고로도노에서 러

푸틴은 이러한 방침을 2007년 4월 26일 발표한 연두교서

은 에너지 물류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에너지

시아 최초로 LNG 생산시설이 완공돼 가동에 들어갔다. 한

를 통해 보다 더 분명히 했다. 당시 푸틴은 경제 분야의 가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그림 3> 동북아 주요 간선 철도 네트워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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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 연결 인프라가 가동되고 북방물류가 열려야 한반도가 도약한다
▶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

THEME
K O R E A N

R A I L

1

▶ 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T E C H N O L O G Y

장 우선적 과제로 하이테크 생산의 발전, 천연자원 이용효

및 중앙아시아로의 환적 물동량의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필요성 때문에 북극 항로 및 주변 지역의 개발 그리고 물

주는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바다

율의 향상,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인프라(특히 수송 및

위한 것이다.

류체계의 일대 혁신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고대 문명과 국가들의

전력) 향상에 대해 강조했다. 이후 2007년 5월부터‘러시아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은 중국 동북부 및 극동 그리고 한반

있다.

세력권이 그리스 에게해에서 시작해 지중해, 대서양 그리

철도회사’
가 중심이 돼 발전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

도 주변의 물류허브를 둘러싼 전략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

러시아의 인프라 투자, 특히 철도 및 도로 등의 신설 노선

고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국가내 신산업의 출현과

은 초안을 만들었고 이 초안을 기초로 같은 해 10월 24일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나진-핫산’

및 철도 현대화에 대한 의지는 블라디미르 메드베데프 대

새로운 주도 계급의 출현, 새로운 물류 인프라, 신시장 개

~25일 양일 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일명‘철도 회의’
에서

간 철도를 자신들의 자금을 들여 건설 중이다. 러시아가

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하는 4I정책 중 하나에 인프

척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새로운 동력 및 이동수단의 발달

푸틴 대통령 및 관계 장관들의 총의가 결정됐다.

나진항 화물 터미널 공사도 자신들의 자금으로 추진하는

라(Infrastructure)가 들어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해 보인

(조선산업 및 항해술 등), 국가경략을 위한 새로운 국정철

철도발전 전략은‘러시아 경제사회 장기발전전략 2020’
과

것은 장기적으로 TSR-TKR 연결의 후광 효과만이 아닌

다. 또한 이들 부분에 대한 투자는 메드베데프 통치 기간

학(이데올로기)의 복합화 산물이었다.

연관되어 있는데, 2020 계획의 기본 개념은‘이노베이션형

유라시아 물류체계의 변화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

중 착공 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남북한 연결 인프라에 대한 관

발전 시나리오’
와‘에너지 원료형 발전 시나리오, 기존의 정

다. 이럴 경우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중국 동북부와 북한의

구상을 좀 더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의 증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책을단순계승하는‘타성적발전시나리오’
로나뉘어진다.

나진 등지에 물류 센터 개설을 추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이 시나리오를 세세하게 언급하진 않겠다. 하지

러시아가 유라시아 내륙 물류체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

4. 결론

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대륙 연결

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러시아 철도발전 전략 2030에

능성은 시간의 문제이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

북방의 변화는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한다. 전략적 대

인프라에 대한 현재의 일시적 관심 정체에도 불구하고 대

대해선 조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문에 한국은 단순한 자원개발 차원에서의 극동 시베리아

응은 한반도의 지전략적`저경학적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

륙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연결 인프라의 건설은 시간의 문

2030전략은 실천 목표를 2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 1단계

개발 참여 및 한·`러 협력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

다.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제이지 결국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는 2008~2015년까지의‘철도수송의 현대화’
로 기존 시

가 필요하다.

나들목 국가다. 반도 국가의 위상은 대륙과 해양의 활발한

또 이것을 활용해 유라시아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

설의 개·보수를 통한 주요간선망의 능력 향상과 수송력

한국은 점점 글로벌화 되는 기업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물

교류를 상호 의존적으로 해소시켜나가는 연결과 대화, 교

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초

증대가 목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2단계 목

류 허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류와 협력의 촉진자가 될 때 가능하다.

기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바로 이러한 반도성을 강화해 강

표에 나온다. 제2단계는 2016-2030년까지로 철도망을

신설 노선 등에 대한 투자, 물류센터 건설 등에 대한 공동

경제산업적으로도 한국은 원료가공형 수출국가다. 원료

력한 국가의 위상을 다졌고 근`현대 이후엔 주변 대륙국가

획기적으로 확대해 북부 시베리아 및 철도망 공백지역에

투자 등 참여방안을 혁신적으로 구상해 내야 할 것이다.

를 수입해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를 수출하여 국부의 원천

들의 산업화 속도를 활용하는 인프라 투자에 미흡한 결과

대한 철도망 신설과 함께 연계망 확충을 본격화 하겠다는

한국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자원전쟁이 심화될 수록 한

을 만드는 형태다. 때문에 한국은 원료 공급지와 시장 그

국력이 과거에 비해 추락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 경제의 신성장 거점을 확보하고

국기업 및 국가는 중국 내륙, 인도, 중앙아시아, 몽골, 러

리고 이들을 엮어서 연결해주는 주변 교통 및 물류망의 안

명심해 북방 인프라 및 대륙연결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가

새로운 광산 및 광구에 연계된 개발을 지원하며 세계시장

시아 극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성 유지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물론 이는 한반도

져야한다.

과 러시아와의 통합을 촉진한다는게 목표다.

도 효율적인 억세스 능력이 필수적이다.

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한국, `일본 등 러

이를 위해선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주변 국가와의 물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물류의 새

시아 철도를 활용한 인근 국가들의 무역량 및 이들 국가와

류 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며 국제적 협력의 틀도 높아져

로운 흐름을 요구하고 이것이 새로운 수송수단과 결합할

의 연계성을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야만 한다. 당연히 러시아와 주변국간의 정치`안보적 관계

때엔 새로운 지역사와 대륙의 흥망을 재촉했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설 노선 건설이 필수적이다.

도 현재보다는 진일보해야한다. 북한 지역에 대한 안정성

낙타와 대상(隊商)들의 주무대였던 실크로드가 선박기술

현재 극동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될 신설노선들은

이 담보되어야하며 이 지역의 배후지역인 동북부 시베리

과 항해술의 발달 그리고 신항로의 개척에 따라 세라믹 로

TSR과 병행한 BAM 철도 및 이에 연결될 신설철도(블라

아 내륙지역에 대한 억세스 능력도 증가되어야한다.

드로 대체된 것처럼 물류망의 정비와 새로운 물류시설의

디보스토크-하바로프스크간 병행철도 건설계획 등) 등이

지구 온난화와 쇄빙 기술 개발의 도움, 북극해 및 서캄차

출현은 대륙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

다. 이 신설노선들은 한반도 동북부에서 중국 내부 물동량

카 등 동북부 시베리아 지역에 산재한 전략자원 개발의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내륙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보여

32

을 연결하는 연결 인프라가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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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

유라시아화물철도망

동북아철도망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실 실장 (hsna@krri.re.kr)

1. 서론

내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시키

최근 동북아지역은 세계3대 교역권(EU, NAFATA, 동북

는‘공동번영의 인프라’
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 중의 하나이며, 세계물동량 중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
중은 약 30%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간 물

2.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동북아 철도인프라 구상

적·인적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물류시설은 포화상태가 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북철도 사업은 동북아를 통합하는

속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 물동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동북

국제 승객철도망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화물철

아 주요국가간 철도연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제는 남북철도가 시베리아횡

이러한 환경속에서 21세기 한국철도는 다양한 변화와 개

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한국철도수송 분담

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UNESCAP의 북부컨테

혁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남북간 철길이 열리는 것은 분

만주횡단철도(TMR)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단순논

률을 1%만 늘려도 연간 6천억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이

이너 시범운송사업의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최근 운행하

단의 역사를 접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새로운

리보다, 남북 및 동북아철도개발 전략에 따라 경쟁력 우위

는 우리의 미래 비전을 확보하는 데 긴요하고 포괄적인 프

고 있는 국제컨테이너 열차의 상업운행 속도는 40km/h

한반도시대를 여는 것이다. 남북철도사업은 단절되었던

에 있는 유라시아철도망과 동북아철도망으로 업그레이드

로젝트다. 이밖에 UNDP, UNESCAP와 같은 국제기구와

를 넘지 못한다. 철도물류 인프라측면에서 러시아, 중국,

동북아 공간의 복원뿐만 아니라 동북아경제권내에서 중요

할 시점이다.

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UNDP는 남·북·중·러·몽

몽골 순으로 현대화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 남북철도사업은 남한경제와 북한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 철도망사업은 초기에 남·북·중

골과 함께 동북아 교통망 확충 및 환경보전 등 10개 프로

것처럼 경의선의 최소개보수를 통한 국제 컨테이너 물류

경제 그리고 동북아경제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동북아

간의 컨테이너 전용열차운행을 위한 철도협력 사업으로

젝트를‘GTI 신규 프로젝트’
로 선정하고, 중기적 과제로

사업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간의 3

의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추진하고,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 사업은 남·북·러 3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3월말 몽골에서

통 문제를 개선할 경우 국제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수 있

남북철도사업은 향후 한반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두개의

간의 TKR-TSR 연결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된바 있다. UNESCAP도‘TAR·AH

다. 연운항-알마티간의 시범운송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철도망, 즉 중국철도와 연결되는 인적·물적 동북아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역내국가간 대륙 인프라협력 모델로

프로젝트’
를 구체화 하기위하여‘동북아와 중앙아시아 국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국경통과절차를 간소화하여 철도물

철도망, 러시아철도와 연결되는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남북 및 동북아 철도사업은

제 복합운송 노선에 관한 프로젝트’
에 착수하였다. ’
09년

류의 운송시간을 8시간 단축하기도 하였다.

로 발전할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동북아지역

고유가시대에 저탄소 녹색사업이다. 한국정부는 철도투

3월초 1차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관련 국가들의 높

34

<그림 1> 동북아 및 유라시아 철도망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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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국지적 기반시설건설 단계로 이미 완성된 단계
이다. 현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완공 및 개통된

궤간가변
차량개발

상태이나 최근 경의선 화물열차가 운행이 중단된바 있다.
하지만 향후 개성공단 10만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서는
철도의 여객수송이 필수적이다.

<그림 2> UNESCAP 북부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

리모델링
남북및대륙철도
종합기술개발사업

2단계(북한철도개보수단계)는 북·중, 북·러, 북한통과
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 개발 추진단계로 현재 필요한 단

북한인프라

북한철도과학기술
협력및교육

TKR 호환
규격통합화

계이다. 이는 동북아경제권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륙철도
협력기반
대륙철도
인터페이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시에 한반도 주변 국가들, 특히 동
북아 국가들에 대한 개방과 협력의 수준을 대폭 제고하는

<그림 4> 대륙형 철도 미래핵심요소기술

것이다. 특히 초기 북한 물동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동북아
역내국간 북한 통과수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철도상·하부구조노후화평가기술개발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물동량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선로의요구사양서개발
·북한철도구조노후도평가진단표준설정

남·북·중 3각 협력사업 및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북한철도구조노후화원인및 해결책개발
·북한철도급전시스템평가기술개발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나진-하
<그림 3> 연운항-알마티 시범운송사업 사례

data

산 프로젝트이다. 나진-하산구간의 개건사업은 TKR-

data

북한철도상·하부구조노후도실태진단기술개발

TSR사업의 시범사업을 의미하며,‘부산-나진간 해상수

·광융합기반시설물실태진단시스템개발
·노후도평가를위한data 인터페이스기술개발

3.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철도 구축방안

송 후 TSR 경유 컨테이너 사업’
이 상업적으로 성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 및 동북아 경제협력의 견인차로서 남

면 국제사회에 북한철도 현대화 및 TKR-TSR사업의 공

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자간 동북아철

론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사업초기 컨

도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북한철도

테이너 10만TEU 유치가 가능하다. 사업비는 2억 2천만

현대화와 물류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동북아 물

달러이다.‘나진’
은 동북아국가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남북철도

남·북·러 뿐만 아니라 남·북·중 간의 인프라·물류협

최소개보수 →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재투자 → 개량

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물류사업확대/국제콘소시엄

남·북·중 3각 협력 사업으로 경의선 개보수에 따른 동

구성→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남북·동북아철도

북아 국제물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2월 1

망 완성’
으로 이어지는 남북철도의 단계별 국제경쟁력 제

차례 실태조사가 시행되었다. 예상보다 경의선의 상태는

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철도개발을 위한 단계별

양호하며, 약 7천만 달러의 개보수비용으로 하얼빈-장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고, 남북철도의 단기·중기·장기

춘-심양-평양-서울-부산 간 물류사업이 가능하다.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사업은 저비용·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

1단계(남북철도연결단계)는 개성·금강산 등 남북접경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36

·광센서부착및적용기술개발
·북한철도급전시스템고장진단기술개발

<그림 5> 광 융합기반의 실시간 실태진단 및 북한철도 상하부구조의 노후 평가기술 개발

독창성
경제성

한국형
궤간가변장치

신뢰성
안전성

호환성
유지보수
용이성

<그림 6> 동북아 논스톱 물류서비스를 위한 궤간가변장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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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철도연결단계)는 완성단계이며, 2단계 사업(북한철도개

내부 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복선화, 고속화)의 확충단계

보수단계)이 시급하다. 2단계에서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

로 북한이 국제화하는 단계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업이 동북아 국제물류사업과 나진-핫산 프로젝트이다. 특

있는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단계이며, 국제컨소시

히 건설분야에서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남북 및

움이 가능한 단계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기반시설 네트

다자간 협력, 인프라개발 및 관리 등 사업환경을 조성하

워크구축 및 지속적인 한반도 기반시설의 내부역량강화가

고, 운영분야에서 민간은 동북아물류 사업으로 경제성 원

필요한 단계이다. 경의선 및 동해선 현대화에 각각 13억

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달러, 24억 달러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복선화, 고속화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수준에 따라 그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

됐다. 11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철도는‘21세기 국제고

중장기적으로 3단계는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속철도’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일일생활권’
,‘유라시

참여의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 시대’
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 단계별 북한철도현대화를 추동하는 연구 사업으로

어 주는 대륙형 철도 미래핵심요소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가능한 미래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중
장기적으로 대륙교통로 진출을 견인하는 동북아경제권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한다. 북한철도의 단계별 Remodelling을 위한 광 융합기반의 실시간 실태진단 및 북
한철도 상하부구조의 노후 평가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 동북아 논스톱 물류서비스을 위한 궤간가변장치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남북·대륙철도 기술협력 MOU
를 통해 남북·대륙철도사업 기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 중이다. 이는 향후 남북 및 대륙철도 종합기
술개발사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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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북한철도현대화단계)는 한반도 통과 수요 및 북한

서, 북한철도현대화 및 대륙물류사업의 선순환 고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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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이상준│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 연구위원 (sjlee@krihs.re.kr)

1. 서론

27%에 그쳤던 동북아지역이 2020년에는 2억 7700만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북미와

TEU로 세계 전체의 36%를 차지할 전망이다.

유럽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서 부상하고 있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에 비해 교통인프라부문의 성

1)

다. 세계 무역물동량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점

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역내 이동을 위

유율은 1997년 27%에서 10년만인 2006년 30.1%에 이

한 교통인프라의 수준은 북미나 유럽에 비해 제도적, 물

르렀다. 무역의 확대로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

리적 측면에서 크게 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

은 급성장하고 있다. 1998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는 다음과 같다.
(단위:조 달러)

❹ http://www.railwaygazette.com/f_single/article/2008/10/8933/trans_korean_reconstruction_begins.html
국토연구원,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 (I) (2006)
❺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북철도시스템 연계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4)
❻ 교통개발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횡단철도 운영현황 조사연구,
건설교통부 (2004)
❼ Hee-Seung Na,“State of Works on the Reconstruction of
Trans-Korean Railway and its Linkage with the TransContinental Railways,”ASEM Symposium on An Iron Silk Road,
(2004. 6. 17)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철도 현대화의 경우 초기에는
저비용·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

※ 자료: 어윤덕. 2009.“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의 비전과 전략”
. 동북아포럼발표자료.

<그림 1> 세계 3대 경제권 GDP 현황 및 성장 전망 비교

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계
별 북한철도현대화와 동북아물류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

1) 2006년 말 기준으로 세계 GDP의 17.5%, 세계 인구의 23.6%, 세계 외환보유고의 51.7%를 차지하고 있다.

출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현재 1단계(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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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첫째, 서로 지나친 경쟁을 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저

2. 동북아의 미래와 한반도의 역할

,“중국 북, 동북지역 및 러시아
국가(이상현외(2007))5)”

마다 동북아의 물류 허브가 되고자 대규모 항만투자계

교통인프라에 있어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미래 변화는

극동지역, 그리고 일본의 서남권을 한반도의 초국경적

획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몸집에 맞

미지의‘바람’
과도 같다. 바람을 잘 타야 새가 날 수 있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주변국과의 연계, 동반발전을 통

는‘적절한 규모의 인프라’확보를 어렵게 한다. 과잉투

듯이 미래 변화는 새의 날개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해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문화 교류중심국으로 구축”
하

자와 중복투자의 위험이 높은 것이다.

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동북아의 미래에 있어서 낙관적

자는6)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둘째, 올바른 방향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북

전망을 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한중일 경제협력관계

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반도를 주변국과의 연계, 동반발

아시아에서일본과중국은서로주도권을놓고치열한경

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며, 남북관계도 진전을 이룩할 것

전을 통해 동북아 교류중심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쟁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향

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20년 후인 2030년까지는

모아지고 있다.

설정에대한공론화가부족한실정이다. 이것이교통물류

동북아의 경제협력체 등장과 남북경제의 실질적 통합

우리 한반도는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이 양 날

인프라에있어서의발전방향설정도어렵게만들고있다.

상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개로 구성되는 인구 6억 4천만 명, 연 7조 달러의 동북

셋째, 동북아협력에 대한 무관심이나 부정적 인식이 교

반면에 비관적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중일 간

아시장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경학적 강점

통인프라부문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의 경제관계가 정치역사문제 악화로 현재보다 큰 진전

을 갖고 있다.7)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내 교통과 물류의

각각 미주나 유럽시장을 겨냥한 물류인프라 확충에 초점

을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그 근거 가운데 하나

중요한 거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을 맞추고 있다. 역내 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는 무관

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날개(교통인프라)’
는‘맞바람

심한 것이다.

(도전)’
과‘뒷바람(기회)’
을 모두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교통인프라는 새로 비유하면 날개와 같다. 새에게 심장

이러한 바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중요한

과 두뇌가 중요하지만 날개 없이는 날아오르지 못한다.

것이다. 어떠한‘날개(인프라)’
를 만들 것인가는‘몸통

조지워싱턴 대학교 교수 윌리엄 브라운(William B.

현재 교통인프라부문에서 국제협력논의는 철도와 고속

동북아의 여러‘새’
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하늘을 향해

(한반도)’
의 미래 모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미래 한반

Brown)은“아시아의 강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풍요롭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종단철도

날아오르려 하고 있다. 자기 몸의 덩치에 어울린 날개를

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고, 강하며, 민주적이며 당연히‘통일된’정부가 한반도

(TKR)와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철의 실크로드’구상은

가진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도 있다. 새들이 서

공통적인 내용은 우리 한국 또는 통일된 남북한이 정치,

를 통치해야 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최원식 교수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나선지역에서 북러 간

로 경쟁적으로 날기만 한다면 서로 부딪히고 상대방의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국제사회

“소국주의를 멀리 내다보며 대국과 소국이 함께 모이는

에 이와 관련한 초보적 수준의 협력사업이 진행중이다.8)

길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적절한 규모’

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주변 국가들

중형(中型)국가”
를 우리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4) 이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y) 건설은 2004년 4월

의 날개를 갖고‘올바른 방향’
으로‘적절한 간격’
으로

로부터‘존경’
받는 모습의‘중강국’
이 한반도의 미래

외에도“2020에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매력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27개국이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날아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들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 중견국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주도하는 선진 복지

한반도를 경유하는 아시아 고속도로 노선은 현재 AH1,

이 적당히 편대를 이루어 날면 서로에게 부력을 주어 편

현재 우리 정부는‘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라는 비

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 교

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로

통인프라 개발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진 지난 60년 발전의 토대 위에서 설정된 것이다.

2) 박영호. 2008.“이명박정부의 동아시아 비전과‘실용외교’
전략”
. in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th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KINU
International Colloquium Collection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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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료: 박양호, 이상준. 2007.“한반도와 동북아공동시장 차원에서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비전과 발전구상”
. 국토정책Brief 제 159호. 국토연구원.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한반도의 입지잠재력

3. 결론

3)

3) William B. Brown. 2008.“The United States, Korea and East Asia in the 21th Century". in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th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KINU International Colloquium Collection 08-02.
4) 최원식. 2009.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5) 이상현외. 2007. 2020 선진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통일연구원.
6) 이상준외. 2008.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7) 환황해경제권은 중국 동부지역의 핵심경제권(동북3성, 베이징·톈진, 장강경제권)과 한반도 서부를 포괄하는 인구 약 5억명, 총GDP 1.4조달러의 시장을
의미하고, 환동해경제권은 일본과 남한의 동부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을 포함하는 인구 약 1.4억명, 총 GDP 5.6조 달러의 시장을 갖고 있다.
8) 북러간 나진-핫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사업 계약은 2008년 4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으며, 공사가 착공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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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 연결 인프라가 가동되고 북방물류가 열려야 한반도가 도약한다
▶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
● 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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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AH6, AH32 등 3개 노선이 있다. 현재 한반도를 통과

간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할

(Train-Ferry System), 트럭일괄복합수송(Road

필요가 있는데,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이라는 바람을

하는 아시아 고속도로망 건설사업 가운데 가장 현실성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eeder System)등의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정교한 날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9) 교통부문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개발

있다. 이미 거대한 날개를 갖고 있는 일본과 거대한 날개

이 높은 대안은 부산-서울-평양-신의주-단둥 등 AH1
구간과 AH1, AH6의 결합형태인 부산-서울-평양-원

3.2 바람을 잘 활용하기

사업과 교통인프라 개발을 연계하는 전략도‘적절한 거

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날개

산-나진-원정-훈춘 구간이다. 항만부문에서는 중국의

동북아 국가들은 주변국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국제

리를 두고 함께 비행하는’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 가야 할 것이다. 새들이

움직임이 주목할 만하다.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징

협력의 기회를 인프라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

진지지역 등 3대 경제권의 급성장에 따라 항만시설의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는 대규

3.4 정확한 방향으로 비행하기-장기플랜의 수립

의 날개를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날아가는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모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수요가 크게 증대

동북아 교통인프라 협력에 있어서는 지나친 경쟁을 제

것이 중요하다. 각자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적당할

우리로서는 동북아시아의 여건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하고 있다. 그 중심은 중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

어 할 수 있는 공동의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철도나 도

규모의 날개를 확충하되 함께 날면서 힘을 얻어 가는 지

입지를 더욱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동북아시아 교통 인

의 수요를 적극 활용하면서 한반도의 입지를 강화하는

로와 달리 항만부문의 경우에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투

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프라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발전을

교통인프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자유치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투자나 낭

고려하되 주변 국가들과도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향으

서 중단기적으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지역이 북한

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공동의 논

로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

의 나선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동북3성 개발과 러

의기구가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면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시아의 극동러시아지역 교통·물류 개발수요가 남북한

‘동아시아 물류장관회의(가칭)’
를 상설화하는 것도 검

의 교통개발수요와 마주치는 곳이 바로 나선지역이기

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

때문이다.

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합구상과 같은 장기적

3.1 적절한 규모와 기능의 날개 만들기

동북아 각국은 각국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너무 가까이 날면 날개끼리 부딪힌다. 서로 적당한 규모

인 큰 그림을 전제로 중단기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필요하다. 우리 한반도의 경우 지경학적 강점을

3.3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함께 비행하기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쫓아서 과다한 인프라 투자를 추

활용하다는 측면에서 섬(일본)과 대륙(중국, 러시아)을

개별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큰 시너지(synergy)효

진하는 과오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개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할 필요

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

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각국의 교통관련 계획들이 지역

가 있다. 이것을 위해 중단기에는 해상물류중심의 협력

프라 투자는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면 변경하는 데 막대

적 차원에서 조율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연구와 계획수

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육상물

한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개별 국

립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FTA체결을 위해 관계국들

류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동아시아

가들이 개별적, 경쟁적으로 항만, 철도, 도로를 개발하

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듯이 교통·물류차원의 협력을

교통·물류 인프라에서 협력의 여지가 가장 많고 가능

기 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단순히 비용

위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

성도 높은 부문이 바로 해상물류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낭비 이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

해 동아시아 차원의 장기적인 협력방향을 설정하고, 이

개발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물류도 우선

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것에 맞추어 개별 국가의 인프라 계획을 수립해 간다면

순위에서 육상물류보다는 앞설 수 있다. 하늘도 바다처

인프라 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럼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요하다. 주요 교통수단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

날개(교통인프라)는 바람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있는 한일, 한중 해저터널을 통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

출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

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 경제의 통합과 특히 한중일

서 열차와 선박의 복합수송과 같은 열차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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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K O R E A N

R A I L

▶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

4

▶ 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T E C H N O L O G Y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특구는 경제무역지대(나진·선봉),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특별행정구(신의주), 공업지구(개성), 관광지구(금강산)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으나 남한 자본과 기업이 참여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만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SOC의
건설 및 현대화와 함께 해주, 남포, 안변, 단천, 백두산 등
산업, 자원, 조선, 관광특구 가능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논의되면서 특구개발이 확대되는 듯하였으나, 새로운 정
부가 들어서면서‘대북경협 4대 원칙(비핵화의 진전에 따

변현진│한국철도공사 남북철도사업단 단장 (bhj7343@hanmail.net)

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
의)’
에 따라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되는 등 속도와 단계가 조
1. 서론

1991년 북한 최초의 개방형 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자

절될 전망이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이면 자립

유경제무역지대는 당초 기대와 달리 투자유치 실적이 저

그러나 북한의 경제특구는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적 경제발전에 한계를 느끼고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조하였으나 2002년 경제개혁 조치로서‘7.1 경제개선조

통해 북한경제체제의 시장화와 개방을 촉진시키는 촉매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 중국 경제특구의 경험

치’
와 함께 기존과는 다른 한층 개방적인 법적 지위와 정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북한경제특구 개발에 따

에 근거하여 대외협력의 거점으로서 경제특구 개발 설치

치제도가 보장되는 특구정책을 시행하면서 신의주, 개성,

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를 추진하였다.

금강산 등으로 확장하였다.
2. 북한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방안

[표 1] 기존 북한 4대 경제특구 비교

<그림1> 남북철도노선도

2.1 북한 철도운송체계 현황

구분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위치

함경북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면적

746㎢

132㎢

66㎢

약 100㎢

북한의 교통망은‘주철종도(主鐵從道)’
의 구조로 되어 있

강-핫산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관련시설 대부

어 수송분담율이 철도 86%, 도로 12%, 해운 2%로 철도가

분이 1980년대 이후 경제침체의 지속으로 새로운 보수작업

특구지정일

1991.12

2002.09

2002.11

2002.11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을 하지 못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 제대로 된 수송기능

특구유형

경제무역지대

홍콩식 특별행정구

공업단지

관광특구

2005년 말 현재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약 5,248㎞이며,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무역 및 중계수송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오락,

공업, 무역, 상업, 금융,

수출가공 및 금융서비스

첨단과학, 관광지구 개발

관광지 개발

국제관광지

그 중 80%가 전절화구간이나 노선의 98%는 단선이다.

2007년 남북한 공동으로 조사한 평라선의 일부구간(금골

범위

행정

입법, 행정, 사법

독자적 지도 및 관리

독자적 지도 및 관리

북한의 철도망은 10여 개의 기간노선과 90여개의 지선으

선·허천선), 경의선(개성-신의주) 현지조사 자료나 그 동

입법

-

입법회의

-

-

-

구재판소, 지구재판소

-

-

로 되어 있으며 서부의 해안 평지와 동부의 해안선을 따라

안의 연구문헌, 전문가의 의견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새로

사법
행정

지대당국

행정부(장관)

지도 및 관리기관

지도 및 관리기관

발달하였다. 산악지역이 많은 지형의 특성으로 낭림산맥

운 자재로 교체하거나 상당 부분을 개량해야 한다고 보고

소유주체

국가

국가

국가

국가

을 경계로 양분되어 있는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1970년대

있다.

개발주체

지대당국

행정구

개발업자

개발업자

임차기간

-

50년

50년

50년

이후 동서연결과 전철화를 적극 추진하여 평라선(간리-나

북한은 철도를 근간으로 하고 자동차와 해운을 철도의 보

북한 원

외화

외화/신용카드

외화/신용카드

진 781㎞)과 청년이천선(평산-세포 141㎞)을 건설하였다.

조수단으로한 운송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주요 철도

기업소득세

14%

미정 (특별행정구가 결정)

14% (장려분야 10%)

면세

국제철도 노선의 경우 중국과는 신의주-단동, 남양-도문,

수송 품목은 석탄, 광석, 건자재 등으로 이들 화물이 전체

비자여부

무비자 (초청장 필요)

비자발급

무비자 (출입증명서 필요)

무비자 (출입증명서 필요)

만포-집안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러시아와는 두만

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85개의 집중화물

특구설립목적

자치권

토지

사용화폐

※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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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K O R E A N

R A I L

4

T E C H N O L O G Y

[표 2] 남북철도 분야별 비교

▶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
▶ 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첫째, 북한 철도관련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초기단계에

또한,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서는 북한철도를 공동이용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은 북한의 협력 안정성을 고려할 때 중국 및 러시아 등 대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송을 할 수 있도록 궤도, 교량, 터널,

북 영향력을 갖춘 국가들과 양자간·다자간 철도협력 관

구분

북한(경의선)

남한(경부선)

표정속도

약 44㎞/h

약 95㎞/h

곡선반경(R=600)

40개소

473개소

최급기울기

11.4‰

12.5‰

침목 등의 노후된 부분을 우선 정비하고 남북철도 화물과

시공기면 폭

3.0m(4m이상)

3.0m이상

대륙철도 화물을 상업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준으로 대

50㎏

50㎏N(80%)

132㎜×152㎜×70㎜

127㎜×153㎜×65㎜

레일
궤도

50㎏N(80%)

침목
전력

신호

통신

127㎜×153㎜×65㎜
DC 3000V

AV 25000V

기계연동장치

전자연동장치

계전기식연동장치

열차자동정치장치(ATS)

통표·연동폐색장치

5현시 자동폐색장치

가공나선로

광케이블

백두산관광특구
나진·선봉
산업특구

백두산관광특구

폭 정비해야 한다.

나진·선봉
산업특구

둘째, 북한의 철도물류시설들은 경제특구의 개발과 연계
하여 재정비하고 개발되어야 한다. 남북교류에 따라 유발

단천자원특구
신의주산업특구

중, 한·러, 남·북·중·러 형태로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위험리
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남북한의 철도는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시설이 갖추어진

안변조선특구

되는 수요와 특구개발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남북통합
철도망 구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철도물류시설의 개발을

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 한·

단천자원특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산업특구
남포조선특구

상태로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판문간 남북화물열차
가 매일 1회씩 정기운행을 시작하면서 남·북한간 열차운

안변조선특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주산업특구구
남포조선특구

개성산업특구

금강산관광특구

셋째, 남북한 철도화물운송의 안정화를 위해 훼손, 도난,

행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 앞으로 남북간 열차 상시운
행과 경쟁력 있는 남북철도운송서비스를 위해서는 북한철

해주산업특구구

역을 지정하여 중량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되

통관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측

어 있다.

면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그러나 생산지에서 역까지, 그리고 역에서 소비지까지의

넷째, 남북한 철도이용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고 실행에 옮겨 남북경제공동체의 대동맥으로서 역할을

연계운송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수송완결성

남북한 경제협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면

적극 수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부족으로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교류지역의 확산으로 과중한 물류비와 과다한 운송시간이

예상된다.

소요될 것이다.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제

북한은 화물운송에 있어서 1970년대부터 3대 운송방침으

조, 조립, 가공, 중계무역 등에 대한 종합물류서비스가 가

로 집중수송, 연계수송, 짐함수송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화

능하도록 철도중심의 Hub ＆ Spoke 복합운송체계가 구

물운송능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철도관련

축되어야 한다.

개성산업특구

도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상생·공영의 남북철도 관계

참고문헌
❶ 원동욱·안병민(2008),「북한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그림 2> 북한경제특구와 연계된 남북철도

❷ 정봉민(2008),「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Ⅰ)」
,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시설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송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은 일거에‘선’
을 구축하는 방식,
2.2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즉‘점’
의 개발과 연계되지 않는 현대화 방식은 막대한 비

남북한 철도연결 협력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사업과

용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

함께 3대 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철도의

다. 따라서 북한의 특구라는‘점’
을 통해 적정한 물동량

연결은 북한의 경제회생과 남북경제통합, 그리고 동북아

확보와 함께 경제성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남북철도운

시대를 대비한 동북아철도망 구축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경의선, 동해선 등의 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재적인 철도‘축’
을 따라 특구개발 대상지역으로 확대되

남북철도운송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단계

도록 남북철도운송체계를 구축한다면 남북간 열차 상시운

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행 체계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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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조봉현│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부회장 (chobh21@paran.com)

징-라오스-베트남-인도-중동-아프리카-모로코 노

치지 못했다.

선은 80시간 걸린다. 한국 주도로 이들 3개 노선을 연

이를 반영하듯 문산~봉동 화물열차는 제2차 정상회담

결하면 향후 50년, 100년 후 한국의 모습을 바꿔 놓을

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총리회담과 남북철도협력분과

것이다.”

위원회 등을 거쳐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도라

이는 해상과 공중을 통해서만 유라시아대륙에 접근하

산역~판문역 구간을 주중 매일 1회 정기 운행하는 데

던 방식을 바꿔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하

까지 발전했다.

고, 이를 통해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그러던 와중에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한이 지난해

구축함은 물론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라는 거대구상을

12월 일방적으로 경의선 철도 운행 중단을 선언했다.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서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낙후되어 있

6·15 공동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간신히 이어졌던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북한과 러시아 간

남북경협이 시작된 이래 물자 수송은 비효율적 방법과

는 남북접경선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 국토의

남북철도가 다시 끊어진 것이다.

의 물류협력을 위한 대규모 협조사업도 본격화되고 있

절차로 인하여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큰 손실을 감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가 대

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과다하게 책정된 물류비가 대

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부상

2.2 유라시아 철도연결 사업

북·러간의 대규모 협조사업 착공식이 영국, 독일, 체

부분 남북경협업체들의 생산원가에 전가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꼬일수록 이를 푸는 해법으로 유라시아 철

코, 인도, 몽골 등 각국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서 본고에서는 남북한 철도 운

도 연결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을

다. 이번 라진-핫산 구간의 재건사업은 라진에서 두만

서는 적자까지도 감수해야 할 실정이다.

행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롯, 러시아·베트남·중국 등 4개국 국립 철도대학

강까지 총 54km구간에서 이뤄진다. 낡은 철길 궤도를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라시아 철도의 미래와 북한

새것으로 교체하고 구간에 있는 정차 역을 보수·정비

남북간 육로(경의선)로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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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오가긴 했으나 철로 연결이 가지는 상징성에 미

다. 지난해 10월 4일 라진항과 북·러 친선각 앞에서는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한간 직교역사업을 확

2. 남북한 철도 운행의 중요성

철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년 4월에는 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시에 철길의 폭이 서로 다

대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

2.1 남북한 철도연결 과정

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유라시아 철도망 활성화를 위

른 북한과 러시아 간 열차 통과를 위해 혼합선 철길을

다. 육로로 수송할 경우 현재의 물류체계보다 물류비

2007년 5월. 반세기 넘게 끊겼던 남북 철로가 이어진

한‘제1차 한.러 철도협력 국제세미나’
를 러시아 시베

부설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열차 바퀴의 교환

를 30%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날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경의선과

리아 교통대학교와 함께 개최해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없이 러시아 열차가 북한의 라선 시내를 달릴 수 있게

남북 간의 육로수송망을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동해선이 경의선 남측 문산역과 동해선 북측 금강산역

활성화와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

된다.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에서 각각 시험운행에 돌입, 남북의 철로가 반세기 만

색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전길수 철도상은 <조선신보>와의 인

해서는 철도 기반 및 지원시설의 확충과 관리가 중요

에 하나로 연결됐다. 경의선은 한국전쟁이 치열할 때

이 뿐만 아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 3월 워싱턴 특

터뷰에서 라진-핫산 사이의 철도개선 계획은 2001년

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인 1951년 서울-개성 운행이 중단된지 56년 만에, 동

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동북아 평화번영 공동

양국 사이의 모스크바선언에 의해 그 기초가 마련된 사

남북한 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자 수송은 경제협

해선은 1950년 중단된 지 57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사

체’
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핵심은 대륙횡단철

업이라고 하면서, 이 사업은 두 나라의 공동발전과 이

력 및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철

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단된 선로가 하나로 이어진 것

도였다.“시속 200km로 달리면 부산-서울-평양-나

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쌍무적인 대규모 협조 실현의

도를 통한 대북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다.

진-시베리아-파리-런던 철도노선은 72시간, 부산-서

첫 단계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사회의 간접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확충이 요구되

한반도 허리에서 잘린 혈맥은 민족을 아프게 했고, 남

울-평양-신의주-베이징-시안-카자흐스탄-이스탄

이러한 북-러간 철도연결 사업은 단순히 북한과 러시

는 바, 이는 북한의 경제개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을 섬나라로 만들었다. 그동안 육로와 항공편으로

불-마드리드 노선은 75시간, 부산-서울-평양-베이

아 두 나라의 경제발전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북-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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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결이 현실화 되면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사이

북 정주에서 평북 삭주를 연결하는 단선 산업철도로 한

담당하며 북한 운송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를 잇는 대륙간 수송의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한

때 동양최대의 수력발전소로 불렸던 압록강 수풍발전

그러나, 철도 총연장 중 약 절반정도가 일제시대에 건

반도에서 유럽까지 철도로 물자 수송이 가능한 New실

소와 연결된 노선이다. 철도 노선 연변에 금광과 지하

설된 것이어서 시설의 노후화가 심하다. 철도 총연장의

크로드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일제강점기 때인 1939년

98%정도가 단선으로 운행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릴레

물론 남북한 철도가 다시 연결되기 전에도 부산에서 라

산업철도로 개통되었다. 본래는 압록강 건너에 있는 중

이식 지연발착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열차의 운

진항까지 선박을 이용해 수송하고, 라진항부터 철도를

국 랴오닝( 寧)성 상허커우(上河口)와 연결되었으나

행속도는 가장 빠른 구간인 평양-신의주 구간도 평균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나진항을 통해 육상수송이

지금은 단절돼 있는 상태다.

시속 60km정도며, 산악지형인 평양-혜산진 구간은

시작되면 기존 해상을 이용한 방식으로 유럽까지 갈 경

동해안축의 기본간선은 평라선으로 평양의 간리~나진

평균시속이 22km에 불과하다.

우에 비해 물류비용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을 연결, 총연장은 788km이다. 동해안해안선을 따라

그 외에도, 도로시설이 미비해 단거리수송에도 이용되

북한을 종단운행하며, 화물수송량이 가장 많은 노선으

고 있어 총체적으로 철도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여객

3. 북한 철도의 현황과 문제점

로 1973년 단선으로 전철화되었다. 북한에서 가장 긴

운송보다는 공업용원자재, 농수산물 운송을 전담하는

3.1 철도 현황

철도로 함흥, 길주, 청진, 나선 같은 동해안 주요도시들

산업철도의 기능에 치중되고 있다.

대륙간 철도연결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북한 철도 개보

을 연결한다. 러시아 핫산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

주요 노선별 화물운송 현황을 보면 북한의 철도수송능

수 작업이 시급하다. 북한 철도 유라시아 철도의‘끊어

(TSR)와 연결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광궤로 부설

력은 시설의 개선, 장비의 대형화 등으로 80년대까지

4. 남북한 철도 운행의 기대효과

진 고리’북한의 12개 주요 노선은 어떤 상태인가. 북한

되었기 때문에 나선에서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표준궤

는 증가되었으나 90년대의 경제난 등으로 현재는 정체

남한 내륙을 통한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이용이 이루어

의 철도연장은 현재 협궤구간을 포함하여 총 5,214km

와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광궤 2개 궤도를 동시에 사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수송화물은

지기 위해서는 남북 철도 운행이 정상화돼야 한다. 경

로 이중 전철화 연장은 4,132km이다. 북한의 철도망은

한다. 평양~모스크바 구간은 주 2회 왕복하고 시간은

석탄(32%), 광석(11.8%), 건재(7.8%) 등으로 이들 화물

의선 철도연결이 정상화되면 기존 대중국, 대유럽 해상

크게 서해안축, 동해안축, 동서 횡단축으로 나누어 볼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서횡단

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금속

컨테이너 물동량의 일부가 남북한을 통한 물동량으로

수 있다.

축으로는 청년이천선(황해북도 평산~강원도 세포,

(5.9%), 목재(5.8%), 양곡(3.6%), 화학비료(2.9%) 등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서해안축으로는 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를 연결하

252㎞)이 있다. 황해북도 평산과 강원도 세포 간 252㎞

있다. 지역별 수송화물의 구조를 보면 평안남도가 전체

는 연장 411.3km의 경의선이 대표적인 노선이다. 경의

를 연결하는 철도다.‘청년돌격대’
가 부설한 철도로

화물의 30%, 함경북도 23.7%, 함경남도 17.3%, 평안

선은 평양~신의주 구간의 평의선과 평양~개성 구간의

1971년 공사를 시작해 1년 만인 1972년에 전 구간이 완

북도가 10%를 수송하고 있으며 이들 4개 도가 전체 화

평부선으로 구성되는데, 평의선은 신의주에서 압록강

공되었다. 평양과 나선을 잇는 평라선에 이은 북한의

물수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철교에 의해 평양~북경간의 국제열차를 운행할 수 있

두 번째 동서횡단철도로 구 평원선(평양~함경남도 고

북한은 전국에 80여 개의 집중화물역을 지정하고 각종

는 철도 교통축이기도 하다. 평의선(평양~신의주, 241

원)과 연결되어 평양~함남 고원~강원 세포~황해도 평

하역작업을 돕는 트레일러, 기중기, 창고 하적장 등의

㎞)은 평양과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이어주는 철도로 중

산을 연결하는 원형의 순환철도망을 구성하고 있다.

부대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다. 평양, 개천, 함흥, 청진

국의 랴오닝성 단둥을 거쳐 톈진, 베이징까지 연결하는

1980년 전 구간이 전철화 되었다.

철도국에는 집중화물역이 설치되어 화물수송을 담당

국제철도다. 북한 내 여객수송의 60%, 화물수송의

<그림 1> 경의선 철도와 대륙철도와의 연계 현황

[표 1] 경의선 통과 물동량
2010

2015

2020

개성공단

천톤

3,719

8,404

10,209

남북교역

천톤

57

139

304

대중국

천 TEU

251

444

636

대유럽

천 TEU

97

122

140

천톤
천 TEU

3,776
348

8,543
566

10,513
776

철도
계

※ 자료 : 김영윤·조봉현 외,“경의선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2007.10)

하고 있으나 생산지에서 역까지, 그리고 역에서 소비지

90%를 담당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북한의‘보급선’

3.2 철도의 문제점

까지의 화물연계를 담당할 수송체계가 없어 많은 고충

한국과 중국간의 물동량을 보면 1995년 569천 TEU에

인 것이다. 평북선(평북 정주~평북 삭주, 120㎞)은 평

북한 철도는 화물수송의 약 90%, 여객운송의 62%를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2001년 1,304천 TEU로 연평균 14.8%의 높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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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 연결 인프라가 가동되고 북방물류가 열려야 한반도가 도약한다

THEME
K O R E A N

R A I L

5

T E C H N O L O G Y

▶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
▶ 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를 근거로 향후 물

필요성을 역설하고, 본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5.4 남북물류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등 주요 남북 물류도시 대학을 남북물류특성화 대학으

동량을 추정하면, 2020년에는 10,594천 TEU에 이를

실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정부는 남북물류관련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북물

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물류전문기관, 물류업체, 연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남북한 종단철도를 이용하여 중

이다.

류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해야 한

구원, 정부기관 등 산·학·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동북아 물류시대에 적합하도록 제도, 법령의 전반적

고 남북 물류학회 발족을 지원해야 한다. 남북한 물류
기능 인력에 대한 자격증 제도 신설도 필요하다.

국에 수송되는 물동량은 636천 TEU에 달할 것이다.
남북한 철도와 관련된 철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주로 동

5.2 북한의 철도시설 확충

개혁을 단행하고 자율성 강화로 개방형 물류환경을 조

북3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유치가 가능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를 확보할 수

성하기 위한 물류제도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남북한 물

TSR을 이용한 대유럽 물동량은 최근 연평균 4.7%의

있도록 통과노선의 기술적 애로요인 현장조사 및 시설

류업체에 대해서는 타 물류업체와 대비하여 특별한 혜

5.7 국제운송협정 및 국제철도기구(OSJD) 공동가입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유럽행 전체 물동량에

보강 검토, 공업단지·물류단지 및 무역항 배후철도 정

택을 부여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동북아 물류중심지

국제운송협정으로는 국제철도운송협정(SMGS), 국제

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평균 9.3%(2002년) 정도이

비, 통과구간의 용량부족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나 국토해양부 직속

여객운송협정(SMPS),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CIM),

다. 경의선을 이용한 유럽행 물동량은 2010년 97천

할 것이다. 유지보수 대책도 필요하다. 부품교체 및 보

으로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남북물류사

국제육로운송협약(CMR), 국제수송화차협약(PPW), 국

TEU에서 2015년 122천 TEU, 2020년 140천 TEU가

수인력 문제, 부품 및 규격 표준화 또는 북한생산화차

업기획단’
을 설치, 운영하여 남북물류관련정책의 우선

제철도여객운임협약(MPT), 국제철도화물운임협약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방안에 대해 남북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순위를 정하고, 발전 계획의 수립, 계획 시행을 위한 관

(ETT), 국제화물수송관세협정, 컨테이너 관세협정 등

이밖에도 남북한 간의 교통·물류 시스템 표준화를 적

계 법령의 총체적 재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있으며 남북은 이에 공동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5. 결론 : 동북아 육상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극 추진하여 운송 서류 및 장비의 표준화와 화물 운송

5.1 기본 방향

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통

5.5 남북물류 전문업체 육성 지원

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남북경협 및 관계 진전에 유리

남북이 육로(경의선)로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물류 전문산업(업체)에 대한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미·일·중·러 등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물류 전문업체에 대해서 제조업

주변 국가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정상회담 및 고위급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간 직교역사업을 확대
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5.3 육로 수송을 위한 남북간 합의서 체결

(벤처기업)에 준하여 금융·세제를 지원하여 육성하고,

회의 등을 활용하여 대북경협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

북한의 협조 여부에 따라 철도 수송로의 활용여부가 결

남북 철도를 통한 물자수송사업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

남북한 물류거점시설 확보에 필요한 자금지원 또는 공

이고, 지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핵·미사일 등 안

정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호

여 없이는 추진하기 쉽지 않은 것이므로 남북 당국과

동투자방안을 검토하며, 화물터미널·창고·운송사업

보문제와 함께 경제협력 문제도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협조적인 육로 물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하여 합의서를 체결해야한다. 화물수송 협정 체결

자의 보세장치장 등 남북한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전문물류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을 들 수 있다. 남북철도개통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세제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

보다 효율적인 국경통과방식을 협의하고 운임설정 및

또한 중장기적으로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위한 특별지

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건설되는 물자보

정산방식을 결정하는 것 등이다. 또한 신속한 세관통관

역을 개발하고 외국기업 유치기반 조성 등을 위한 별도

관 및 물류기지는 대북 경협 및 지원활동의 전진 기지

절차, 재난구조, 신분보장, 통관 및 검사(검역 포함), 손

의 (가칭)
‘동북아물류중심지화기금’설치 및 (가칭)
‘동북

로 역할하는 동시에 동북아 물류활동의 체계화를 도모

해배상, 화차 및 컨테이너 회수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

아개발은행’설립을통한지원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공동으로‘남북 철도 수송망

북측에 대해서는 육로운송 및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구축 타당성 조사’추진, 남북 및 중국이 참여하는‘동

5.6 남북한 물류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을 인식시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거부감을 줄

북아물류협의체’구성이 요구된다.

남북 물류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북 접촉시 본 사업 추진의

52

참고문헌
❶ 나희승·황진회 외,「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통
일연구원, 2007
❷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최,「
‘제1차 한-러 철도협력 국제세미나’
」
자
료집, 2009
❸ 성낙문·김연규·안병민.
「남북연결 도로, 철도의 교통수요 및 비용
분석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2005
❹ 김영윤·조봉현 외,“경의선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
안”
, 2007. 10

펼쳐나갈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인천, 경기

KOREAN RAIL TECHNOLOGY | 2009+05+06

53

Theme
K O R E A N

R A I L

6

▶ 대륙 연결 인프라가 가동되고 북방물류가 열려야 한반도가 도약한다
▶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
▶ 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T E C H N O L O G Y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황진회│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해양협력팀장 (hjh@kmi.re.kr)

이 글은 최근 다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두만강 유

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에서 북·

역 개발 사업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현재의

러 간 나진-하산 사업이 합의되었다.

남북관계를 전환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6년 7월과 10월 러시아철도공사의 야쿠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를 통한 우회 투자를 통해

닌 사장이 2차례 남한을 방문하여 투자자 간담회 및 정부

대북사업을 전개하는 새로운 방식의 남북협력사업이라 판

측 관계자와 면담하고, 곧바로 북한을 방문, 김용삼 철도

단된다. 그리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새로운 물류수요도

상과 북·러 간에 설립될 합영기업의 러시아측 지분에 남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의 주요내용과 의의, 그리고 나진-하산 물류수요 검토를

남한에서는 2007년 6월 6개의 물류회사로 이루어진 컨소

통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시엄 루코로지스틱스가 출범하고, 러시아철도공사와 함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방안도 모색한다.

께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및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정권 교체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 세계적 차

1. 서론

계획이다. 중국은 동해로의 출구를 갖기 위해 두만강 및

2.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주요내용과 의의

원의 금융위기 발발로 남·북·러 연계 물류사업은 제대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과 함께 다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교통·물류 분야

로 진행되지 못했다.

부활하고 있다.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은 지난 1992년 유

러시아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두만강 유역 개

의 국제협력 과제는 철도 분야의 대륙철도 건설계획, 도로

그런 와중에서도 북·러는 2008년 4월 24일 나진-하산

엔개발계획(UNDP)이 이 지역을 국제적인 자유무역지대

발에 관심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분야의 아시아하이웨이 건설계획, 그리고 초보적 수준에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위한 협정

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관련 당사국들의 소극적 태

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를 앞두고 극동지역 개발에 박

서 논의되고 있는 항만분야에서의 협력 등이다.

을 체결하였다. (주)러시아철도무역상회와 나진항은 합영

도와 동북아 정세 악화로 발전이 지체되었다. 그러나 최근

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지난 해에는 300억 달러 규모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동아시아에서 논의되는 철도, 도로,

기업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두만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또 북한과 협의를 거쳐

항만 분야의 교통·물류 협력과제가 총 집결된 사업이다.

해 10월 4일 북·러 간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

강 유역 개발 사업과 함께 나진-핫산 프로젝트도 탄력을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나진-하산 50km 구간의 철로 보수

사업의 주체는 국제기구가 아닌 두만강을 둘러싼 주변국의

착공식을 조러 친선각에서 가졌다. 49년간 유지될 합영기

받고 있다.

공사에 착수했으며 나진항 3호 부두 개발권도 획득했다’

정부 또는 물류관련 기관이라는 점이 차이가 나지만 동아시

업의 북·러간 지분은 3:7이며, 이중 러시아는 자신들의

중국 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재정부, 과기

고 보도하고 있다.

아물류협력과제중가장상징적인사업임에는분명하다.

지분 중 40%를 남한 자본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부 등 5개 부처로 구성된 두만강 개발 테스크포스를 구성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해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 제3부두와 나진-하산철도

본 사업에는 약 2억 2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하여 작년 11월“두만강구역합작개발계획”
을 발표했다.

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

(54km)의 개보수, 그리고 화물 수송용 화차(wagon)를 확

다.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에 7천만 달러, 나진항 개보수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를 빌려

베리아대륙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을 합의했다. 그리고 북

보한 후 부산-나진간 해상수송을 거쳐 TSR(시베리아횡단

에 8천만 달러, 화차 구입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

동해로 나가는 출해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지

한을 경유한 천연가스 공급사업도 합의 했다. 이들 계획의

철도)을 경유하는 컨테이너 물류수송사업으로 요약할 수

다. 2008년 10월 착공식이 열린 북한의 국경역 두만강역

역에 한국과 일본, 홍콩 등지의 외국기업을 대대적으로 유

현재 진행상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정상간 합의사항인

있다.‘나진’
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북·

에서 러시아측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4km의 철로 건

치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훈춘에서 동해 바다까지의 거리

만큼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진-하

러·중 간의 인프라 및 물류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 10개의 철도역, 3개의 터널, 40개 이상의 교량과 기타

는 약 20㎞에 불과하지만, 러시아와 북한 국경이 있어 직

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

나진-하산 사업은 북·러 간에 2000년 무렵부터 논의되

설비에 대한 개보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접 동해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하는국제적인대형프로젝트로거듭나고있다.

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2001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구

본 프로젝트는 동북아지역, 특히 남한에서 매년 10만TEU

간 철도에 대한 정밀조사까지 마쳤지만, 구소련시절 북한

의 화물을 TSR로 운송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두만

이 지고 있는 55억 달러의 채무 처리문제로 실행단계에

강-나진 구간의 통과능력은 1일 12열차의 왕복, 물동량은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

400만 톤으로 보고 있다. 2011년 핫산에서 3만5천 톤의 컨

1)2)

1) 조선일보, 2009. 5. 4.
2) 한편 나진항 3호 부두 개조사업은 중국에서 획득했다는 기사도 있음. The Daily NK, 200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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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테이너가 수용가능하며, 2013년에는 10만 톤까지 예상하고

프로젝트의핵심사업이컨테이너수송사업이기때문이다.

현재 러시아는 TSR 운영개선 등을 통해 수송능력과 수송

프로젝트를 이용한 수송사업6)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연간 40만TEU가 수용 가능하도

나진-하산의 물류 수요는 ⅰ)극동발 유럽통과 화물, ⅱ)중

물량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진-하산

고 있다. 특히 계서시7)의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

록 설계되지만 향후 70만TEU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

국 동북3성의 동해 출구 화물, ⅲ)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및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

로 조성된 불리한 정세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향후 귀추

다. 본사업의가장큰장점은수송시간및비용절감이다.

수출입 화물, ⅳ)북한 자체의 화물(나진-선봉 경제특구)

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진-

가 더욱 주목된다.

한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현재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 그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산을 통한 TSR 물량도 TSR 전체 물량의 증가와 함께

셋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수출입 화물이 나진-하산을 경

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데 의의

첫째, 극동발 유럽통과 화물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자.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UNESCAP은 동

유하여 TSR을 이용하는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러시아

와 가능성이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두만강 유역을

시베리아황단철도(TSR)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

북아시아에서 TSR-TKR 연결노선이 향후 경쟁력이 있는

내륙 및 중앙아시아의 경우 철도운송 외 다른 운송수단이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 정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의 수출입 화물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운송되는 통과화물

노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미 1992년에 아시아횡단철

사실상 없기 때문에 TSR 이용도는 매우 높다. 문제는 이들

이다. 더욱이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해야만 하는 한국에

운송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 동안 극동에서 출발하여 유럽

도(TAR; Trans- Asian Railway) 계획을 승인했다.

화물이 나진-하산을 이용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앞의 아시

게는 더 없이 좋은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나진-하산 프로젝

으로 가는 TSR 화물은 극동 러시아의 보스토치니항, 블라

둘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동북3성에서 발생

아 극동 화물이 유럽으로 갈 때 나진-하산을 이용할 것인가

트는 주로 남북의 이해관계가 얽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

디보스톡항, 나호드카항 등에서 선적이 되었는데, 나진-

하는 화물이 동해 출구를 찾아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중

와 동일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거리 및 시간상의 잇점이라

광과는 달리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이 자의적으로 대응하기

하산 프로젝트가 성공될 경우 나진항도 TSR 화물 선적항

국에서 동북3성은 자동차산업과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

는 물리적인 장점에 러시아 철도공사의 정책이 유리하게 작

어려운 전통적인 우호국들과 얽혀 있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이고 석탄과 곡물생산이 많은 지역이다. 그 동안 이 지

용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항만의 이용상

그만큼남북관계에서지렛대역할을하기에충분하다.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부산, 북중국 등 동

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생산품은 동해로의 출구를 갖

불편은 나진항이 경쟁항만으로 개발될 경우 대부분 해소될

그리고 그 동안 북한이 추진한 신의주특구와 나진선봉특

북아를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 극동항보다 나진항이 지리

지 못해 대련항을 이용하여 남중국 및 외국으로 수송되었

것이라는지적8)은참조해야할것으로보인다.

구가 실패한 원인과 비교할 때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좋

적으로 가깝고 이로 인해 수송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

다. 그러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동북 3성

넷째,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 발생하는 화물

은 사업여건을 갖추고 있다. 신의주 및 나선특구의 실패원

리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러시아 철도공사가 지분투자

의 화물은 나진항을 이용하여 남중국 및 제3국으로 수출

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제1

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으나 주로 백화점식 개발로 인

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사업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계로2000년까지390만평의면적에경공업및섬유산업,

한 특구로서의 특성 부족과 함께 다른 도시 및 주변국과의

중요한 사실이다. 러시아에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

사실 나진항을 이용한 동북3성의 화물수송은 1992년 두만

전기전자산업 등을 유치하고, 제2단계에서는 총 114만 평의

연계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원

해 유럽으로 가는 동북아의 화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강 유역5)개발을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 지원하에 출범

부지에 기계공업, 자동차조립 및 그 부속품 등의 산업을 유

자재 조달 및 생산품의 운송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러시아 극동의 항만과 함께 나

한“남·북한·중·러·몽골이 참여한 두만강개발계획

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연도인 2010년을

다. 이에 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성장 가능

진항을 TSR의 선적항으로 활용하여 수송물량을 늘려갈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목전에둔지금까지뚜렷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성을 염두에 두고 물류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홍콩이나 중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TSR의 심정적 경쟁자인 극

에서도 논의된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나진-선봉지역

국에서 성공한 특구의 경우 교통·물류 인프라에 우선적

동-유럽간 해상운송 물량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는 전략

최근에는 중국 동북3성에 위치한 계서시 등에서 생산되는

의 공단이 북한의 계획과 같이 조성된다면 향후 이 지역에

인 투자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석탄·곡물·목재 등을 북한의 원정리와 나진항을 통해

서 발생하는 화물량은 3,400만 톤, 이 중 해상물동량은

반면 그 동안 TSR의 유럽통과화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회

수송하는 물류사업을 중국 기업과 추진하는 등 나진-하산

2,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3. 나진-하산 물류수요 검토

의적인 전망이 있다. 즉 TSR은 북극항로의 개설과 TSR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

운소용량의 부족, 북한 및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정성 및

자 재원 확보에 달려있고, 투자 여부는 물류수요에 많은 영

사회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새로운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나진-하산

것이다.4)

3) 오일만,“남과 북,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동북아시아 교통·물류 혁신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남북물류포럼 학술세미나 토론문, 남북물류포럼, 2009.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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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봉민,“나진-하산 해상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의 실천과제”
,「동북아시아 교통·물류 혁신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과제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남북물류포럼 학술세미나 발표문, 남북물류포럼, 2009.
5) 두만강 유역은 북한 청진, 중국 연길, 러시아 나호드카 지역을 연결하는 삼각지역을 의미함.
6) KMI,“북한 나진항 투자사업 가능성과 과제”
,「KMI 남북협력사업 정책 현안 세미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2.
7) 중국 계서시는 흑룡강성 동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은 22,531㎢, 인구는 200만명에 달한다. 이 지역의 주요광물자원 매장량은 석탄 65.5억 톤, 흑연
5.4억 톤, 규석 4,000만 톤, 대리암 6.3억 톤, 금 5억 톤 등에 달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식량 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농산물 경작면적은
55.4만 헥타아르이고 주요 생산물은 쌀, 옥수수, 콩 등이다. KMI,“북한 나진항 투자사업 가능성과 과제”
,「KMI 남북협력사업 정책 현안 세미나」
,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09. 2.
8) 정봉민, 앞의 논문,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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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K O R E A N

▶ 대륙 연결 인프라가 가동되고 북방물류가 열려야 한반도가 도약한다
▶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
▶ 미래의 동북아와 교통인프라 개발의 과제
▶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남북철도운송체계 구축 전략
▶ 남북한 철도수송 필요성과 과제

R A I L

T E C H N O L O G Y

●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표 1]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추진단계
연도

공단면적

공단명

주요 업종

격상, 다양한 분야의 양지협력 확대, 국제안보 문제에 대

는 요인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

한 공동 대처, 남북대화의 중요성 확인 등이다.9)

야 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정치적·군사적 문제가

공동선언 중에서“양측은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

제기되면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

정보

평

신흥공업기지

200

600,000

경공업기지

동명공업기지

20

60,000

섬유

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다. 이는북핵문제를다루는6자회담의교훈이다.

창평공업기지

60

180,000

선박수리, 기계

연결사업이 국제 교통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

셋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특사 파견이

식하고 동 사업이 극동시베리아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필요하다. 나진-하산 프르젝트도 러시아나 중국보다 우리

제1단계

청계공업기지

20

60,000

의류

(1993~2000)

백학공업기지

200

600,000

전기전자기계

웅상공업기지

250

750,000

목재가공

점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지속적으

의 필요성이 많은 사업이다. 나진-하산 프르젝트는 해상과

관곡공업기지

550

1,650,000

원유가공, 석유화학공업

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해운 협력을 확

공중을 통해서만 유라시아 대륙을 접근하던 방식을 바꿔

소 계

1,300

3,900,000

후창공업기지

200

600,000

기계공업

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는 점을

철도와 해상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

홍의공업기지

180

540,000

자동차조립 및 부속품, 경공업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 냉전 체제를 극복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은 물

380

1,140,000

TKR과 TSR의 연결사업과 양측의 해운 협력 확대는 나

론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라는 거대구상을 실현하는 발판

1,680

5,040,000

진-하산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남북이 합의한

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

상황은 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지연되고 있으나, 한·러

인사가 관심을 갖고 대내외적으로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정상이 합의한 사항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 한·러 정상이

있어 정책변화도 기대해 본다. 사실 대륙철도 연계문제와

의 성공 가능성은 정치적 요인보다 지리·경제적 요인으

선언한 TKR-TSR 연결사업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추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은 남북한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협

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진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 당국이 남북관계 진전

력도 쉽지 않지만 남남간의 갈등 해결도 매우 어려운 문제

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권 내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4. 결론 : 남북관계 진전 방안

둘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의 특사 파견은 현 상황에서 찾아

현재 남북관계의 긴장이 예사롭지 않다. 먼 미래를 논의하

이 필요하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볼 수 있는 많지 않은 대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물류

기 전에 한발 앞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분석한 물류

나 돌이켜 보건데 남북관계가 항상 화해 무드를 보여 준

야 한다. 그러나 나진은 북한이라는 국가적 리스크가 있는

수요가능성은다분히긍정적인가정에근거하고있다. 이와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는 비난과 갈등, 화해와 협력이 반

지역으로 개별 기업 및 특정 국가에서 단독으로 이 사업을

같이 긍정적인 가정을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북한을 둘러

복되면서 발전해 왔다. 최근의 남북관계가 예년에 비해 특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갑

싼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기

히 좋지 않지만, 남북관계는 정치적인 계기를 통해 일순간

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조정할 수 있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

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버릴 수 없

는 여러 국가와 여러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정

재가동, 미국및우리나라의강경한대응전략전개와일본의

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경험 때문이다.

부)만 참여할 경우 정치적인 상황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끊임없는 우경화, 중국 및 러시아의 북한지지 축소 등은 지

우리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남북관계를 개선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황이고, 이와 같은 상황은 특별한 정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구조 속에서 나진-하산 국제 컨소시엄은 국가, 지역, 정치

치적계기를통해해소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한·러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노선을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물류수요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정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과 러시아 연방 메드베데프 대통

투자자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에 장애가 되

치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는 투자여부를 결정할 때의 기

령은 10개항에 달하는 한·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준으로 유익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성명의 주요내용은 한·러간‘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의

제2단계
(2001~2010)

소 계
합 계

※ 자료: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황금의 삼각주 : 라진·선봉」
, 1995.「 朝鮮の現況」
, 1995. ; 강종희 외,「통일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p. 485에
서 재인용.

[표 2] 나진선봉경제특구조성에따른화물발생량및해상물동량전망
단위 : 천 톤

구분

총발생 화물량

해상물동량 전망

공단정상 가동시

34,371

20,145

강종희 외,「통일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p. 487.
내용을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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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과
한국 철도의 나아갈 방향

오민석│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여객수송팀 차장 (ohminsok@nate.com)

이 기술은 신차 제작 시는 물론 기존 차량 개조 시에도 적

2.2.1 인간 친화적인 저층 구조

용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되는 니켈-카드뮴

스위모는 승강장과 차량 객실 바닥의 높이차를 최소화하

축전지를 사용하고, 입환에 필요한 성능기준에 부합하므

여 출입문 발판이 필요 없는 인간 친화적인 경량 철도 차

로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 하지만 제한된 지역 내에서 운

량이다. 또한 양쪽의 선두차들은 완전히 평평한 객실 바닥

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주 본선 운용을 한다

의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좌석 배치에 여러 가지 다

면(입환 전용 기관차이므로 본선 운행 지양) 축전지 방전

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좌석 배치를 위해

의 누적으로 축전지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장

일반적으로 바닥 아래 설치되는 전장품을 대부분 지붕 위

점은 소규모 사유 입환기 운용자라 할지라도 최소비용 투

에 탑재시켰으며 새롭게 개발한 작고 최적화된 대차를 사

자로 입환기의 운용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환경 보호에

용하였다.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2 유지보수가 편리한 축전지 운용

역에서 운용하는 기관차를 말한다. 입환기는 현재 디젤기

2.2 축전지로 운행되는 저층 LRV 스위모의 개발

스위모는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변전소로부터 멀어짐으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UN협약(1992년 브라

관으로 추진력을 얻고 액체식이나 전기식의 동력 전달 장

또 다른 철도 선진국인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은 축전지

로 인해 야기되는 전압 강하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평균

질 리우),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홋카이도 G8 확대

치를 사용한다. 이러한 디젤 입환기의 약점은 입환 종료

로 가는 저층 LRV(Light Rail Vehicle : 경량 철도 차량)

변전소 간격을 넓힐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체 변전소 수의

정상 회의 이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6대 온실가스(이산

후 다음 입환 시까지의 대기시간 사이에 기관을 정지시키

를 개발 중에 있다. 이 LRV는 차량 핵심 특징들의 영문 축

감소로 총 유지보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전차선의

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

기에는 디젤기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전(Idle : 공회전,

약형으로‘스위모’
라 불리고 있다. 스위모는 다음 세 가지

전력공급 없이도 일정구간을 운행할 수 있어서 비전철화

불화황) 감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부

무부하 운전)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운용시간

핵심 특징들이 있다.

구간을 운행할 수 있다. 이러한 스위모의 장점을 활용하면

담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 평균 75%에 달하는 시간에 해당하여 상당량의 연료를

실정이다. 이에 철도 선진국들은 신·재생 에너지(연료전

무의미하게 태워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회전에

지, 수소에너지 등)를 기존의 동력원에 접목시키는 하이브

의한 심각한 공해를 유발시키며 소음까지 발생하고 도시

리드 기술 개발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

환경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다. 세계 4위 석유수입국(연간 55조 원)인 우리나라는 전

이 디젤 추진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은

체 에너지 사용량의 21%를 교통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점

축전지와 디젤 기관의 출력을 조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을 고려한다면 청정에너지 열차 및 하이브리드 열차, 화물

사용하면 주된 출력은 축전지에서 나오고 디젤 기관은 축

전용 전기기관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점에서 선

전지에 적은 양의 충전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국들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축전지로부터 대부분의 출력이 발생한다.

다. 여기서는 해외 선진 철도의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사

이러한 방식은 독일 스텐달의 알스톰 공장에서 기존의 디

례를 고찰해 보고, 한국 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젤 입환기를 총 출력 550kw와 최고속도 60km/h로 개조

하고자 한다.

하면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위에

800

1. 서론

1,000

1,200
500

5,750

2,500

500

5,750

3,800
3,430

2,230

서 언급한 단점들을 다음과 같이 방지할 수 있다.
2. 해외 하이브리드 철도 차량의 개발동향
2.1 하이브리드 입환 기관차

1,067

·연료를 40% 절약함과 동시에 유전 시간동안 연료 소비가 없어진다.

360

330
15,000

·가스와 분진이 50%, 소음이 15dB 감소된다.

일반적으로 입환기는 500kw에서 1MW의 출력과 평균
25km/h의 속도로 철도역 및 항구나 공장같이 제한된 지

62

·투자 후 3년 내에 개발비용 환수가 가능하다.

<그림 1> LRV 스위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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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가셀의 특징
Charging station
(attermial or halfway)

Stop to charge

Discharging run

후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이산

형식

니켈 수소화물 축전지 30개의 셀이 1스택

용량

대략 7.4kwh/스택

전압

1.2V/셀, 36V/스택

크기

화탄소의 영향은 극지방의 빙하를 녹이고 심각한 폭풍을
유발시키기 쉽다. 에너지 안전도와 적절한 비용, 원활한

폭 : 200mm, 높이 : 300mm ,길이 : 1200mm(대표적)

공급은 운송 산업에 있어서 민감한 화두이다. 세계 원유

냉각

강제 냉각

매장량은 감소하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정치적 불안정성

오염

납, 수은, 할로겐 없음

이 공급 중단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축전지 시스템은 옛날 전차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었었

연료전지 기관차는 조가(전차의 가선(架線)을 매다는 케이

고, 당시 전차는 재충전 없이 10km를 더 주행할 수 있었

블)—전기식 기관차에 환경적 장점들을 제공하면서 전기

으며 시험운전은 성공적이었다.

식 철도보다 에너지 효율은 높은 반면에 시설비용은 적은

스위모는 2006년 초 : 차량 개발 착수 → 2006년 4월 : 축

것이 장점이다. 발전소와 송전선을 포함한 기계적인 관점

전지 전차의 시험 운전 → 2006년 9월~12월 : 대차 모델

에서 조가-전기식 기관차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낮은

Stop to charge

<그림 2> 스위모 운용 방식

고가구간의 경량 철도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도

1) 작고 경제적인 대차

시험 → 2007년 9월 : 전차 시험 코스 완성, 스위모 원형

기관차이다. 반면 운용되는 기관차의 수가 동일하다면 전

시 경관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위모는 객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전실 아

차량의 시험 착수를 하였다.

체 대기 오염 물질 면에서 화력발전소에 의해 운용되는 조

래에 대차를 설치했는데 적당한 운전 공간 확보를 위해서

2007년 만들어진 원형차량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전기식 기관차보다 디젤전기 기관차들이 더 에너지 효

2.2.3 환경 친화적인 축전지

극도로 작은 대차를 제작하였고 이 대차는 세계에서 가장

타 교통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경량 철도 시스템은 높은

작은 형태이다. 그러나 이 대차는 자동 운전에는 적합하지

에너지 효율과 낮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친

율적이다. 연료전지 기관차에 의한 시설비용의 절감은 미

[표 2] 원형 차량 특징
공급 전압

전차선과 탑재 축전지로부터 직류 600V

국 서부처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전기차들의 경제

않다. 스위모는 2축 대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차의 두

차체 구조

3량, 3대차 관절 구조

적인 우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연료 전지에 사용하는

환경적이다. 보통 LRV는 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번째 축은 객실 아래에 설치될 수 있을 만큼 작다. 그리고

전장

아서 전동기를 회전시켜 주행한다. 그리고 제동 시에는 에

소형 차륜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연구하여 적

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동기를 발전기화하여

용하였다.

바닥 높이

전력을 전차선으로 돌려보내는 회생제동을 사용한다. 이
렇게 생산된 전력은 전차선으로 회귀하여 다른 LRV의 동
력으로 사용되지만 만일 다른 LRV가 이 회생 전력을 이

·직선구간 주행 안전성

·측선구간 주행 안전성

·곡선구간 주행 안전성

·승차감

출입문에서 330mm, 객실부에서 360mm

천연연료인 수소는 많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핵에너지

800mm

로부터 생산될 수 있어서 수소-연료전지 기관차는 에너지

여객 수용 능력

63명(좌석 28석 포함)

공급에 있어서 원유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최대 영업 속도

40km/h

최대 설계 속도

50km/h

최소 통로 폭

추진 시스템
운용 축전지 형식
축전지 용량

용하지 않는다면 전동기는 회생제동을 취소하고 발전제동

15m

비가선 구간의 주행 거리

연료-하이브리드 입환기 플랫폼은 경제적인 디젤-축전

3상유도 전동기, IGBT 인버터 제어

지 하이브리드 그린 고트TM(녹색 염소)를 기초로 세워졌다.

탑재 니켈 수소화물 축전지(좌석 밑 설치)

기존의 디젤 연료탱크와 발전기세트는 제거되고 그 자리

대략 118kwh
정상 주행 패턴 하에서 10km 이하

에 연료전지 발전장치와 수소 저장소를 새로 장착하였다.

으로 전환함으로써 열의 형태로 LRV의 운동 에너지를 감

이런 사항들은 모델의 주행시험 및 원형 차량의 주행시험

소시킨다. 하지만 스위모는 회생제동시 발생된 에너지를

과 같은 계산상의 모의시험(총괄제어 역학)에 의해서 연구

2.3 도시철도를위한유해배출물없는수소-연료전지기관차

북미 컨소시엄([표 3] 참조)은 도시 내에 경제적인 철도 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전지를 사용한다. 즉 스위

되었다.

도시 지역 공기의 질과 에너지 안전도는 철도 산업과 운송

관차 도입을 위하여 원형(原形, Prototype - 견본)의 연료

분야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사실 운송 분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입환 기관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모는 발전전력을 축전지에 충전하고, 축전된 에너지를 발

(철도 전력 하이브리드 기술)

차시의 전동기 구동이나 보조 기기의 전력 공급에 사용한

2) 고전압 고용량 축전지

야 에너지의 약 97%는 유류이고, 그 중 60% 이상을 수입

이 기관차는 : (1) 도시 철도 역구내, 특히 항구와 연계된

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은 극도로 향상되고 좀

스위모는 객실 좌석 아래 니켈-밀리 헨리 축전지를 사용

에 의존하고 있다. 고속도로, 역구내 그리고 항구 내에서

역 구내의 공기 오염을 줄여줄 것이고, (2) 수입 원유로부

더 환경 친화적인 차량으로 제작된 것이다.

하는데, 이 축전지는 스위모를 일본 전차의 표준 주행패턴

의 운행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도시는 트럭과 같은

터 독립적인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철도 수송 시스템의 에

이런 특징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핵심 기술이 개

하에서 10km를 더 주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고용량 축전

자동차와 열차들로부터 나오는 화석 연료의 연소물 때문

너지 보안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3)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발되었다.

지는 가와사키에서 개발한‘기가셀’
인데 기가셀의 특징은

에 대기 오염이 증가하여 고통 받고 있다. 게다가 화석 연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선행 프로젝트에서 차량 프로

다음과 같다.

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 확산은 기

젝트와 컨소시엄들은 세계 최초의 연료전지 기관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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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기관차와 23톤짜리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채굴 적하

지붕에서 압축된 수소가 본질적으로 디젤-하이브리드 차

기(積荷機 : 화물을 운반하거나, 높이 쌓고 들어 내리는 일

량의 연료 탱크가 차지하던 하부에 있는 가역 수소화 주철

따위를 하는 기계)를 개발했다.

용기만큼이나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을 했다.

프로젝트 진행은 공공-민간의 협력으로 2006년 5월에 착

주철 격자로 수소를 저장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지하 채굴

수되었는데 진척된 내용은 (1) 연료 전지-하이브리드 기관

용 연료전지 차량들 모두 수소를 가역 수소화 주철 용기

차의 플랫폼은 경제적으로 쓸모 있는 디젤-축전지 하이브

처럼 수소를 저장하는데 수소화 주철용기의 중량 때문에

리드 입환기(그린 고트TM)를 기초로 만들어졌고, (2) 연료

지붕 탑재는 불가능하며 다른 요소들이 동일할 때 가역

전지 발전소와 압축된 수소 저장 시스템은 시타로TM 연료

수소화 주철 용기는 압축된 수소보다 충분히 안전해야 하

전지 버스로부터 얻었으며, (3) 민간 펀드(BNSF 철도)는

지만 지붕 탑재는 압축 수소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탱

프로젝트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유럽의 도

크를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고 수소의 부양성으로 인한 압

TM

[표 4] 프로젝트 범위
단계

실행자

시행

종료

1. 공학적 설계

차량 프로젝트

2006년 5월 6일

2. 그린 고트TM 플랫폼의 구성

레일 파워

2006년 7월 6일

2007년 3월 7일

2006년 5월 7일

2006년 11월 7일

BNSF 토페카 레일샵

2006년 8월 7일

2006년 12월 7일

5. 로스앤젤레스 철도역 구내에서 시험

BNSF

2007년 1월 8일

2007년 6월 8일

6. AFB 힐에서 격자 전력의 시험

DGRC

2006년 7월 8일

2006년 9월 8일

2007년 4월 8일

3. 주요 하부 구조 :
연료전지 전력 모듈들

밸러드, 차량 프로젝트

전력 전자 공학 시스템

제너럴 아토믹스, 다이네텍

수소 저장용 하부 구조물
4. 주요 하부 구조를 플랫폼으로 통합

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시타로 연료 전지 버스들

력 완해변의 개방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 무해한 확산을

연료 공급 중에 연료 전지-하이브리드 입환기의 작업 시

총괄 개발과 시험 프로젝트는 [표 4]에서 묘사한 것처럼 6

은 150만 킬로미터가 넘는 운용 경험을 가지고 있다.

허용한다. 반대로 하부 격실의 수소화 주철 용기는 폭발

간은 운행 주기에 달려있는데 최대 부하의 운행 주기 하에

단계로 구성되고 완성까지는 29개월이 필요한데 총 프로

연료전지-하이브리드 입환기를 위한 원동력은 시타로

가능성이 생길 때부터 새나간 수소의 저장소로 사용할 수

서 입환기는 하루의 운용 간격을 기대할 수 있다. 하루에

젝트 비용은 미화 445만 달러로 추정된다.

연료전지 버스의 발전소에 기초를 둔 250kw의 모듈화 된

있다.

한 번 연료를 공급 받고 부하가 적은 구내에서는 3~5일에

TM

발전소이다. 구내 입환의 경우에 혼합 최고 전력은 정지 상

한 번 공급받는다. 운용 간격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는 운

2.4 전동기 보조 하이브리드 견인 시스템의 개발

태에서 열차를 가속하는 동안만 필요하다. 비상시에 불가

행 주기에서 유전 시간이다. 수소 펌프를 사용해서 탱크를

환경 보존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이는 모든

결한 전력 요구는 전동기의 연속적인 사용률이 차량 운행

잡고 160바의 관형 트레일러에서 연료 공급을 하면 10분

철도 회사들에게 에너지 효율과 유해 배출물 감소에 지속

주기의 평균 전력 이상일 경우에 발생하는데 입환기 운행

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저장 탱크의 크기와 압력 그

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 철도의

주기의 수학적 분석은 아무리 부하가 많이 걸리고 운행이

리고 고압 수소 펌프의 용량에 크게 좌우된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운용은 다른 운송수단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의

많은 항구 지역의 역구내라 할지라도 250kw면 충분하다

대체된 연료 전지의 발전 장치와 탄소 섬유 수소 저장 시

향상, 운송 서비스와 유지보수 품질향상으로 고객 지향의

는 걸 증명한다. 납-산 견인축전지는 1MW가 넘는 순간적

스템을 합친 무게가 디젤 발전기 세트와 디젤 연료 탱크보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열차 속도의

인 전력을 발생시키는데 연료 전지 입환기는 경제적으로

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대략 1m3 용량의 판금 밸러스트가

향상은 기관 성능의 향상을 요구하므로 결과적으로 환경

하부 격실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보존과 열차 속도와의 교환 조건이 된다.

차량 프로젝트 LLC는 연료 전지 입환기의 공학적 설계를

철도 디젤 차량분야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조합한 하

맞고 있는데 몇몇 설계와 이의 통합이 이런 커다란 수소-

이브리드 견인 시스템의 개발은 앞에서 언급한 기술적 이

연료전지 차량을 개발할 때 시도된다. 중량, 무게 중심, 외

익과 환경보존의 양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장과 안전은 다른 특징들 중에서도 견인 축전지 위의 경량

수단으로 여겨진다. 직렬 하이브리드 견인 시스템은 철도

압축 수소 저장 시스템의 위치를 결정하는 설계 요소들인

디젤 차량과 통합함으로써 상업적인 수준까지 개발되었지

데 심한 부하의 운용 조건들, 특히 철도 차량들에 연결하

만 견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축전지 용량의 한계

는 동안 충격이 발생할 때는 큰 충격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및 무거운 전기 시스템, 값비싼 초기 설비비용과 같은 몇

시스템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스템 설계는 안

가지 단점들이 있다.

전과 탈선, 구내 차량의 측면 충돌, 연료 공급, 유지보수와

결과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디젤 차량의 견인 능력과 환경

이용 가능한 디젤과 축전지 혼성의 200kw 디젤 전기 입환
<그림 3> 수소 연료전지 기관차

기를 연료 전지 입환기로 바꿈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기관차의 연료전지 전동기는 견인을 위한 전력이나 격자

[표 3] 프로젝트 컨소시엄
회원

로 가는 전력을 위한 연속적인 250kw를 공급하고, 보조

과제

밸러드 전력 시스템

연료 전지 생산

BNSF 철도 회사

자금 제공, 차량 통합, 철도 역 구내 시험

한다.

합동 기술 주식회사(미결정)

연료 전지 전력 모듈 시험

에너지 저장을 위해서 견인 축전지 위에 위치한 14개의 경

젠 방위 산업과 철도 기구 센터(DGRC) 군사적 적용 조언, 격자 전력 시험

견인 축전지는 일시적으로 1MW를 초과하는 전력을 공급

량 탄소 섬유 합성 탱크들이 총 70kg의 압축 수소를 350
TM

바의 압력으로 저장한다. 시타로 버스들도 축전지가 지

다이네텍 공업

수소 저장기 생산

제너럴 아토믹스

전력 전자 시스템 개발
TM

레일 파워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그린 고트 플랫폼 생산

운행 기술 센터(주)

철도 안전 규정 해석

네바다 대학교 - 레노

연료 보급 시스템

탱크의 가벼운 무게는 차량의 무게 중심에 나쁜 영향을 주

차량 프로젝트 LLC

공학 설계, 컨소시엄과 프로젝트 관리

같은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철도 산업 내의 규정들이 마

친화적인 철도 운용을 둘 다 향상시킬 목적으로 철도 차량

지 않고 지붕 탑재를 가능하게 한다.

워싱턴 안전 관리 해결 LLC

안전 분석

련되어야 한다.

용 새 하이브리드 견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

붕 위에 위치된 같은 형식의 탱크를 사용한다. 탄소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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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디젤 차량의 동력 변속 시스템에서 차량은 토크 컨버

결과적으로 초기 비용과 시스템 무게를 감소시키는데 비

으므로 높은 변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량, 바이오 차량 등을 제작한다면 지금의 전기기관차나 디

터와 변속 기어들로 구성된 액체식 변속기로 엔진 출력을

용과 무게에서 MA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런 이점들은

(4) 전동기에 의한 치차열 제어는 변환 충격을 감소시켜

젤 전기 기관차의 단점(에너지 비용 과대, 전차선 단전 시

변환함으로써 추진력을 얻었다. 이 시스템은 낮은 운용 속

미래에 하이브리드 철도 차량의 상업적 대량 생산을 조기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운행 불가, 오염물질 배출, 소음 발생 등)을 보완할 수 있

도에서 엔진에 의한 지연을 막고 차량을 부드럽게 출발시

에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5) 높은 변환 효율의 증대로 제동 에너지가 재생산되고

을 것이다.

키기 위해서 토크 컨버터로 변속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액

MA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견인 능력과 관련된 2가지 기

견인에너지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효율 또한 향

체식(유류) 동력 전달 때문에 토크 컨버터에서 낮은 변환

술적인 장점들이 존재하는데 같은 견인 운동으로 기존의

상시킬 수 있다.

효율이라는 단점이 있다. 높은 운용 속도에서 차량은 토크

디젤 차량과 비교해보면 엔진 출력 감소를 허용하는 MA

컨버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치차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료 효율을 거의 20%까지 향상할

3. 결론

추진력을 얻는다. 그러나 변환 손실은 유차를 위한 클러치

수 있으므로 유해한 엔진 배출물을 감소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코레일은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디스크에서 마찰 손실로 야기된 다중의 디스크가 클러치

최대 엔진 출력의 사용은 기존의 견인 시스템에 의해서 달

전기 기관차를 주력 차종으로 변경 중에 있다. 하지만 생

유닛들을 통해서 치차열에서 액체식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성하지 못했던 강력한 견인을 가능하게 한다. 기대되는 효

산된 지 얼마 안 된 4400호대 입환전용 중형 디젤전기기

발생한다.

과들은 다음과 같다.

관차는 폐차 시기 도래 시까지 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동기 보조의 하이브리드 견인 시스템(이하 MA 하이브

(1) MA 하이브리드 견인 시스템은 낮은 속도에서는 전동

반면 특대형 디젤 전기 기관차(7000~7500호대)는 점차

리드 견인 시스템이라 함)은 차량이 엔진 출력을 초과한

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역에

폐차되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 철도도 위에서 언급했던 하

견인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견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정차하거나 출발할 동안 기관 소음을 제거할 수 있다.

이브리드 기술들을 개발 및 상용화하여 폐차 대상 디젤 기

변속기에 설치된 전동기의 출력과 엔진 출력을 변환하는

(2)기관 출력의 직접적인 변환으로 인해 축전지와 그에 관

관차 중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 시 사용 가능한 기관차

능동 변환 장치를 통해서 수행능력을 현실화시킨다.

련된 장치들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

(Under Frame[하부틀], 대차, 외관 등이 양호한 기관차)

능동 변환 장치의 주요 특성은 크로우 클러치를 사용함으

는데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MA 하이브리

를 선정하여 개조 후 선로 최고 속도가 높지 않은 지선 운

로써 엔진 출력과 기어 변환 손실을 감소시키는 추진축으

드 시스템은 많은 용량 없이도 견인 운동을 증가시킬 수

행용 기관차나 입환기로 사용한다거나 국가 R&D 과제의

로 변환시키고, 기어 변환은 변속기에서 전동기에 의해 부

있으며 축전지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동

「철도 친환경 기술개발 기획」연구로 디젤동차-축전지 차

드럽게 제어될 뿐만 아니라 견인 효과는 단지 엔진에 의해

기 보조의 견인 효율은 기존의 견인 시스템과 비교할 때

서가 아니라 전동기 또는 엔진과 전동기의 조합에 의해서

30%가 증가된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기술적 이점들로 전동기나 엔진을 분리

(3) 엔진출력을 유류에 의해서 변환하는 유체 변속기가 없

참고문헌
❶ 제8회 WCRR 2008 학술대회(8th World Congress on Railway
Research)
- R2.2.3 Rolling Stock- Energy&Power SupplyⅠ
하이브리드 입환 기관차(장-로크 퇴이에) - 프랑스, 파리, 알스톰 교통
축전지로 운행되는 저층 LRV“스위모”
의 개발 - 일본 고베의 가와사
키 중공업
도시 철도를 위한 배출물 없는 수소-연료전지 기관차 - 미국덴버의
LLC운송 프로젝트
전동기 보조의 하이브리드 견인 시스템의 개발 - 일본, 사포로, 북해
도 철도 회사, 시타마, 히타치 니코 트랜스미션 주식회사
- R3.4.3 Energy&Power Supply
Energy Storage System with UltraCaps on Board of Railway
Vehicles
❷“SWIMO”
라 불리는 경전철용 저상배터리 개발 - 코레일 전 용주
❸‘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ECO-RAIL 2015 추진전략 - 코레일
❹ 한국철도기술, vol. 7, 8, 2006, vol. 21. 2008, vol. 23, 2009
❺ 일본 RTRI Report vol. 20, No. 7, 2006.7
❻ 2005 세계 철도 기술 동향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❼ 일본 전기철도기술의 최근동향 - 도쿄대학 전기시스템공학과_소네 사토루
❽ 궤도차량용 연료전지 추진제어시스템 개발 - 방이석(현대중공업 기계전
기연구소), 이종찬(현대중공업 기계전기연구소), 장세기(한국철도기술연
구원 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단 책임연구원)

시키거나 둘 다 조합함으로써 견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세
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철도 견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철도 견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발전
기와 두 개의 견인 전동기를 하나의 견인 시스템 내에 필
요로 하지만 MA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발전기와 주행 전
동기로서 기능하는 단지 하나의 전기적 전동기만을 필요
로 한다. MA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전동기를 직렬 하
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발전기와 비교해 보면 출력에 비
해서 더 작은데 MA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기관과 전동
기로부터 얻는 주견인 효과는 작기 때문이다. 더 작아진
전동기는 용량 감소와 축전지 출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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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매표창구수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역 매표창구수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표 1] 기존 연구사례 검토 내용
연구과제명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적정 창구 인력 배분의 과학적 의사결정 모델 제시

은행창구 인력의

·은행 창구별 고객 도착시간 및 서비스시간을 조사

적정 배치를 위한
의사결정 모형 설계

·기술통계분석 및 시간 분포 적합도 검정
·창구의 서비스시간 단축에 따른 최적인원 및 평균 대기시간 변화 산정
·톨게이트 부분에서의 서비스시간 증가에 따른 상습정체 → 이용자 불편 초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 결정 모형 개발 및
최적운영방안
김익희│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경영연구팀 과장 (kimickhee@paran.com)

내용

·기존 TCS 및 ETC, 복수요금소, 전자지불카드 시스템 등 혼용 운영시 최적 통합운영 방안 모색
·현장조사치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 검증
(Mean Absolute Deviation 및 Mean Absolute Percent Error 활용)

공항 탑승수속의

·고객의 인지 대기시간과 실제 대기시간과의 차이 규명

대기행렬에 관한 연구

·이론적 고찰에 의한 개념적 대기행렬 모델 구축(설문조사에 의한 실증 연구 병행)

대기행렬 이론을 이용한

·통행시간은 속도자료 또는 교통류 관계 모형, 대기행렬 이론을 적용하여 산정
·통행시간 관측 자료를 근거로 정량적 분석을 시행, 모형의 유용성 및 한계 분석

1. 서론

2. 이론적 고찰

통행시간 추정방안에

티켓리스, 자동화기기(ATM, STM), 판매위탁 등 승차권 발

2.1 대기행렬 이론

관한 연구

매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역사내 매표창구수를 이전대로

대기행렬(Queue 또는Waiting Line)은톨게이트, 주차장및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

은행 창구, 매표소 등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람(차량 또

콜센터상담원 스케줄링에

며, 코레일 고객서비스헌장에 95%이상의 고객이 5분 이내

는 물건)이 줄지어 대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을 포괄적으

관한 연구

에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함을 명시하고 있다.

로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기행렬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본 연구는 역사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고객서비스 편의

체(용량) 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수요)이 많을 경우

증진을 위해 승차권 발권 실적을 분석하고 역 매표창구수

발생한다. 대기행렬 이론은 대기행렬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최근 역사내 발권 기능의 약화 및 매체의 다변화 동향을

발매건수는 연평균 4.0% 감소한 반면 역사외의 발매건수는

최적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서 고객의 평균 대기시간 및

고려할 때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176.9% 증가하였으며, 이는 승차권 발매패턴이 더 이상 역

평균 대기행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유휴시간(Idle Time)

이에 역사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고객 대기시간 최소화를

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 되고 있음을

등을 분석하여 비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

위한 적정 매표창구수 결정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의미한다. 또한 역사내 승차권 발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

하는기술통계학적기법이며기본구조는<그림2>와같다.

유사한 목적으로 기 수행된 연구 사례는 [표 1]과 같다.

인창구에서의 발매건수는 연평균 6.0%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론
이론적 고찰
승차권 발매 현황 분석
매표창구 최적화 시뮬레이션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수행과정

·적합도 검증 기준은 결정계수 및 잔차제곱합, 잔차제곱평균 등 활용
·분석 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판단되나, 대기행렬 모형 이론과 모형화, 검증 기준 등 참고
·고객 대기시간 증가는 고객 불만의 주요 요인이며 장래 잠재적 이탈수요라고 판단
→ 효율적 운영에 의한 소요 경비 절감 필요
·콜센터 접속 고객 분포 vs 포아송분포, 서비스 시간 분포 vs 음지수분포를 따르는지 검증
→ 비모수 통계 기법 Kolmogorov-Smirnov 검증
·접속 대기에서의 최소 필요 상담원 수 도출

·대기행렬 이론 검토
·기존 연구사례 고찰
·승차권 발매 실적 분석

무인(자동발권기)창구에서의 발매건수는 21.4% 증가 추세

·승차권 발매 시간 분석
·시뮬레이션 기초 설계
·실측 조사 및 분석

2.2 기존 연구사례 고찰

3. 현황 분석

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역사내 유인창구에서의 승차

현재 역사내 매표창구수는『철도 건축물 설계 지침, 대한

3.1 승차권 발매 실적 분석

권 발권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인창

건축학회』
의 설계 기준을 근거로 하여 역별 1일 승차인원

발매 창구 유형별 연간 발매실적 분석 결과 역사내에서의

구의효율적운영및적정성에관한문제를제기한다.

·연구 종합 및 결론
·향후 연구과제

에 대한 매표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산출되고 있으나, 이는

<그림 1> 연구 수행과정

[표 2] 발매 창구 유형별 발매 건수
2004년

구분
1

- 서비스받기위해시스템으로도착(진입)하는고객

μ

: 평균도착율(λ)
고객도착분포λ

2

μ

평균서비스율

- 서비스받기위해대기하고있는고객: 대기행렬

(서비스 받고 나가는 고객)

(도착하는고객)

- 서비스제공하는시스템

대기행렬
(서비스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고객)

3

μ

서비스 제공 시스템

<그림 2> 대기행렬 기본 구조도

70

역사내

역사외

- 서비스제공받고시스템을출발(진출)하는고객
: 평균서비스율(μ)

2006년

2007년

연평균증감율(%)

무인

4,741,142

5,935,978

7,485,144

8,487,385

21.4%

유인

77,978,039

72,980,172

70,026,115

64,675,443

-6.0%

합계

82,719,181

78,916,150

77,511,259

73,162,828

-4.0%

무인

46,209

560,766

861,989

3,925,637

339.6%

유인

151,056

200,447

178,495

262,377

20.2%

합계
전체

(단위 : 건)

2005년

197,265

761,213

1,040,484

4,188,014

176.9%

82,916,446

79,677,363

78,551,743

77,350,842

-2.3%

※ 주 : 연평균증감율은 2004년과 2007년 발매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임.
자료: 철도 통합정보시스템(IRIS) 승차권 발매창구 유형별 발매건수, 코레일,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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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매표창구수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승차권 발매시간 분석(유인창구)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84,000,000
82,000,000
80,000,000
78,000,000
76,000,000
74,000,000
72,000,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발매건수

4,500,000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2004년

2005년

2006년

발매건수

발매비율

2007년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승차권 발매시간 분석(무인창구)

1400

300

1200

250

1000

200

800
150
600
100

400

50

200
0

발매비율

0
30

11024

60
11027

90

120
11033

150

180

11037

210
11045

240

270

11050

300
11055

30
19002

60

90

19003

120

150

19004-5

180
19006-9

210

240

19046

270
19047

300
19069

<그림 3> 역사내·외 연간 발매건수 변화 추이
<그림 5> 창구별 승차권 발매시간 분포 (5분 이내)

분포의 일반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시간대별 발권 실적 분포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3.3 승차권 발매 시간 적합도 검정

나타났으며 이는 하나의 독립 분포가 아닌 여러 개의 특성

3.2 승차권 발매 시간 분석

창구별 승차권 발매 시간 분포가 음지수분포인지 검증하

을 지닌 복합 분포(Mixture)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승차권 발매 시간 특성 분석을 위해 29개의

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 및 K-S검정 방법을 적용하였으

Kolmogorov-Smirnov 검정은 관측(표본)값의 분포와 어

유인창구및19개의무인창구(ATIM, STM)를대상으로승차

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떠한 특정 이론 분포간의 일치정도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권 발매 시간(초)에 대한 발매 건수 빈도 분석을 실시한 후,

통계 분석에 의한 검증 결과, 왜도는 Data의 기울어진 분포

본 연구에서는 기술 통계분석 결과 CV가 1에 근접하는 경

대기행렬모형(Queueing Model)의일반적서비스시간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왜도가 0보다 큰 경우 오른쪽으

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K-S검정을 시행하였다.

인음지수분포(N.E.D)와유사한지검증하였다.

로 기울어진 정적분포를 의미하며, 평균값(mean)이 최소

SPSS에 의한 분석 결과, K-S의 Z통계량은 유인창구의

역내 유·무인 창구의 첨두 승차권 발매시간 산출을 위해,

29개의유인창구와19개의무인창구(ATIM, STM)의승차권

값과 최대값 중 최소값에 근접할수록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경우 1.335, 무인창구의 경우 0.531이며 이에 대한 확률(P

서울역 1일(2007년12월26일) 시간대별 발매 실적을 분석

발매 시간의 빈도 분석 결과, 유인창구의 경우 시간 단위(30

정적분포를 나타낸다. 또한 변동계수(CV : Coefficent of

값)은 각각 0.056과 0.941로 나타났다.

하였고, 그 결과 오전 9시대(7.29%)와 오후 15시대(7.74%)

초)별 발매 비율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고객 80% 이상

Variation)는 표준편차(S)를 평균값(m)으로 나눈 지수로써,

이에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확률(P값)이 유의수준에 비

에 발권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이 1분 이내, 99% 이상이 5분 이내에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지수분포일 가능성이 높다.

해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오전 및 오후 첨두시 이용수요가 가장 높은 교통수요

나타난데반해무인창구는2~3배정도더많이소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구별 승차권 발매 시간에 대한 왜

검증한 유인(무인)창구의 경우는‘승차권 발매 시간 분포

도, 표준편차 및 평균, 변동계수 등을 산정하였으며, 분석

가 지수분포를 따른다’
고 할 수 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역매표창구

단말기합계

<그림 4> 역사내 유·무인 발권 창구의 시간대별 승차권 발매시간

[표 3] 창구별 발매 서비스 시간 분포 (5분 이내)
시간단위(초)

72

(단위 : 건)

유인창구
11024 11027

무인창구(단말기)

11033 11037 11045 11050 11055

19002

19003

19004-5 19006-9

19046

19047

19069

결과 모든 창구의 왜도는 0보다 큰 양수(+)를 나타내어 오
른쪽으로 기울어진 정적 분포임을 보였다.

4. 매표창구 최적화 시뮬레이션 설계

또한, 평균 서비스 시간이 유인창구는 44.46(초/인), 무

4.1 시뮬레이션 기초 설계

인창구는 165.07(초/인)로 나타나 Data Range의 최대값

본 연구에서는 매표창구 최적화 시뮬레이션 구현을 위해

30

627

750

585

426

1150

609

599

0

0

0

0

0

0

0

60

558

630

703

632

388

656

600

167

239

164

198

100

68

98

90

147

145

163

193

134

152

156

99

124

154

123

75

95

76

보다는 최소값에 근접하였으며 이는 유인창구의 경우 1

경제 및 기타 외생변수 변화에 의한 최적화 방안 제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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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고객이 승차권을 발매 받는데 평균적으로 44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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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Powersim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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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반면, 무인창구의 경우 165초가 소요됨을 의미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관련 Data간 관계도를 Ca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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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Loop Diagram(이하, CLD)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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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분석 결과, 대부분 1에 근접하여 음지수분포를 따른다

매표창구수, 고객 승차권 발권 및 서비스 특성, 단위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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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몇 개 창구는 두 지표간 차이가 크게

당 처리 능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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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매표창구수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또한 매표창구수 및 운영비용, 창구 처리능력 등은 기존

인 지하철 운행시격(배차간격)에 따라 역으로의 도착 수요

실적 Data를 근거로 하였으며, 승차권 발권 및 서비스 특

가 Platoon(群)을 이루며 Flexible하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성은 일부 실측 조사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론치와 달리, 시간간격(60초) 동안 30명

역별 승차권 발권 특성 및 서비스 특성, 창구수 변화에 따
른 고객 대기시간과 역별 운영 비용 변화 등을 분석하여

<표 4> 고객 도착 분포
오전

시간간격

오후
이론치

실측치

(60초동안)

이론치

실측치

고객수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이상 고객이 집중되는 비율이 높게(16.5%)나타났다.

0

0.0000%

0.0000%

3.0848%

3.0848%

0.00000%

0.00000%

2.97678%

2.97678%

승차권 발매 시간의 경우 모든 도착 고객에 대한 서비스시

1

2.5641%

2.5641%

10.7310%

13.8158%

2.14592%

2.14592%

10.46138%

13.43815%

2

15.0997%

17.6638%

18.6649%

32.4806%

19.31330%

21.45923%

18.38236%

31.82051%

3

15.9544%

33.6182%

21.6431%

54.1238%

12.44635%

33.90558%

21.53388%

53.35439%

효율적 운영 전략 수립시 보다 논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간을 측정하여야 하나, 자료 수집 제약으로 인해 표본 고

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매표창구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

객에 대한 추적조사방식으로 측정하였다.

4

8.8319%

42.4501%

18.8224%

72.9462%

8.15451%

42.06009%

18.91929%

72.27368%

분석 결과, 오전에는 승차권 발권한 모든 고객이 5분 이내

5

7.1225%

49.5726%

13.0955%

86.0417%

3.86266%

45.92275%

13.29772%

85.57139%

6

3.7037%

53.2764%

7.5925%

93.6342%

5.15021%

51.07296%

7.78876%

93.36015%

에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후의 경우 14.8%

7

4.2735%

57.5499%

3.7732%

97.4074%

3.00429%

54.07725%

3.91032%

97.27047%

고객이 5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전에 비

8

3.7037%

61.2536%

1.6407%

99.0481%

1.28755%

55.36481%

1.71777%

98.98824%

9

5.9829%

67.2365%

0.6342%

99.6822%

5.57940%

60.94421%

0.67076%

99.65900%

71.7949%

0.2206%

99.9029%

3.86266%

64.80687%

0.23573%

99.89473%

션 기초 설계도(CLD)는 <그림 6>과 같다.

4.2 실측 조사 및 분석

고객 도착분포 및 승차권 발매 시간 패턴을 분석하여 시뮬

해 오후의 승차권 발매 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도착 고객

10

4.5584%

레이션에 반영하기 위해 대전역을 대상으로 실측 조사를

의 시간간격이 짧아져 대기행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증

11

0.0000%

71.7949%

0.0698%

99.9726%

0.00000%

64.80687%

0.07531%

99.97004%

가한 것도 있지만, 시간대 및 좌석 변경, 매진, 미탑승 등

12

3.7037%

75.4986%

0.0202%

99.9928%

6.00858%

70.81545%

0.02206%

99.99209%

13

0.0000%

75.4986%

0.0054%0.0

99.9983%

0.00000%

70.81545%

0.00596%

99.99806%

14

0.0000%

75.4986%

013%

99.9996%

0.00000%

70.81545%

0.00150%

99.99955%

15

7.1225%

82.6211%

0.0003%

99.9999%

7.72532%

78.54077%

0.00035%

99.99990%

20

8.2621%

90.8832%

0.0000%

100.0000%

11.15880%

89.69957%

0.00000%

100.00000%

30

8.8319%

99.7151%

0.0000%

100.0000%

9.87124%

99.57082%

0.00000%

100.00000%

60

0.2849%

100.0000%

0.0000%

100.0000%

0.42918%

100.00000%

0.00000%

100.00000%

합계

100.0000%

실시하였다.
고객 도착 패턴 분석 결과, 시간간격(60초)동안 15명 이상

창구에서의 서비스 시간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의 고객이 존재하는 비율은 약 25%로 이는 고객도착 시간

되었다.

간격이 4초 이내임을 의미하며, 이는 승차권 발매 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것과 달리 고객 도착 간격은 연계 교통수단

시간단위 동안 도착하는 고객 누적확률분포(오전)

창구당 월발생비용

창구운영비용

가동율

고객도착분포

창구비용증가
창구발생비용

매표창구처리능력
도착수
매표창구수

창구수추가

창구감소

최대허용창구수
비용초과분석

창구수감소 서비스가능용량

발권수
역별매출수입

창구수추가

100.00000%

시간단위 동안 도착하는 고객 누적확률분포(오후)

120.0000%

120.0000%

100.0000%

100.0000%

80.0000%

80.0000%

60.0000%

60.0000%

40.0000%

40.0000%

20.0000%

20.0000%

고객수

최대인력감안 창구수
창구수예정량

1년 연간 표준비용

100.00000%

100.0000%

0.0000%

0.0000%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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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4 30 36 40 46 60

고객수
창구한계대기시간
매표창구수

고객수

발권수

고객수

이론치

실측Data

이론치

평균판매가격

<그림 7> 시간간격 고객 도착 누적확률 분포

창구한계대기시간

<그림 6> 시뮬레이션 기초 설계도(C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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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Data

역별 대기시간분포

5. 결론

의 다변화 및 고객 서비스 향상 등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하

5.1 연구 종합 및 결론

다고 보기 어렵다.

현 철도 건축물 설계 지침(대한건축학회)의 역 매표창구수

본 연구의 실측 조사에 의한 창구별 승차권 발매 시간 분

산정 방법은 첨두시간 이용 수요와 창구별 처리능력을 고

석 결과 유인창구 평균 발매 시간은 1분 이내, 무인창구는

려한 수요 대비 용량적 접근 방법이며, 승차권 발매 유형

약 2~3분 정도로 나타났으며, 빈도 분석 결과 음지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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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비스 시간 분포
오후

오전
누적비율

서비스 고객수

시간간격(15초)

실측치

이론치

누적비율

서비스 고객수

시간간격(60초)

실측치

이론치

15

11

13.58%

21.04%

60

4

4.94%

27.63%

30

41

64.20%

37.66%

120

23

33.33%

47.62%

45

16

83.95%

50.77%

180

22

60.49%

62.09%

60

6

91.36%

61.13%

240

8

70.37%

72.56%

75

3

95.06%

69.31%

300

12

85.19%

80.14%

90

1

96.30%

75.77%

360

2

87.65%

85.63%

105

2

98.77%

80.87%

420

6

95.06%

89.60%

120

1

100.00%

84.89%

480

3

98.77%

92.47%

135

0

100.00%

88.07%

540

1

100.00%

94.55%

90.58%

600

0

100.00%

96.06%

0

150

100.00%

승차권 발매시간(서비스시간) 누적비율 분포(오전)

승차권 발매시간(서비스시간) 누적비율 분포(오후)

120.00%

120.00%

100.00%

100.00%

80.00%

80.00%

60.00%

60.00%

40.00%

40.00%

20.00%

20.00%

0.00%

15

30

45

60

75

90

10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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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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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4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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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40 300 360 420

480 540 600 660

720 780

실측Data

840 900

960

시간단위(15초)

시간단위(15초)
이론치

실측Data

이론치

<그림 8> 서비스 시간 누적확률 분포

패턴, K-S 검정 결과 유의확률(P값)이 유의수준(α
)보다 큰
값을 보여‘승차권 발매 시간 분포는 지수분포를 따른다’
고 할 수 있다.

5.2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역별 발권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 시뮬레이션 구
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창구 처리능력 및
운영비용, 고객 대기시간 등의 Data를 분석하여 보다 현
실적인 적정 매표창구 수 산정 방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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