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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가는 한국 철도기술

구글의 무인자동차 시제품 공개로 미래형 운송수단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도기술
연구원이 지난해 말 ‘무인자동 미니 트램’을 선보이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자가용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자동 미니 트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구글카 물렀거라!

우리에겐
‘무인자동 미니트램’이
있다

세계 최초 수직이동+원격조정
가능한 미니 트램

영국과 UAE의 경우처럼 미니 트램은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건물 내에 간편하게 정거장을 설치할 수 있어 공
항이나 연구단지, 대형시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미니 트램은 특히 세계 최
초로 원격 호출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 수직이동’이 가능해 대단위 복합시설에서 더욱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현재 670m 길이의 시험노선에서 미니 트램의 시험평가와 검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개

미니 트램의

의 루프형 노선과 정거장 1개, 임시승강장 3개로 구성된 시험노선에는 수직이송장치와 100%의 경사로를 구

기준을 바꾸다

축해 무인운전과 동시에 수직이송 시험과 차량성능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철도연 무인자동 미니 트램

철도기술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무인자동 미니 트램을 보완해 차량 간 간격조정, 노선변경, 끼어들기 등의
복합제어기능 검증을 통해 24시간 무인자동 운행과 문전수송이 가능한 더욱 진일보한 기술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단순 리프트 방식인 수직이송장치 역시 차량 지체와 대기 없이 이동이 가능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원 시험선에서 선보인 무인자동 미니 트램은 1~3m 간격으로 자석이 깔린 노선을

연속 수직이송 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주행할 수 있는 미래형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여섯 명까
지 태우고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으니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이동수단이지요.
무인정거장에서 승객이 호출버튼을 누르면 미니 트램이 선택된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운
행합니다. 미니 트램이 자동으로 주행하는 원리는 ‘자석기반 위치추정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미니 트램은 차
량에 달린 센서를 이용해 주행로를 따라 매설된 자석 표지를 검지하고 위치와 방위를 계산하며 스스로 움직입

시스템

한국 미니트램

영국 히드로 공항(ULTra)

UAE 마스다르(2getthere)

최고속도(km/h)

50

40

40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철도기술연구원 미니 트램은 해외의 그것과 비교해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승차정원(명)

6

4

6

영국 히드로 공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미 운행되고 있는 미니 트램은 4인승에 최고시속이 40km에 머물고

수직이송

가능

-

-

있습니다. 전원공급방식 역시 해외 미니 트램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철도연 미니 트램

안내방식(분기)

가상궤도(경로자료 변경)

차량센서

가상궤도(경로자료 변경)

은 정거장 하부의 무선급전장치를 통해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원공급방식

정차시 무선급속충전

배터리

배터리

니다. 전체 차량을 통제하는 중앙의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미니 트램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간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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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외 미니트램 연구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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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레일이야기

레일에서
온 그대

2014년은 《별에서 온 그대》의 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엄청난 인기와 함께 숱한 화재를 뿌렸다. SF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는 색다른 소재로 우리나라의 시청자는 물론 중국까지 열풍에 휩싸이게 할 만큼 그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 도민준(김수현 분)은 외계의 행성에서 온 인물로 천방지축 톱스타 천송이(전지현 분)을 위기에서 구해 준
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도와줄 수호천사를 꿈꾸지만 아쉽게도 초능력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보살펴 줄 기술은 구현할 수 있는데, 철도에서는 무선통신기반 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글 | 최원석 과학칼럼리스트

별에서
온 건?

드라마에서는 도민준이라는 멋진 외계인이 별에서 왔지만 현실에서는 꼴뚜기별의 꼴뚜기 외계인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무수히 많은 별에서 만들어낸 전자기파만 혼란스럽게 도달할 뿐이다. 우린 그 속
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도민준의 신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지적생명체탐사) 프로젝트로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
와 같은 전파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광활한 우주를 탐색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전파
신호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향해 보낸 것이여야 한다. 현재 우리의 전파 관측 수준으로는 먼 별에서 발생한
라디오 신호는 세기가 너무 약해 이를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1960년 프랭크 드레이크 교수에 의해 시작된 SETI는 아직까지 아무런 신호도 찾아내지 못 했다. 이미 50
년 이상 찾았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빛과 같이 빠른 전파지만 가장 가까운 별까
지 전파신호가 가는데도 4.2년이 걸리며, 수백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는 아직도 우리의 신호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나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파의 존재를 알아낸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864년 독
일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견한 후 1888년에 헤르츠에 의해 전자기파의 존재가 확인
되었다. 그리고 무선통신의 길이 열린 것은 1894년 이탈리아의 공학자 마르코니에 의해서이다. 생명이 탄
생한지 30억년,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지 1만년이 지난 후 전파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외계 행성에 생명체
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들이 전파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건 아직까지 외계인이 보낸
전파신호는 포착하지 못했지만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요한 전파신호가 포착된 적이 있었다. 1965년 벨연
구소의 윌슨과 펜지어스는 ‘우주의 메아리’라고 불리는 우주배경복사를 발견한다. 우주배경복사는 우주가
탄생할 당시에 생겼던 전파인데 우주의 생성기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물론 별에서도 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진 전자기파가 지구로 쉴 새 없이 찾아온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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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기반 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은

스마트한 한국의

도민준이 천송이가 트럭에 부딪히기 직전에 구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

철도나 열차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여

미래 철도

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도민준의 능력은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며 현실에서는 세상

더욱 정밀한 열차제어를 통해 열차운행의 안정성과
정시성을 높일 수 있다.

누구도 시간을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무선통신기반 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바탕으로 하여 열차충돌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영종대교에서 106종 추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안개 낀 도로에서 차량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채 과속한 결과 일어난 대형 사고였다. 만일 차량 사이를 간격을 알려주는 유도
등이 있었다면 그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겠지만 영종대교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었는데도 운
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차량이나 열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거리를 확보해야만 한다. 차량의 무게나 타이어와 노면의 상태에 따라 제동거리가 크
게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의 경우에는 이를 여유 있게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열차의
경우 정해진 선로를 최대한 많은 열차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되는 한 최대한 간격
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실시간 열차의 상황을 알 수 없었을 때는 이것이 쉽지 않았다. 열차 사
이의 거리는 그 열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행 열차와 후행 열차를 모두 고려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선통신기반 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은 철도나 열차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여 더
욱 정밀한 열차제어를 통해 열차운행의 안정성과 정시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열차제어가 정밀
해질수록 선행열차와 후행열차 간의 안전거리를 좁힐 수 있어 철도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열차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만 완벽한 제어를 통해 오히려 열차 운행
의 안전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열차와 관제센터 사이의 통신뿐 아니라 각종 센서

무선통신이

전파통신의 역사는 100년이 조금 넘은 정도로 짧지만 우주의 비밀을 깨내는 것에서부터 일상

지배하는 세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전파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활용 범위가 넓다. 라디오

한 것이다.

나 TV, 무전기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데 전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모든 무선통신 신호를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

08

가 부착된 드론을 활용하여 레일의 상황을 감시하고 검지하여 그 정보를 수시로 보내기에 가능

무선통신 기반 지능형철도시스템은 LTE방식의 철도전용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열차제어, 관

보를 제공하는 개인비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필수

제, 유지보수, 감시 등 철도 전반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도 통신을 이

적으로 챙겼던 지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또한 지도가 있더라도 독도법을 몰라 헤맬 필요도 없

용해 철도를 운행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추진 중인 것은 첨단 통신 방식인

다. 스마트폰으로 지도는 물론 현재의 위치나 주변 정보까지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기

LTE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기술을 열차 운행에 적극 도입하여 시너지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무선통신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할 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LTE-R은 기존의 음

있는 사물지능통신(IoT)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점차 교통과 융합되어 가고 있다.

성, 데이터기술에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1분 1초가 아쉬운 현대인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는 필수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

무선통신기반 지능형철도시스템은 사고예방과 선로 이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승객에 대한 서

의 위치를 확인하면 목적지까지 소요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염없이 정류장에서 기다리

비스의 질도 한층 높일 수 있다. 우선 열차표 예매가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도 코레일 앱을 통

는 일 따위는 더 이상 없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이 단지 음성정보만 전달하는

해 실시간으로 예매가 가능하지만 열차 운행 횟수가 증가하면 주말이나 명절에도 표를 구하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선통신의 장점을 도입해

쉬워진다. 또한 교통약자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열차를 불편함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철도운행의 안전을 실시간 보장하는 것이 무선통신기반 지능형철도시스템이다. 열차는 자동차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열차 내에 사물지능통신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열차 내의 상황을 실시간

와 달리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관사가 장애물을 인식한다고 해도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

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즉 열차 내에 화재나 도난과 같은 사고에 승객이나 승무원

기가 어렵다. 그래서 열차 간에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로의 일정한 구간을 하나의 열

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와 통제가 이루어진다. 열차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도 대

차만 점유하는 폐색 방식을 사용한다. 일정 구간의 선로에 하나의 열차만 운행하는 고정폐색이

폭 향상되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마치 사무실이나 회의실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된다.

안전성은 높지만 선로 이용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선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

2014년도에는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을 통해 그동안 외산 기술에 의

차간의 이동속도를 계산하여 운행하는 이동폐색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열차의 위치와

존하던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15년 코레일과 KT

이동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자칫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통신기반열차제어

는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관련 안전기술과 고객편의 서비스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시스템(CBTC)를 통해 안전한 폐색을 만들어 운행하게 되는 것이다.

를 체결하는 등 우리의 철도는 점점 더 스마트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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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기술본부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철도기술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기술 분야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세계화

코레일은 93개노선 3,590 km에 이르는 국내의 철도영업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공기업이다.

이끄는

동시에 철도경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2020년까지 KTX를 통해 전국 주요 거점도

기술 견인차

시를 90분대로 연결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단일 도시형 경제권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
“코레일은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첫 기적으로 근대화의 새벽을 깨운 이래
올해까지 115년 동안 존속하고 있는 최고 최대의 철도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 처음으로
영업흑자를 달성하였고 이제는 그런 성장세를 꾸준히 확대해 효율적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기술본부는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고 코
레일의 영업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비용을 줄이면서 철도차량 운영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
방법 최적화, 부품 재생 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 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기술본부는 산하에 ▲철도차량을 유지보수하고 차량운용을 담당하는
‘차량기술단’ ▲선로와 궤도, 터널, 교량, 건축설비 등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시설기술단’ ▲
전차선과 신호, 통신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 ‘전기기술단’을 두고 있다. 즉 코레일의 기술 분

코레일
엄승호
기술본부장(상임이사)

야 전체를 관장하며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정하고 통솔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술본부장에 취임한 엄 본부장은 부임 첫해 큰 파고를 헤쳐 나와야 했다.
세월호 사고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전동차 탈선사고와 지하철 추돌사고
등이 발생해 내외부적으로 여파가 큰 시기였다. 이에 따라 철도사고와 장애예방을 위해 정신없
이 뛴 한 해로 기억하고 있다.
“철도기술이란 철도라는 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 등
모든 분야의 기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코레일의 기술본부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기
술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철도 기술 분야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한 해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출발해 런던으로 향하는 제9013호 고속열차가 잠시 후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용하실 탑승객
께서는 국제선 1번 플랫폼에서 승차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기차로 가
는 유럽여행이라니, 상상만으로도 짜릿하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기차가 북한-중국-러시아를 거쳐 저 멀리 유럽대륙으로 연결되는 ‘유
라시아 대륙철도’는 오랜 시간 꿈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상이 최근 실현을 향해 성큼성큼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한국철
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꿈꾸는 대륙진출과 철도기술 세계화, 그 중심에 기술본부와 엄승호 본부장이 있다.

10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 본부장은 이를 위해 특별히 각 분야별로 기술교육을 강화해 기술본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기르고 코레일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더불어 조직문
화 혁신과 노사화합 역시 그가 올 한 해 큰 결실을 얻고자 하는 관심사다.
11

Korean Rail Technology
www.krri.re.kr

2015 SPRING
VOL.57

Rail & People

“세계 최고의 철도기술을
내 손으로 확보하겠다는 뜨거운 열정,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우리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철의 실크로드’
부활의 꿈…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로”

12

코레일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회사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다. 우리나라

“인생은 100m

엄 본부장은 “철도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외기업과의 경쟁이 보편화되고 있어 기술력

GDP의 1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삼성전자처럼, 철도라는 상품을 통해 나라 전체의 경제발전을

달리기 아냐…

이 없이는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기술역량의 확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

견인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최근 코레일의 움직임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그들의 움직임이 비단 국내라는 협소한 시야

꿈 향해 꾸준히

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북한을 연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저 멀리 유럽대륙까

나아가야”

는 것이 아닌 만큼 내가 근무하는 동안 기술력 향상의 시스템이 갖춰지고 기반이 조성되면 머
지않아 우리나라 철도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기술본부는 이 같은 우리나라 철도기술 세계화를 위한 계획으로 코레일 자체 교육 외에도 외

지 하나로 연결하는 이른바 ‘SRX(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그것이다.

부 전문교육 48개 과정에 915명, 해외 철도핵심기술 전수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의 9개 전문

우리 정부는 원래 일찌감치 부산을 출발해 평양-베이징-모스크바-베를린을 거쳐 런던에 이르

과정에 65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인력들의 철도기술 관련 자격증 취

는 이른바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사이를 연결

득 강화를 통해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직무능력 표준인 NCS(National

하는 육로운송의 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가 연결되면 해상수송에 의존했던 양 경제권

Competency Standards)의 선제적 도입으로 기술력을 갖춘 직원이 그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

사이의 물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가교인 한국의 경제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을 수 있도록 해 기술력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체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역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정책 가운데 하나인 유

계적인 철도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신뢰성기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방침이다.

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 국가철도협의체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에 노력하고

올해를 ‘기술력 향상의 해’로 삼아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주

있으며(2014. 3월 제휴회원 가입), 2015년 7~8월 중 유라시아 실크로드(SRX) 친선특급열차

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엄 본부장. 그는 함께 일하는 철도인들에게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운행을 추진하는 등 남북-대률철도 연계방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으로 함께해 주기를 당부한다.

코레일이 전통적인 철도 선진국인 독일, 일본, 프랑스뿐만 아니라 신흥 철도강국으로 부상 중

“세계 최고의 철도기술을 내 손으로 확보하겠다는 뜨거운 열정,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

인 중국과의 경쟁을 뚫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실현과 세계시장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

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42.195km의 마라톤을 달리듯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가 급선무다.

우리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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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자의 상상력풀가동

머지않은 ‘IoT 열차’시대…

이멜트 GE 회장은

장밋빛 전망 내놓은
ICT기업 수장들

“앞으로 인터넷이 가져다 줄 변화는
사람·데이터 연결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기계들과 연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산업 인터넷이 주는 1%의 힘이
전체 산업 지도를 바꿔놓을 것”

GE·시스코 등 ‘IoT 철도’ 기술 선두경쟁 예고…韓도 준비 착수

이라고 강조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10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GE 측은 “철도에 인터넷을 연결해 고장을 사전에 감지·예측하고, 철도 가동률 1%를 높여 매년 6억 달러 이상의 비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촉진’ 안건이 채택됐고. 카이스

용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철도망 속도를 시속 1마일씩 올려 연간 최대 2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

트 이재섭 박사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ITU 고위임원직인 표준화총국장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였다. 이 시스템은 북미 지역 철도사업자인 노폭서던(Norfolk Southern)이 도입키로 결정했다.

200조원 규모의 세계 IoT 시장을 선점할 핵심인 ‘표준규격’을 잡기 위해 국내·외 정보기술(IT)업체간 경쟁이 본격화

솔루션 전문기업 시스코 역시 “2020년까지 연결된 기기수가 5배로 늘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IoT 시장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ITU 전권회의 성과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IoT는

에 출사표를 던졌다. 존 챔버스 시스코 회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시스코 라이브(Cisco Live)

특히 교통·물류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제3차 산업혁명’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다.

2014’ 기조연설에서 ‘열차에 IoT가 적용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열차와 철도노선 등에 IoT를 적용하면 열차의 효

IoT 시장 대응을 위해 해외 주요 기업들은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얼마전 GE는 실리콘벨리에 IoT 글로벌리서치센

율적 운영과 사고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장은 “IoT를 통해 노선위에 표시된 열차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열

터를 세우고 약 400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채용하며, ‘산업 인터넷’ 분야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차의 허용속도, 현재 속도, 위치, 적정거리 유지여부, 정비필요여부, 엔진상태 등 열차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확인

GE는 가전뿐만 아니라 기관차, 항공용 제트엔진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120년된 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승객들의 모바일기기와 열차 내 무선 인터넷을 자동으로 연결해 승객 수를 파악하고 냉

통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다. GE가 말하는 ‘산업 인터넷’은 IoT와 같은 개념이다. 일각에선 IoT를 대물통신(M2M:

난방 조절 등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achine to Machine)이라고도 부른다. 사실 명확한 명칭이 없다. 글로벌 표준이 없는 탓이다. 부르는 명칭은 각기

존 챔버스 회장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 상황에 따라 열차배치를 더 많게 또는 적게 하는 등 철도노선을 40% 더 효율적

다르나 개념은 일맥상통한다. 이멜트 GE 회장은 “앞으로 인터넷이 가져다 줄 변화는 사람·데이터 연결뿐만 아니라

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어 그는 열차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세스의

지능적인 기계들과 연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산업 인터넷이 주는 1%의 힘이 전체 산업 지도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추가를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선로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IoT 세상에서는 선로가 스스로 이상을 감지하고 붉은색 경고등을 표시한다.
우리나라도 철도 IoT 시대를 맞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SK텔레콤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철도에 인터넷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현재 철도 신호 체계가 필요없게 된다. IoT 철도는 ‘자기 인식’ 방식으로

8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철도 수송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

운영된다. 모든 철도 차량은 각자 위치와 속도, 시스템 내의 다른 철도 차량의 위치와 속도까지 인식해 충돌 위험을

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보유한 IoT 관련 솔루션과 교통 및 물류 원천기술 등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줄이며 가동된다. 호주철도공사는 이 같은 기능을 구현해 철도 차량 간의 거리를 줄이는 동시에 속도 제한을 통해 안

위한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에서 새로운 NFC 표준기술인 ‘SUN’(Smart Utility Network)의 상용 적용

전성을 향상시키면서 수송량을 늘리고 정시 출발 도착율을 높혔다.

을 주관한다.

그밖에 단순히 운전자에게 경보를 보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스스로 결함 데이터를 엔지니어에게 직접
전달하는 ‘예지 정비시스템’, 수백 여대의 차량에 배치되어 있는 수많은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대해 원격으로 동시에

SUN 기술을 적용하면 최장 700m씩 화물열차 칸마다 센서를 설치, 취합한 데이터를 이동 통신망을 통해 통합관제실

소포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원격 업그레이드’, 시스템 운영자들은 연료 소모 및 효율성에 대한 보다 우수한

로 전송할 수 있다. 이동 중인 화물열차 대상의 IoT 기반 관제도 가능해진다.

가시성을 확보해 수백만 달러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연료 관리’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GE는 ‘레일

다만, IoT 철도시대를 맞기 위해선 앞으로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승객을 수송하

커넥트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철도이용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열차의 가치는 시간을 지켜주는 신뢰성이다. 정

는 운송시스템을 운영·관리하므로 해커와 악성코드를 차단하기 위한 보안 대책이 요구된다. 또 철도 운전실 공간은

시 출발을 위해선 철도 정비가 필수이다. GE는 미국 철도 가동률이 73%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시장 진입 기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작고 가볍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회를 엿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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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철도시장 환경

계로 뻗어가야 할 시점이다.

01

공단은 지난 10년간 사업수행 우수성을 중국 발주처로부터 매년
1)

인정받아 인근 국가의 수주확대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

해외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진출전략

우리공단은 ‘05년 중국 수투선 감리용역을 시작으로 해외 수주지

해 해외 각국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한 맞춤형 철도기술을 단계

1.1 세계철도 시장

역 확대 및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여 ‘15년 1월까지 14개국 37개사

별로 축적하였다.

세계철도시장은 매년 2.6%씩 성장하여 2012년 211조원에서

업, 약 890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27개 사업을 완

또한, 공단보유 철도건설 실적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0년 약 297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철도시장

료 하였다. 현재는 중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라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기업과 공동

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이 등 6개국에서 10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으로 해외진출하고 있다.

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중남미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표 2> 공단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수주규모

지역은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용은 아
래와 같다.
<표 1> 지역별 철도건설 전망

해외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진출전략
SRX 운송경로 설정과 경쟁력 비교분석
Kathmandu Mass Rapid Transit System Feasibility Study
해외철도사업의 추진단계와 접근전략에 대한 고찰

구분

’05~’11

’12

’13

’14

계

수주금액

602억 원

127억 원

51억 원

110억 원

890억 원

수주건수

19건

9건

3건

6건

37건

지역

철도건설 전망

아시아
및 태평양

지속적인 철도건설로 인프라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16,000km 고속철도망 (누계) 구축
* 인도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인도네시아 간선, 태국 고속철도 등
*베
 트남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말레이이사〜싱가폴 고속철도
연결

수주금액
(억 원)

34

중동 및
아프리카

주요 인프라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
*사
 우디 랜드브리지 철도, 오만 철도, 이집트 철도건설 등

수주건수
(건수)

3

북미, 남미

성장률은 평균 이하이나 점차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파라과이 국가철도망 구축 등

<표 3> 수주내용 분석
구분

3.1 2015년 중점 추진사항

타당성 시공 마스터 PMC 초청 설계 실시 기술 연구
조사 감리 플랜 용역 연수 감리 설계 자문 용역
268
6

21
1

35
5

3
6

63
1

126
3

337
10

3
2

3. 향후 해외사업 진출전략

계

3.1.1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수주활동 전개

890
억원

① 국가별 수주가능성을 우선 순위화 하여 자원의 효율적 투입으

37건

② 공단의 강점인 시공감리, 사업관리 및 기술자문 분야에 주력하

로 수주 극대화
되 민자사업에 시범참여로 고수익 창출기반 지속구축

사업수행 분야는 건설감리, 자문,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등 철도건
설 전분야에 걸쳐 소규모 용역위주로, 상대적으로 사업위험성이

3.1.2 중점수주 대상국가 맞춤형 마케팅 활동 적극 추진

특히, 세계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중국은 2004년 이후 고속철도

낮은 국가재정사업에 주력하였고, 중국 등 아시아 지역비중이 높

① 파라과이, 방글라데시 등 수주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후속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말 약 11,150km의 고속철도

으나, 남미 파라과이 등 확대 진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중이다.

를 운행 중에 있다. 작년 12월 26일에는 중국고속철도 주요 노선

2014년도에는 필리핀 메트로 컨설팅 사업수주(‘14.4)를 시작으

② 베트남, 이집트 등 우리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수주역량 집중

인 란신선 1776km, 귀광선 857km과 남광선 577km 노선을 성공

로, 중국 경심선 시공감리(‘14.7), 파라과이 타당성용역(‘14.8) 등

③ 기존선 개량, 지하철, 고속철도 건설 등 급격히 성장 중인 인도

적으로 개통하였다.

6개 사업을 수주하였다.

사업 지속 발굴

(印度)를 ‘제2의 중국’으로 점진적 육성

2015년 2월 현재는 오만, 인도 등 (2개국, 3개사업, 약 3,200억

오재욱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외사업처 처장
(ojw7171@kr.or.kr)

1.2 국내 시장

원 규모)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3.1.3 가격 및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수주가능성 확대

국가 전체의 SOC사업의 투자가 점차 감소추세로 철도건설사업

인도네시아 공항철도 민자사업 등에 입찰 참여를 위하여 제안서

① 공단인력 대체가 가능하고, 저렴한 개도국 인력활용으로 가격

축소도 불가피 하고, 공공기관의 과다부채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

를 준비 중에 있다.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도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부

또한, 2012년부터 KOICA ODA 무상자금을 활용한 해외발주처

채감축대상 18개 기관에 포함되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해외

대상 국내 연수사업을 확대시행하여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 네

철도건설 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팔, 수단 3개국 철도공무원 34명을 연수시행했고, 2015년 1월부
터 6주 동안 산학 협력차원에서 국내대학에 유학중인 11개국 12
명의 해외 인턴사원을 연수시키는 등 수주에 필요한 잠재적 우수

2. 해외철도사업 추진성과
김충기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외사업처 국제협력부장
(siuthen@kr.or.kr)

박만호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외사업처 국제협력부 차장
(manetic@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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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제고
② 환경변화에 적극대처를 위하여 현지社와 컨소시엄 구성하여
수주정보 선점
③ 국내 전문기업과 최적의 제안서 제출로 기술력 평가시 최상위
권 유지
* 공단(PMC), 공사(운영), 철도연(요소기술), 중소기업(설계), 대기업(민자) 등

고객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구축 중에 있다.
3.1.4 중국 고속철도사업 지속수주를 위한 전략적 접근
2.2 해외사업 성과

2.1 2004년 공단설립 이후 수주실적

해외사업 제안단계에서 일정 수익률(5〜10%)을 반영하여 참여하

우리나라 철도는 2004년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고속철도(300km/

고 있으며, 해외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익금액은 고속철도 건설로

h)를 개통함으로써 철도 선진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제부터

발생한 부채상환의 재원으로 활용 중에 있고, 최근 5년간 매출액

는 우리가 그동안 국내에서 쌓아올린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세

대비 비용을 제외한 순수 수익률은 연평균 18%이다.

① 중국 고속철도는 ‘13년까지 11,150km의 고속철도를 운행중으

1) ‘06년 중국 무광선 고속철도 건설감리 1위 표창 등 총 11회 수상
‘15년 1월 경심선 외국감리평가(독일, 프랑스, 영국 등 6개국 감리)에서
공단이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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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로 20년 16,000km 구축계획으로 감리용역의 지속발주가 예상

홍보하여 후속사업의 수주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됨에 따라 매년 2건 이상 수주 목표

<표 4> 한국의 경전철 기술개발 및 실용화 현황

② 기술교류회 등 기관 및 중요인사와 교류협력 강화, 수행사업의
성과 지속향상 및 발주처의 입찰공고 웹사이트 일일 모니터링
강화시행
3.1.5 국제 교류협력 및 ODA 등 무상지원사업의 지속 확대

종류

운행방식

AGT
(Automated
Guideway
Transit)

-무
 인운전 가능, 제3궤도 급
전방식
-고
 무차륜 또는 철제차륜 시
스템

- 경산 시험선
- 부산김해(철제)
- 의정부(고무)

모노레일

- 1본의 궤도위를 주행하는 시
스템

- 대구 도시철도

무가선트램

- 도로노면상에 레일부설 후 차
량주행

- 오송시험선

LIM
(Linear
Induction Motor)

- 자기부상열차와 동일한 개념
- 비점착구동 방식

- 용인경전철

자기부상열차

-자
 기(전자식)의 흡인력에 의해
차량이 부상하고 linear motor
에 추진

① 국제행사 참여로 철도 우수성 홍보 및 협력강화(GICC, UIC총
회, ODA회의 등)
② KOICA 협력국을 대상으로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직 초청연
수 확대시행
③ 국토부 GIF펀드 활용한 무상지원용역 확대 (자카르타 공항철
도 민자사업 참여)

해외사업수주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리공단의 국내외 고속철도
기술역량과 외국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인적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먼저 우리 철도기술의 우수성으로, 프랑스 TGV의 기술을
이전받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완공하였다. 현재는 400km/h 이
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속도향상 기술은 물론 사업비 절감형 기술
등 안전하고 편안한 핵심기술을 해외현지에서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① 속도향상에 필수적인 인프라 기술
2004년 300km/hr 상업운행 개시 후 352.4km/hr 시험운행
성공 및 2013년에는 421.4km/hr 시험운행에 성공하여 프랑
스,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최고 시험속도 기술보유국
으로 도약한 핵심기술이다.
② 비용절감형 고속철도 건설기술
- 선로중심간격은 경부 5.0m, 호남 4.8m, 수도권 4.5m로 정
량화
2

2

화를 이루고 참여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시공감리, 기술자문,
현장-강풍과 모래

교량상판 스프링클러양생

비닐막 부착 상판 양생

해발 3000M 만년설

설계검토, 타당성조사 등의 소규모 사업을 넘어 우리공단 기술본
부 및 KR 연구원에서 시행중인 철도핵심자재 국산화 개발 및 시
욱 고도화하고 지식자산화하여 향후에는 PM1), EPC2), PPP3) 등
대규모 철도사업으로 참여 영역을 넓혀 고수익 창출기반을 지속

궤도터널식 그늘막 설치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일례로, 오만 철도 등 중동사업의 경우 현장여건이 대부분 사막으
로 중국에서 수행한 란신선(감숙성 란주∼신강성 우루무치) 사막
지대 고속철도 기술자문 경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우리들이 잘

양생포+비닐/모래포대

열차안전운행1-방풍벽 열차안전운행2-방풍터널

[그림 2] 중국 란신선 → 노선연장 1776km의 사막, 강풍, 혹서 등 현장여건
열악
* (강풍과 모래바람 자연조건) 열차안전 운행을 위한 방풍터널, 방풍벽 등 시공
토록 개선제안
* (혹서-콘크리트 조기경화) 새벽공사, 그늘막/부직포 비닐막 설치, 습윤양생
등 맞춤형 기술자문 시행
* (혹한 : 품질불량) -3℃이하 시공시 재료(물, 골재) 가열 후 단계별 보온/급열
등 품질확보

및 암반으로 된 고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중국 란신선의 경우에도 약 1776km의 신선 노선에 기술자문을

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는 수익창출 확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
항철도4) 민자사업에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시범참여하고, 우리정
부 재정지원 사업인 베트남 고속철도5) 사업 등 진출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공단 임직원은 국내 철도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위기를 해외사업 확대진출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철도사업이 ‘정부재정사업’에서 차관지원사업, 민관협력사업 등

아는 것처럼, 오만 철도는 룹알할리 사막에 포함되며 지형이 자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외부환경에 맞추어

4. 해외사업 인력의 체계적 양성

한국정부의 해외사업 개발지원자금 (KOICA 무상원조, 수출입은
행 EDCF, 해외건설협회 신시장 개척자금, 국토부 GIF펀드 등)을

2010.5월부터 2014.8월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장이

활용하여 대규모 해외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자갈 및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목이 성장할 수 없는 전형적

해외사업의 특성상 국제교류 협력 및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에서

인 고비사막으로, 현장여건은 강풍이 매우 심하고, 대기온도가 혹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 한국철도가 세계 곳곳에서 힘찬 기

계약까지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우리공단은 국제철도

서기에는 +52℃ 까지 상승하고, 혹한기에는 –40℃ 내려 가는

적이 울리는 그날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할 것이다.

전문가 양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부터 사

등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총 21개 역사, 운행속도가 250km/h로

아울러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문화가

내 대학원을 운영하여 해외사업에서 요구하는 석·박사급 전문가

‘14.12월 전구간 개통하였다.

서로 다르고, 혹한기에도 뼈를 깍는 고통을 인내하며 혼신의 힘을

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근무에 기본이 되는 외

란신선의 경우 직원이 노반, 궤도, 건물, 신호, 통신, 전차선 등 철

기울여 고생하시는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

국어 능력 함양을 위하여 많은 어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도건설 전공종에 걸쳐서 수행하여 중동사업 수주시 고품질 성과

사드린다.

해외건설 금융·외환·보증 관리,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실무과

창출을 홍보하고 있다.

정 등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철도건설 역량을 끊임없이 키워가고 있다.

- 터널단면적은 경부 107m , 호남 96.7m , 수도권 89.5m 로

해외 지속진출에 필요한 발주처 요구수준(기술+외국어+석사+해

단계별 최적화
· UAE국경 -예멘까지 연장 2,244km
- 1구간 UAE(Al Ain~Sohar)(171km)
- 2구간 Sunaynah~Sinaw(330km)
- 3구간 Sinaw~Ad Duqm(340km)

발주국가 특성에 맞게 우리공단의 주력 업무인 고속철도 건설, 일
반철도 개량, 광역철도 건설, 민자사업 등 홍보는 물론이고 경전

- 4구간 Ad Duqm~Salalah(696km)
- 5구간 Sohar~Muscat(262km)
- 6구간 Al Misfah~Sinaw(146km)
- 7구간 Sinaw~Ibra(84km)
- 8구간 Thumrayt~Mazyounah(157km)
- 9구간 Sohar~UAE(Khatmat)(58km)

철 등 다양한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령, 2014.8월 수주한 남미 파라과이 경전철 건설 타당성조사 용
역 수행 시 후속사업 발굴을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 경전철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맞춤형

외경험)에 적합한 기술자 부족 등 인력선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사업관리 및 기술분야 각 100명씩 양
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1) PM : Project Management(사업관리)

참고문헌
 WORLD RAIL MARKET STUDY (UNIFE, 유럽철도산업협회)

2)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설계,조달, 건설시공 일괄사업)
3) PPP : private public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2015년 철도시설공단 해외사업 업무계획

4) 인도네시아 공항철도 : 약2조원, 민관협력사업(BOT, 건설5년 운영30년), 복

으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기술개발하여 실용화하였으며, 기술

20

위와 같이, 우리공단은 해외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진출국가 다변

험선로구축사업(2010∼2018년)과 연계를 통하여 철도기술을 더

2

의 세부 특징, 사양, 기술이전 등 상대방에 이익이 되는 점을 중점

5. 맺는말

실용화

발주국가의 현지 지형여건에 맞는 수주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3.2 수주활동 주요방법 소개

01

선전철 34km
[그림 1] 오만 철도사업 개요

 중국 란신선 총결보고서

5) 베트남 고속철도 : 약71억불, 노선 420km, 속도 200km/h, 한국정부 금융지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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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주요 운송경로 선정 조건 및 운송경로
선정

02

이하지 않은 노선인 중국 연운항 및 천진항을 주요 기종점으로 한
TCR 및 TMGR은 본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표 2-2> 주요 SRX 운송경로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정

SRX 운송경로 설정과
경쟁력 비교분석

구분

학적인 조건이나 경제권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물류중

2.1 운송경로 선정 조건

심국가가 되기에 적합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를 기종

SRX와 관련하여 한국 종단철도(TKR)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무엇

점으로 하여 이용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물류경로는 항공

보다도 한반도를 통해 각 횡단철도와 현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

을 이용하거나 해상항로를 이용하여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방법

이 있는 노선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내에서

뿐이다. 이외에도 소량이기는 하지만 해상으로 중국의 연운항 등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노선은 무엇보다도 두만강 개발계획(GTI,

을 통한 TCR, 러시아 극동항만을 이용한 TSR을 이용하여 유럽지

Greater Tumen Initiative)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역과 연결하는 경로가 있으나 이를 이용한 유라시아대륙의 동서횡

해상으로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아 TKR과의 연계가 필요한 중

단 물류 네트워크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

국 동북 2성을 관통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TSR과 연결되는 Ulan

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내륙에 위치해 있는 동유럽국가나 도시

Ude까지로 하며,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 다음으

들, 그리고 대부분의 독립국가연합(CIS)국가들은 물류 경쟁력이

로 고려해야 할 것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즉,

낮아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각 노선에 따라 미연결 구간(Missing Links) 혹은 노후화되어 열

하고 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

차 운송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선은 가급적 배제하고

운 상황이다.

기존의 노선을 활용하여 화물운송이 가능한 노선을 선정하였다.

Kathmandu Mass Rapid Transit System Feasibility Study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하여 동북아 평

또한 동북아 및 전세계와 호환되는 국제운송 규격에 대응하는 시

해외철도사업의 추진단계와 접근전략에 대한 고찰

화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유라시아

스템 및 국제 무역에서 통용되는 ISO 및 비 ISO 규격의 컨테이너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최적의 실크

운송에 적합한 시스템도 함께 고려하였다. SRX의 운송경로 선정

로드익스프레스(SRX)경로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유의해야할 점

을 위하여 인프라 측면과 운영/제도측면으로 구분하여 <표 2-1>

은 대회랑을 구성하는 관련국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

로 정리하였다.

여주는 것이다.

<표 2-1> 주요 SRX 운송경로 선정의 주요 조건

해외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진출전략
SRX 운송경로 설정과 경쟁력 비교분석

현재 SRX와 관련된 운송경로는 동북아에서 각 국의 관문 역할을

구분

주요 조건

인프라
측면

- 동북아 주요 항만 클러스터 형성
- 동북아 주요 교통 거점 및 국경 통과 시설이 있는 복합운송 노선
- ICD를 포함한 동북아내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
- 국제운송에 필요한 정보통신 시스템 (ICS, Information &
CommunicationsSystem) 구축
- 기타 물류시설 존재

운영/제도
측면

- 국제운송에 필요한 제반의 제도 정비
예
 를 들어 도로 및 철도운송 관련 척도 및 FAL 조약에 관한 UN
ESCAP 48/11항에 명시된 내용, 국제운송과 관련된 다자간 협
정 및 계약과 호환성 보장, 국제 및 통과운송과 관련하여 광범위
한 양자협정 개정 등2)
-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복합운송시스템 채용

수행하는 항만을 중심으로 철도 및 도로를 통해 다양한 복합운송경
로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UNESCAP1)에서 추진하는 아시안 하이
웨이 (AH, Asian Highway)망과 아시아 횡단철도 철도(TAR)망의
북부구간과 연계하여 수많은 노선을 상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프라의 최대한 활용, 두만강 개발계획지역
(GTI)과 직접 관련된 지역으로 철도역이나 물류시설이 있는 주요
도시 및 경제 요충지, 동북아 및 전 세계와 호환되는 국제운송 규
격에 대응하는 시스템, 국제 무역에서 통용되는 ISO 및 비 ISO 규
격의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한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방법론을 활용하여 최적경로를 도출하였다.

노선 (Corridor)

특징

1

중국 동북 3
성 및 러시아

기존 TMR
노선

2

Rajin~Namyang (Wonjong)~
Tumen (Quanhe)~Changchun~
Harbin~Manzhouli~Zabaykalsk~
Ulan Ude

북한, 중국
동북 2성 및
러시아

신규 라진항
및 TMR 연계
노선

3

Nakhodka/Vladivostok~Ussurisk~
Suifenhe~Harbin~Manzhouli~
Zabaykalsk~Ulan Ude

러시아, 중국
동북 2성

기존 TSR 및
TMR 연계
노선

4

DMZ인접 물류센터~평강~Rajin~
Namyang (Wonjong)~Tumen (Qua
nhe)~Changchun~Harbin~Manzh
ouli~Zabaykalsk~Ulan Ude

남한, 북한,
중국 동북 2성
및 러시아

장래 TKR
동부 노선과
TMR 연계
노선

5

DMZ인접 물류센터~평강
~Rajin~Khasan~ Razdolnoye~Us
surisk~Khabarovsk~Belogorsk~C
hita- Ulan Ude

남한, 북한 및
러시아

장래 TKR
동부 노선
과 TSR 연계
노선

주) 일본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5개 노선과 직접 연결 가능함

[그림 2-1] 주요 SRX 운송경로

3. 주
 요 운송경로간 비교분석

요 운송경로 5개를 선정하였으며, UNESCAP의 시간/비용-거리
이상재
한국철도공사
책임연구원
(lsjktx@koraill.com)

관련국

Dalian~Shenyang~Changchun~
Harbin~Manzhouli~Zabaykalsk~
Ulan Ude

2.2 주요운송 경로 선정
위와 같은 조건에 의거하여 기존 노선 및 TKR과 연계한 노선은 <
표 2-2>와 같이 크게 5가지 노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에

3.1 운송경로간 비교분석 방법

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TKR과 직접 연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용

UNESCAP의 시간/비용-거리 방법론 (Time/Cost-Distance
methodology)은 운송 프로세스와 관련된 시간 및 비용을 나타내

하오근
한국철도공사
책임연구원
(okha@kora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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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ESCAP, Integrated Internat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for
North-East Asia, 2006 pp.18~20의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내용은 본 연
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

2) UNESCAP, Integrated Internat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for
North-East Asia, 2006 p.20

주고, 비효율성을 밝혀내면서 특정 노선에서 시간 병목현상을 분
리하는데 적합하고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이다. 이 방법론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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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에 관한 데이터의 그래픽 표현에

수도권 및 충청권 화물이 DMZ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TKR로 운송

기반을 두고 있으며 , 가로축은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 이동한 거

되는 전이 화물이 대상이다.

리를 나타내고, 종축은 발생한 시간과 비용을 나타낸다. 이 방법론
을 이용하면 국제운송의 전체 노선상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시간
과 비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운송관련 단가는 실제 비용, 가격 혹은 시간을 반영
하는 비용/시간 곡선의 기울기와 운송수단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에 근거하고 있다.
국경, 항만 및 내륙 터미널에서 지연하는 경우는 항상 발생하고, 화
물/문서의 처리 비용 및 기타 비용은 운송경로를 따라 상품의 물리
적 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부과된다. 이것은
비용 곡선의 수직 단계로 표현된다.

[그림 3-2] Corridor 1의 노선

Corridor 2는 동북 2성의 수송 수요, 특히 다수의 한국 및 일본 투
자기업들이 동해를 이용하여 태평양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노

[그림 3-4] Corridor 3의 노선

Corridor 4와 Corridor 5는 기존 부산항이나 인천항 등을 통해
해상으로 대련항이나 라진항, 극동 러시아 항만 등으로 운송되는

[그림 3-6] Corridor 5의 노선

해상-철도 복합운송 경로 대신 DMZ 인근에 SRX 전용 대규모의
물류시설을 건설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TKR을 이용하여 대륙철도

3.2.2 운송경로간 거리분석

와 연계한다는 철도 중심 운송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의선

도로보다는 철도의 운송거리가 압도적으로 짧은 가운데, 각 경로

이 아닌 경원선 혹은 평라선을 기준으로 TKR 노선을 선정한 이유

별 거리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Corridor 1~3은 한

는, 현 경의선의 노반과 시설이 경원선과 평라선보다는 비교적 양

국/일본의 화물 기종점에서 각 국의 항만을 경유하여 각 노선별 대

호하기는 하나 대륙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문제는 경제적

상 항만과 연계되어 해당 SRX 노선을 이용하므로 이러한 모든 요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인들을 감안할 때, 국내 지역의 특정지역을 기종점으로 운송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현안 문제를 충족시켜야한다. 2003년 8월부터 중

화물이 DMZ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TKR을 이용하는 Corridor 4

국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동북노후공업지역의 대대적 재

가 가장 짧고 Corridor 5는 타 경로와 유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의 핵심은 ‘借港出海’전략으로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

Corridor 4와 Corridor 5은 타 경로에 비해 최소한의 환적을 통해

발을 통하여 북한 나진항으로 해상물류경로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화물이 운송되므로 시간적인 축면에서는 물론 화물의 안전 측면에

자료 : UNESCAP, Integrated Internat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for
North-East Asia, 2006 p.23에서 재인용

러시아는 ‘2025극동자바이칼 프로그램’달성과 극동지역 개발을 위

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 2013년 중앙행정조직에 ‘극동개발부’라는 장관급 부서를 신설

<표 3-1> 주요 SRX 운송경로간 비교 (거리)

[그림 3-1] UNESCAP의 비용/시간 운송노선 분석 방법

하여 나진-하산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선으로 잠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초
두만강개발계획(GTI)의 일환으로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중국 입
장에서는 라진항 이외에도 러시아의 자루비노(Zarubino), 포시엣
(Posiet) 등의 항만이 있어 상호 보완 혹은 경쟁 관계에 있다. 중
국 정부에서는 라진항의 현대화 및 투자를 통해 50년 이용 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 나진항은 현재 총 부두 연장 2,520m에 13개
부두가 있으며, 수심은 8-10m로 5,000~30,000톤급 선박이 접
안할 수 있다.

3.2 운송경로 분석
3.2.1 SRX 운송경로
Corridor 1은 대련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 3성과 만주리 등을 거
쳐 TSR과 연계되며, 동북 3성의 주요 투자자이면서 무역 파트너
인 한국과 일본의 화물이 주로 이동되고 있는 노선이다. 대련항은
동북 3성 수출 총 물동량의 85%를 처리하며, 하얼빈, 장춘, 센양,
옌지 등의 서비스를 위해 주당 40편 이상의 열차가 출발하고 있다.
한편 컨테이너 화물은 대련항 인근을 기종점으로 하는 비중이 약
80%, 센양 10%, 장춘과 하얼빈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노선에 집중되는 화물운송 수요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러 동북
2성의 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TSR과 연결되
는 Ulan Ude까지 철도는 2,927km, 도로는 3,179km로 철도의 연
장이 도로에 비해 252km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 Corridor 2의 노선

Corridor 3은 Corridor 2와 같이 기존 대련을 주로 이용하던 중국
동북 3성 화물운송 수요가 동해로 연결되는 또 다른 대안 노선으로
극동 러시아 항만에서 하얼빈을 거쳐 TMR, TSR로 연결된다. 따라
서 Corridor 2와 경쟁 관계에 있는 노선이라 할 수 있다. 현재 TSR
의 기종점이 되는 극동 러시아의 나홋카,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
니 등 3개 항만을 거쳐 중국 동북 2성이 한국/일본과 연결된다. 총
3개 항만중 TSR 이용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핵심 항만인 보
스토치니항에는 2개의 일반화물/컨테이너화물 부두 (675m, 수심

[그림 3-5] Corridor 4의 노선

Container Terminal3)이 대표적이다.

철도 (A) 도로 (B)

단위 : km

비고

Corridor 1

2,927

3,179

252

한/일-대련항 해상운송 제외

Corridor 2

2,768

3,231

463

한/일-라진항 해상운송 제외

Corridor 3

2,968

3,218

250

한/일-극동 러시아항 해상운송
제외. 나홋카항 기준

Corridor 4

3,513

3,976

463

Corridor 5

4,499

4,595

96

평강-라진 745km 포함

3.2.3 운송경로 간 소요시간 분석
철도는 도로에 비해 운송 소요시간이 최대 73시간이 차이가 나며,

Corridor 5는 Corridor 4와 같이 DMZ 인근 SRX 전용 물류센터

최소 1일 이내로 실제 운행상황에 따라 도로가 빠른 경우도 발생

를 기종점으로 국내 수출입 화물을 TKR로 라진, 두만강역을 통해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화주와의 인접성이 가장 많이 고

하산에서 TSR과 연결되어 기존 TSR 노선을 운행하는 경로이다.

려된 Corridor 4와 Corridor 5에 비해, 한국 및 일본에 주로 위치

지금까지는 부산항과 극동 러시아 항만간 해상운송을 통해 수출입

한 실제 화주간의 내륙운송 및 해상운송이 고려되지 않은 Corridor

화물을 운송하여 TSR를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기존 화물 중에서

1~3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13.5m)를 운영하는 JSC Vostochny와 2개의 일반화물/컨테이너
화물 부두 (672m, 수심 12.5m)인 Vostochny Port International

국가

차이
(B-A)

3) 보스토치니항, P&O Ports, CSX World Terminal이 합작 설립한
Vostochny International Container Services (VICS)의 연간 40만TEU의 처
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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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림 3-7] 주요 SRX 운송 경로간 비교 (소요 시간)

3.2.4 운송경로 간 비용 분석
도로에 비해 철도운송이 경로별로 최소 도로에 비해 철도운송이 경
로별로 최소 1,300US$에서 최대 1,460US$로 우위를 보이고 있
다. 해상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Corridor 1~3의 경우, TEU당 최
소 200~300US$를 감안할 때 Corridor 5의 철도운송이 가장 경쟁
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Corridor 4이 Corridor 3보다
다소 경쟁우위에 있고 Corridor 2와 Corridor 1의 경쟁력은 큰 차
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SRX구축을 위한 최적의 경로설정을 위해 기존의 해상운송(All
Water)과 주요 국제철도망간의 거리, 시간, 비용 등에 대한 비교
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국과 직접
연계 가능한 노선을 대상으로 국제기관인 UNESCAP의 자료를 바
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노선과 거의 평행을 이루는 도
로 운송 망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적합한 운송수단에 대
한 비교치를 제시하였다. 주요 Corridor간의 비용 비교는 시장의
운송료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UNESCAP의
자료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비교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추후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이
나 관련기관을 통해 필요한 시점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야 하
며,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비교는 관련국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요율체계가 안정화될 시점에서나 실질적인 비용의 비교 결
과가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편, UNESCAP의 자료에 근거비교·분석한 결과 경원선을 경유
하여 북한, 중국 동북 2성 및 러시아 울란우데로 이어지는 Corridor 4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MZ 인접지
역에 CIQ 기능, 목적지 분류, 재포장 가공·조립 등이 가능한 ICD
조성 및 대규모 물류기지가 필요하고 남북·대륙철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철도시설공단과의 협력을 통한 추진 및 운영

1. Introduction of the Feasibility Study
Project

Kathmandu Mass
Rapid Transit System
Feasibility Study

Kathmandu Valley, consisting of three main Districts of
Kathmandu, Lalitpur and Bhaktapur, is the main political, cultural,
educational and commercial center of Nepal. Surrounded by
hills on all sides, Kathmandu valley has five of the fifty eight
municipalities of the country and is home to about 30% of the
total urban population. Along with the new developments
within the valley,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ing
of the residents and unprecedented immigration from the rest
of the country towards the capital; Kathmandu Valley have had
a highly dynamic and rapid urbanization in the past decade,
one of the highest in South East Asia. Built up area has been
spreading outward from the center and land uses with forest

해외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진출전략

cover, agricultural land, open spaces and water bodies have

SRX 운송경로 설정과 경쟁력 비교분석

been decreasing. The population growth of Kathmandu valley,

Kathmandu Mass Rapid Transit System Feasibility Study
해외철도사업의 추진단계와 접근전략에 대한 고찰

especially city area of Kathmandu and Lalitpur municipalities is
very high i.e. about 6.5% and the permanent population is about
2.5 million. Therefore, the population within and around the ring
road will be about 3 million including temporary population and

을 위한 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tourists. The roads are narrow and traffic congestion is high. The
travelling time
across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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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
in time with [그림 1] Administration boundary
a good quality using public transport at present. Therefore, the
Government of Nepal decided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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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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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Mass Rapid Transit (underground and elevated railways)
Systems along and within the ring road area of Kathmand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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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itpur cities.

MRT Ridership of each line continuously increases from 2011 to

At December 28, 2011, the Government of Nepal commissioned

2041. The 2041 MRT Ridership for each line was highest in Line 4

KRNA Consortium in association with Kunhwa Engineering
& Consultant co, Ltd. and Korea Transport Institute, and local

3. D
 emand Forecast

consultant of ERMC (P) Ltd. to prepare a feasibility study of

(246,019 passengers), followed by Line 3 (237,498 passengers),
Line 5 (186,932 passengers), Line 2 (170,744 passengers), and Line
1 (168,861 passengers).

Mass Rapid Transit System in Kathmandu Valley. Accordingly

The figure 2 shows the change in transport demand and profit

the Consortium team had performed the Feasibility Study from

from fe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MRT fee. The

January 13, 2012. Total 39 person*month of 12 international

transport demand decrease in counter-proportion to the MRT fee.

experts and 33 person*month of 12 local experts with some

On the contrary, the profit from fees is maximized between 20

administration staffs had worked for this study.

NRs. and 25 NRs.

4. Route Development

If all five lines are built at once with an MRT fee of 20 NRs, the MRT

Route Development has been done with the concept as below:

ridership will continually increase from 1,019,834 passengers in

LINE 1(South-North) is the axis for increasing accessibility to

2019 to 1,795,185 passengers in 2049. The 2049 MRT ridership

the city center from the southern and northern by connecting

for each line was highest in Line 4 (474,382 passengers), followed

Satdobato to Narayan Gopalchowk. It is the longest axis. It has 5

by Line 3 (429,538 passengers), Line 5 (318,680 passengers), Line

ordinary stations and 6 transit stations.

2(302,755 passengers), and Line 1 (269,830 passengers).

LINE 2(East-West) is the axis for connecting Kalanki the west-

To implement the Study, We had reviewed various sets of

If each line is built individually with an MRT fee of 20 NRs, the

gate as beginning point, via Tripureshwar, and the Air Port and

studies and plans in order to get figures as precedent references

MRT ridership of each line continuously increases from 2011 to

Baktapur connected directly. It has 5 ordinary stations and 4

such as Kathmandu Valley Town Development Plan,A Study

2041. The 2049 MRT ridership for each line was highest in Line 4

transit stations.

on Kathmandu Valley Urban Road Development, Kathmandu

(395,433 passengers), followed by Line 3 (395,333 passengers),

LINE 3(Circular) is the Ring Road circulation axis not passing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Outer Ring Road

Line 5 (316,099 passengers), Line 2 (283,402 passengers), and Line

through the complicated downtown. It has 6 ordinary stations

Development Project, major radial roads and Highways, Fast

1 (281,558 passengers).

and 4 transit stations.

Track Plan and Road Condition, Railway Plan, STRASYA (Standard

If the MRT fee is 30 NRs and all lines are built at once, the MRT

LINE 4(Cultural) is the 2nd east-west axis which has connection

urban Railway System for Asia), Topographical and Geographical

ridership continually increases from 643,137 passengers in 2019

with Swaymbhunath~Thamel~RatnaPark~Pashupatinath(Chab

survey, Soil investigation, Hydrology Survey, Climate Condition,

to 1,132,943 passengers in 2049. The 2049 MRT ridership for each

ahil)~Boudhanath(future). It has 6 ordinary stations and 4 transit

Light Rail Transit has that between more and less 5,000 and

Historical Assets and Obstacles Survey, Environmental Status and

line was highest in Line 4 (309,023 passengers), followed by Line 3

stations.

30,000 PPHPD. To select the type of Vehicle System to implement,

Resettlement, Socio-economic Status (i.e., Land Use,Population),

(276,359 passengers), Line 5 (194,957 passengers), Line 2 (187,581

LINE 5(Balancing Development) is planned in order to enable the

we calculated the passengers per hour per direction as a traffic

Number of Vehicles, Electrical Grid, Radio-Telecommunication

passengers), and Line 1 (165,023 passengers).

connection directly with the Kathmandu~Pokhara Railway (at

capacity to manage. As a conclusion on the LRT System selection

Network, Heavy Industry and Raw Material Supply. And Transport

If each line is individually built with an MRT fee of 30 NRs, the

Kathamndu station) and North~South Highway(at Balkhu) as a

review considering major factors like traffic demand, civil

Sector such as Public Transport, Transport Demand also reviewed.

beginning point. This 2nd south-north axis might contribute the

condition, vehicle characteristics, etc, the team recommended an

Travel demand forecasting is a process of estimating the futur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ity center through connection

AGT system and TRAM for each lines of Kathmandu MRT.

travel patterns and transport volumes in a transport network.

with Naksal and Patan Durbar. It has 4 ordinary stations and 6

The K-AGT Vehicle Specification is introduced for the Kathmandu

The importance of travel demand forecasting lies in the fact that

transit stations.

MRT as a typical one. It uses rubber wheel. Design maximum

2. Status Analysis and Relevant Plans
Review

[그림 3] Route Map
<Table 1> System Recommended
LINE

Length

Max.
PPHPD

#1

12.10km

6,403

Min.
Road
Width
22m

#2

11.15km

6,197

22m

#3

28.53km

3,960

62m

AGT

#4

11.70km

9,746

14m

#5

13.80km

6,131

14m

Vehicle

Remarks

AGT

Elevated

AGT

AGT

Elevated
Elevated,
Surface
Subway

AGT

Subway

the result of the travel demand forecast affects the viability of the

speed is 70 km/h. Minimum Curve radius is 40m for Mainline and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of the project. Another important

30m for side track. Passenger capacity in off-peak time is 338

aspect of the travel demand forecast is that the result can be used

5. Urban Railway System Review

to judge the necessity of future network development plans.

passengers and 496 passengers at Peak time. Current collection
is processed through Third rail at side end of the track; Traction
is performed by IGBT VVVF inverter and AC MOTOR (110kW X 3/

By considering the amount of transport on each section of the
railway, the necessity of new railway construction or expansion

The Transport capacity in 10 years PPHPD (that is Persons Per

Car). One Train Set is composed of 6 vehicles.

can be evaluated. In Transport Demand Forecast, the MRT (as

Hour Per Direction) is major factor to select a Vehicle system.

Low voltage (DC 750V) power feeding through 3rd railis

Heavy Rail Transit has the capacity of above 40,000 PPHPD, and

considered for the study. It has some features such as Short

proposed in this study)'s future user demand is forecasted.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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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RT Demand and Income by MRT 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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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r o u t e p l a n <Table 2> Track Design Criteria

are difficult to apply for construction of the Nepal Railway and

and compare the benefits and costs in present value format, BC

has minimized

Item

Criteria

Urban Railway are based on the similar actual costs implemented

ratio, Net Present Value (NPV), and Economic Internal Return

the ground traffic

Car Guidance

Side Guidance

Max. Design Speed

60 km/h

in overseas. And the exchange rate of the local currency (NRs) has

Rate(EIRR) are used.

Distance of Wheels

1,700 mm

applied the average rate (1USD = 88.83 NRs) of August, 2012. In

As the cost for building all five lines at once is very high, building

influence by
using the existing
road. And for the

Curve
Radius

Main Line

100 m

addition, the project cost estimation of the project is based on the

all the lines together would be unrealistic. Therefore, the lines will

Station

250 m

AGT (Automated Guide-way Transit) system among the Light Rail

have to be built in different phases. The team intends to propose

section needed

Side Line

30 m

Transit Vehicle System.

issues to consider regarding the Phase by Phase execution plan,

land acquisition

Main Line

Below 58/1000

Station

Below 10/1000

Side Line

Below 70/1000

Install

Excessive cant '5/1000'

Radius

Over 1,000m

inevitably by
[그림 4] 3rd railis

irregular road
condition, route has

Vertical
Slope
Vertical
Curve

distance and Small scale transport, Low construct and

planned to minimize the private land acquisition by applying the

maintenance cost, Simple to install and maintain. The Power

minimum radius requirement (R=100m).

Consumption for the lines are in between 14MVA and 35MVA per

Main Line’s Structure Type of Route had considered of topography,

each line.
Signaling and Train Control System shall keep the minimum
operation headway to ensure on time operation, passenger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economic analysis.
Economic efficiency was found to be greatest in Lines 1 and 2.

8. The Economic Analysis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a certain amount of demand
can be secured, while the project cost is relatively low. Therefore,
the best plan is to build Lines 1 and 2 first. These two lines pass

The team used a

through the urban center, and are very important as they alleviate

traditional method,

the traffic congestions in the cities. The consultants believe that

28,850.4

that of determining

this effect is reflected in the economic analysis results.

2.32

32,811.5

and comparing the

Line 3 will run around the ring road, which has a relatively ample

1.28

14,096.6

cost factors and benefit

width. Therefore, it will be easier to build the MRT compared to

118,794.16

1.54

27,362.9

Line 5

130,952.80

1.08

4,378.4

factors in the cases

the other lines. Also, as this line can divert traffic in the urban

Line 1~5

547,171.55

1.01

2,042.1

of executing and not

center, it plays a crucial role in terms of the transportation

executing the projects.

network’s functionality. However, its economic efficiency is lower

recommended the optimal signaling system of CBTC to ensure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made to arrive at the conclusions

than initially expected.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ring

safe, precise, quick and smooth train operation in terms of the

of the economic analysis.

road vicinity has not been sufficiently developed, and therefore

Firstly, the team assumed that MRT lines will be initiated in

traffic towards the ring road vicinity is not robust. Moreover, the

2013, and completed in 2019. The precise cost can be input only

ring road traffic is concentrated more on the northern than the

if analyses regarding the realistic construction costs for each

southern sector, but as the line will pass through the southern

service improvement via operation management system, flexible

<Table 4> Economic Analysis for Each Line
Line

B/C

ground height, traffic condition, accessibility of passengers,

Project Cost
(mil. NRs.)

NPV
(mil. NRs.)

Line 1

78,361.69

2.03

existing & future facilities connectivity, and construction cost.

Line 2

68,059.80

Station has principally decided to installation at the below 3‰

Line 3

151,003.10

gradient, and also the gradient has applied up to 58‰ in case of

Line 4

operation through bidirectional communication between on-

inevitable site condition for making the vertical route plan. Main

board and wayside and easy-to-maintain system construction. We

Line’s Structure Type of Route is shown on the Table 4.

“Nepal Kathmandu MRT” project.
Digital Transmission, VHF Radio Communication System,

7. T
 he Project Cost

IP Telephone System, Closed Circuit Tele Vision,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using 3 color-LED elements, Public

It is advisable t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according

line and construction periods are conducted beforehand, and

sector as well, economic efficiency tends to decrease. Therefore,

Announcement, Automatic Fare Collection and Ticketing System

to detailed criteria. It has no choice but use the method of

therefore the study team conducted the analysis solely based on

the consultants propose that the northern sector be built first,

are also recommended for the project.

estimation of approximate cost by applying average construction

the total construction cost.

and the southern sector later. Lines 4 and 5 are to be built

rate of the implemented statistical data due to the project is initial

Secondly, the team assumed that benefits will start arising in

underground, and thus require more financial resource. Especially,

stage as Feasibility Study. The method of approximate criteria has

2019, which is the year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option

Line 4’s economic efficiency is relatively low despite the fact that

calculated applying the selected vehicle (rolling stock) system by

lines, and forecasted benefits for the following 30 years.

demands are high, due to high project costs.

items in consideration of significant points which are geological

Thirdly, the team estimated operation costs for each option

The team applied a discount rate of 12% in the economic analysis,

factor and etc. The material, equipment and labor costs which

line. Operation costs includ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rain

but the rate was modified to 8%~16%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operation, such as facility maintenance, train crew costs and

considering future changes in the discount rate. The results shows

maintenance crew fees, for the team estimated the operation

that feasible discount rates are up to 12% for all the routes

6. Construction Plan
Because LRT (Light Weight Transit) system has appropriate in
consideration of ridership and transit times based on the results

<Table 3> Project cost for 30 Years

of traffic demand foreca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quired

Item

Construction
(mil. NRs)

Operation
(mil. NRs)

Maintenance
(mil. NRs)

Vehicle
(mil. NRs)

No. of Car

track design criteria for adoption of LRT (Light Weight) car system.

Line 1

42,857.34

14,780.14

9,421.23

11,302.98

120

Line 2

36,199.38

13,245.02

8,442.71

10,172.69

108

Line 3

75,393.35

39,499.87

24,241.75

11,868.14

126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consists of converting the benefits

Line 4

81,700.61

15,563.18

9,662.22

11,868.14

126

and costs of the project into present values. Social discount rate

Track Design Criteria based on AGT System is shown on the Table 2.
Plane Route has planned to minimize the traffic influence with

30

03

costs for 2019, 2029, 2039 and 2049. Interpolation methods were
used for the economic analysis for each year.

consideration of existing road traffic connectivity (transfer),

Line 5

94,401.95

16,047.13

10,331.03

10,172.69

108

serves as a determining factor in this process. The study team

location of station, running performance and etc. Generally

Total

330,552.63

99,135.34

62,098.94

55,384.64

588

applied a social discount rate of 12 % for this study to estimate

9. The Financial Analysis
Financial feasibility analysis is usually done by using the cash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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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inancial Analysis
Line

Profit
Index

FNPV

FIRR

cash flow discount method

Line 1

0.16

-26,577

-5.45%

involves forecasting future

Line 2

0.19

-22,847

-3.71%

Line 3

0.12

-50,520

X

Line 4

0.09

-49,603

-4.65%

Line 5

0.09

-58,400

-7.18%

Line 1~5

0.07

-221,586

X

Cost
(Million NRs)

Weight
(%)

Equity

167,270

30.57%

cash flow and calculating

- Private

112,553

20.57%

SI, FI

the present value by

- GoN

54,717

10.00%

Land Acq

discounting the former by

Debt

379,901

69.43%

- GoN

326,825

59.73%

MDB Loan

- EXIM Bank

53,076

9.70%

EDCF Loan

647,171

100.00%

the capital’s opportunity
cost. Financial cash flow

Category

Total

Remarks

Govemment Subsidy

PI (Profitability Index
Method), FNPV (Financial

Line 1

61.60%

54,546.01

Line 2

62.70%

48,221.05

Net Present Value), and

Line 3

69.20%

118,078.38

FIRR (Financial Internal

Line 4

72.10%

96,785.17

Rate of Return).

10.1 The Study is ended up with some key points as follows:

Line 5

76.70%

113,498.10

The consultants forecasted

① K athmandu MRT project shall rank the top priority to

Total

69.73%

431,128.71

10. The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project cost, including

implement in nationwide to cope with the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to improve their life

analysis. The consultants conducted a financial feasibility analysis,

quality in Nepal.
② As a study result, THE TEAM proposes a 5 Lines of MRT route
with 57 stations (43 Locations) and 5 depots.

FIRR is also less than 0. This results shows that all the projects

③ According to the technical study result, the elevated AGT

proposed in this study are financially unviable, which means it

(Automated Guide Transit) system is proper to implement for

⑦ Expected Effects from the Project are:
· To establish an economic infrastructure for reinforcing the
economic foundation of Kathmandu
· To generate jobs with the large-scale development
· To secure infrastructure for catalyz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 To learn the operational techniques and know-how of the
Korean railway

the Kathmandu MRT.

two nations
10.2 THE TEAM recommends some key issues to implement
as follows:
① Uninterrupted Electric Power Transmission shall be provided
by NEA for MRT running in stable .Dedicated Hydro-Electric
Power Plant for MRT and Railway is strongly recommended as a
option.
② Kathmandu MRT shall be implemented in phase-wise that
Lines 1 and 2 shall be built first, followed by the northern

However, results for Lines 1 and 2 a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④ According to the economic analysis result, Kathmandu MRT

sector of Line 3, and then the southern sector once funding is

lines, which mean they should be prioritized if the project is to be

Project is feasible in terms of the economic analysis, but not

secured. Lines 4 and 5 should be mid to long-term projects to

funded by the project sector.

feasible in terms of financial analysis. Therefore Government

be executed after Lines 1-3 have been built.

Railway projects are difficult to execute as private-sector funded

subsidy, ODA funding with soft-loan are necessarily required to

projects without government subsidiary or incentives. Therefore,

materialize the project.

③ Railway projects are difficult to execute as private-sector
funded projects without government subsidiary or incentiv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 often provides part

⑤ The Project cost in total of the Kathmandu MRT is NRs

Therefore the government of Nepal shall provide a subsidy of

of the project cost, and the private investor supplies the rest. As

553,200.14 million, and the B/C of 1.02is forecasted, and

the project cost, and the private investor supplies the rest. And

shown in the financial feasibility analysis result, it will be difficult

the invalid FIRR is forecasted. Line 1 is the South North axis.

Station influenced area development rights might be given to

to execute the Katmandu MRT project solely with private sector

The Project cost is NRs 79,310.20 million, the B/C of 2.04 is

investments, without any government subsidiaries. Therefore,

forecasted and the FIRR of -5.05% is forecasted. Line 2 is the

④ To induce Investment from other countr y, various

the consultants analyzed the amount of subsidiary necessary

East West axis. The Project cost is NRs 68,865.67 million, and the

circumstances such as Laws and Regulations, PPP act and

for ensuring financial feasibility.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B/C of 2.33 is forecasted, and the FIRR of -3.37% is forecasted

regulation, taxation, labor condition, clean society, etc., shall be

government subsidiary should take up to 61.6%~76.7% of the

.Line 3 is the Circular Line. The Project cost is NRs 153,326.98

formed to access the Nepal Market by foreigners easily.

project cost in order to ensure financial feasibility. There would

million, and the B/C of 1.28 is forecasted, and the invalid FIRR

⑤ To have the Detail survey and Project Report, the GoN shall

be a need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to find ways of minimizing

is forecasted. Line 4 is the Cultural Line axis. The Project cost is

have a budget in 2013 years. If GoN has not that budget, GoN

project cost or expanding government incentives to enable

NRs 119,747.08 million, and the B/C of 1.55 is forecasted, and

shall propose to implement this to other friendly country as an

private sector-led execution.

the FIRR of -4.31% is forecasted. Line 5 is the Balancing axis.

ODA project urgently.

The Project cost is NRs 131,950.20 million, and the B/C of 1.08 is

32

soft-loan provider.

· To reinforce the railway and economic interaction among the

the value added tax, in order to conduct a financial feasibility

will be difficult to execute them as private-sector funded projects.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be invited into this project as

networks centered on the urban railway

Amount

The result shows that PI is far less than 1, FNPV is less than 0,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Exim bank, or the Bank for

· To build a trunk line for high-speed, large transportation

Rate

reflecting the fee earnings and project cost estimated above.

⑥ The Kathmandu MRT project shall be implemented by stagewise. 6 years are required for each Lines.

discount method includes

<Table 6> subsidiary Ratio
Line

forecasted, and the FIRR of -6.77% is forecasted.

<Table 7> Financial Model

03

the Private investors of the MRT project.

⑥ Multi-national Development Bank, such as the World Bank,

References
 Feasibility Study of Mass Rapid Transit (Underground and
Elevated Railway) System in Kathmandu Valley, KMRT
Consortium, date Oct.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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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고속철도는 새로운 여객 및 화물 수송에 대한 가용 용량을 제
공하게 된다.
• 고속철도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여할

세계철도연맹(UIC,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은 2012년

해외철도사업의 추진
단계와 접근전략에
대한 고찰

5월 “High Speed Railway System Implementation Handbook”

• 고속철도 정거장의 위치와 기능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교통수단

이라는 간행물을 철도사업의 발굴에서 운영까지 포괄하는 전 주

연계의 극대화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져야 한다.

기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활동을 개략적

고품질의 설계 작성

7

승인

사업 추진의 승인 / 사업 시행을 가능하도록 다양
한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 참여

8

운영, 유지 관리
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개발 모델에 따
른 비용 산정

9

상세설계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른 사업의 정확한 정의 수
립 및 규모 산정 / 계약 준비

10

건설계획 수립

건설 과정 제반 단계의 관리 및 새로운 서비스 준
비 / 계획 일정의 준수

2.2 실행지침의 구성
고속철도사업의 추진과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단계(phase)

11

건설 시행

안전, 품질, 환경관리 목적 및 해당 일정에 따른 인
프라 시설 및 시스템의 건설

Speed Railway”를 포함하고 있으나 담겨져 있는 내용은 고속철

로 구분하였다.

12

시험 인증

신설 노선의 허가를 얻기 위한 시스템 평가

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철도사업에 수정 보완되어 적용될 수 있

1) 도출 단계 (Emerging Phase)

13

운영 및 유지관리

는 범용성을 갖고 있다. 철도망의 구축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

2) 타당성 단계 (Feasibility Phase)

적절한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및 안전성
을 갖춘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

는 복수의 철도사업이 아닌 특정 “철도사업”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3) 설계 단계 (Design Phase)

14

사후 평가

사업목적 달성 확인, 편차의 분석 및 설명, 향후
에 대한 결론 도출

유용한 check list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최근 해외철

4) 건설 단계 (Construction Phase)

도사업 진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5) 운영 단계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고자 한다. 원문의 내용을 필자의 관점에서 일부 용어와 원문에서
논의되지 않은 활동 및 개념을 접목시켜 기술하였음을 알려드리

SRX 운송경로 설정과 경쟁력 비교분석

며, 원문 그대로의 내용을 원하는 독자는 세계철도연맹의 홈페이
지에서 다운받아볼 수 있다.

해외철도사업의 추진단계와 접근전략에 대한 고찰

2. 실
 행지침(Implementation Handbook)의
개요

2.3 추진단계별 개요

각 단계(phase)는 다시 세부 단계인 활동(stage)으로 구분하여 표
1 및 표 2에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도출 단계

타당성 단계

활동 0:
도출

활동 2:
타당성 연구

활동 1:
사전타당성
연구 수요예측
및 교통 서비
스 배분 기본
계획 수립 (환
경분야 고려)

활동 3:
환경영향평가
활동 4:
재정 및 경제
성 분석

활동 9:
상세 설계

건설단계

운영 단계

당국을 확인하고 교통 및 사회경제 분석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을

활동 10:
건설계획
수립

활동 13:
운영 및 유지
관리

실시하고 노선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과 향후 철도망에 대한 전체

활동 11:
건설 시행

활동 14:
사후 평가

활동 12:
시험인증

활동 5:
다면 분석

• 중장기 예상 교통 시장

• 기존 및 미래 시스템 교통 혼잡 완화
• 지속적인 도시화, 인구 밀집 및 지역 중심 성장을 고려한 지속

제목

사업 추진 권고사항의 확인을 통한 네트워크상
에서의 고속철도 개발

1.1 수요예측 및 운
송서비스 배분

현재의 이동성을 나타내는 교통수요 모델로부
터 각 대안 노선의 향후 수요 예측

1.2 기본계획수립

신설 고속 철도 시스템에 노선의 일차 접근 방
안 수립 및 일차적인 비용 산정

2

타당성 연구

가장 효율적인 고속철도 옵션 및 경제적이고 경
쟁력 있는 타당성 있는 기술을 갖춘 실행 가능
한 사업을 위한 지원 수준의 확인

3

환경 영향 평가

사업 설계에서 주요 요인으로 환경 문제의 허용
수준 및 환경 관리 계획의 수립

4

재정 및 재무성
분석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 수익성
산정 (재무 분석) 사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하기 위한 사업 수익성 산정 (경제 분석)

5

다면 분석

공유 기준에 근거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조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의 선택에 기여

1

한국 등에서 고속철도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자연스럽게 고속
철도사업이 갖는 속성과 시행착오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속철도는 타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상호 보완적 서비스를 지
원하여야 한다.
• 고속철도사업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자기충당이 가능하나
인프라구조물에 대한 비용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상환할 수
없다.

목표

도출

0

가능한 생태 및 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토지 사용 목표 지원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본, 유럽연맹, 대만, 중국 그리고

• 예상되는 교통 시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시스템

<표 2> 각 세부 활동(stage)의 제목과 목표의 요약
활동

본 단계는 앞서의 도출단계 성과물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지나 분

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구 및 경제 성장 지원
• 지역 및 도시 사회 경제 개발 촉진

2.3.2 타당성단계(feasibility phase)

제적 경험 및 대안 평가를 토대로 타당성단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

활동 7:
승인

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석 및 검토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상세 조사 및 분석, 관련 국

활동 6:
기본설계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와 같은 대량운송시스템은 기본

고속(일반,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발상은 필요에 의하여 (예를 들
단계에서는 누구든지 사업에 적임자가 될 수 있다. 목적은 계약

설계 단계
활동 8: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2.3.1 도출단계(emerging phase)
면, 수송량 부족) 또는 정치적인 개발의지에 의하여 시작된다. 이

<표 1> 철도사업의 추진 단계별 하위 활동 구분

2.1 고속철도시스템의 핵심 교훈

34

기본 설계

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하였다. 이 실행지침은 제목에 “High

해외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진출전략

오지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글로벌마케팅실 책임연구원
(jtoh@krri.re.kr)

6

으로 분석하여 “철도사업의 추진”에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실무

이나마 철도 관계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개하

Kathmandu Mass Rapid Transit System Feasibility Study

수 있다.

04

• 개략적인 분야별 교통 수요 및 시장 분담
• 선호하는 노선, 선형, 교통 상품 및 시스템 사양
• 선호하는 고속철도 시스템 건설을 위한 최적 계획
• 권장되는 고속철도 시스템의 구체적 환경, 사회, 도시 및 지역
개발 및 경제적 영향, 총 순수비용 및 편익
• 보완 접근 사업 및 고속철도 계획성과 달성을 위한 공헌의 특성
및 비용
• 고속철도 재원 조달 필요, 재무성과 및 상업성
• 상업적 재무 조달 부족분 및 이의 보완책
• 고속철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르는 위험 부담 및 대책
• 고속철도 사업의 관리, 기획, 구매. 시공 및 운영 그리고 노선
내의 도시 및 지방 개발 정책의 통합을 위한 최적의 제도적 장치
• 권장되는 제도적 장치 및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시행 계획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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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해외철도사업의 추진단계와 접근전략에 대한 고찰

Themes
2.3.3 설계단계(design phase)
고도의 엔지니어링 경험과 기술이 반영되어 고속(일반)철도사업

3. 해외철도사업의 단계별 접근전략

에 요구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철도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BM→PM), Mixed, Dedicated 등

진입에 기술진입장벽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최근 발주되는

•고속/일반철도 : TSIs, EN/ISO, UIC leaflets, NR 이해

해외철도사업의 기술요구사양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다. 한국철

•사업추진 구성(실행) 구분 및 고부가가치화 비공식 시나리오

환경적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진다. 설계 및

2장에서 기술한 “High speed railway implementation

도기업의 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3년~5년

4) 건설 단계 (Construction Phase)

사업의 효율성은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의 반영정도에 따라 크

handbook”의 단계별 특성에 따라 한국철도의 해외진출에 대한

수준의 적극적인 진출 대상국 사업 구체화 활동에 한국의 기업이

•상세설계에 기초한 공정 및 관리계획 수립

게 좌우되며, 초기 건설비의 절감이 운영유지보수비용의 증가로

접근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철도사업은 대규모 재원과 수없이

단독이건, 연합이건 상관없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참여하는 것이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기술/인증 체계 완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비용(LCC)의 관점에서 가장 최적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최초 사업의 인지, 발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자는 강조하고자 한다.

•운영전 종합시험인증

의 사업으로 구체화 되어져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최

계획, 설계 및 건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반복과 지루한 시

종 사업비가 산정되어져야 한다.

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를 망라하고 공통적인 현상

3.3 대상국 사업의 승인과 국제입찰

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철도사업이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을 앞서

앞 절에서 언급한 정부와 공공부문 중심의 우호적 기반구축 활동

2.3.4 건설단계(construction phase)

실행지침에서 제시한 5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각 단계별로 접근

의 연장선에서 한국철도가 반영된 구체화된 대상국 철도사업이

설계된 사업이 실현되는 단계로서, 건설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

하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개 항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발주국 정부(의회)의 추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달 재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단이 되어져야

4. 해외철도사업 통합추진체계(안)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선발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열세인 한국의 철도산업이 해외철도사

한다. 건설단계에서 “시간은 금”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리되어야 한

3.1 국가정책의 우호기반 구축

철도기업이 포함된 다국적 컨소시엄에 대한 전 방위적 지원이 기

업을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 및 민간이 유기적

다. 건설단계에서의 불확실성(기후, 조달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지

진출 대상국의 수준에 따라 철도사업의 중요성이 국가 정책에 반

업의 의사결정 입장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해외철도사

인 협력관계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의 투자 및 인내가 요구된다

연은 불가피 하므로 건설시공의 속도가 중요하며, 철도시스템의 설

영될 수 있도록 한국의 철도분야가 비상업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업 진출을 바라보는 정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시각이 다르기

할 수 있다. 또한, 철도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재원조달과 다양한 분

계 완성도에 연계된 시운전 기간의 증감에 따라 좌우된다.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진출 대상국의 철도산업이 태동기 수준으로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철도기업의 이해

야의 기업이 다국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특정 부처, 기관 및 기업

철도사업에 대한 국가적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한국의 철도선진

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방안(기업의 수익보전)을 발굴하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생각한다. 필자

2.3.5 운영단계(operation phase)

화”에 대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이 터득한 촉진정책과 자립경험은

는 노력과 활동이 중요다 할 수 있다.

가 생각하는 해외진출에 대한 통합추진체계에 대한 제안을 끝으

마지막 단계로서 철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운

진출 대상국에 한국철도의 장점이 고려된 “National Policy”와 효

영사업자가 완료된 인프라와 철도시스템을 인수하여 운영 및 유

율적인 국가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National Plan”을 제공

지관리를 시작한다. 운영사업자는 이 단계에서 철도사업이 계획,

P1. 도출 단계

National Policy (P1)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부 및 공공부문 중심으

P2. 타당성 단계

National Plan (P1)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의도한 대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뤄지는

로 동질화를 공식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

P3. 설계 단계

Project Development (P2, 3) : (Procurement, T＆C)

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이후 철도사업에 대

으로는 경쟁력 있는 후속조치의 시행이 미흡할 경우 일회성으로

P4. 건설 단계

Project Acceptance (P1)

한 교훈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 건설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P5. 운영 단계

International Bidding : (재정, 민자, PPP)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철도사업에 대한 전 주기적 정

국가정책상의 우호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은 사업추진국가가 도출

보의 효율적 피드백과 개선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단계(emerging phase, P1, 그림 2 참조)에 있을 때 가장 효과적

사업참여 주도권의 확보

↓

사업화 시장의 형성

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대상국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3.4 단계별 진출전략 요약

(ODA), 해외시장개척활동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될 수 있

1) 도출 단계 (Emerging Phase)

철도사업을 크게 경제적 측면, 기능적 측면, 기술적 측면, 환경적

다. 한국은 이미 ODA사업에 대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선택과

• 발주주체(국/지자체/공공) : 산업, 교통 및 국토 중장기 국가계획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과 같이 5개로 구분하고, 각 관점에서 단

집중을 위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다만,

• 발주주체(기술/산업/정치/경제/사회 등)

계별로 중점 고려해야 할 항목과 개략적 소요기간을 그림 1과 같

CPS 대상국의 현황과 국제적 상황이 고려되어 지속적으로 중점협

이 정리하였다.

력항목에 대한 보완과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수요예측

제정 및
경제 분석

사업 평가

재정 부담

교통 수입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경제적
측면

운송
서비스 제공

기능적
솔루션

프로그램
RAMS
요구사항

유지 보수
및 운영
계획

RAMS 평가

기능적
측면

지속가능한
전략
필요에 대한
정치적 의지
반응

품질 감시

RAMS 확인

환경 평가

조치 정의

조치 시행

환경 평가
결과 및 감시

허용성

협상

임시 고용

이동성 개선

[그림 1] 단계별 주요 항목과 개략 소요기간

3.2 한국형 철도시스템의 반영

↓

↓

운영 단계

↓

건설 단계
(1~5년)

↓

설계 단계
(2~3년)

↓

타당성
단계
(3~5년)

상세 설계

의 주관적 판단과 개인적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서 보다 효율적으
로 발전시키고 수정 보완하는 것은 독자의 역량에 맡기고자 한다.

: 현지 현황 및 정보 분석
• OECD DAC, MDB, 한국의 경우 ODA CPS
2) 타당성 단계 (Feasibility Phase) : 비관세 진

도출 단계
(1~5년)

기본 설계

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 다루거나 제시된 내용은 필자

[그림 2] 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사업 진출 전략

2.3.6 각 단계별 주요 항목과 개략 소요기간

주요 옵션

36

고속철도의 경우 유럽철도 기술과 기준체계가 점차 글로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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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입장벽의 1차 형성

해외발주 철도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활동 위치는 “공급자” 내

•경제성과 경쟁력을 갖춘 철도시스템의 검토

지 “하위계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선도적인

•철도시스템의 사업화 실현을 위한 제반(재원,

기업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앞서 기술한 5단계 15개 활동 중 일

ECA 등) 환경

부에서 다국적 컨소시엄 또는 단일 공급자의 형태로 수주에 성공

•실현(수주)가능한 기본계획 및 기술외적 활동

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한국철도기업이 고

•사업실현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한 구매(조

부가가치와 최소한의 진입장벽으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으로 “Project Development”라는 한국의 장점이 반영되고,
계획, 설계, 건설계획, 조달시스템의 설계 및 시험인증체계 등을 수
립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달) 전략 수립
3) 설계 단계 (Design Phase) : 비관세 진입장벽
의 2차 형성
•시 장/사업요구조건 : 최적의 O&M계획

[그림 3] 한국철도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통합추진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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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필요성

01

현재까지 소형컨테이너를 이용한 내수화물 수송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나 기업물류비 절감 및 철도물류 활성화정책에 의해 내수
화물의 철도수송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형

내수화물 소형컨테이너
복합운송용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기술개발

정부는 202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를 34% 감축하도록 목표

컨테이너(8, 10, 12ft) 개발 및 상용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규격의

를 제시하고 공로에서 철도로 수단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실

소형 컨테이너를 철도와 공로로 함께 운송하고 컨테이너 수송의

현할 수 있는 물류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내수화물수송에서 도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운송 집중은 도로정체 심화, CO2 배출, 유가상승에 따른 물류비

도로로 운송되는 소형 컨테이너의 복합운송(철도, 도로)이 가능한

용 증가 등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내수화물에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개발을 위한 국내·외 기술동향, 관련특

Flat Rack은 승용차, 기계류 등의 중량화물을 위한 컨테이너로

대한 철도수송유도를 통해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노

허 검토, 기술개발 요소 및 특징을 제안한다.

천장과 벽이 없어 측면으로부터 하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림 2] 12ft Multi-Con(Ningbo Pacemaker Auto Parts Manufacturing
Co., Ltd)

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가적으로 8ft 컨테이너 5개를 적입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

내수화물의 공로수송은 자사 트럭 및 파렛트화하여 운송되고 있

나 앞서 살펴본 운송장비와 같이 다양한 규격의 소형 컨테이너 운

고 철도를 통한 화물수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2. 국내·외 기술동향 및 관련특허 검토

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내수화물의 철도수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화주의 요구사항을 고
려하여 미래 물류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내수화물의 경우 대부분이 벌크화물로 수송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2.1 국내 기술동향

실정이나 최근 들어 비벌크 내수화물(식료품, 농산물, 가전제품

국내에서 소형 컨테이너가 주로 운송되는 구간은 제주도→목포항

등)에 대한 철도수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철

→대불역→의왕ICD→가락동농산물시장 구간으로 제주도의 감귤

도 수송되는 컨테이너의 약 90%정도가 내수화물이며, 이는 운송

을 8ft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내륙으로 운송해 왔다. 과거에는 육

정부 3.0시대. 철도, 3統(통)이 필요하다

여건이 비슷한 우리나라에서의 성공가능성을 의미한다.

상으로 100% 운송되었으나 최근 유성 TNS에서 8ft 컨테이너 적

철도사업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연구

하지만 내수화물(식료품, 농산물, 가전제품)은 박스화 또는 파레

입용 프레임을 개발하여 철도수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본

NATM 터널 굴착중 붕락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대책 제시
(중국 고속철도 00선 00구간 중심으로)

2.3 관련특허 검토

트화 되어 트럭으로 운송되고 있고 철도수송으로 유인하기 위해

프레임에는 8ft 컨테이너 5개가 적재된다.

기존 관련특허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탈부착식 멀티 플레

서는 철도수송에 적합한 소형 컨테이너의 개발과 운송장비가 필

유성 TNS는 개발한 제품을 이용하여 제주농산물의 철도수송을

이트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살펴보았다.

요한 실정이다.

위해 2013년 2월 대불역~오봉역간 시험운송을 시행하였으나 다

내수화물 소형컨테이너 복합운송용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기술개발
SNCF TGV 위고(OUIGO)

<표 1> 육상운송 화물 중 소형컨테이너화 가능한 물동량
구분
육상
운송
(KTDB)

단위 : 천 톤

농산물 음식료품 섬유제품 의복, 가방 전자제품

합계

2011년 79,046

77,283

12,996

6,306

10,275 185,908

2021년 74,216

92,011

13,242

6,392

15,728 201,591

2031년 70,943 105,223 13,435

6,459

21,822 217,885

양한 규격의 8ft 컨테이너의 적재가 어렵고 철도운송시 안전상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용화에 실패하였다.

[그림 3] Flat Rack(40ft형)

<표 2> 기존특허 검토를 통한 탈부착식 멀티플레이트의 신규성과 진보성
No.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감귤, 당근 등) 수송시 활용되는 소
형컨테이너(8ft) 운송시 안전장치 부재로 육상운송 중 컨테이너가
추락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4.5t, 5t 화물차의 경

1

[그림 1] 8ft 컨테이너 적입용 프레임(유성TNS 개발)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신규성

컨테이너 야드 샤
시의 프레임 구조,
실1998-002608,
1998년 2월 26일

선행기술은 컨테이너 야
드 샤시의 프레임 구조
의 코너 부분에 공간부
를 형성하여 컨테이너
가 용이하고 확실하게
구속될 수 있도록 가드
부재를 구비하는 것으로
단일 규격의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프레임이므로 본 발명
의 다규격 소형컨테이
너 멀티 플레이트 기술
과는 상이하여 본 발명
은 신규성이 있음.

컨테이너 운반용
야드 샤시의 가드
프레임, 20-20040007435,
2004년 3월 18일

선행기술은 컨테이너 운
반용 야드 샤시의 가드
프레임에 경사부가 형
성된 경사커버를 두어
컨테이너의 하역생산성
을 향상시킨 것으로 단
일 규격의 컨테이너 운송
을 위한 컨테이너 프레
임이므로 본 발명의 다규
격 소형컨테이너 멀티
플레이트 기술과는 상이
하여 본 발명은 신규성
이 있음.

우 너비가 2.36m~2.38m로 컨테이너 크기가 적재함보다 커 적

하오근
한국철도공사
책임연구원
(okha@koraill.com)

재함 문을 열고 운행하는 상황이며,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적

2.2 국외 기술동향

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2년

일본~한국간 수출입 컨테이너 중 JR화물에서 운영 중인 12ft 컨

기준으로 약 200여건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Multi-Con을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다. 12ft 컨테이너 3개를 적재할 수 있는 Multi-Con의 주

소형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운송장비 개발필요
↓

문용우
한국철도공사
선임연구원
(bethetop@kora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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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컨테이너 운송용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개발」필요

요 운송구간은 부산진~의왕ICD이며, 연간 200TEU의 물동량을
운송하는데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용 컨테이너가 아니어서 취급
물동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2

진보성

컨테이너 프레임에 고
정형 콘디바이스와 상 ·
하·좌·우 이동이 가
능한 유동형 콘디바이
스를 장착하여 다양한
규격의 소형 컨테이너
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속할 수 있도록 설계
한 다규격 컨테이너 플
레이트로 운송규격의 다
양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함.
철도화차와 트럭샷시에
탈부착이 가능한 컨테
이너 플레이트로 철도
운송과 육상운송간의 일
관수송 물류체계 구현
이 용이한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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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트레일러
용 프레임 구조
물, 10-20080135252,
2008년 12월 29일

규격이 다른 컨
테이너 적재용 받
침대, 10-20100008938,
2010년 2월 1일

선행기술은 기존 트레
일러 프레임의 구조를
변경함으로 중량감소, 강
성증가에 따른 프레임
제작비 감소 및 운송비
절감을 위한 기술로 본
발명의 다규격 소형 컨
테이너 멀티 플레이트
기술과는 상이하여 본
발명은 신규성이 있음.
선행기술은 작은 컨테
이너들 위에 큰 컨네이
너들을 배치하는 형태
로 컨테이너 운반선에
적재시 상부 컨테이너의
무게에 의해서 컨테이너
들이 상호 연결되어 움
직이지 못하게 하는 받
침대를 제작한는 기술로
본 발명의 철도운송과 육
상운송을 함께 고려한 다
규격 소형 컨테이너 멀티
플레이트 기술 기술과는
상이하여 본 발명은 신
규성이 있음.

컨테이너 프레임에 고
정형 콘디바이스와 상 ·
하·좌·우 이동이 가
능한 유동형 콘디바이
스를 장착하여 다양한
규격의 소형 컨테이너
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속할 수 있도록 설계
한 다규격 컨테이너 플
레이트로 운송규격의 다
양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함.
철도화차와 트럭샷시에
탈부착이 가능한 컨테
이너 플레이트로 철도
운송과 육상운송간의 일
관수송 물류체계 구현
이 용이한 특징을 가짐.

멀티 플레이트 시작품 제작

- 멀티 플레이트 시작품 제작

시범사업 설계 및 시행

- 시범사업 설계
- 효과분석 척도 정립
-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분석

멀티 플레이트 사업모델
발굴 및 타당성 분석

- 사업모델 발굴
- 타당성 분석(사업성/경제성 분석)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표 3> 소형 컨테이너 규격과 개발품 규격
구분

8ft
컨테이너

길이
(mm)

폭(mm)

2,438

2,438

높이
(mm)

멀티 플레이트 기술개발」을 위한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구분

현행

차별화 전략

개발품

적용성

8ft 전용
12ft 전용

취급 다양성
확보

다규격(8, 10, 12ft)
컨테이너 동시취급

비고
콘디바이스

2,591

다양한 규격의 소형 컨테이너 취급을 위해서는 컨테이너와 플레

10ft
컨테이너

2,991

2,438

2,591

플레이트 중량

2.85~5.26톤

경량화

2톤

화물 적재량

25.4~28.5톤

적재량 증대

35톤

12ft
컨테이너

3,658

2,438

2,591

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외(일본)
의 12ft 컨테이너 Multi-Con과 국내(유성 TNS)의 8ft 컨테이너
적입용 프레임이 유사한 장비이다. 하지만 소형컨테이너인 8, 10,

4.1 (기술적 측면) 다양한 소형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멀티 플레이트
개발

12ft 컨테이너를 함께 취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철도수송의 유
연성이 부족한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규격의 소형 컨테이너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개발 및 특허출원을 통한 기술력 확보와 내수화물

<표 4> 기존 시제품 제원
구분
기존
시제품

장비중량

적재중량

8ft 컨테이너 적입용 프레임

2.85톤

28.5톤

12ft 컨테이너 Multi-Con

5.26톤

25.4톤

Flat Rack

5.98톤

45.0톤

(식료품, 농산물, 가전제품 등)의 소형 컨테이너화에 대비한 철송,
육송 운송장비 개발로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4.2 (경제·산업적 측면) 내수화물 소형 컨테이너 잠재물동량 및
개발품 시장성 확보

[그림 4] 기존 운송장비의 문제점(좌: Multi-Con, 우: 8ft 컨테이너 적입용 프레임)

3.2 다규격 소형 컨테이너 취급이 가능한 멀티 플레이트 개발

3.4 다규격 소형 컨테이너와의 정합성 확보

KTDB에서 제공하고 있는 육상 O/D를 이용하여 장래에 철송 가

8, 10, 12ft 컨테이너의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는 매우 많으므로

능한 내수화물 컨테이너 물동량을 산정하였다. 분석시 21년, 31

다양한 소형 컨테이너의 조합과 멀티 플레이트와의 정합성을 살

년 육송 물동량에 컨테이너 가능비율 10%를 적용하고 철도수송

펴보아야 한다. 설계(안)을 토대로 정합성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

목표분담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21년 3,024천 톤, 31년

으로 높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 유형

3,268천 톤이 도출되었다.

에 대한 정합성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5> 내수컨테이너 철도수송 잠재물동량
구분

여기에서 제안한 내수화물 소형 컨테이너 복합운송용 탈부탁식

국내·외 소형 컨테이너
규격 조사
국내·외 컨테이너
운송장비 기술조사

멀티 플레이트 기술요소
도출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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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컨테이너 운송장비 기술조사
- (해외) 12ft Multi-Con, Flat Rack 등
- (국내) 8ft 컨테이너 적입용 프레임

[그림 5]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개념도

- 멀티 플레이트 기술요소 도출
- 멀티 플레이트 제원 및 규격 설정
- 슬라이딩(좌우 유동형) 콘디바이스 개발
- 멀티 플레이트 설계 및 구조해석
- 멀티 플레이트 화차/트레일러 적재시 동특
성 분석

3.3 다규격 소형 컨테이너와의 정합성이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양한 소형 컨테이너의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원은 기

합계

6,392

15,728 201,591

6,459

21,822 217,885

육상운송 2021년
소형컨테
이너 물동량
(10%적용) 2031년

7,422

9,201

1,324

639

1,573

20,159

7,094

10,522

1,344

646

2,182

21,788

소형컨테 2021년
이너 철송
물동량
(15%적용) 2031년

1,113

1,380

199

96

236

3,024

1,064

1,578

202

97

327

3,268

[그림 6] 소형 컨테이너와의 정합성 시뮬레이션 결과

다양한 소형 컨테이너의 규격을 고려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멀티
플레이트의 규격과 제원을 설정한다. 멀티 플레이트의 규격은 다

단위 : 천 톤

농산물 음식료품 섬유제품 의복,가방 전자제품

육상운송 2021년 74,216 92,011 13,242
물동량
(KTDB) 2031년 70,943 105,223 13,435

멀티 플레이트 기술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컨테이너 규격조사(ISO, KS 기준)
- 소형 컨테이너(8, 10, 12ft) 규격조사
- 소형 컨테이너 대표규격 정립

좌·우 유동형
콘디바이스 개발

4.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이트를 고정시키는 콘디바이스가 좌·우, 상·하 자유롭게 움직

과 도로수송시 사용가능하도록 탈부착식 형태로 설계한다.

세부내용

이동성 확보

유동형) 콘디바이스 개발

능하도록 유동형 멀티콘을 장착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철도수송

주요 연구내용

고정형

[그림 7] 차별화 전략 종합

3.1 다규격 소형 컨테이너 취급 한계성 해결을 위한 슬라이딩(좌우

기존 장비의 가장 큰 한계점인 다양한 소형 컨테이너의 취급이 가

3. 기술개발 내용

존 장비보다 자체무게를 경량화하여 실제 화물의 적재량을 증가

↓

- 소형 컨테이너 수요예측
- 멀티 플레이트 소요량 추정

↓

내수화물 소형 컨테이너
수요예측

↓

컨테이너 운반
용 야드샤시 프
레임, 20-20070008895,
2007년 5월 30일

선행기술은 컨테이너 하
측 코너캐스팅에 결합
된 콘디바이스의 분해를
용이하도록함과 동시에
트레일러와 결합·해제
가 가능한 착탈식 야드
샤시 프레임으로 항만
과 도로운송 모두에 활
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
만 단일 규격 콘테이너
에 한정되어 있
으며 철도운송을 고려
하고 있지는 않아 본 발
명의 다규격 소형 컨테
이너 멀티 플레이트 기
술과는 상이하여 본 발
명은 신규성이 있음.

01

개발품의 시장성 분석을 위해 장래 소요량과 시장규모를 산정한
3.5 차별화 전략 종합

결과 필요한 소요량은 31년 기준으로 2,095개, 시장규모는 약

개발하고자 하는「내수화물 소형 컨테이너 복합운송용 탈부착식

37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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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소요량 산정결과
구분

소형
컨테이너
물동량
(천 톤)

2021년

3,024

2031년

3,268

개발품
적재
무게
(천 톤)
0.03

년
소요량
(개)

운행일
(일)

100,795

260

108,941

일
소요량
(개)
388
419

회전율
(배)
5

실제
소요량
(개)
1,938

SNCF TGV 위고(OUIGO) 도입으로 가격 혁명을 일으키다!

2,095

SNCF TGV 위고
(OUIGO)

<표 7>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시장규모
구분

실제 소요량
(개)

2021년

1,938

2031년

2,095

1개 단가
(만원)
1,800

1. 서론

시장규모
(만원)

SNCF는 2013년 2월 19일 저가 고속차량인 위고(Ouigo)의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꾸며진 위고(OUIGO)는
동년 4월 2일 동남선으로 첫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SNCF는 저

3,489,040

가 TGV 도입으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

3,771,035

하려고 하며 이들은 이를 위해 파리 외곽 역에서 출발을 결정했다.
SNCF는 저가 TGV인 위고를 도입,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한

4.3 (사회·환경적 측면) 철도물류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물류체계

좌석 당 10유로부터 85유로 선까지 구입 가능하며, 어린이 좌석은

구축

5유로(12세 이하), 4~8명의 단체 티켓은 일인당 20유로에 구입 가

다규격 소형컨테이너의 운송 효율화를 위한 멀티 플레이트 기술

능하다. 이는 일드 관리(Yield Management) 방식으로, 티켓을 빨

개발을 통해 컨테이너 수송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철도수송으로의

리 예약할수록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Modal-Shift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SNCF 저가 TGV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속차량

내수화물(식료품, 농산물, 가전제품 등)의 컨테이너화에 대비하여
내수화물 소형컨테이너 복합운송용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기술개발

철도수송을 위한 운송장비 개발을 통해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
하고 공로수송으로 발생되는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발생 비용을

위고(Ouigo)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는
TGV 듀플렉스와 함께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가 항공 개념

SNCF TGV 위고(OUIGO)

의 TGV인 고속차량 위고((OUIGO)에 대해서 철도관계자에게 소

철도수송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부 3.0시대. 철도, 3統(통)이 필요하다

개하고자 한다.

2020년까지 국내 교통부문 온실가스 34% 감축이 필요한 현 시점

철도사업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연구

에서 녹색물류를 실현할 수 있는 철도중심의 저탄소·고효율 화

NATM 터널 굴착중 붕락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대책 제시
(중국 고속철도 00선 00구간 중심으로)

물 수송 체계를 구축하고 육상운송화물의 철도수송 전환으로 트
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녹색물류체계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기대성과 & 파급효과
↓

참고문헌

기술적 측면
· 다규격 소형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멀티 플레이트 개발
· 멀티 플레이트 개발기술의 특허출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그림 1-1] SNCF TGV 위고(Ouigo) 외관

 컨테이너 야드 샤시의 프레임 구조(실1998-002608, 1998 .02.26.)
경제·산업 측면
· 내수화물 소형 컨테이너 잠재물동량 : 약 327만 톤
· 개발품의 시장성 : 약 330억 원(약 2,100개)

 컨테이너 운반용 야드 샤시의 가드 프레임(20-2004-0007435,

2. T
 GV 위고(OUIGO) 도입 배경 및 현황

2004.03.18.)

사회·환경 측면
· 육송화물의 철송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녹색물류체계 구현
· 내수 컨테이너의 철송으로 Modal-Shift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컨테이너 운반용 야드샤시 프레임(20-2007-0008895, 2007.
05.30.)

2.1 저가 TGV 도입 배경

[그림 8]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SNCF 기욤 페피 사장은 프랑스 교통부의 조사를 인용해, 프랑스

 평판 트레일러용 프레임 구조물(10-2008-0135252, 2008.12.29.)

고속철도가 유럽 내에서 가장 저렴하며 독일과 스페인 고속철도에
 규격이 다른 컨테이너 적재용 받침대(10-2010-0008938, 2010.

비해 20~30% 저렴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프랑스인의 90%가

02.01.)

 다규격 컨테이너 운송용 멀티플레이트(10-1373802, 20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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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차량부장
(ktx0404@korail.com)

SNCF 측의 가격 절감 노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리옹 및 파리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4백만 명의 프랑스인과 파카(Paca)지역 및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illon)지역 주민들, 그리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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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속철도 보다는 무조건 자동차를 이용하는 90%의 프랑스

범이 적용되어, 열차가 한 시간 지연 되었을 경우 가격의 25%, 2시

하며, 이는 기존 듀플렉스의 좌석 수보다 20% 높은 수치다(일등석

직원들과의 관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인들을 겨냥한 저가 항공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위고의 안전과 품

간 이상일 경우 50%를 환불해준다. A/S센터가 발랑스(Valence)

객차 3량과 식당차, 그리고 이등석 4량 개조). 그 이유는 HD 듀플

열차 내 안전 및 안락함 제공에 핵심 역할을 하는 열차 승무원

질은 기존 TGV수준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덧붙인다.

역에 설치되어있다.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TGV 위고 외에

렉스는 bar 없이 이등석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controleur)도 청소, 에어컨 문제 등 차량 내 정보를 기술센터 직

TGV 위고 동남선으로 고객들은 매년 10유로짜리 좌석 총 40만석,

도 SNCF는 기존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티켓 판매소, 여행사 혹

좌석 공간은 TGV 듀플렉스 이등석과 동일하지만 좌석 수는 기존

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후 조치가 아

25유로 이하 좌석 백만 석 이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욤 페

은 인터넷을 통해 티켓을 구입하여 여행 서비스를 보장받는 기존

선보다 많다. 가운데 배치되어 있던 가방 보관소는 없앴다(객차 양

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위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전

피 사장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유지보수부터 편성 구성(투자비용

TGV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iDTGV, 그리고

쪽 끝에 비치된 가방 보관소는 유지). 객실 의좌도 기존 의좌보다

예방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수백유로에 달함)까지 불필요한 모든 비용을 절감해야 했다”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고급 버스 서비스인 iDBus도 여전히 존재합니

경량화 했다.

설명했다. 위고에는 특실이 없으며 bar도 없다.

다. 고객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SNCF

다소 특이한 사항은 기존 bar였던 4번 객차에도 좌석을 두고, 기

동남선을 선택한 이유는 동남선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많기 때문이

여객본부장은 결론을 지었다.

타 객차와 거의 비슷하게 바꾸었다는 것이다. 4번 객차는 2층만 이

다(프랑스 고속철도 이용 고객의 35%가 동남선을 이용). 위고는 2

위고의 동남선 지역 외 진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계획한 바

용 가능한데, 기존 입식 바(bar)가 위치해 있던 4번 객차 창 옆에

월 19일부터 예약가능하며 첫 운행은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일

없다”라고 SNCF 여객본부장은 답했다. 그렇지만 주요 고객연합

도 좌석을 둘 수 있도록 천장을 높였다. 기존에 bar 계산대가 있

일 열차 3대가 왕복 운행되고 주말에는 열차 4대가 왕복 운행된다.

(Fnaut)는 이를 다른 노선에도 확장하여 중요도가 적은 노선에도

던 곳은 가방 보관소로 바뀌었다. 또 다른 특이 사항은 위고만의

위고는 마른라발레 체시(Marne-la-Vallee-Chessy)역에서 출발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도시 순환 노선인 도시철도(Inter-

색을 카페트부터 벽까지 도색했다는 것, 그리고 청소하기 힘든 개

하며 하루에 두 번 리옹-생떽쥐베리(Lyon-Saint-Exupery)역

cites)와 비슷한 방식으로 노선을 확장해 나갈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인 휴지통을 없애고 공용 휴지통을 객차 양쪽 끝에 두었다는 것이

과 발랑스(Valence)역, 아비뇽(Avignon)역과 액상프로방스(Aix-

저가 고속철도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 안락감을 제공하기 위해 몇몇 객차에는 객차의 1/4에 해당하

en-provence)역을 거쳐 마르세이유(Marseille)역 까지 운행된다.

는 공간에 100W 개인 전기 콘센트도 배치하였다. 하지만 이게 거

[그림 2-1] TGV 위고(Ouigo) 객실

그리고 하루에 한번 님(Nimes)역을 거쳐 몽뺄리에(Montpellier)

2.2 저가 TGV(고속열차)의 비밀

의 전부다.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치 여부에 대해 많이 고민했지만

역 까지 운행된다. SNCF는 위고 이용객 수가 2017년에는 260만

어떻게 하면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을까?

TGV 내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불편함 호소로, 위고에는 자동판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TGV나 iDTGV 고객 이동이

-선
 로사용료 : TGV운영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매기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발레리 델힝거 위고 프로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SNCF는 새로운 고객층 확

바로 선로사용료다. TGV 기존선과 거의 같은 노선을 이용함에

젝트 본부장이 밝혔다.

보에 더 집중하고 있다. SNCF는 수익 창출을 위한 최소 좌석 수

도 불구하고 외곽에 위치한 역을 이용함으로써 선로사용료를

비슈하임 기술센터가 위고 듀플렉스 제작을 담당하였는데, 위고

는 밝히지 않았다.

20% 절감할 수 있었다.

듀플렉스는 이미 16년 간 사용한 객차를 개조한 차량이다(첫 시

위고 덕분에 백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70명의 열차 승무원

4. T
 GV 위고(OUIGO) 열차승무원

SNCF 여객본부의 바바라 달리바르 본부장은 위고를 “새로운 형

-차
 량 : 중련 편성이 기본이다. 중련 편성을 함으로서 최대한 많

도). 현재로써는 차량 개조 작업을 거친 HD(고밀도) 듀플렉스는

(controleur)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신청, 위고에서 근무하기로 했

태의 계약”이라고 지칭한다. 티켓 환불은 불가능하지만 교환은 10

은 좌석을 제공할 수 있고, 조직 및 인적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

4편성뿐이다.

다. 위고의 근무환경은 기존의 근무환경과 많이 다르다. 열차표

유로에 가능하고, 고객 한명 당 손가방 1개, 여행용 가방 1개가 허

용할 수 있다.

위고는 차량 당 운행량이 많아(월 차량당 80,000km 운행 예정, 이

검사는 자동적으로 승강장에서 시행된다. 여행객들은 열차 출발

용된다. 티켓 예약 시 가방을 추가할 경우 5유로가 추가되며, 티

-운
 행율 : 모든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차량은 아침부터 저녁까

는 기존 TGV보다 평균 두 배 높은 수치), 기존의 1세대 듀플렉스

30분 전까지 승강장에 도착해야 한다. 열차 출발 5분전에 승강장

켓 구입 후 가방 추가 시에는 40유로가 부과된다. 콘센트가 비치되

지 항상 운행된다. “발레리 델힝거 본부장은 목표는 열차의 일

동력차를 대지(Dasye)로 교체하였다. 발레리 델힝거 위고 프로젝

에 도착할 경우,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발레리 델힝거 본부

어 있는 좌석을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로 2유로를 부담해야 한다.

일 이용률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6시간30

트 본부장은 “놀라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차량부서와의 논의 끝

장은 밝혔다.

예약은 3~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티켓 구매는 인터넷 상으로만 가

분~7시간 운행되던 열차를 일일 13~14시간 운행한다”고 한다.

에, 최적화된 신뢰성을 제공하는 대지(Dasye) 동력차를 선택하게

델힝거 본부장은 TGV가 만차일 경우, 1260명이 모두 탑승해야 하

능하다. 현재로써는 위고 전용 사이트인 “www.ouigo.com”을 이

-유
 지 보수 : 변경된 운행 시스템에 걸맞는 유지보수 프로그램

되었고,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이야기 한다(예비차량

는데, 그러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이 필

이 없음). 게다가 대지(Dasye)의 비동기 전동기는 1세대 듀플렉스

요했다. 열차 승무원은 역사 내 티켓 검사와 여객 접대를 담당하고

동기 전동기보다 출력이 높아 여객 수 증가에 특히 도움이 된다.

열차에 같이 승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승객 수에 따라 열차 당

HD 듀플렉스 4대는 다른 차량과 항상 혼합 운행될 것이며, 매일

2~6명의 열차 승무원이 동승한다.

구입 시기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라고 바바라 달리바르 SNCF

저녁 리옹 제랑 기술센터에서 경정비를 받게 될 것이다. 마르세이

때로는 열차 승무원이 역사에 머물러, 열차에 동승하는 승무원과

여객본부장은 밝혔다.

유 기술 센터는 주로 차량 청소에 집중할 것이다. 청소원들이 항시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 “덕분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인력을 조

차량 내부를 청소할 것이며, 몽뺄리에와 마르세이유 종착역에서도

직할 수 있고, 새로운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

청소를 할 것이다. 위고의 효율성을 고려, 종착역 차량 유치 작업

의 월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델힝거 본부장은 밝혔다.

은 없앴다. 기관사가 직접 운전할 열차를 기술 센터에서 운전하고,

교대 근무 시 외박을 하는 검사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초기에는

운행이 끝나면 기술센터까지 직접 운전하여, 기관사와 유지 보수

외박하는 검사원이 아예 없도록 조처하려고 했었지만, 노조와의

용하면 된다. 티켓 구매는 열차 출발 4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위
고는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만약 열차에 저렴한 좌석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고객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적절한 티켓

“저희는 새로운 규칙도 도입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하며 “1,268

도 마련하였다.
-티
 켓 판매 : 티켓은 100% 인터넷으로 판매되어 비용을 50% 절
감하였다.

3. T
 GV 위고(OUIGO) 차량

명 고객들이 동시에 열차 이용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객들에게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 도착하도록

46

02

하고 있습니다.”라고 SNCF 여객본부장은 덧붙였다. 열차 출발 5

위고 차량도 별도 관리된다. 두 대의 대지(Dasye ) 동력차로 구성

분전에 도착할 경우 SNCF 직원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된 위고 서비스 전용의 HD 듀플렉스(Duplex haute densite)는 현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좀 더 관대한 SNCF 규범 대신 유럽식 규

재 총 4대 이다. 위고 열차는 8량으로 구성되어 총 630석을 제공

1)

토론 끝에, 외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도 오
1) TGV POS 차량과 같이 IGBT 직류전환장치에 의한 비동기식 전동기가 장착

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델힝거 본부장은 덧붙였다. 마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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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Marne-la-vallee)에 외박 부대 시설 2채를 추가로 건설하
였고, 40명이 투숙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을 리옹 생떽쥐빼리(Lyon
Saint-Exupery)에도 건설하였는데 여기에는 감시 운영센터도 포
함되어 있다. “고객 담당 직원과 운영 감시 직원이 같이 지내도록

대한민국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정부 3.0시대에 접어

했습니다”라고 델힝거 본부장은 밝혔다.

정부 3.0시대. 철도,
3統(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열차 승무원에게 “쎄실(Cecil)"이라고 이름 붙여진 스
마트 폰(삼성 갤럭시 S)을 배급하여, 티켓 검사, 자리 배치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쎄실을 사용하면 승무원은 열차 내 티켓 검사를

들었다. 정부 1.0이 정부와 국민간 일방향, 정부 2.0이 정부와 국
민간 양방향이었다면, 정부 3.0은 정부와 국민 개개인간 맞춤, 소
통형 패러다임을 뜻한다. 정부 3.0시대를 맞아 국민의 발이 되고
국가 물류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철도도 정부정책에 부응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승강장 내 여객에게 추가 비용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統이 필요하다.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랑스(Valence) 고객 센터와도 정보

첫 번째는 철도 신호방식의 통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선마다

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호방식이 상이하다. 그 예로 홍성역에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서해선(홍성~송산)과 신안산선(송산~서울)은 각각 ATP(열차자
동방호장치), ATC(자동열차제어장치)방식으로 노선별로 철도운

5. 결론

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 신호제어기술
은 상당부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한국형 통합 신호시스템을
내수화물 소형컨테이너 복합운송용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기술개발

지금 철도운영사는 국내는 물론 유럽의 여러 철도운영사 모두 비용
절감과 영업 매출액 증대가 핵심 경영목표이다. 이를 위해 SNCF

SNCF TGV 위고(OUIGO)

보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노선 간 직통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형 LTE 철도통합무선망 구

에서는 영업전략으로 고가의 일반 TGV를 이용하지 못하는 젊은

정부 3.0시대. 철도, 3統(통)이 필요하다

축으로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통해 홍성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저가의 TGV 위고를 운영하게 되었다. 물

철도사업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연구

차 직통운행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조 차량이 아니라 기존의 차량을 개량

NATM 터널 굴착중 붕락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대책 제시
(중국 고속철도 00선 00구간 중심으로)

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승강장 형식의 통합이다. 철도의 승강장은 높이에 따라

이런 저가 TGV는 저가 항공사에서 착안하여 TGV에 도입한 사례

고상홈, 저상홈으로 구분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은 저상홈,

다. 이전에 운임 방식도 항공사의 일드 관리(Yield Management)

가까운 일본·중국·대만은 고상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만 저가 TGV는 인터넷 전용예매 등

라 승강장은 수도권의 전동차 승강장을 제외하면 모두 저상홈으로

노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경

이루어져 있다. 저상홈은 승하차시간 많이 소요되고 교통약자(장

영개선을 위해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애인 등)의 편의성을 저해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에 취약한 특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철도에서도 고상홈 도입
이 필요하다. 고상홈을 도입하게 되면 승객의 승하차 시간이 줄어
듬에 따라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승하차
시 차량과 승강장의 높이 차이가 없어 Barrier free 환경이 구축됨
에 따라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
험을 줄일 수 있다.
고상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계획 중
이거나 시공단계인 노선은 고상홈을 적극 도입하고, 저상홈으로
운영 중인 노선은 승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저상 겸용 승강장

참고문헌

설치 등 단계적인 개량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고상홈의 높이
에 맞는 차량 개조 및 출입구(승강문) 높이 확보를 위한 차체 개조

 La Vie du Rail(2013.2), “TGV OUIGO, SNCF 가격을 파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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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노병국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rohbk@kr.or.kr)

세 번째는 열차길이의 통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열차는 크게
KTX, KTX-산천, ITX, 전동차, 무궁화호, 새마을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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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길이는 1량 기준으로 새마을호·무궁화호 23.5m, KTX·KTX산천 18.7m, ITX·전동차 19.5m로 차량길이가 각각 상이

04

1. 개요

하여 스크린도어[이하 PSD(Platform Screen Door)]가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역에는 전동차와 같은 길이 열차만 운행할 수 있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도권전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에는 2
종류 이상의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 PSD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승객이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열
차길이의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 운행 중인 열차의 내구연수를 고려한 열차 길이 통합 환경을

건설공사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

철도사업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연구

클레임 및 분쟁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며, 철도건설사업 추진과정
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사계약 체결에 의한 계약당사자간 분쟁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제3자에 의
한 분쟁의 형태로 구분된다. 기존 연구들은 공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에 한정하여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이와 별도로 제3자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구별 열차 운영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에 의한 분쟁을 공공분쟁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대

있으며, PSD설치로 승객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이다. 그러나 분쟁 현황을 분석해보면 제3자에 의한 분쟁빈도

이와 같은 철도 3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철도유관기관의

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분쟁 양상이 매우

공조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끊임없

복잡해져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능동적인 혁신과 열정으로 철도가 보

사업지연 등에 의해 적기에 정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효율

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게 되길 기대해 본다.

의 원인이 되는 등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업
내수화물 소형컨테이너 복합운송용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기술개발

관리 측면에서 양분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SNCF TGV 위고(OUIGO)
정부 3.0시대. 철도, 3統(통)이 필요하다

2. 철도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 현황 분석

철도사업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연구
NATM 터널 굴착중 붕락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대책 제시
(중국 고속철도 00선 00구간 중심으로)

클레임과 분쟁은 클레임의 제기에서 출발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연속적인 과정상의 개념으로, 갈등이 클레임으로 클레임이 분쟁으
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게 된다. 이는 분쟁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철도건설사업의 갈등사례를 조사하였다.
<표 1> 철도건설사업 갈등 사례
철도
종류

사업
내용

갈등
발생

○○산 터널공사 갈등

고속철도

신설

2001년

○○선 ○○읍 추가 역사 신설관련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5년

○○산 산 통과노선 갈등

고속철도

신설

2005년

○○선 ○○○역 역사 신설관련 갈등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6년

망우~남양주 ○○구간 광역철도 지정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6년

○○공고 통과구간 소음진동 저감요구

일반철도

복선전철화

2004년

○○ 차량기지 건설반대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6년

○○시 ○○동 주거 밀집지역 통과 민원

일반철도

복선전철화

2006년

○○선 화물열차 운행반대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3년

○○마을 주민 집단 이주요구 민원

일반철도

복선화

2006년

○○선 복선전철화 사업 지연사례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5년

○○시 ○○동 ○○·○○마을 집단민원

일반철도

복선전철화

2005년

○○선 ○○시 지하화 요구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4년

○○읍 ○○역 역사신설 요구 민원

일반철도

복선전철화

1997년

○○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납부관련 갈등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6년

송전철탑 건설반대 집단민원

일반철도

복선전철화

2005년

갈등 주요 내용

김용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부장
(kyk9269@kr.or.kr)

이민재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lmjcm@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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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전철화

2002년

관계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일반철도

철도개량

2005년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2개의 핵심쟁점별, 다음 제3자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4년

에 의한 분쟁은 5개의 핵심쟁점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역 전동차 반복선 설치반대 민원

일반철도

복선전철화

2006년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연사례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5년

○○마을 성토구간 교량화 관련

일반철도

복선화

2006년

○○선 ○○시 추가 역사 신설관련

광역철도

복선전철화

2004년

○○○로 통과구간 지하화 요구 민원

일반철도

복선전철화

2005년

○○선 복선전철사업 지하화 요구

광역철도

○○○모텔 보상 요구
○○선 ○○~○○ 구간 지하화 요구

3.2 분쟁실태 분석

는 33개의 발생요인별 세부 분쟁유형으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분쟁
유형 계층구조를 완성하였다.
<표 2> 철도건설사업 분쟁 유형 계측구조
이해관계자별(Ⅰ) 핵심쟁점별(Ⅱ)

발생요인별(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분쟁

철도건설사업의 갈등 사례는 1997∼2006년까지 총 24건으로 고
속철도 관련 2건, 광역철도 관련 12건, 일반철도 관련 10건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분쟁

조사되었다.

3. 철도건설사업의 분쟁 실태분석

공사대금에
관한 문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

연도별 제3자에 의한 분쟁발생 현황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에 관한 분쟁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의한 공사의 설
계변경에 관한 분쟁

[그림 2] 분쟁발생 현황

공기연장 등과 관련 지체상금 또는 간접
비 요구에 관한 분쟁

철도건설사업의 분쟁실태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

3.1 분쟁의 유형화

기타 계약내용 이행 등에 관한 분쟁

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철도건설사업의 클레임 및 분쟁이 어떠한 요인 및 원천 발생하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분쟁

시작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제기된 모든 분쟁자료를 구하여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분쟁

분석함으로써 무작위성을 확보하였다.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분쟁

2004년부터 6년간 사업시행자를 소송당사자로 제기한 분쟁건수

행정 처분/구제에 관한 분쟁

는 총 79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시설물 관리 분야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분쟁

에서 발생한 분쟁은 47.8%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철도건

지 분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유형화 및 계층적으로 구분하는 작

권한·책임에
관한 문제

업이 필요하다. 분쟁 유형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대상사
업인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사
업 추진과정에 발주기관과 수줄업체, 지역주민, 지자체, 시민사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관한 분쟁

단체 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쟁점별, 발생요인별

입찰 및 낙찰에
관한 문제

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입찰절차에 관한 분쟁
낙찰자 지위에 관한 분쟁

설사업 과정의 분쟁은 52.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부적인 발생경향을 살펴보면 2004년 37

낙찰적격심사에 관한 분쟁

건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에는 120건의 분쟁이 발생하여

환경훼손에 관한 분쟁

발생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

공공 재산의 관리/처분/이용에 관한 분쟁

최근 3년간 분쟁빈도가 이전 연도 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손실보상에 관한 분쟁

<1차 분류> 이해관계 별 계약적 관
계 및 비계약적 관계

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방법
공익가치 추구에
관한 문제

분쟁사례 내용 분석

↓

판례 및 중재사례 검토 및 해당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PM)자문

<2차 분류> 쟁점 별
↓

<3차 분류> 발생요인 별

제3자에
의한 분쟁
보상에
관한 문제

체들의 이의제기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철도건설사업 분쟁의
계층적 구조화

형을 계층화한 결과 첫 단계에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과 계약적

52

은 향후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예상되는 철도건설 사업에서 제3자

보상비에 관한 분쟁

가와 계약상대자에 의한 건설분쟁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사

부당이득금에 관한 분쟁

업비 증가와 분쟁 발생빈도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소유권에 관한 분쟁

결과는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총사업비조정회의를 통해 당사자 간
설계변경에 대한 당위성 등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며, 2008년
도부터 시행된 현장설계변경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협
의과정을 거치는 등의 당사자간 협상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결

환경피해에 관한 분쟁

기타

비 증가에 따라 분쟁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년도 사업비 증

이주대책에 관한 분쟁

사업추진(기피)에
관한 문제

이러한 분석결과 철도건설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수용재결에 관한 분쟁

과로 해석된다.

주거이전비에 관한 분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도건설사업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분쟁 유

연도별 제3자간 분쟁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에 의한 분쟁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대집행에 관한 분쟁

[그림 1] 철도건설사업 분쟁유형 계층화 절차

[그림 3] 분쟁발생 현황(Ⅰ)

공탁금출급청구에 관한 분쟁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분쟁

↓

연도별 계약당사자간 분쟁발생 현황

연도별 분쟁 발생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경향 예측

낙찰자 선정에 관한 분쟁

절차

04

사업고시 등 절차에 관한 분쟁
공사 중 또는 금지에 관한 분쟁

연도별 분쟁발생 현황

기타 제3자와 관련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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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인 국토개발 과정의 경제적 요인에 의한 보상분쟁, 심리적·문화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분쟁 유형별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적 요인에 의한 기피분쟁, 공익가치추구 분쟁 등의 전형적인 공공

이를 토대로 철도건설 분쟁 예방 및 해결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

분쟁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갈등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운용중인

04

갈등해결심의위원회,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공청회 및 설명 등
의 각종 협의절차를 반영한 체계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4. 건
 설분쟁 예방 및 효율적 해결방안
4.1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참여 업체 및 직원들의 부서 및 업무 할당 시 개인역량이 충분히
소송제기 주체별 분쟁발생 현황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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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적 합의형성 문화 정착
철도건설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함께 정책 초기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사회단체의

Engineers (ASCE), Vol. 130, No.6, pp. 762-771.

 조영준, 建設클레임 豫防을 위한 不可抗力의 體系化(解析) 硏究,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7.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유도한다.
 남진권, 建設紛爭에 있어서의 訴訟外的 紛爭解決制度의 效率的

계약관계 여부별 분쟁발생 현황

[그림 4] 분쟁발생 현황(Ⅱ)

4.3 보상분쟁 해결제도 개선
피해산정 및 보상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보상 전문가 또는 전문

철도건설사업의 소송주체별 분쟁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의

기관 활용 확대가 요구되며, 보상산정 단계에서 주민들이 보상전

83.2%인 386건은 공사수급자 또는 재산소유자 및 관계인 등 제3

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건 정도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경우, 공

4.4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

사수급자가 제기한 비율은 85.7%(24건), 발주자가 제기한 비율은

분쟁해결의 시초단계인 협상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 관리도

14.3%(4건)로 나타났으며, 제3자에 의한 분쟁의 경우, 지역주민

구의 정립과 건설분쟁조정제도의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

및 관계인 등 제3자가 제기한 비율은 93.8%(362건), 사업시행자

다.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방법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선택적 중재

가 제기한 비율은 6.2%(24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철도사업

조항으로 유효한 현실을 인시하여 소송절차와 연계하는 방안 등에

의 발주자와 수급자간 분쟁제기 비율은 일반적인 공공공사 건설분

대한 검토와 더불어 계약주체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를 통

쟁에서 나타나는 발주기관과 수급자간의 소송주체별 분쟁제기 비

합 합의하에 중재를 준비하는 절차의 준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율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분쟁심사회 또는 지역개발분쟁조정지원

이해관계자별 분쟁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철도건설사업의 분

센터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쟁이 계약당사자에 의한 분쟁인지 재산소유자 및 관계인 등 제3자
에 의한 분쟁인지 그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건설사업관리에 영향

5. 결
 론

는데 의미가 있다. 철도건설사업 분쟁의 93% 정도는 제3자에 의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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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제기한 분쟁이며, 발주자가 제기한 소송은 전체의 6.8%인 28

을 미치는 분쟁형태 파악을 통하여 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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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며,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7%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철도

이는 공공사업인 철도건설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서 일반적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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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NATM 터널 굴착 중 붕락사고 예방 및 공기 지연 방지 대책이 필요

NATM 터널 굴착중 붕
락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대책 제시
(중국 고속철도 00선
00구간 중심으로)

1차 지보재 타설 중 붕락

하였다. 본론에서는 사고발생 현황을 통계적 기법으로 조사한 후
문헌 및 설계도서 조사를 통해서 붕락에 취약한 개소를 확인 하였
으며,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

전단면굴착 후 지보재
폐합전 붕락

1차 지보재 타설 중 붕락

전단면굴착 후 지보재
폐합전 붕락

600㎥이상 붕락

무지보구간 변상

② 무지보구간 붕락
[그림 1] 막장 위치별 붕괴 위험도

고 매트릭스 기법을 이용하여 붕락발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
는 인자를 도출하였다.

3.2 막장진행에 따른 변위거동

결론에서는 붕락 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무

그림 2와 같이 굴착 시 지반변형은 굴착에 의해서 막장면이 변위거

엇보다도 중국에서 터널 굴착 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모암등급별

동관측지점에 도달하기 전부터 변형되기 시작하며 굴착이 계속 진

안전거리 표준을 제시 하였다.

행됨에 따라 지반의 변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400㎥이상 붕락

500㎥이상 붕락

3.5 조치한 일
① 신속히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였다. 조사반을 가

2. 사고현황 (data분석)

동하여 육안 및 장비를 이용한 붕락진행 유무, 수렴동태 등을
조사하였다.

내수화물 소형컨테이너 복합운송용 탈부착식
멀티 플레이트 기술개발
SNCF TGV 위고(OUIGO)

표1과 같이 막장과 무지보 구간에서 발생된 붕락횟수를 분석한 결

정부 3.0시대. 철도, 3統(통)이 필요하다

과, 막장에서 발생되는 빈도가 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무지

철도사업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연구

보구간에서 붕락이 발생되고 있었다.

② 1차 붕락 후 2차 변상의 진행유무를 직접 판단하기 위해 현장
책임자(경리), 작업대장과 함께 매 2시간마다 밤샘 조사하였다.
③ 측량 결과 값이 변위가 수렴되었다고 판단 후, 붕락된 굴착면
의 추가 이완을 방지하기 위하여 숏크리트 건을 이용하여 3차

NATM 터널 굴착중 붕락방지를 위한 기술적 안전대책 제시
(중국 고속철도 00선 00구간 중심으로)

까지 숏크리트를 완료하고 변위유무 계측을 계속 실시하였다.

<표 1> 사고통계표 및 그래프

[그림 2] 막장 진행에 따른 변위거동 개념도

붕락횟수
20
15

14건

78%

0

‘12년

71%

‘13년

3. 문헌조사

하는데 협력하였다.
단면A-A: 1
 차 지보재 타설 전에 발생하
는 터널막장 붕괴
단면B-B: 터
 널 상반이 시공된 후 1차 지
보재가 타설되지 않은 경우나
타설된 경우에 발생하는 붕괴
단면C-C: 터널 전단면이 굴착된 후 1차
지보재에 의한 단면이 폐합되
지 않거나 폐합된 후 발생

89%
‘11년

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아래 그림4와 같이 복구방안을 마련

3.3 시공단계별 붕괴양상(문헌분석)

9건

10
5

④ 발주처 주관 대책회의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외국 감리원으로

18건

[그림 3] 시공중 붕괴양상

3.4 붕락형태(현장자료)
3.1 막장 위치에 따른 NATM 터널의 붕괴 위험도 (Chambon, 1994)

[그림 4] 붕락복구도

① 막장 붕락

문헌분석 결과, 그림1과 같이 막장면에서 붕락 위험이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는 표1에서 조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보(막장

4. 붕락원인 분석

후방)에서 붕락위험이 가장 높았다.

황승현
시설사업본부 중국지사
차장
(tapie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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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보재 타설 전
막장붕락

1차 지보재 타설 후
막장붕락

상반시공 후 지보재
타설 전 붕락

1차 지보재 타설 전 붕락

붕괴형태, 현장조사, 관계자(작업자, 기술원) 인터뷰, 시공자료(도면)
등을 통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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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4.1 지질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았다.

② 발파 및 굴착으로 이완된 지반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록볼트 시

4.6 검사요청 업무가 소홀하였다.

도면에는 굴착면 지질이 약풍화암층(Ⅳ급a)이었으나 실제 지질은

공이 불량하였다. 지압판에 너트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지압판

터널 굴착 과정에 있어서 감리 입회점은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 굴

그보다도 훨씬 불량한 점토층(Ⅴ급b) 지질이 존재하였다.

이 지반과 밀착되어 있지 않아 록볼트 기능이 제대로 발휘 할

착면에 1차 숏크리트 타설후, 강지보재 설치후, 와이어매쉬(w/m)

수 없었다. 게다가 록볼트 수량을 일부 누락하거나 도면에 명

설치 후 감리의 직접확인 및 승인 후 후속잡업을 진행 할 수 있음

시된 중공형 록볼트(25x7)가 아닌 이형철근(D22)을 사용 하는

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속 시공하였다.

경우도 있었다.

발파를 이용한 TPS탐사 광경

5. 핵심인자 도출(X-Y매트릭스l)
막장면 토질이 도면과 상이

05

점토층 존재(Ⅴ급b)

수평조사보링 광경

7.2 갱문보강 시공 철저 및 편토압에 대한 대책강구
① 사면굴착시 토피, 편토압 등에 영향으로 갱문 건립중에 막장이
붕락되지 않도록 직경100mm이상의 대구경강관을 갱문에 보
강하고 굴착한다.

4.2 굴진거리가 과다하였다.

② 편토압으로 인한 터널 갱문 편위,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10m

①막
 장 1회 굴진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했다. 4급 모암인 경우 2핀
(1.0m/1핀)이상을 굴진할 수 없다. 5급, 6급 모암인 경우 1핀
(0.8m/1핀)이상을 굴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4핀 이상
을 초과굴착했다.
②4
 급, 5급 모암인 경우 막장에서 인버트까지 거리가 35m를 초과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50m이상 안전거리를 초과했다.
3급, 4급 모암인 경우 막장에서 2차 라이닝 콘크리트 까지 거리

록볼트 수량부족

중공형 록볼트(25x7)수량부족 및 지압판 설치불량

~20m 깊이로 콘크리트 횡저항 말뚝을 시공하는 것이 안정적
이다.

4.4 막장관찰 업무가 소홀하였다.
매 막장 발파후 막장관찰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기록하였다.
실제 지질은 토사, 경암, 연암층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연암만 존
재하는 것으로 맵핑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절리방향, 용수현
황, 여굴에 대한 상세한 맵핑을 하지 않았다.

가 120m,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굴착은

갱문 대구경강관 시공전경

안전거리 표준을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굴진하였다.

편토압 저항 말뚝시공

[그림 5] 핵심인자도출

7.3 굴착패턴 준수
① 분할 굴착법
실제지질

실제지질과 맵핑이 상이함

4.5 설계변경 조치가 지연되었다.
1회 굴진거리 초과(3급)

1회 굴진거리 초과(5급)

지질이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막장 굴착을 중지하고 설
계변경을 통하여 지보재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

4.3 지보재 시공이 불량하였다.

지 않았다.

①막
 장 전방에 삽입 설치되는 직경 42mm 소구경 강관 몸체에

공기압박과 공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을 회

액약주입용 구멍이 없었고 강관 내부에 약액이 충진 되어 있

피하고 시공사가 자력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 감리에 어

지 않았다.

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사고사실을 숨기고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
대한 보존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통역사를 데리고
사고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소구경강관몸체에 약액주입 구멍 미제작

약액 미주입

*강
 관 몸체에는 직경 6～8mm의 주입공
을 10～20cm 간격으로 제작하여야 한
다. 약액 주입압력은 0.5～1.0Mpa이다.

※ 사고 경위 조사(인터뷰)
○ DK000+192~195(도면:풍화암, 실재:토사노출)
- 7월 20일 새벽 02:30 발파
- 7월 20일 오전 08:00 버력처리 완료
- 7월 20일 오전 08:00~08:30 1차 숏트타설 완료
- 7월 20일 오후 13:05~14:10 격자형 지보재 시공
- 7월 20일 오후 14:30~21:30 2차 숏크리트 타설완료
○ DK000+197(사고발생지점)(도면:풍화암, 실재:토사노출)
- 7월 21일 오전 11:30 발파
- 7월 21일 오후 12:00~13:00 1차 붕락 (점심시간중 붕락발생)
- 7월 26일 오전 07:50 막장 추가붕락 (붕락된 토사로 막장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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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기 그림5와 같이 7가지의 중요 인자를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일반적으로 3급 모암에 적용되고 4급, 5급 모암은 초기지보를

는 굴착시 붕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1)지질조사, 2)갱문

강화해서 막장면을 안정시킨 후 적용한다. 인버트 굴착전에 측

시공, 3)굴착, 4)안전거리, 5)지보재 시공에 대하여 대책을 제

벽에 소구경강관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시하였다.

7. 대책제시
분할굴착법

7.1 사전지질조사 및 예보제 시행 철저
① 사전지질조사 이행 및 조사결과 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감리
가 확인하고 매번 지도하여야 한다.
② TSP 탐사를 매 100~150m마다 실시하고 단층, 용동 등 불량

② 3단 분할 굴착(CORE)법
단면이 크고 지질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하며 막장 안정을 강화하
기 위해 중간에 CORE를 둔다. 인버트 굴착전에 측벽에 소구경
강관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지질에 대한 재해방지노력이 무엇인지를 감리자는 반드시 확
인한다.

③ 중벽분할 굴착법

③ 매 25m마다 막장면에 수평으로 30m이상을 천공해서 지반상태

지질이 불량한 4급, 5급 모암의 저토피구간에 적용하여야 하며

를 확인하고 도면과 상이할 경우 발주처(감리) 및 설계사에 보고

상반 및 측벽에 소구경간관 및 임시인버트를 증설 하여야 한다.

하여 적기에 설계변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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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05

론을 내리고 아래와 같이 붕락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지질조사가 정확히 이행되어야 한다. 매 300m 굴진 후
반드시 TSP와 수평보링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굴착전에 전면 지질
상태를 확인하고 도면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지보패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단 분할 굴착법

[그림 6] 붕락 예상도

둘째, 안전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모암등급이 4급, 5급인 경우

②특
 히, 표3과 같이 중국 철도부 터널기술표준에 따르면 4급, 5

에서 붕락사고가 많았다. 막장면에서 부터 인버트 까지의 굴착거

급, 6급 모암에서 폐쇄 위치는 막장면과의 간격이 35m를 초과

리가 3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막장면에서 부터 2차 라이닝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암이 연약하거나 불량지질인 경

까지 거리가 7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우 2차 라이닝과 막장면의 간격이 4급 모암은 90m를 초과할 수
셋째, 지보재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강지보재 규격이 부

없고, 5급, 6급 모암은 70m를 초과 할 수 없다.

족하거나 설치간격이 과다하고, 록볼트의 설치수량 및 강봉길이

<표 3> 모암등급별 굴착 안전거리 (중국)

중벽분할 굴착법

지질등급

④ 양측갱도선진굴착법

3급모암

저토피복선터널, 지질이 매우 불량한 5급, 6급 모암에 적용한다.
4급모암

5급모암

구분

안전거리

가 부족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감리가 철저히 시공하고 검수, 확인
하여야 한다.

막장에서 하반까지

90m

막장에서 2차 라이닝 콘크리트까지

120m

막장에서 인버트(지보)까지

35m

끝으로, 터널 31좌를 감리하면서 여러 번의 붕락 사고가 발생하였

막장에서 하반콘크리트까지

50m

지만 천만 다행스럽게도 한 명의 부상자 없이 시공을 완료할 수 있

막장에서 2차 라이닝콘크리트까지

90m

막장에서 인버트(지보)까지

35m

막장에서 하반콘크리트까지

40m

막장에서 2차 라이닝콘크리트까지

70m

게 협조해준 중방 감리원, 시공사 직원 그리고 선후배 동료 직원여
러분에게 깊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7.5 지보재(록볼트) 시공철저
①지
 보재 시공순서를 도면대로 준수하고 현장에 시공도면을 반드

중벽분할 굴착법

시 확보하고 중요부위는 반드시 상세도를 작성한다.
②록
 볼트 시공은 수량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하고 록볼트 강봉 길

⑤ 굴착허용 오차준수

이가 부족하게 시공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표 2> 굴착 허용오차
모암급별

1급

2~4급

5급, 6급

평균선형여굴

10

15

10

최대여굴

20

25

15

10

10

10

굴착위치
천단부

측벽평균선형 과다 굴착
인버트
터널저판

평균선형여굴

10

최대여굴

25

7.4 굴착 안전거리 준수
① 1회 굴진 깊이가 3.5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버트 1

록볼트 미시공

길이부족 및 가짜시공

8. 결
 론

회 굴착 길이는 터널 직경에 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과
다 굴착시 아래 그림6과 같이 막장과 무지보, 지보구간에서 붕
락위험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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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코레일, ‘제22회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중부권 철도수송 효율화 노력 등…국가물
류정책 기여 인정
코레일은 10월 31일(금) 국토교통부가 주
최하는 ‘제22회 한국물류대상’ 기관부문에
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물류대상은 물류산업 발전을 통해 국
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개인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해 매년 ‘물류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코레일은 ▲철도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형 수송체계 구축 ▲미래 지속가
능한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등 국가
물류정책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기
관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4월 중부권 5개 화물역에서 개별적으
로 취급하던 수출입 컨테이너를 중부복합
물류터미널로 통합해 신속·대량수송체계
를 마련하는 등 국가물류체계 선진화에 기
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
해 고객맞춤형 물류거점 조성을 통한 화주
기업과의 공생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제1회 물류분야 공생발전 공모전’에서 우
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코레일 최덕률 물
류본부장은 “대량·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철도수송의 장점을 살려 지속적인 철도물
류 선진화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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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사전에 신청하고 ARS로 자동 결제
후, 휴대폰 문자 승차권이나 스마트폰 티켓
(코레일톡)으로 발권할 수 있다.
IT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년도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우대예약 서비스’는 전화예약
만 가능하고, 역 창구에서 승차권 구매를
위해 다시 대기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맞춤형 우대예약서비스 : 경로고객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담원 우선 전화연결 및 맞춤
형 상담예약, 결제기한 출발20분 전까지 유보해
주는 전화 우대예약 서비스 (‘12.4.20일 시행)

한편, 코레일은 무궁화호 3호차를 ‘경로고
객 우대객차’로 지정해 65세 이상 경로고
객에게 우선 판매하고 있다. 경로우대 객차
는 출발 20분 전까지 경로 고객을 대상으
로 역 창구에서 우선 판매하며, 인터넷 판
매는 제한하고 있다.
‘원콜(One-Call)’ 서비스 신청과 이용방법
에 대해서는 시행 일주일 전 자세하게 공
지할 계획이다.
코레일 김종철 여객본부장은 “노인, 장애
인 등 IT 소외계층에게 예약·발권 편의 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앞으로도 사회
적 약자 우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기차여행에 캐릭터와 콘텐츠를
더하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CJ E&M 김성수 대
표는 10월 29일(수)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철도관광사업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CJ E&M이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로봇트레인 RT’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 관
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캐릭터와 콘
텐츠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코레일의 관광열차와 기차
역 등에 CJ E&M의 핵심 콘텐츠인 한류 드
라마·영화·음악 등을 접목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도와 문화 콘텐
츠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한류문화 확산과 국내여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세계철도연맹(UIC) 회원
국에 철도운영노하우 전수!
‘제7차 UIC철도정책 및 경영’과정 수료식,
러시아 등 7개국 11명 참여

사업으로, 러시아 모스크바국립철도대학
(MIIT) 단과대학장 등 7개국 총 11명이 참
석했다. 참여국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베
트남이다.
참가자들은 ▲철도정책 및 운영에 관한 전
문 강의 ▲철도 주요시설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한국철도의 발전된 IT기술과 도시철
도 운영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코레일 정왕국 기획조정실장은 “대륙철도
의 유일한 미연결 구간인 남북철도가 연결
될 경우 유라시아 모든 국가들의 경제성장
과 번영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며 “이번 연
수를 계기로 아시아철도기관과의 협력관계
를 더욱 공고히 해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
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10월 24일(금) 오전 11시 대전 사옥에서 ‘제7차
UIC 철도정책 및 경영’ 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이
번 연수과정에 참여한 일행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
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해 고속차량의 구조에 대한 설
명을 듣고 있다.

교황 앉은 KTX 자리 ‘사랑과 나눔
의 좌석’으로 탄생

코레일-CJ E&M, 제휴협약 … 철도+방송
콘텐츠로 한류시장 확대

코레일, 기념석 9월6일부터 운영…‘교황
뜻 기려’ 연말까지 수익금 전액 기부

전화한통으로 열차 승차권 예약·
발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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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15일 대전월드컵경
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집전을 위
해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KTX 5호 열차(4호차
2C석)를 타고 이동했다.

교황이 이용한 KTX 좌석에 교황 사진과 함
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4년 8월 15
일 이용하신 좌석입니다’의 표식을 부착했
다. 사진과 문안은 주한교황청대사관과 협
의해서 진행했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KTX를
이용한 교황의 뜻을 기려, 연말까지 기념석
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기부키로 했
다. 기부금은 코레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인 러브펀드와 연계해 집행하고, 기부대상
은 교황의 방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가난하
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 중
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교황 탑승 기념석 운영과 수익금 기
부는 대전역에서 교황을 직접 영접한 코레
일 최연혜 사장의 아이디어로 이뤄졌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평화’ㆍ‘사랑’ㆍ‘희
망’의 선물을 안고 우리를 찾아주신 프란치
스코 교황의 뜻을 기려, 이용하신 KTX 자
리를 ‘사랑과 나눔의 좌석’으로 만들게 됐
다”며 “KTX를 이용하는 분들께 색다른 감
흥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의
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작은 계기가 됐
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
서상 3년 연속 수상

코레일, 사회적 약자 ‘원콜 서비스’ 도입 …
경로고객 우대 객차도 운영
코레일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IT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한통으로 예약·
결제·발권이 가능한 ‘원콜(One-Call)’ 서
비스를 개발해 11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10월 30일(목) 밝혔다. ‘원콜(One-Call)’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 대상자가 결제수

6일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용한 KTX
좌석에 탑승을 기념한 표식을 부착해 운행
하고 연말까지 기념석의 판매 수익금 전액
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왼쪽)과 CJ E&M 김성수 대표가
10월 29일(수)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캐릭터와 콘텐츠
를 활용한 철도관광사업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기차여행에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방송 콘
텐츠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시장을 열기
위해 코레일과 CJ E&M이 손을 잡았다.

코레일은 10월 24일(금) 오전 11시 대전 사옥에서 ‘제7차
UIC 철도정책 및 경영’ 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공공부문 우수 보고서 선정…국민행복 실
현 위한 활동 인정

코레일은 10월 24일(금) 오전 11시 대전
사옥에서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제7차
UIC 철도정책 및 경영’ 과정에 대한 수료식
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세계철도연맹(UIC)의 아시아
지역 대표 연수기관인 코레일의 국제연수

코레일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3년 연
속 공공부문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을 수상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속가
능경영에 기초해 기업의 경제성장, 사회안
정, 환경보전 정책을 설계·평가하는 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때 앉았던 KTX 좌
석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사랑과 나눔
의 좌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은 9월

서로 한국표준협회는 우수 보고서를 선정,
‘KRCA(Korean Reader’s Choice Awards)
를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104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코레일은 공공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 보
고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지속가능보고서
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60여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3,000여명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심사단이 각 기업의 보고서를 세계
적인 표준기준(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
가해서 선정했다.
※ GRI 가이드라인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제시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
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이번 평가에서 코레일은 ▲철도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한 ‘2020 전사 안전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제휴회원
가입과 정례회의 참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명품마루’ 개장, ▲지역 경
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
철도관광벨트 운영 등 국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추진한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코레일은 지속가능경영의 활동과 이
행성과를 200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등 전사적 지속가능경영을 펼치
고 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운영, 창조경제를 통한 동반성장과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하는 등 사
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행복 코레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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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운행 1년, 남도여행의 새
길을 열다
1년간 13만 명 이용… 득량역, 남도 명소
로 떠올라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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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지난 1년 동안
S-train을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
리고, 1주년 기념이벤트를 통해 더욱 즐거
운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욱 편안하고 즐거운 남도여행이 될 수 있
도록 S-train 설비와 열차 내 서비스·이벤
트, 관광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
다”고 말했다.

코레일, 2014년 인적자원개발 우
수기관 인증 획득!
S-train에서 전통다례를 체험하는 승객들

남도해양열차 S-train이 개통 1년 만에 남
도여행 활성화와 영호남 관광교류의 길을
넓힌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지난 1년간 총 13만 명 이상이
S-train을 이용했으며, 이 중 약 7만 명 이
상이 S-train을 타고 영·호남을 오갔다고
9월 24일(수) 밝혔다. S-train 운행으로 지
역경제에는 15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
과와 189명 이상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져
왔다. 특히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던 득량역
은 S-train을 통해 남도의 관광명소로 떠올
랐다. 마을 주민들은 다방, 만화방, ‘초등학
교’ 풍경 등 70~80년대 문화콘텐츠로 역
주변을 꾸몄고, 코레일 직원들은 여름에는
봉숭아를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사람
들을 불러 모았다. 열차가 도착할 때에 맞
춰 역장이 풍금을 치는 풍경은 다른 역에
선 볼 수 없는 콘텐츠로 추억의 득량역 트
레이드마크가 됐다.
코레일은 10월 1일부터 용산역에서 출발
하던 S-train을 서울역에서 출발하도록 운
행 구간을 조정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남도를 힘차게 달리는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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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인재 육성 및 관리를 통한 조직 경
영성과 창출 기여 인정

코레일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
는 ‘201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9월 19일(금) 획득했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주관하는 ‘201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Best HRD) 인증’을 9월 19일(금) 획
득했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인사와 교육 부문의 정부 기
준을 충족하는 인적자원관리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및 관리 우수기
관을 선정하여 인증,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 심사 평가에서 코레일은 기업
비전을 위한 경영전략 달성, 인적자원관리
체계 구현,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체계적 인재 육성과 관리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의 조직 경영성과 기여도 부문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정부포상
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참여 시 혜택을
받게 된 코레일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으로서, 매년 열리는 중앙교육훈련경연대
회, 관련 학술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코레일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우수 인

재의 육성 및 관리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
해왔다. 코레일은 맞춤형 지식습득을 위한
직급ㆍ직무별 역량교육, 사이버교육과 집
합교육을 통합한 혼합교육, 기술자격제 운
영, 국가관ㆍ애사심ㆍ직업 소명의식 함양
을 위한 교육 등 연간 11만여명을 대상으
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부터 국내
최초의 철도차량운전면허 전문교육 기관이
자 적성검사 기관으로, 서울메트로 등 국내
6개 철도 운영기관의 운전면허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앞
으로 서비스 교육과 기술교육에 대한 ISO
9001 품질인증 등 새로운 과제에 도전할
것”이며, “사람이 경쟁력인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의
품질을 높여 새로운 철도 100년을 이끌 미
래지향형 인재양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GTX 등 경기도내 철도사업 적극
추진!
경기도 철도사업 공동협력 협약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9월 3
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내 철도건설사업
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철도건설
사업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합의내용은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속추진 ▲
수도권지역 KTX 이용 확대를 위한 고속철
도망 확충 ▲경기도내 광역철도 및 일반철
도 조기추진 ▲철도사업 예산확보 및 인허
가 및 민원사항 해결 공동 노력 ▲환승센
터 구축 등 역세권 개발사업, 신교통사업
추진 공동 노력 ▲철도기술 및 인력 상호
교류 확대 등 6개항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21개 철도건설사업(고속철도 1개, 광
역철도 9개, 일반철도 11개)에 대한 예산
확보, 인허가, 민원 해결 등을 원활하게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
이 공단과 경기도의 상호 협력을 통해 경
기도내 철도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토록
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동해안 여행은 기차를
타고
동해선 포항~삼척 2단계구간 철도건설사업 발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실 이계환 실장
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2단
계 구간인 영덕~삼척 철도건설사업 12개
공구 122km 건설사업 중 3개 공구(6, 15,
16공구)에 대해 9월 5일 입찰을 공고했다.

영덕~삼척 철도건설사업은 경상북도 및
강원도 동해안권을 철도로 연결해 동해안
권 교통수요를 분담함과 동시에 동남권과
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동해권 국가기간철
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까지 2
조 9893억원이 투입된다.
계약처는 12개 공구의 일괄발주로 인한 입
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구별 시공
난이도 등을 감안해 지난 5일 3개 공구를
우선 발주하고 순차적으로 9월 말 4개 공
구, 10월 초 4개 공구, 12월 1개 공구를 발
주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영덕~삼척 철도
건설사업 중 10월 초 발주예정인 4개공구
(9, 10, 11, 12공구)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제도적 단점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도 시범사업으로 지정
돼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계약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참여시 분야별 평점에 최대 15%를
가산하고 중소기업 참여시 분야별 최대 2
점을 가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입찰담합 발생 시 공단의 손실을 보
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환수함
으로써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 입찰담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액
의 10%를 공단에 배상하는 제도(공정위에서 부
과하는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과는 별개임)

영덕~삼척 철도건설사업은 금년 11월부
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2019년부터는 열차를 타고 부
산부터 경북 동해안을 거쳐 강릉에 이르는
관광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계획

1차
('14. 9. 05)

2차
(9월 말)

3차
(10월 초)

4차 (12월)

공 구

연 장

사업비

6공구

10.13km 1,430 억원

15공구

8.88km 1,820 억원

16공구

11.47km 1,820 억원

7공구

11.95km 1,790 억원

8공구

11.03km 1,810 억원

13공구

9.01km 1,450 억원

14공구

8.01km 1,710 억원

낙찰자
결정방식

최저가

최저가

9공구

9.16km 1,430 억원

10공구

10.84km 1,170 억원

11공구

9.05km 1,600 억원

12공구

7.54km 1,420 억원

17공구

15.16km 2,350 억원

종합심사
낙찰제

최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이수형 본부
장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인근 주
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천선 범계역 7번 출
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
하고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
여한 가운데 9월 5일 조기 개통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외부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공
사로 작년 12월 안양시와 사업비 분담 협
약 체결, 올해 2월에 공사에 착수했다.
외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로 범계역을 이
용하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 약자는 물
론 인근 평화공원, 희망공원, 경수국도 버
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수형 본부장은 “앞으
로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수도권전철
승강설비 사업을 추진해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과천선 범계역 외부 에스컬레이터
9월 5일 조기 개통
교통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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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개통준비 착수!
내년 3월 개통 위해 전 직원 구슬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김상태 본부
장은 내년 3월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과 함께 종합점검 등
막바지 개통준비에 들어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는 우선 올해 2월부
터 7월까지 호남고속철도의 궤도, 전력선,
신호·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공종별 단위
시험을 완료했으며 지난 8월까지 고속열차
를 투입해 궤도와 열차 간 동적거동, 전차
선 이선율, 전력 공급상태 등 성능과 품질
을 확인했다. 9월에는 선로전환기 및 자동
열차제어장치(ATC) 등 신호시스템에 대한
종합시험을 시행하고 10월부터는 정읍∼
익산구간에서 시행중인 호남고속차량(22
개 편성) 성능시험을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
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
이어 11월 10일부터는 코레일과 함께 개
통 시까지 고속열차를 시속 300㎞/h로 운
행하면서 총 47종의 시설물검증시험도 병
행할 계획이다. 특히, 궤도·교량성능검증,
전력품질 및 연장급전시험, 전차선 귀선전
류 및 고조파 확인, 차량진동특성시험, 외
부소음시험 등 핵심 10개 항목은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해 종합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15
일부터 10월 17일까지 외부 전문연구기관
과 협회·학계·산업계를 망라한 ‘민관합
동 종합안전점검반’을 구성해 호남고속철
도의 전반적인 시공품질에 대해 정밀점검
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 관계자는 “호남고
속철도 마무리 공사와 함께 공종별 시험,
외부전문가 점검, 종합시험운행이 순차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속철도의 우수
한 품질 및 성능 확보로 국민의 신뢰를 확
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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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포항 KTX 개통대비 ‘인수
운영전담반’ 활동 시작!

다산(茶山)의 향기를 따라 ‘청렴의
길’ 걷다!

공단, 코레일 합동점검 착수

청렴나무 만들기 등의 행사 통해 청렴의지
다져

한국철도시설공단 개통종합관리단TF는 주
요 시설물공사가 마무리단계인 신경주~포
항(39㎞)구간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9월
26일부터 공단·코레일 합동으로 ‘인수운
영전담반’(공단 20명, 공사 32명)을 구성했
으며 29일부터 시설물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수운영전담반은 내년
1월부터는 KTX차량을 투입해 종합시험운
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협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
으로 이용자 점검을 시행해 시설물의 안전
성은 물론 이용객의 편리성까지 세심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신경주~포항간 KTX운행을 위한 철도건설
공사의 현재 공정율은 88%로 오는 11월까
지 완공할 계획이며 분야별 공정률을 보면
노반(토목)공사가 공정율 95%로 마무리 단
계이고 궤도, 건축공사가 70%, 전기, 통신,
신호 등의 시스템공사가 50~60%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단 관계자는 “2015
년 3월 신경주~포항구간 철도가 개통되
면, 포항에서 서울까지 현재 새마을호 운행
시간 5시간10분 보다 3시간이 빨라진 2시
간10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며 “포항시 등
경북 북동부지역까지 KTX수혜지역으로 확
대돼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반나
절 생활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는 9월 29
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의 청렴문화 생
활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산의
향기를 따라 청렴의 길을 걷는 KR’ 행사를
개최하고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내부 및 외부 고객과의
10대 약속을 정해 함께 낭독하고 청렴 의
지를 다졌으며 전 직원이 참여한 ‘청렴 나
무 만들기’에서는 각자의 청렴 실천 각오와
청렴에 대한 희망의 메세지가 담긴 「청렴
열매」를 매달고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시
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7월 전관예우 방지, 전사적 청
렴 및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해 구성한 “철
도신뢰회복미래발전T/F”에서 그 동안 추
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경과 보고회를
갖고 업무 속에 청렴문화를 저해하는 요소
가 없는지 각자의 업무를 꼼꼼히 돌아보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다짐 행사 후에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
장을 초청해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라는 특강 시간을 갖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淸廉)」 및 「절용(節用)」의 다산사
상을 배우며 청렴을 생활화 할 것을 다짐하
고 앞으로도 생활 속에 청렴이 스며들 수 있
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그간 임직원 행동요령인「KR
인 클린 10훈」 제정(8.21), 청렴상황극 시
행(8.26), 임직원 행동지침 마련(9.15), 청
렴 법무교육 실시(9.15), 간부직원 대상 국
민권익위원회 교육 수료(9.16) 등을 펼친
바 있다.

우송대학교와 ‘철도전문인력 양성’
협약
‘선순환 협력방식’으로 맞춤형 철도전문인
재 양성 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9월
16일 해외철도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우송대학교 존 앤디컷 총장과
포괄적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철도기관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은 특정
연구 또는 교육 등 단일사업에 관한 내용
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협약은 대학에
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단의 중견직
원이 대학 재학생들에게 현장지식을 전수
해 철도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협력방식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연구 성과 및 축적한
기술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해외 철도기
관 및 교육기관과의 공동 교류협력과 해외
사업의 공동 추진 등 철도기술 발전 및 해
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 포괄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송대와의 산학협력
을 통해 현재까지 35명의 직원이 석사학위

를 취득했으며 2016년까지 추가로 총 65
명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글로벌 고급
인력으로 양성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철도기술 개발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우송대는 철도물류대학 정찬묵 학장의 5개
철도관련 학과를 통해 매년 330명의 철도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철도기술연
구소, 철도토양환경연구센터 등에 기술 연
구를 활발히 수행해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로부터 철도분야 인력양성 특성
화사업단으로 선정됐다.
협약체결 후, 강 이사장은 우송대 철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철도의 비전과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
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글로벌 도전 극
복과 한국철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
했다.

평창올림픽 개최지 철도역사 국민
아이디어로 건설
평창, 진부, 강릉역사 아이디어 공모결과
발표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김계웅 본부
장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구간 중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는 평창, 진
부, 강릉역 철도역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를 시행한 결과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와 지역적 특색, 상징성이 반영된 최우수작
을 선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는 지난 8월 13일
부터 9월 23일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
해 디자인분야 25건 및 제안분야 22건의
작품을 접수했으며 응모자를 연령별·직업
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대학생이 절반가
까이 차지해 젊은 대학생이 큰 관심을 가

최우수작 : 강원도의 산을 모티브로 하고 한옥기와를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디자인

우수작 : 기차를 타고 내리는 모습을 물속에서 헤엄치
는 물고기 모습으로 형상화

가작 : 한국 전통 방패연의 형태를 차용한 승강장부분
지붕 컨셉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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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참여했다고 전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본부는 9월 26일 강릉지
역 전문가 등이 참여한 외부평가위원 7인
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
친 결과 디자인분야에서는 강원도의 산을
모티브로 하고 한옥기와를 현대적으로 디
자인해 형상화한 작품을 최우수작, 제안분
야에서는 빗물을 이용한 친환경 제설시스
템 등을 선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본부
관계자는 “디자인 분야 경우 창의성, 상징
성, 시공성, 실용성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
했다”며 “입상작에 대해서는 ‘이용자 참여
설계 워크숍’을 통해 설계 반영여부를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구간에 건
설 중인 6개 역사는 오는 2016년 상반기
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
하여 2017년 준공 예정이다.
* 신축역사 : 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역사

에서 집중감시 및 제어하는 설비로 구로철도교
통관제센터에서 열차감시 및 통제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는 사업이 완료하면
▲철도 교통관제센터에서 열차의 운행현황
을 실시간 확인으로 사고 발생 시 열차 안
전성 확보 ▲열차운행 스케줄 자동관리로
선로이용 효율 향상 ▲현장 운전취급 업무
축소로 업무 효율화 도모 ▲신호설비 정보
가 중앙관제센터로 실시간 전달돼 사고예
방 및 장애에 대해 신속한 복구 등이 가능
해진다고 전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497개역 중 관제설비가 구축된
역은 406개역으로(구축율 82%) 열차안전
및 사고대응에 취약한 주요 지선에 대해
서 내년까지 28개역을 완료하면 전국 철도
망의 88%가 열차 중앙제어가 가능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63개역(12%)
은 신규 복선전철화 건설 사업에 반영해
100%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철도지선 중앙관제설비 확충
2015년까지 경북선 등 5개 노선 28개역
추가 구축

10월 25일 개통

추가 구축
총 대상 기 완료

406역
(82%)

497역 전국 주요
(100%) 철도 노선
(고속철도,
경부선,
호남선 등)

비고
‘15년 완료

‘16년이후

28역
(6%)

63역
(12%)

경북선
(영주~김천, 9역)
경전선
(서광주~원창, 13역)
진해선
(창원~진해, 3역)
여천선
(덕양~적량, 2역)
광양항선
(광양~광양항, 1역)

동해남부선
경원선
(동두천~신탄리)
경전선
(진주~광양)
대구선 등

철도교통관제설비 구축현황(CTC)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박인서 본
부장은 경북선 등 주요지선 5개 노선(경북
선, 경전선, 진해선, 여천선, 광양항선 등
28개역)에도 중앙에서 열차를 집중 제어할
수 있는 철도교통관제설비 확충사업(96억
원)에 이달부터 본격 추진해 내년까지 마쳐
열차 안전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 철도교통관제설비 : 열차의 운행상황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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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강매역 개통 위한 열차운행
시험 착수!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김상태 본부장
은 경기도 고양, 원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강매역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9월 15일부
터 10월 5일까지 정차시험 및 역사설비점
검을 실시했다.
경의선 강매(江梅)역은 화전역과 행신역
사이에 지상 2층, 연면적 2,758㎡ 규모로
신축됐으며, 10월 25일부터 평일을 기준
으로 총 154회[서울역46회, 공덕역108회]
의 열차가 정차했다. 강매역은 원래 간이역
으로 2009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과 함
께 잠시 사라졌으나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고양, 원흥 보금자리 지구 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부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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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철도에서부터 미래 첨단 과학
기술까지 한눈에!

싶은 단체나 개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철도연, 철도박물관과 함께 하는 체험 견
학 프로그램

연락처 : 철도박물관 031-461-36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031-460-5183

해외 GICC 참석자, 필리핀 철도연
수생 철도연 방문
연구원 R&D 현황 소개 및 시험동 견학

벤치마킹을 위해 태국 철도청에서 2차에
나누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방문했다. 1
차는 9월 23일에 진행되었고, 2차는 9월
30일에 진행되었다. 각각 30명 이상의 철
도청 직원들이 방문하여, 한국철도기술연
구원의 운영현황 위주로 살펴보았다.

철도연, 독일 베를린공대와 철도기
술 협력 MOU
인적교류, 공동연구협력 활성화 추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박물관과 함께
과거 철도에서부터 미래 첨단 과학기술까
지 한눈에 살펴보는 견학 프로그램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다.
철도박물관에서 증기기관차 등 지금은 운
행되지 않고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다양
한 실물 열차를 비롯해, 철도건널목, 승차
권발매기, 철도모형 파노라마 등 우리나라
철도의 발전사를 살펴본 뒤,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에서 첨단 철도와 과학기술을 만나
게 된다. 고속철도, 틸팅열차, 경량전철, 트
램 등 각종 동영상을 통해 철도의 과학기
술을 이해하고, R&D PARK 전시관에서 미
래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첨단 철도기
술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교량과 궤도,
레일, 차륜, 대차 등 열차와 철도 시설물을
시험하는 대형 철도시험장비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9월 17일 진행된 첫 프로그램
에는 수원 동원고 1~2학년 학생들이 참여
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참가자 28명 중 20명이 매우 만족이나 만
족으로 답했으며, 7명이 보통, 1명이 미흡
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견학을 계기로 철
도에 관심이 생겼다, 철도가 첨단 과학기술
의 집합체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좋았다 등의 답변을 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앞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철도와 과학기술을 만
날 수 있도록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고, 체
험 개발 등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계
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박물
관이 함께 하는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9월 19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건설업체들
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주확대 지원을 위
해 해외건설협회에서 주관하는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 2014’ 행사에 참여중인 카타르 교
통부 장관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방문
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황 소개와 함
께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앞으로 철도교통
분야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9월
22일에는 코레일에서 필리핀 철도기관 직
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철도운영 현대화
과정’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리핀 철
도연수생들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방문
했다. 이번 방문에는 필리핀 교통통신부 예
산처 재정 담당관과 필리핀 철도청 직원들
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둘러보았다.

태국 철도청, 철도연 방문
태국 철도청(SRT) 트레이닝센터 일행 방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독일 베를린공과
대학 교통연구소와 철도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지난 9월 24일 독일 베를린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철도연과 베를린공
대 교통연구소 간의 △공동연구 협력 △공
동연구에 관한 공동출판 △전문인력 및 과
학기술정보 교류 △관련학회 및 교육 프로
그램 등에 상호초청 등 철도기술 협력을 활
성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베를린공
과대학의 교통연구소는 철도교통 계획, 차
량 및 추진장치 설계 등 다양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보
유하고 있는 교통계획 및 철도운영, 소음제
어 기술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
인 교류 의사를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
원 김기환 원장은 “베를린공대에서 한국의
철도운영기술 등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냈
다“며, 앞으로 ”인적 교류를 시작으로 차량
및 추진장치, 소음분야 등 양 기관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송 국제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서
틸팅 시뮬레이터 체험
태국의 철도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트레이
닝 센터 확장 및 신규 건립을 위해, 한국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14 오송
국제 바이오 산업 엑스포 진행
9월 26일~10월 12일까지 KTX오송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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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철도이야기
응답하라 1828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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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828 철도망의 확대

과학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던 19세기
근,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
는 국제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한국철도기
술연구원이 참가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은 엑스포 내 이벤트로 ‘철도 기술 틸팅 시
뮬레이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틸팅
열차는 기존의 일반철도에서도 200km/h
까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열차이다. 이
열차의 비법은 곡선 구간에서 발휘되는데,
곡선 안쪽으로 몸을 기울여 달리면서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곡선 구간에서 좌
우 8도까지 기울며 원심력을 극복하여 빠
른 속도를 낸다.

‘전원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철도차
량 무선센서’ 올해의 10대 기계기
술 선정
자가발전 무선 센서로 고속으로 달리는
철도차량 상태 실시간 확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전원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철도차량 무선센서’가 한국기계
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4 올
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됐다.
‘전원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철도차량 무선
센서 기술’은 고속으로 달리는 철도차량의
대차, 구동장치 등 주요 장치에 센서를 부
착하여 온도, 소음 등을 측정하고, 이 데이
터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철도차량의 이상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는 기술이다. 2014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은 일반기계와 자동
차, 철도 등 10개의 분야별로 한국기계기
술단체총엽합회의 온라인 투표와 선정운영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철도연 서준호 박사 美 기계학회‘최
우수논문상’받아
세계적인 연구성과 인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준호 박사는 10월
26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Frontier of
Tribology Conference에서 미국기계학회
최우수 논문상(The Best ASME Journal of
Tribology Paper)을 수상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기계학회 학술지 ‘저널오브 트라
이볼로지(Journal of Tribology)’에 출판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서 박사의 논문 두 편, ‘3차원 모튼 이펙
트 시뮬레이션, 1: 이론적 모델, 2: 매개
변수에 관한 연구(Three-Dimensional
THD Morton Effect Simulation Part I:
Theoretical Model & Part II: Parametric
Studies)`는 고속 회전체를 지지하는 유체
베어링의 정교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고속 회전
체의 불안정성을 예측했다.
특히, 3차원 베어링 모델 개발을 통해 동역
학·유체·열 시스템의 효율적 통합 해석
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했으며, 기
존의 2차원 베어링 모델의 한계점을 밝혀
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 박사는 “유
체베어링의 정밀한 해석모델의 개발과 검
증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베어링 해석 및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며, “철도 차륜베어
링의 정확한 메카니즘 이해를 통한 철도차
량 안전에 관한 설계 및 검사기준을 확보
해 앞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차
륜베어링 국산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대한교통학회 임원 대상 차세대 교
통정보 시스템 시연회
교통학회와 차세대 교통정보 시스템 관련
협력 방안 모색

회 임원진 및 연구 참여자들이 방문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황 소개를 시작으
로, 연구시설을 견학했다. 이와 함께 차세
대고속열차 HEMU-430X와 오송의 무가선
트램을 시승하고, 차세대 교통정보 시스템
(TRIPS) 시연 및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
사를 통해 HEMU, 무가선트램 등 연구성과
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넓혔다. 특히 차
세대 교통정보 시스템(TRIPS) 시연을 통한
홍보와 기능개선 수요를 파악했으며, 교통
학회와 차세대 교통정보 시스템(TRIPS) 관
련 협력 방안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1828년은 공상과학 소설의 선구자인 쥘 베른이 태어난 해다. 남녀노소,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과학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던 분위기 속에 성장한 쥘 베른은 놀라운 천재성을 발휘하며 <해저 2만 리> <지구속 여행> <15소년 표류기> 같은 걸작들
을 지어낸다.
쥘 베른의 작품은 경이로운 과학적 상상력 못지않게 세밀한 사실성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꼼꼼한 자료조사와 정보수집이
가장 잘 표현된 소설이 바로 현재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80일간의 세계일주>이다.
쥘 베른은 반드시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수많은 자료를 훑어본 뒤에야 글을 썼는데 <80일 간의 세계 일주>를 쓰는 동안에는 철도
와 해운 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프랑스, 영국, 인도, 미국의 철도 시간표를 빠짐없이 조회했다고 한다. 그 결과
소설 속 주인공 포그가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여행한 덕분에 표준 시간대를 지날 때마다 한 시간씩 시간을 벌어 결국 하루 먼저
출발점에 다시 도착하게 된다는 기발하면서도 통쾌한 결말을 이끌어냈다.

철도로 가능해진 ‘80일간의 세계일주’

철도연, 태국 철도협력 세미나

쥘 베른이 태어난 1928년은 철도망이 급격히 늘어나며 마침내 철도산업이 현대문명의 총아로 떠오르기 시작한 해로도 기록되

태국 철도 현대화 비전과 한-태국 철도
협력 체계 구축

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해 철도 발상지인 볼티모어에서 엘리코트밀까지 철도가 놓인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여 년 간 무려 6,000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0월 31일(금) 13
시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태국 철
도 현대화 비전과 한-태국 철도 협력 체
계 구축”이란 주제로 한-태국 철도기술협
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철도학
회 추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됐
으며, 방콕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태국의
철도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철도정책 추진
에 따라 태국과 한국의 철도 상생협력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세미
나에서는 2015년 8월에 태국에서 개최될
“제2회 태국철도학술심포지움(TRAS-2)”
에서 태국의 연구기관인 고등과학기술연구
원(THAIST), Naresuan 대학의 도로 및 철
도혁신센터(NU-RRI)와 함께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이 양 국의 철도기술 교류와 상생을
위한 국제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속
적이고 정례화 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
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마일의 철도가 놓였다. 프랑스에서도 같은 해 생테티엔에서 최초의 철도가 개통됐으며, 이어서 1837년에는 파리와 근교를 잇
는 철도망이 개통됐다. 이보다 앞서 1825년 공공철도로서 최초의 노선인 스탁턴 앤드 달링턴 철도(Stockton and Darlington
Railway)를 개통한 영국은 1838년 로버트 스티븐슨이 런던과 버밍엄을 잇는 180km의 철도를 완성시킴으로써 영국내 주요 도시
를 잇는 간선철도망이 급속히 이뤄진다.
이처럼 증기기관차 등 기계력을 사용하는 장대한 길이의 공공 철도 개업은 큰 자극요인이 되어 세계 각지에 철도가 들어서게 된
배경이 되었다. 1835년에는 벨기에와 독일, 두 해 뒤에는 러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다시 두 해 뒤에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철도망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렇게 철도망이 확대되며 동력차의 성능 역시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고, 철도 차량과 궤도 시설물, 철도 운영체계 등 철도산업의
전반이 큰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에 열차는 점차 도시 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이르기까지 육상교통
의 왕자로서 지위를 높여갔다.
쥘 베른의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이 같은 급격한 철도망의 확대로 가능해진 세계 여행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먼저 실현시킨 것
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쥘 베른의 소설에 영감을 받은 덴마크의 학생들이 1828년 그의 소설을 바탕으로 세계 일주에 나서 43일
만에 성공하기도 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10월 28일 교통학

70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