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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가는 한국 철도기술

도로 위의 공포

위험물 운송 차량이
안전해진다

인명과 재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교통사고 사망률

환경까지 위협하는

의 6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구미에서는 위험물 운반차량에서 불산가스가

위험물질 운송차량

누출돼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서울외곽
순환도로에서 유조차 화재사고가 발생해 3개월 넘게 차량통행이 통제되면서 2370억 원의 사
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런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생
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독화학물,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은 단 한번의 사
고로 인명·재산피해 외에 환경피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위험물 운송차량이 미리 정해진 경로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화학물질과 가스 등을 싣고 달리는 대형 탱크로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차량 뒷꽁무니에 ‘위험물’이란 표식을 달고 있는 트럭들을
마주하게 되면 크기도 무섭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고 위험성에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꽉 움켜쥐게 되지요.

을 달리도록 하는 운송경로 지정, 운전자 피로도 관리 등을 통해 위험물 운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위험물
운송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위험물을
싣고 달리는 운송차량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거나 과속을 해도 알 방법
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내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2015년 현재 약 9만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독화학물질 운송차량이 4000대,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2000대에 이른
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험물질 운송 전 과정을 실
시간 추적·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제기돼 왔습니다.

철도연 시스템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시연하며 큰

‘사전예방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시스템’은 전국 160만개

신속대응을 동시에’

도로에 대한 DB를 구축해 위험물 차량의 안전한 경로를 선정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위험물 차량의 무단방치 및 불법운행 등을 사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예방과 함께 사고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위험물 운송차량의 운행상태를 중앙의 관리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수원보호 구간, 도심통행제한 구간,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구간 등을 우회하도록 안전하
게 운행경로를 관리합니다. 사고발생 시에도 사고 자동인식을 통해 사고위치와 동영상 등 사고
순간의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국토교통부,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으로 전송해 신속하게 사고
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이탈, 과속, 급가속과 급감속, 장시간 운전 등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해 나쁜 운전습관과 피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위험물 차량 여정관리’, 차량과 화물의 상태
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차량관리’ 기능도 있다고 하니 위험물의 더욱더 안전한 운송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철도연은 300대의 차량에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시범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차량상태정보 인터페이스 표준화, 교통통계정보 연계 표준화 등을 통해 위험물 안전운송 관리
체계 수립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세계시장으로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04

05

Korean Rail Technology
www.krri.re.kr

아이언맨이 된 열차
글 | 최원석 과학칼럼리스트

2015 JUNE
VOL.58

재미있는 레일이야기

영화나 만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슈퍼 영웅들 중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해 가장 매력적인 영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은 다른 영웅들과 달리 평범한(?) 인간이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슈트
덕분에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아이언맨은 다른 영웅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객들이 친근
하고 매력적으로 느낀다. 아이언맨 슈트가 새로운 악당이 등장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듯이 열차도 끊임없이 차체를
진화시켜 왔다.

진짜
아이언 맨 일까 ?

영화 <아이언 맨(Iron Man, 2008)>에서 최근 개봉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The Avengers:
Age of Ultron, 2015)>에 이르기까지 아이언맨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유튜브에서 아이언맨을 흉내 낸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고, 관련 캐릭터 상품과 CF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천재 과학자이자 세계 최대의 무기업체 CEO인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 주니어 분)는 흥청망청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억만장자이다.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신무기 발표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게릴라의 갑
작스런 공격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납치된다. 게릴라군 진영에서 눈치를 보며 첫 번째 아이언맨 슈트인
‘Mark1’를 만들어 입고 겨우 탈출에 성공한다. Mark1은 게릴라군의 진영에서 공급된 빈약한 재료를 사용
해 만든 슈트여서 중세 기사의 갑옷처럼 생긴 둔탁한 무쇠 덩어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슈트는 점차 세련되고 강력하게 변화되었다. 아이언맨이 더 강력한 적과 대적할 수 있었던 것
은 슈트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 덕분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슈트를 만든 재료이다.
사실 아이언맨으로 불리지만 단순히 무쇠로만 만들었다면 아이언맨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적의 공격에
쉽게 찌그러지거나 부서져 버렸을 것이다. 아이언맨 보다 두꺼운 탱크의 철갑도 로켓포의 공격으로 쉽게
뚫리는데 아이언맨이라고 버텨낼 재간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언맨은 사실 아이언(Iron) 맨이 아니
고, 엄밀하게는 스틸(Steel) 맨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이언맨의 슈트가 지니고 있어야 할
특징은 무엇일까 ?
우선 아이언맨 슈트는 고강도내열합금이지만 매우 가벼워야 한다. 아이언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름에서부터 다른 금속 원소를 압도하는 타이타늄을 사용하는 것. 티
타늄이라고도 불리는 타이타늄은 지각에 풍부하게 포함된 원소이지만, 광석으로부터 추출이 어렵고 정교
한 용해 및 제조기술이 필요해 값이 다소 비싸다는 것이 흠이다. 티타늄합금은 중량비에 대한 강도가 높고
고온성질이 좋으며 내식성이 탁월해 우주왕복선의 고압탱크와 날개 등의 재료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억만
장자가 자신을 위해 만든 슈트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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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맨을

철도차량의 변신도 마치 아이언맨 슈트의 진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

닮은 열차

다.’는 명제처럼 아이언맨과 고속열차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충분한 강
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중은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벼울수록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철도차량은 끊임없이 경량화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차량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 장치의
성능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는 가격상승과 더 많은 전력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차량이 무거울
수록 축중이 증가해 궤도와 차륜의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고, 고속화 했을 때 그만큼 안전성
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경량화는 열차의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이를 위해 한 종류의 소재로 전체 차체구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의 기계적 특성과 해

미래에는 에너지 효율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당 부재의 기능적 역할에 맞게 2종류 이상의 소재를 동시에 적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차체가 개

비중을 낮추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한

발되었다. 예를 들면 차체 지붕은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과 알루미늄 압출재, 하부구조

강도가 높고 내열성을 가진 아이언 맨 슈트 같은

는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고장력강 조합 등으로 구성되는 등 다양한 소재를 병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독립된 재료가 서로 합해져서 보다 우

열차가 등장할 것이다.

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속재에서 복합재로 차체소재 변경은 주로 대
폭적인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강재는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량이 많아 수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차량 재료로 많이 사
용하지만, 녹이 잘 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도장을 하거나 스테인리스가 사용되기도 하지
만 철이나 스테인리스는 비중이 높아 초고속열차의 재료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에 비해 알루

아이언 맨

아이언 맨 슈트뿐만 아니라, 금속 재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이미 신석기시대

슈트의 진화

부터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순수한 구리인 천연동으로 몇 가지 물건을 만들었는데, 생
산량이 많지 않고 순수한 구리는 너무 물러서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 간석기를
사용한 동기시대는 신석기시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어쨌건 인류는 합금을 하거나 열을 가
하여 두드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금속의 강도를 높여 왔다. 금속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기계나 구조물 등이 만들어졌다.
초기의 철도 차량은 오늘날과 전혀 다른 소재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열차가 원래 마차를 토대
로 하여 만들어졌고, 증기기관의 성능도 뛰어나지 못해 대형 차량을 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크기가 커지면서 구조적으로 집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되어, 철도 차량은 벽과 기둥이
만들어지고 창문이 설치되면서 집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열차의 차체는 가벼운 목재
에서 제철산업이 발달하면서 강제로 변화되었다. 차체 소재가 목재에서 금속재로 변경된 이유
는 충돌, 탈선 및 전복,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목재 차체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생산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금속재료 차체들의 소재원가 및 제조비용이
낮아졌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철강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부위에 녹이 슬지 않

미늄은 높은 강도와 경량화가 가능해 많이 사용된다. 알루미늄의 비중은 2.7로 철(7.8)이나 동
(8.9)과 비교하면 약 3 분의 1 수준으로 매우 가벼운 금속이다. 알루미늄은 인장강도가 크지
않지만 마그네슘이나 망가니즈 등과 합금을 통해 비강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 기계나 건
축물 등의 구조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열차의 경량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
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차체는 알루미늄 고장도 압출재를 사용하고, 내장판은 알루미늄 허니콤
(Honeycomb) 내장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KTX 앞부분에 알루미늄 허니콤 구조재가 붙어 있어
충돌 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등 같은 소재라도 구조에 따라 강도는 달라진다.
열차 차체가 경량화 되면, 지탱하고 견인하는 대차의 경량화와 추진 장치의 소형화가 될 수 있
다. 경량화 소재를 사용하고, 강도를 높이는 구조와 함께 정밀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기
술이 요구된다. 또한 대체소재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면서도 내부식성, 불연성, 친환경성, 충
돌안전성 등 다양한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티타늄 합금처럼 아무리 우수한 특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재료 자체가 너무 고가일 경우 사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있어야 한다.
미래에는 에너지 효율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중을 낮추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한 강도가 높고
내열성을 가진 아이언 맨 슈트 같은 열차가 등장할 것이다.

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변화가 생겼다. 단순한 상자모양에서
차량은 프레임 위에 상자 모양의 차체를 얹어서 만드는 형태로 진화했고, 위치에 따라 작용하
는 힘의 크기를 계산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강재나 SUS(스테인리스 스틸), 알
루미늄 합금 등 다양한 금속재료를 활용하는 등 소재의 종류도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금속소
재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나 섬유강화복합(FRP, Fiber Reinforced Polymer) 소재
와 같은 비금속 재료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FRP는 우수한 내식성과 성형성을 가진 에폭시나
폴리에스터와 같은 수지를 유리나 탄소섬유와 같이 뛰어난 인장과 압축강도를 가진 강화재로
강도를 보강해 두 가지 재료의 강점만 가지도록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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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뜨는 철도…
인류 미래 공헌자로 미래 준비해야”

박춘수 고속철도연구본부장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른 시속 421.4km를 돌파하며 세간을 놀라게 했던 한국산 고속열차 ‘해무’가 실용화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10만km를 예정했던 안정화 시험운행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해당 부처와 철도기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실용화 태스크포스팀은 2019년 상용화를 향해 관련기술
개발과 기간망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의 새 지평을 연 해무의 개발주역 박춘수
고속철도연구본부장을 만났다.

존중과 이해의

고속철도연구본부는 이름 그대로 고속철도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1실 4팀 77명의

시너지

연구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철도기술연구원 내 가장 큰 부서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제외한

‘고속철도 연구본부’

도시 간 철도 대부분이 연구개발 대상이다.
산하의 ▲‘철도고속철도연구실’은 차체, 대차, 궤도 등 도시 간 철도의 기초기술 분야를 연구하
며 ▲‘고속열차연구팀’은 해무의 개발 등 고속열차와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첨단인
프라팀’은 철도 인프라 중 궤도, 노반, 교량, 터널 등 주로 토목·궤도 분야를 맡는다. 또한 ▲
열차의 동력인 추진시스템과 트램·고속열차의 무선 전기공급 기술을 개발하는 ‘추진무선급전
연구팀’과 ▲최근 시속 550km급 자기부상시스템 시연에 성공한 ‘자기부상열차팀’이 함께 미래
철도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박 본부장은 이들 한국 철도기술의 핵심인재들을 ‘존중과 이해’로 이끌며 미래 교통수단으로 다
시 각광받고 있는 철도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고속철도연구본부는 현대의 첨단기술이 총망라되는 특성상 기계, 전기, 전자, 토목 등 다
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이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또 공동으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
합니다. 과정의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북돋아
드리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1996년 철도기술연구원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박 본부장은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 역사의 산증
인이며, 이 기술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고속열차 KTX-산천을 탄생시켰다.

10

11

Korean Rail Technology
www.krri.re.kr

2015 JUNE
VOL.58

Rail & People

“철도인 노력이
인류를 더
편리하게…
자부심 가져야”

박 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
리나라가 해무를 개발함으로써 해외진출의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이미 고속철도를 운영 중인
유럽과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토가 광활한 인도, 미주대륙,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수출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고
속철도연구본부가 2019년 상용화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관련기술 개발에 매진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자동차와 항공기에 밀렸던 철도는 특유의 수송력과 경제성에 속도와 안전성능을 더하며
미래의 핵심교통수단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선제적인 대응’을 모든 일의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기술이 짧은 시간에 세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던 배
경에는 철도분야 종사자들의 아낌없는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
고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우리 철도기술인들의 노력이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흔적을 남
긴다는 자부심과 확신으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기술의

“철도기술연구원에 입사한 1996년은 KTX를 참고해 본격적으로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이 시작

상서로운 미래

되던 때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자동차는 잘 알았지만, 기차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기

‘해무’

때문에 가슴 뛰는 연구를 할 수 있었지요. 11년간 KTX-산천을 개발하며 궤도, 전차선, 신호

“우리 철도기술인들의 노력이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흔적을 남긴다는

등 열차운행 전반의 시스템 개발 경험을 쌓았고, 해무 역시 개발 초기부터 연구에 참여하게 됐

자부심과 확신으로 노력을 멈추지

습니다.”

말아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2007년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 연구개발에 들어간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의 시스템
연구 책임자로 많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고충과 보람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철도영
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밤에만 시운전시험을 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매주 한두 번은 꼬박 함께
밤을 지새웠지요. 그렇게 시험운전을 하고 나면 또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점점
최고속도에 근접해 갔습니다.”
해무는 동력분산식 차량의 영어 약자(HEMU-430X, 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430km/h eXperiment)이다. 또한 상서로운 바다의 안개(海霧)처럼 미래를 기다린다는 의미와
빠르게 달린다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
해무가 기존 고속열차인 KTX나 KTX-산천과 다른 점은 동력 분산식 차량이라는 것이다. KTX
와 KTX-산천은 열차의 앞과 뒤 기관차에 추진시스템이 집중된 동력집중식 차량이다. 반면 해
무는 각 차량에 추진시스템이 분산 배치된 ‘동력분산식’으로 설계됐다. 차량마다 동력시스템이
있어 탄력적인 열차편성이 가능하고 가속과 감속 성능도 우수하다.
또한 해무는 유도전동기와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제어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을
연구하였고, 국내 최초로 수냉각 냉각장치를 적용해 성능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용량 추진
제어장치가 경량화·소형화 되고 최적의 공기역학적 분석을 통해 공기저항을 10%나 감소시키
는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투입됐기에 고속철도연구본부 각 분야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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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물류수송에 E&S
시스템 구축 및 도입
방안

1. E&S 시스템1)이란?

3. 일
 본의 도입 사례

•E&S 시스템은 ‘정거장 입환생략모델’이라고 하며 여객역의 승하차

3.1 ‘E&S 시스템’ 도입 과정

방식처럼 화물 착발선에 인접하게 컨테이너 하역홈을 설치하여

01

•일본은 철도화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1984년 기존 야드

열차의 착발장소와 하역장소를 일체화하는 방식

방식으로 운영되던 3,800개 역을 거점화 하여 330개 역으로 축소,

•철도를 통한 물류수송은 중간역에서의 입환작업에 걸리는 시간과

거점 간 직행수송으로 변경해왔음.

대기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

•이에 따라, 역에서의 화물취급 방식도 E&S 시스템으로 전환

- 이러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내리는 것처럼

하기로 하고 1986년 11월에 개업한 기후(岐阜)화물터미널역에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화물열차의 하역이 이루어지고 작업이

최초 도입

종료된 후 곧바로 출발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일본의 컨테이너 취급역 102개역 중 시종착역을 제외한 27개의

것임.

화물역에 E&S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40개

•E&S 시스템 구축은 고속도로와 화물역을 직접 연결하는 등의

역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주변도로 인프라 정비를 통하여 화물역을 물류기능상 중요한
결절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그림 2] E&S 시스템 화물처리 개요도

철도 물류수송에 E&S 시스템 구축 및 도입 방안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컨테이너 물류시설 도입효과 분석지표 개발

출발화주

2시간 30분 1시간
집화

적재

입환

50분 2시간 20분

철도수송
출
발

E&S 도입 전

도
착

입환

하역

도착화주
배달

2. 상위계획에서의 E&S 시스템

고속화물열차(CTX) 도입에 따른 변화 전망
E&S 도입 후
(고정편성 열차로 입환생략)

2시간30분
단축

1시간
집화

출
발

적재

도
착

철도수송

2시간10분
단축

1시간
하역

배달

컨테이너 화물 수송시간 4시간 40분 단축

[그림 1] 일본의 E&S 시스템 도입 전후 시간 단축 효과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E&S 시스템 도입
추진 명시

•화물취급방식 비교

2.1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2011-2020) [철도시설 관련계획]

- 기존 방식에 비해 중간역에서 구내 입환작업의 대폭적 감소로

•철도수송의 문전 수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복합일관수송체계

전체 물류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감소와 철도 수송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기존

입환방식) 열차가 화물역에서 화물취급을 위해 ① 인상선으로 진입하고
② 본선기관차를 해방한 후 ③ 적하선까지 이동하기 위한 입환기관차 체결하고
④ 미리 대기하고 있던 화차(영차 또는 공차)를 연결하거나 또는 견인해온 화차를
해방하고 ⑤ 열차조성이 완료된 후 대기선까지 수송한 뒤 ⑥ 다시 본선기관차
연결하고 목적지로 출발하는 방식임.
*(E&S 시스템 방식) ① 열차가 본선에서 부본선 및 적하선으로 바로 진입하고
② 적하선에 정차 후 상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③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본선
으로 진입하여 목적지로 수송하는 방식임.

구축 필요
- 철도 작업선에서의 전철화, E&S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송효율
증대
•철도 운영효율화 및 수송력 증강 추진
- E&S 시스템, DMT 등 신기술 개발 추진

[그림 3] E&S 시스템 적용역

- 장대열차, 이단적재열차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추진

* 자료: JR화물리서치센터, 「日本の物流とロジスチィクス」, 2004.

- 양방향신호 시스템 등 운영효율화 기술도입 추진
2.2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2011-2015) [녹색 철도물류 활성화
기반 마련]
•환적시간 및 비용 단축을 위해 새로운 환적 시스템 개발·상용화
- (E&S 시스템) 본선에서 작업선으로 열차가 직도착. 입환없이

이태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처 차장
(dlekqls@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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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후 출발
1) E&S 시스템: Effective and Speedy Container Handling System: 일본에서
도입한 정거장 입환생략 모델.

- (DMT) 크레인없이 화물을 직접 환적할 수 있는 DMT 시스템
개발 필요

3.2 ‘E&S 시스템’ 도입 특성
•E&S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평균 1개 역당 20억 엔의 시설개량비가
소요되었으며, 이 비용은 도시계획에 따른 역 개발 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하였음.
•CY 착발선의 유효장 기준을 장대열차 운영을 고려하여 600m로
설정하고 상하역 시간단축을 위해 1개 CY에서 2대의 포크리프트와
탑리프트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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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철도 물류수송에 E&S 시스템 구축 및 도입 방안

Themes
- 규모가 작은(5량 이내 상하차) 역에서는 1대의 장비 운용.
- 평균 컨테이너 상하차시간은 개당 1분 이내임.

컨테이너홈(1개소)
착발하역선
(2개선로)

컨테이너
아키타
임시차급
화물
화물

-

•쌀, 건축자재, 플라스틱병,
컨테이너홈(3개소)
금속을 취급함
착발하역선
•역구내 DE10형 디젤기관차
(1개선로)
상주

히메지
컨테이너
화물

-

컨테이너홈(2개소)
착발하역선
(3개선로)

히로시마
화물터 컨테이너
미널

-

컨테이너홈(3개소) •자동차부품 비율이 높음
착발하역선
•히로오프레일 스테이션의
(4개선로)
컨테이너수송의 중계역

미나미나
컨테이너
가오카

-

컨테이너
히가시무
임시차급
로란
화물

발송
98,337
도착
49,595

컨테이너홈(1개소)
•종이, 설탕, 농산물을 취급함
착발하역선
•DE10형 디젤기관차 상주
(1개선로)

-

•요산선(予讃線) 본선에서
도출된 종착역과 같은 구조를
컨테이너홈(1개소)
가지고 있음.
착발하역선
•코우치(高知) 오프레일스테
(2개선로)
이션과 도쿠시마(徳島) 오프
레일스테이션의 중간역

•노면특성 상 전차선 경우 노면은 선로높이보다 약 50cm 낮게 하여
리프트가 전차선과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였으며 40피트
이상의 컨테이너에 대한 상하차작업은 향후 전용장비 개발로서
보완할 예정임.
<표 1> E&S 시스템 역 상세 현황
역명

취급
취급품목
물동량(톤)

가와
사키

석유제품 발송
컨테이너 131.7만
갑종차량 도착
기타
33.1만

신난요 컨테이너

기후화물
컨테이너
터미널역

-

-

E&S 적용 배선

비고

-

•2 6량 편성에 1량 당 12ft
컨테이너 5개를 적재 하여
평균110km/h 속도로 운행함.
•상하역시간 30분이내(최대
16분이내)

컨테이너홈(1개소) •착발선이 두단구조(頭端構
착발하역선
造)로 되어 출발시 기관차
(1개선로)*
방향전환이 필요한 불완전
한 형태임
하역선(1개선)*
•하행 1일 11편성, 상행 1일
컨테이너홈(1개소)
10편성 정차
착발선(2개선로) •나 고야화물터미널역으로
1일 1왕복편성 운행

발송(컨)
컨테이너
6,647 컨테이너홈(1개소) •취급품목은 유제품, 설탕,
신후지 임시차급
어패류, 종이가 있음
도착(컨) 하역선(1개선로)
화물
87,841
발송
117,839 컨테이너홈(1개소)
야쓰시로 컨테이너
도착
하역선(2개선로)
38,628
발송
고오리
야마 컨테이너 233,783
화물 차급화물 도착
터미널
220,750

컨테이너홈
(1개소, 섬식)
착발하역선
(1개선로)*

-

•발송품목: 주류, 의약품, 쌀,
자동차부품 등
•도착품목: 유리제품, 화학
공업품, 청량음료수, 공업
약품

발송
•대부분 선로가 전력화되지
니이가타
449,010 컨테이너홈(2개소)
화물 컨테이너
않아 DE10형 디젤기관차
도착
하역선(2개선로)*
터미널
상주
236,327
도야마
컨테이너
화물

-

컨테이너홈(2개소)
착발선(2개선로)

•우오즈(魚津)와 오우메(靑海)
오프레일스테이션의 컨테
이너 중계역 역할

타카마쓰
화물터 컨테이너
미널

하치노헤
컨테이너
화물

아지카와 컨테이너
구치 차급화물

쓰치우라 컨테이너
기타큐슈
컨테이너
화물터
차급화물
미널
구마모토 컨테이너

우매코지 컨테이너

컨테이너
니시오카
임시차급
야마
화물

-

-

발도착
도마코
컨테이너
마이
2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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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홈(1개소)
착발하역선
(2개선로)

-

•산음(山陰)방면과 분기지점일
뿐만 아니라 수도(水島) 임해
컨테이너홈(2개소)
철도 항동선 동수도역(臨海
착발하역선
鉄道港東線東水島駅)과
(1개선로)
산요본선의 동복산역(東福
山駅)과의 중계역 역활
•종이, 식료공업품, 자동차
컨테이너홈(3개소)
부품을 취급함
착발하역선
•역구내 DD51형 디젤기관차
(1개선로)
상주

3.3 E&S 시스템 도입 화물역 사례

-

시즈오카
컨테이너
화물

-

•E&S 시스템은 일본이 최초로 시도한 방식으로 철도의 수송효율을

•가와사키 항의 대표적인 임해공업지대에 입지해 있는 가와사키

높이는데 기여하였는데, 물류수송시간 절감뿐만 아니라 인력

화물역은 가와사키 항을 중심으로 화차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효율화, 유지보수 저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그 범위를

화물 전용역으로 활용되고 있음.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역으로, 업무는 JR화물의 위탁을 받은 카나가와 임해철도에서
운영하고 있음.

컨테이너홈(1개소) •히가시산죠(東三条) 오프
레일스테이션과 카시와자
착발하역선
키(柏崎) 오프레일스테이션
(2개선로)
의 중계역

카나가와 임해철도 3선(미즈에선(水江線) 2.6km, 치도리선
(千鳥線) 4.2km, 우키시마선(浮島線) 3.9km)의 중계역임.

•시설개량 조건

- 화물열차 편성 당 26량으로 량당 12피트 컨테이너를 5개를 적재

- 장대열차 취급 가능하도록 600m 이상 유효장 확보

하며, 평균 110km/h 속도로 운행함.
- 기존 방식으로 26량 편성화차의 상하역에는 2~3시간 소요되었

- 기존 단식하치장은, 본선 지장시분 경감을 위한 입체교차진입로
등 접근시설 개량

으나 E&S 시스템 도입 후 3대의 지게차를 활용하여 최대 30분

- 신설 E&S 역은 섬식 하치장 형태로 구축 추진

이내(최소 16분)에 상하역 처리중.

- 기존 철도용지를 최대 활용한 배선검토로 용지매입 최소화

•가와사키 역의 일부 시설물은 JR 화물의 소유이지만 카나가와
임해철도가 JR화물로부터 컨테이너 취급 및 접수, 구내 입환업무
등업무를 위탁을 받아 운영중.

컨테이너홈(1개소) •차급화물품목은 화학약품,
차량(사유화차), 레일을
착발하역선
취급함
(2개선로)

3.3.2 니이가타 화물터미널역(新潟貨物駅)

-

-

컨테이너홈(1개소)
착발하역선
(1개선로)

-

컨테이너홈(1개소)
착발하역선
(4개선로)

-

컨테이너홈(3개소)
착발하역선
(1개선로)

-

시작되는데 이후 각 지선으로의 화물열차의 수송을 위한 화물의

•시설기준 개량 검토 예
- 부산진, 부산신항, 광양항, 의왕ICD(2단지)는 최소 유효장 조건
충족
- 경부선 장대화 및 의왕ICD 시설확충(1단지 1개선 신설 등)과
연계 추진 필요

조차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4.2 진입통로 등의 설치
•니이가타화물터미널 역은 니이가타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컨테
이너화물은 JR규격12ft·20ft·30ft컨테이너와 ISO규격 20ft
(20톤·24톤）해상컨테이너를 취급중.
•남쪽과 북쪽에 컨테이너 2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북쪽홈의 북측에

-

4.1 전제조건

•E&S 시스템

- 이들의 업무는 JR화물열차가 도착선에 도착한 후부터 업무가

다카오카화물역 동일

4. E
 &S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입 방안 검토

- 또한, 가와사키역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오이모리철도선과 하치
노헤 임해철도의 접속역
컨테이너홈(3개소)
•발송품목은 식료공업품, 쌀,
착발하역선
야채이며, 도착품목은 쌀,
(4개선로)
주류, 청량음료수, 공업
약품임

-

효과를 거두고 있음.

•가와사키역은 JR화물과 카나가와 임해철도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

접해있는 하역선(9번선·하생열차전용)과 남쪽홈의 남측에

•고밀도 수송선구에서는 화물열차의 도착 및 출발에서 본선에
지장시분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입체교차 진입로가 필요함.
- 진입로에 대해 단지 철도 측 입장에서의 구내통로로서 정비되는
경우가 많으나 도로와 철도와의 복합모달의 결절점으로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고속도로와 화물역을 직접 연결하는 등 주변
도로망의 정비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

접해 있는 하역선(9번선)은 E&S 시스템을 도입한 착발하역선임.

가나자와
화물터 컨테이너
미널

-

컨테이너홈(3개소)
착발하역선
(4개선로)

-

고베화물
컨테이너
터미널

-

컨테이너홈(1개소)
착발하역선
(3개선로)

-

-

컨테이너홈
(1개소, 섬식(島式),
•오오무타역 오프레일스테
단식(単式))
이션의 중계역
착발하역선
(3개선로)

토스카
화물 컨테이너
터미널

3.3.1 가와사키 역

01

•역구내의 측선 대부분은 전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환

4.3 열차 운영체계

작업용 및 단거리화물열차 견인용의 DE10형 디젤기관차가 1량씩

•E&S 시스템에 접합한 물류기지 열차운영 계획 사전 수립

상주하고 있음.

•E&S 시스템으로 운영되면 중간역에서 열차해방 및 연결 없이

•니이가타화물터미널역은 일본서부의 최대 거점역이고 취급량도
많기 때문에 리프트나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JR화물이 직접
운영하고 있음.

시종착역 간 직행이 가능하여 시발로부터 도착까지 고정편성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상부에 전차선이 가선된 상태에서 작업이 불가하므로 중간역
발차취급 동력차 및 항만철송장 취급용 동력차는 디젤로 운영

3.4 시사점
•일본은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시설개량 및 화물역
거점화 등 화물취급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철도로의 수단전환

되어야 함.
- 슬라이드 가선방식 확대 또는 하이브리드 기관차, 가선 하 작업
가능한 탑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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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하역 작업 시 가선으로 인한 간섭 해소

4.5 대상역 검토기준

•전철구간은 가선 하에서 하역작업을 시행하게 되어 상적식(上吊

•검토대상 역 선정 기준

5. 적
 용 대상역 분석 및 개량방안

- 현재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으며, CY가 조성되어 있는 역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컨테이너 취급 발송 및 도착 물동량이 많은 역

5.1 추진방향

- 현재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전략적 차원에서 물류

•시설현황과 물동량 이동경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설개량

문제가 없으나, 40ft급 해상컨테이너의 취급에서는 리치스태커를
사용으로 작업에 지장이 발생.
- 따라서, 별도 무가선 홈을 설치하여 디젤기관차를 활용하거나
전기기관차 활용시 항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46톤급 지게차를
활용, 취급이 가능하므로 향후 장비 확충 및 개선이 요구됨.

검토가 가능함.
-단
 , 소정리의 경우 하치장 및 작업선이 협소하여 거점화에 의한

式, Top Lifter) 형태의 하역장비 사용 시 가선과의 간섭 문제가
- 20ft급 컨테이너는 지게차를 상하역장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

01

기능 강화가 필요한 역

대량 물량 취급을 위해서는 시설 확장에 대해 검토가 요구됨.
•기존 소정리역의 배선상 현 1번선과 CY 1번선을 연결하여 최대
한 철도 용지를 사용하고 기존 배선을 활용하는 안으로 검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E&S모델 적용이 가능한 개량 공사를

방안을 설계함.

•중계화물은 중간역에서 컨테이너 환적이 필요한데 E&S 시스템은

- 특히, 시설개량비 최소화를 전제로 대상역 배선 등과 같은 역

시행하는 것으로 함.

하역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계화물이 많은 역

인프라시설을 가능한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함.

<표 3> 소정리역 시설개량

에서 특히 효과적임.

•E&S 시스템은 섬식 형태의 하치장 시설개량비가 높으나 원칙적

- 시종착역과 같이 E&S 시스템 구축 후에도 입환작업이 계속 필요
하거나 발도착 열차를 많이 갖는 화물역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은 경향이 있음.

으로 더 효율적임.

하치장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 판단.
•열차운행 효율을 위해 배선을 상하행 본선 분기로 제시하였지만

•컨테이너 발송, 도착물동량 분석 결과(2010년) 및 선정기준에
종합적으로 부합하는 역으로서 분기역할 또는 중계역할을 담당

기존 배선

개량 배선

본선

4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6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화물착발선 2선)

측선

9선 (측선 4선,
작업선 2선, 군전용선 3선)

6선 (측선 2선,
화물유치선 1선, 군전용선 3선)

분기기

F8: 16틀, F10: 5틀, F12: 6틀

F8: 9틀, F10: 10틀, F12: 9틀

E&S 모델
적용
유효장

현 1번선/395m (290m)
현 CY1번선/245m (106m)
현 CY2번선/290m (226m)

2번선 개량/950m (870m)
3번선유치 및 하부본선/
791m (640m)

- 소정리역은 화물열차 운행횟수가 많고 운행시격이 짧기 때문에
섬식 형태의 하치장으로, 다른 7개역은 운행시격을 감안 단식

4.6 대상역 선정

구분

일부 역(동산, 군산)은 선로 특성상 제약사항으로 인해 한 방향에
대한 본선 분기안으로 제시함.

하는 화물역 위주로 E&S 시스템 도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8개역 선정

도면

5.2 8개 대상역별 세부분석 및 개선 검토

- 시설개량비용의 최소화 가능여부 또는 E&S 시스템 도입시 개선
효과가 높은 역으로 우선 판단

5.2.1 약목역(경부선)
•약목역은 국도4호선과 33호선, 지방도 905호선과 인접되어 있어
접근교통체계가 양호하며, 약목CY의 하치장 및 유효장이 협소한

5.2.3 충주역(충북선)

문제점이 있음.

<표 4> 충주역 시설개량

•현 철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에서 E&S모델 적용이 가능
•(경부선) 약목역, 소정리역

하도록 정거장 물류기지 배선을 최적화하고 시설개량에 다른

•(전라선) 군산역, 동산역, 동익산역

소요비용을 최소화 하였으며 역 운영 효율이 향상되도록 계획함.

•(장항선) 삽교역
•(충북선) 청주역, 충주역

[그림 5] E&S 시스템 선정역

4.7 단계별 도입방안
•3단계로 E&S 시스템 구축 및 도입

<표 2> 약목역 시설개량
구분

기존 배선

개량 배선

본선

4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4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측선

6선(측선 3선,
약목기지인상선 1선, 인상선 2선)

5선(측선 2선,
약목기지인상선 1선, 인상선 2선)

분기기

F8: 17틀, F10: 3틀, F12: 5틀

F8: 14틀, F10: 3틀, F12: 7틀

E&S 모델
적용
유효장

현 1번선/198m (111m)
현 2번선/389m (329m)
현 3번선/522m (401m)

현 2번선 개량/667m (603m)
현 3번선 개량/760m (675m)

구분

기존 배선

개량 배선

본선

4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4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측선

8선
(유치선 5선, CY 1선, 기타 2선)

6선
(유치선 5선, CY선 1선)

분기기

F8: 17틀, F12: 1틀

F8: 10틀, F12: 5틀

E&S 모델
적용
유효장

현 CY선/250m(200m)
1번 유치선/210m(122m)
2번 유치선/331m(207m)
3번 유치선/482m(243m)
4번 유치선/568m(393m)
9번 유치선/600m(499m)

2번 유치선/688m(600m)
3번 유치선/762m(600m)
4번 유치선/688m(600m)
9번 유치선/688m(600m)
* 상하본선 및 상하부본선 개량

도면

- 1단계: 시범사업- 컨테이너 취급량 및 중계화물이 많거나 주요
[그림 4] 46톤급 지게차

•이 외에도 하역 시에 기전을 정지시킨 후에 하역작업범위 밖으로
가선을 이동하게 하는 ‘슬라이드 가선방식’ 도 활용 가능함.

분기기능을 가진 중간화물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도면

- 2단계: 주요 화물노선의 E&S 운영방식 정착 - 대규모 시설

•충주역은 19번 국도 및 시내진입도로 인근에 설치되어 충주역

개량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화물역을 대상으로 시행.

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양호하여 시설확충 여건 및 접근체계가

- 3단계: E&S 적용 확대 - 장래 신설 계획 노선에 E&S 시스템
적용.

5.2.2 소정리역(경부선)
•소정리역은 국도1번 및 지방도629호 등 접근교통망이 양호하며
천안, 아산권에서 부산권으로의 물동량이 존재하여 CY 거점화

20

뛰어남.
- 물동량 이동 경로는 부산진, 동대구, 태금, 제천조차장으로서
충북선 중간에 거점화가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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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량은 기존 충주역의 배선상 현 CY선, 모타카선, 장비유
치선을 철거하고 현 2번선부터 9번선까지 조치원방향의 배선
변경을 시행하여 최대한 철도 용지를 사용하고 기존 배선을 활용
안으로 검토함.

5.2.7 삽교역(장항선)

배선안으로 검토함.
-이
 는 일반적인 중간취급역의 문제로 양방향 착발 가능한 신호체
계 변경과 신설되는 정거장 배선을 활용 가능함.

구분

기존 배선

개량 배선

본선

6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군산 상·하본선 2선)

6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군산 상·하본선 2선)

측선

7선
(측선 6선, 인상선 1선)

5선
(측선 4선, 인상선 1선)

분기기

F8: 11틀, F10: 10틀,
F12: 3틀, F15: 7틀

F8: 11틀, F10: 10틀,
F12: 3틀, F15: 7틀

5.2.4 청주역(충북선)
•청주역은 596, 507번 국도에 인접에 설치되어 진입도로 조건이
매우 양호하여 시설확충 여건 및 접근체계가 뛰어남.
- 물동량 이동 경로는 청주역서 부산진, 신선대, 오봉역으로서
충북선 물류기지 거점화가 유리함.
•시설개량은 기존 야드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1안과 옥산 건널목을
입체화여 새로운 부지 마련으로 기존 배선을 최대 활용하는 2안
으로 검토함.

E&S 모델 현 컨테이어 적하선/687m(405m)
적용
현 11번 유치선/494m(405m)
유효장
현 10번 유치선/584m(499m)

현 10번선 개량 664m/(600m)
현 9번선 활용747m/(663m)

- 이는 일반적인 중간취급역의 문제로 양방향 착발 가능한 신호체계
변경과 새로운 분기기 설치로 해결이 가능함.

•삽교역은 45번 국도와 인근에 설치되어 삽교역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양호하여 시설확충 여건 및 접근체계가 뛰어남.
장항선 중간에 거점화가 유리함.

구분

기존 배선

개량 배선(1안)

본선

4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4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측선

13선 (유치선 7선, CY 2선,
기타 3선, 인상선 1선)

10선
(유치선 5선, 기타 3선)

•동산역은 26번 국도에 진입하는 도로가 매우 양호하여 시설확충

분기기

F8: 18틀, F10: 1틀,
F12: 18틀(특수분기포함)

F8: 9틀, F10: 1틀,
F12: 19틀(특수분기포함)

철거하고 8번 컨테이너 적하선과 10번 컨테이너 유치선을 열결
하여 최대한 철도 용지를 사용하고 기존 배선을 활용 안으로
검토함.

- 물동량 이동 경로는 부산진, 광양항, 신선대항으로서 전라선

E&S 모델
적용
유효장

현 Cy로지스/255m(210m)
1번 유치선/176m(108m)
2번 유치선/556m(276m)
현 CY 국보/321m(257m)

3번 유치선개량/890m(761m)
4번 유치선개량/694m(630m)

•시설개량은 기존 동산역의 인상선을 연장하여 익산 방면의 진출

중간에 거점화가 유리함.

<1안>

6. 기
 대 효과

<표 8> 삽교역 시설개량
구분

기존 배선

개량 배선

본선

4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6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화물착발선 2선)

측선

6선
(측선 5선, 안전측선 1선)

3선
(측선 2선, 안전측선1선)

분기기

F8: 15틀, F10: 1틀, F15: 7틀

F8: 13틀, F10: 1틀,
F12: 1틀, F15: 7틀

E&S 모델
적용
유효장

현 7번선/701m (409m)
현 8번선/410m (350m)
현 9번선/410m (319m)
현 10번선/460m(309.70m)

•시설개량은 신설되는 동익산역의 현 11, 12번선을 철거하여
철도 용지를 사용하고 군산선 개통시까지는 군산선 상하본선을
유치선으로 활용하고 개통후에는 기존 화물 유치선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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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송시간 절감
- 열차의 입환 작업 생략으로 인한 역 구내 정차시간 단축
-열
 차 조성을 위해 대기하는 대기시간 단축
-하
 역선에 인접한 CY 구축 및 충분한 수량의 장비 확보 시 편성

7번선 개량/1,063m (946m)
8번선 개량/873m (809m)

당 일괄 상하역 작업이 가능하여 상하역 시간 단축 가능.
② 지선수송 감소
- 중소규모의 역에는 간선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E&S 시스템 적용 시 간선열차가 이러한 중소규모의 역에도 단시간

도면

정차하여 작업이 가능해 별도의 지선수송을 감소할 수 있음.

으로 판단됨.

- 중간역에서 하역을 위해 화차를 연결·해방하는 작업이 불필요

본선

기존 배선

해지므로 거점 간 직행화에 따른 안정적 수송이 가능해짐.
- E&S 시스템으로 시설 개량된 역에서는 수송 장애 발생 시 급송품의

개량 배선

7선 (상·하본선 2선,
7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화물착발선 3선) 상·하부본선 2선, 화물착발선 3선)

측선

7선
(측선 6선, 인상선 1선)

7선
(측선 6선, 인상선 1선)

분기기

F8: 12틀, F10: 4틀,
F12: 7틀, F15: 4틀

F8: 12틀, F10: 4틀,
F12: 10틀, F15: 4틀

E&S 모델
적용
유효장

않으나 신설되는 정거장 부지 여건이 매우 양호함으로 전라선
중간에 거점화가 유리함.

6.1 수송측면에서의 효과

③ 안정적 수송 가능

5.2.5 동익산역(전라선)
국도와 진입하는 도로로 연결되어 도로진입 요건은 양호하지

철도 용지와 배선을 최대 활용하는 안으로 검토하였음.
- 이는 일반적인 중간취급역의 문제로 양방향 착발 가능한 신호체계

입은 용이하나 여수쪽의 진출입은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구분

•전라선 BTL 사업구간으로 신설되는 동익산역은 인근 27번

•시설개량은 사유지 매입 교량신설 등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기존

변경과 8번선에 분기기 신설 설치로 해결이 가능함.

5.2.8 군산역(장항선)

<2안>

- 물동량 이동 경로는 광양항, 부산항으로서 장항선 거점화역으로

변경과 분기기 신설 설치로 해결이 가능함.

<표 7> 동산역 시설개량
도면

및 접근체계가 뛰어남.

- 이는 일반적인 중간취급역의 문제로 양방향 착발 가능한 신호체계

5.2.6 동산역(전라선)
여건 및 접근체계가 뛰어남.

주변에 27, 29번 국도가 21번 국도와 연결되어 시설확충 여건

적정함.

•시설개량은 기존 삽교역정거장의 배선상 현 11번선 CY 적하선을

도면

<표 5> 청주역 시설개량

•21번 국도가 인접해있으며, 진입도로가 매우 양호할 뿐 아니라

- 물동량 이동 경로는 장항선 대산항에서 광양항, 부산항으로서

<표 6> 동익산역 시설개량

01

화물적하선 727m/(564m)

화물적하선 727m/(600m)
인상선 연장하여 본선 연결
본선 건널선 설치

<표 9> 군산역 시설개량

긴급 하역 또는 대체수송 등이 가능함.

구분

기존 배선

개량 배선

본선

4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4선 (상·하본선 2선,
상·하부본선 2선)

측선

9선 (측선 6선,
인상선 2선, 안전측선 1선)

9선 (측선 6선,
인상선 2선, 안전측선 1선)

분기기

F8: 8틀, F10: 5틀,
F12: 4틀, F15: 7틀

F8: 10틀, F10: 5틀,
F12: 6틀, F15: 7틀

현 10번선 488m/(465m)
현 9번선 560m(338)

현 10번선 개량 2K216m/(956m)
현 9번선 개량1K083(1k019)

E&S 모델
적용
유효장

※ 컨테이너 수송의 장점
- 이용자는 화물의 무게와 부피에 따라 다양한 컨테이너 형식 선택 가능
- 해운, 철도, 공로 등 복수의 수송수단을 이용한 일관수송 가능
140.0%
117.0%

120.0%
100.0%

E&S 도입 전

90.0%

80.0%
60.0%

68.0%
58.0%
47.0%

54.0%

40.0%
18.0%

20.0%

도면
도면

0.0%
입환시간

열차정차시간 마감~발차시간

물동량

종사원

면적

궤도연장

[그림 6] 일본의 E&S 시스템 도입전후의 효율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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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및 제언

① 소요 인력 감소

02

1. 서론

- 역내 화물 취급 작업이 소수 인원만으로도 가능하며 입환 기관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인력의 대폭 감소로 인건비가 절감됨.
② 유지보수 절감

으로 인한 물류수송시간 절감의 가치는 낮을 수 있으나, 철도

- 입환기관차, 작업선, 분기기 등 물류장비 및 시설의 단순화로

물류의 운영효율화 및 인력효율화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유지보수비가 절감됨.
③ 역 부지 활용
- 본선 분기된 발착선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입환 및 대기에
필요한 작업선의 대폭 감소가 가능하고, 좁은 면적에서 작업이
가능하여 역 구내 활용에 효율적.
6.3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

작년 연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남도 은산군 재동역에서

•철도화물은 주로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품목이 많아 E&S 시스템

기대됨.
•E&S 시스템 도입은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설
개량비가 소요되므로 추가적인 시설개량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출발해 강동군 강동역을 거쳐 남포시 남포역 구간까지 이어지는
철도개량사업 착공식을 동평양역에서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 공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철도현대화사
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합작사업에는 북한철도 총연장
7,000km의 절반가량인 3,200km의 철도를 현대화 하는 사업에
2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돈으로 약 26조원의

예상됨.
-따
 라서 현시점에서의 E&S 시스템 도입은 초기 소규모 투자비용

대규모 투자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 사업

으로 일부 구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E&S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북한철도

이후 확대해 가는 방안이 바람직함.

의 현대화 사업은 현 정부가 내세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

① 환경적 효과

•3단계로 구분하여 구축 및 도입방안을 제언함

심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

- 화물차 등 공로수송이 환경배출지수가 낮은 철도 전환을 통해

- 1단계: 시범사업- 컨테이너 취급량 및 중계화물이 많거나 주요

지하고 있다.

CO2 배출량 저감
※ 철도의 CO2배출계수는 영업용트럭의 약1/8 수준.

- E&S가 도입된 화물역에서는 디젤 입환기관차의 운행 감소로
CO2 배출량 저감

부산에서 시작해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

중간화물역
- 2단계: 주요 화물노선의 E&S 운영방식 정착
-3
 단계: E&S 적용 확대 - 장래 신설 계획 노선에 E&S 시스템
적용

철도 물류수송에 E&S 시스템 구축 및 도입 방안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컨테이너 물류시설 도입효과 분석지표 개발
고속화물열차(CTX) 도입에 따른 변화 전망

하려면 북한철도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에 추진하는 북한철도 현대화가 완료되면 실제로 부산에서 유럽
까지 단번에 철도를 이용하여 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이를

② 사회적 비용 감소

통해 물류, 관광사업 등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 화물차를 통한 공로수송이 철도로 전환됨으로서 도로 혼잡 감소

한다. 이처럼 대륙철도 연결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

-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감소

과연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에서 출발해 시베

- 대량수송, 에너지저감형 수송수단인 철도수송 활성화로 국가

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달리는 열차가 완성이 될까?

물류비용 저감

우리나라의 철도시설 및 철도물류 인프라의 열악한 현실에 대륙
철도 실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
내 철도화물수송 분담률은 4.5%(2012년 톤기준, (톤km 기준은
11년 기준으로 7.05%))에 불과하고 석탄감산정책과 2008년 세계
적인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여 4천만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처럼 철도물류의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
까? 아직도 대한민국 화물철도가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연결량수
는 컨테이너 33량 수준이다. 반면 러시아는 100량, 중국은 70량
이다. 북한의 철도개량사업이 완료되면 화물열차 장대화 여건을
갖출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시설개량을 갖추지 못할
경우 대륙철도의 엄청난 국부의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화물철도의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최대한 많은 화차를 연결할 수

참고문헌

있는 장대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효장
확장사업, 급구배와 같은 선형 개량 등이 급선무다. 또한 화물철
도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코레일 내부의 효율화 노력도 필

철
 도물류시설 개선방안 연구중 제4절, 2011.08, KR.

요하다. 따라서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대
 철도물류 수송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연구중
제3절, 2012.12,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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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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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Themes
2. 철
 도물류 적자의 근본적 원인

태백선 등 화물주력노선의 경우 편익이 과소평가되어 철도화물

이러한 대외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시장상황에 즉시성 있게 대응하

실정 이다.

주요노선의 경우 B/C가 낮아지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철도물류에

기 위해서는 모든 화차를 컨테이너 화차로 표준화하여 벌크화물

철도네트워크에 전철/비전철 구간이 혼재되어 장거리 운행하

절대적으로 불리한 철도편익 산정방식이다.

도 컨테이너 화물처럼 운송할 수 있는 수송용기 개발이 필수적이

일반적으로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행거리가

는 화물열차는 디젤기관차 운행이 불가피하여 동력비 과다 발생

예를 들어, 화물수송이 1천만톤 증가가 예상되는 철도건설사업의

다. 그로 인해 표준화에 따른 화차보유량수도 대폭 줄일 수 있으

최소한 1,000km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 이는 JR화물

의 원인으로 작용한다(전기기관차 수송비율 여객 47.7%, 화물

경우 예산이 1조원일 경우에도 편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며 유지보수 비용절감, 왕복수송 가능 등 철도수송증대의 획기적

에서 수년간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논리로서, 철도물류의

26.8%, 2013년 기준).

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부선 컨테이너 이단

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적자원인을 논할 때 반도국가의 협소한 국토의 한계를 말하기도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철도노선개량에 따른 물류시

적재열차(DST) 도입 사업을 들 수 있다. 최근 KDI의 예비타당성

또한 운송위주의 단순 업무구조도 문제이다. 해외철도화물회사의

하고 코레일 내부적인 비효율성에 따른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지

설 폐쇄이다. 기존 물류시설의 대체방안 없이 노선 개량이 진행

진행 중인 경부선 유효장 확장사업의 경우도 물류편익산정에 어

경우 철도수송 이외에 다양한 종합물류사업을 추진하여 진행 중

만 여기에서는 열악한 철도물류 인프라, 도로 중심의 국가교통정

되고 있고 개량사업 시행 전에는 사일로 등 물류시설을 이전 하는

려움을 겪고 있다. 대륙철도 운행기반마련을 위한 화물열차 장대

이다. JR화물은 역 구내에 18개 대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

책, 철도물류운영의 비효율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해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환경단체, 지자체, 지역민원 반대 등의 사

화 구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편익부분이 산출되지 않은

으며 미국철도 화물회사는 물류 자회사 운영뿐만 아니라 도로운

보기로 하겠다.

유로 미반영 되고 또한 이전대책 미흡으로 기존 물류시설에서 취

이유가 가장 크다.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화/현대화/

영을 위한 컨테이너 및 섀시(chassis)도 소유하고 있다. 독일의 경

급하던 철도화물이 이탈되어 향후 폐쇄예정 물류시설 고려 시 연

표준화 등을 위한 시설투자 및 비용보조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우에도 DB Schenker Logistik라는 세계 유수의 자회사를 기반으

323만톤 이상 철도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로 종합물류사업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결국 단순 수

투자되었으나 물류특성을 감안한 물류인프라 투자가 매우 부족한
1)

km
401~500
2%(135만 톤)

2)

501~600

현행 물류 및 철도관련법 은 포괄적, 원론적 수준의 지원사항만

송만을 가지고는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종합물류사업 여건

2.2 도로 중심의 국가 교통정책

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도로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여객, 화

을 갖추어 화주와의 영업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 할당이 교통분야 전반

물, 택시, 버스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분야별 지원근거3)를 보

으로 확대되어 고효율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

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철도물류관련 입법화 추진

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기후변화 협약 및 발리로드맵 채택

중인 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발의

등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중심의 물류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3%(169만 톤)
601~700
7%(190만 톤)
701~800
7%(146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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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만 톤)
901~1,000
14%(149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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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3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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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철도물류 운영의 비효율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은 과도한 수준으로 알려

2.1 열악한 철도물류 인프라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여전히 도로중심으로 편중되어 철

져 있어 인력의존적인 사업구조 혁신을 통한 철도물류부문의 획

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대량수송 및 정시성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도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기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물분야 영업비용 대

이 앞으로 대륙철도시대에 우리와 경쟁하게 될 러시아, 중국은 열

가 보조금 제도이다. 국내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연간 1.5

비 인건비 비중이 일반 여객서비스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이와 같

차당 평균 연결량수가 70~100량 수준이고 미국, 캐나다는 200량

조원(2011년 기준) 수준인데 반해 철도전환수송 보조금은 40억원

은 현상은 화물운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않고 여객과 동일한

이상이나 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33량 이내에 불과하다. 이

에 불과하다. 또한 철도의 선로사용료에 해당하는 도로통행료의

근무체제를 적용하는 부분과 컨테이너차, 무개화차, 호퍼화차 등

처럼 우리나라의 화물열차가 장대화 연결에 취약한 것은 열악한

경우 일반도로는 무료이고, 고속도로 심야 시간대 통행료 할인이

다양한 화차운영으로 회귀율 저하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

철도물류인프라에 기인하다. 기존선 유효장이 짧고 급구배, 급곡

연간 543억원(2012년), 그에 반해 물류분야 선로사용료는 연평균

는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다.

선 구간이 많아 장대열차 연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

732억원이나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정비부문에서는 벌크화물 작업시 포크레인 사용으

물열차 장대화에 한계가 있으니 열차수송의 효율성을 발휘 못하

외국의 경우는 철도물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도

로 측벽 찢어짐이 발생되어 용접을 통한 보수작업에 많은 인공이

며 결국 수송량 증대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로통행 규제, 화물자동차 통행세 부과, 철도운송보조금 지원 등으

투입되는 등 화차운용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또한 대량화물이 발생되는 주요 항만 및 산업단지에 철도 인입선

로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경

다. 현재 코레일에서는 화차 11,194량, 18개 차종을 보유하고 있

이 연결되지 않아 도로중심의 화물수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

제적 편익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

다. 차종이 다양하다 보니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고 화차

재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 28개, 국가산업단지 41개중 14개소만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철도구축의 장기비전이라고 할 수

운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석탄사업 호황기

인입철도를 건설·운행하고 있다.

있는 ‘국가철도구축망’ 계획은 철도화물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

시절에 제작한 석탄전용화차는 효율가치가 떨어진 반면, 현재 주

그리고 주요노선 간 삼각선 미설치로 화물열차 입환횟수 증가, 동

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각 사업노

력품목인 컨테이너 수송 화차는 부족한 실정이다.

력비 및 승무원 과다 소요, 입환인력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

선에 대한 편익 분석 시 여객수요 위주로 분석함으로써 중앙선,
2) 물류정책기본법,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

한다. 작업선 및 화물하치장이 협소하고 영세한 상하역 시스템으
로 운용되는 고비용 구조의 악순환이다. 최근 10년간 철도시설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연평균 3.1조원이 철도건설에

3. 대책

을 수립하여 왔다. 교통환경에 대한 글로벌 이슈가 보편화된 지
금은 교통분야에 대한 철도중심의 정책이 유럽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림 2-1] 거리대별 철도화물의 경쟁력(JR화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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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이후 화물수요가 반영된 사업은 총 58건(90.2조원) 중 23건
(16.5조원)

3.1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1701 부산-하산 프로젝트4)’
코레일 물류본부에서는 철도물류의 미래인 유라시아 철도물류시
스템 구축 기본방향으로 ‘1701 부산-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개 열차 70량을 연결하고 1일내에 부산에서 하산까지 운행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
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화물열차 장대화 사업의 확대이다. 경부, 호남, 전라, 충북,
중앙, 경전선 등 주요 5대 주력노선의 유효장 확장사업이 필요하
다. 또한 급곡선(400~600R)·급구배(20~30/1000)의 선형개량
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물취급역을 최대한 거점화하고 거
점화 대상역의 작업선 및 하치장을 확장하여 장대화물열차 기반
을 마련하여야 한다. 거점화 사업과 병행하여 JR화물의 입환생
략모델인 E&S시스템 도입으로 화물열차 운행의 최적화를 구축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노선의 삼각선을(천안, 안중, 광양 삼각선 등) 건설하여
화물열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노선 개량사업 시 물류
시설 적정규모 및 대체부지 확보로 철도물량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 거점역 및 작업선 600M, 하치장은 600×50M 이상 (100만

사업법 등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 사업발전에
관한 법률, 간선급행버스 체계 특별법

4) TKR-대륙철도 연계대비 부산-하산 간 1개열차 70량, 1일 주파를 위한
부본선 1100M 이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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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이상 취급가능 규모) 기타화물 취급역도 단계별 확충 (작업선

구분

3.2 정책부문
3.2.1 도로운송 규제제도화/철도물류 지원정책 강화
우선 철도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축소

도로

·조정하고 화물자동차의 중량제한, 위험품 수송규제, 휴일 도심
통행 규제 등을 강화하여 화물을 철도수송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직접
편익

필요하다. 그리고 철도운송보조금 지급 대상을 철도물류사업자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기존 및 신규 물량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철도

3.2.2 철도물류 편익개선
국내 철도투자사업 지침상의 편익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철도투자의 공감대와 필요성을 인식하여도 투자사업 지침이 개선
되지 않으면 투자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가장 불합
리한 부분이 환경비용 절감 및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철도는 친환경 운송수단의 대표주자격
인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환경편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표1참고). 그리고 철도 인프라 확충시 선로여건 개선
으로 화물열차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편익(통행시간 감소)도 반영
되어 있지 않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표 3-1> 국내 철도투자사업 지침상의 편익항목

직접
편익
철도

간접 도로
편익
철도

간접 도로
편익
철도

영국
(철도투자
평가지침)

독일
(FTIP)

일본
(철도투자
평가편람)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지난 4월에 대륙철도와 관련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오

차량운행비용절감

○

○

○

○

×

×

는 6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철

통행시간절감
(화물시간 가치)

○

×

△

△

○

○

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할 안

교통사고 감소

○

○

○

○

○

○

통행시간 절감

○

×

○

○

○

○

여 OSJD 정회원 가입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교통사고 감소

○

×

○

△

×

×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선택가치

○

×

×

×

×

×

은행(AIIB) 설립, 북한철도의 대규모 개량사업 착공, 경원선 복원

정시성·신뢰성 향상

○

×

×

×

×

×

환경비용절감

○

○

○

○

○

○

사업(신탄리~철원) 등에 힘입어 대륙철도 연결의 꿈이 더욱 더 현

주차비용절감

×

×

×

×

×

×

공사중(-)의 편익

×

×

×

×

×

×

응하기 위해 우리 또한 철도물류 투자와 정책지원이 선행되어야

도로유지관리비 절감

×

×

○

×

×

×

할 것이다.

환경비용 절감

×

×

○

○

○

○

철도는 단순히 교통수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부창출의 원동

3.3 운영부문

영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시

우선적으로 운영부문의 투자확대(창고, 하역장비, 수송용기 등)를

설투자 및 정책지원 등이 병행되어야만 철도물류의 활성화가 앞당

통해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으로 일반물류전문운송회사와의 경쟁

겨질 것이다. 이제 철도물류활성화는 단순한 코레일의 문제, 공기

력 확보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순

업 경영정상화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륙철도시대에

운송 위주의 업무형태를 지양하고 철도물류 책임형 사업부제를 통

대한민국의 國運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문제라는 것

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 인력 의존적 사업구조 혁신

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차량운행비용절감

○

○

○

○

○

○

통행시간절감
(화물시간 가치)

○

×

○

△

○

×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감소

○

○

○

○

○

○

예를 들어 최근 철강업계에서는 소의 분뇨를 건조한 ‘우분’을 석탄

통행시간 절감

○

×

○

△

○

×

대체제로 사용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원래 제철소의 제강용

교통사고 감소

○

×

○

×

○

×

선택가치

×

×

○

×

○

×

정시성·신뢰성 향상

△

×

△

×

○

×

합하면 제철소 고로의 연소 효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향후 이러한

환경비용절감

○

○

○

○

○

○

대량 폐기물은 분명 철도로 수송하여야 효율적일 것이다. 환경에

주차비용절감

○

×

○

×

○

×

대한 이슈가 보편화 되면서 이처럼 소의 분뇨를 활용하여 유용한

공사중(-)의 편익

○

×

○

×

×

×

도로유지관리비 절감

×

×

×

×

×

×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재활용

환경비용 절감

×

×

○

×

△

×

방안의 일환으로 책임형 물류사업부제가 출범하여 철도물류의 경

을 위해서는 현행 근무체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철도가 가진 강점인 대량 고정물량위주의 열차단

참고문헌

위 마케팅 확대, 새로운 틈새시장(반품, 회수, 폐기물류) 발굴, 하
역·보관 등 연계운송사업 비중을 확대하면 수송량을 획기적으로

연료는 유연탄을 사용하는데 소의 배설물을 건조해서 유연탄과 혼

틈새시장은 철도의 친환경, 대량수송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윤동희, 컨테이너 항만 철송장 효율화 전략 연구, 2014
 윤동희, 한국의 물류시설 개선방안 연구, 2010. 2
 강태호, 북방루트 리포트 2014. 한국해양수산 개발연구원
 철도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 2014.12.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RGL Forensics, Study on Sepearation of accounts of railway
undertaking and rail, 2009

있으므로 마케팅 역량에 따라 분명 그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궁극
적으로는 철도중심의 복합화물 터미널을 조성, 코레일에서 직영하
여 대량화물을 철도중심으로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속히 도입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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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우리 주변국들의 민첩한 움직임에 대

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금년 4월부터 정부의 철도산업발전

철도투자평가
교통시설
편람전면개정
투자평가지침
연구
(2009)
(2010)

※반영 중인 항목은 ○, 일부 반영 중 혹은 정량화 방안이 미미한 항목은 △,
미반영 항목은 ×

건이 사장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고 한다.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하

※반영 중인 항목은 ○, 일부 반영 중 혹은 정량화 방안이 미미한 항목은 △,
미반영 항목은 ×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2008)

구분

도로

4. 결론

<표 3-2> 해외 철도투자사업 지침상의 편익항목

600M, 하치장 600M×25M 이상)도 필요하다.

02

 채일권,미국철도산업의 철도경쟁을 위한 체제연구, 2012
 철도화물 중장기 수송수요 고려한 화차의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
2014. 코레일 연구원

29

Korean Rail Technology
www.krri.re.kr

2015 JUNE
VOL.58

Themes
컨테이너 물류시설 도입효과 분석지표 개발

Themes

Themes

03

1. 서론

기존의 다양한 효과 평가척도를 검토·도출하고 사회경제적 효과

최근 녹색교통의 정책기조와 더불어 철도의 이용이 크게 부각되

컨테이너 물류시설
도입효과 분석지표
개발

철도 물류수송에 E&S 시스템 구축 및 도입 방안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컨테이너 물류시설 도입효과 분석지표 개발
고속화물열차(CTX) 도입에 따른 변화 전망

보완하기 위해 물류시설 효과척도 선정 및 효과척도 간 가중치 비

고속철도 개통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철도시설
개량방안 연구
(2008, KRRI)

- 물류수송변화 예측 및 고속철도 운영에 따른 철도시설
개량방안 제시, 타당성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검토

교를 위한 전문가의 명목집단법과 계층분석법을 수행하였다.

2. 이론적 고찰

평균 2.8%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컨테이너를 제외한 일반

교통부문 녹색성장
평가지표 개발 및
DB 구축방안
(2009, KOTI)

-고
 속철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물류기지조성과
인입선 건설 방안 수립
- 복합물류시설 등 연계화물 수송에 대한 검토 필요
-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부문의 환경성, 형평성, 경제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평가지표 개발
-국
 외 OECD 10개국 및 국내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평가
지표 적용 분석

화물의 경우 연평균 2.7%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컨테이

2.1 의사결정방법 검토

너의 경우 물류시설로의 접근성 저하 및 중간역에서의 적재·하

집단의사결정기법의 가장 보편적인 것이 집단의 상호작용이다.

역 등 취급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운

집단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의한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

송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물

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각 분석방법론

류시설은 다른 사회기반시설(SOC)과 달리 사회경제적 영향이 큼

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활용도는 낮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

브레인스토밍은 집단의사결정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 중에

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운송경쟁력 향상이나 물류시설

하나로 여러 사람에 의해 많은 가지수의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목

의 활용도를 설명할 수 있는 효과척도가 필요하다.

적으로 활용되는 집단사고 기법으로 여러 명이 한가지 문제를 놓

KRRI(2008)의 연구에서는 물류수송 변화 예측 및 고속철도 운영

이에 따라, 운송경쟁력 및 물류시설 활용도를 설명할 수 있는 효

고 무작위로 아이디어를 마구 내놓으면서 그 가운데 사업성이 좋

에 따른 철도시설 개량방안을 제시하고 타당성 분석을 통한 우선

과척도를 도출하였으며, 접근시간, 처리용량, 단위 수송비용 등을

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순위를 검토하여 고속철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물류

추가적 효과척도로 제시하였다.

명목집단법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자 간의 의사소통을

기지 조성과 인입선 건설방안을 수립하였다.

물류시설은 항만, 공항, 철도CY, 내륙물류기지 등 매우 다양하지

제한하는데서 유래된 것으로 집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서로간의

KOTI(2009)의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부문의 환경성,

만 연안, 항공의 경우 전국 지역 내 네트워크의 교통상황에 미치

대화에 의한 의사소통 배제로 각각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의

형평성,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국외 OECD

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육송 관련시설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

압력 없이 진실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찾아내는 개발적

10개국 및 국내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

한 국가물류 운영체계는 컨테이너화 추세이고 화물 운송프로세스

인 토론과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한다.

하고 분석하였다.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비율이 지속적 증가 추세

명목집단법과 유사한 델파이기법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일체의

또한, KOTI(2010)의 연구에서는 기존 물류시설 투자평가방법 고

임에 따라 대상범위는 컨테이너 물류시설로 한정하였다.

대화 없이 반복적인 피드백과 통계적 처리에 의해 아이디어를 수

찰 및 사례분석을 통해 특성별 대상을 유형화하고 각 물류시설의

컨테이너 물류시설은 2가지 이상 운송수단(도로, 철도, 항만, 공

렴하는 기법으로 집단 구성원인 전문가 집단을 공식적으로 소집

수요 산정기법과 비용, 편익 항목을 재설정하여 투자평가지침의

항)간 연계 운송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복합물류터미널

하여 한 장소에 모이게 할 필요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응답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FT)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의미하며 컨테이너를 인수·인

그것을 요약, 재전송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심사숙고된 의사결

우송대학교(2010) 연구에서는 복합화물 터미널의 철도시설 개선

도하고 보관하는 장소인 컨테이너 야드(CY)도 포함된다.

정을 하는 방법이다.

을 통한 철도물류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황분석과 설문조

또한 계층적 분석(AHP)기법은 의사결정 목표 및 평가기준이 다

사를 통한 복합 화물 터미널의 운송과 철도물류시설 분석에 대한

수,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반적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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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철도화물 연도별 물동량 추이

일반화물

-기
 존 물류시설 투자평가방법 고찰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특성별 대상의 유형화
- 각 물류시설의 수요 산정기법과 비용, 편익 항목 재설정
으로 투자평가지침의 개선방안 제시
-이
 용자, 운영자 측면의 효과척도 검토 필요

방법으로 폭넓게 사용되며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

2.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과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

기존 연구 및 투자평가지침의 경우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물류시설

도(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합성과 사업타당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운송경쟁력과 물류시설
이용자 측면에서의 활용도 평가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70.0% 70.2% 69.0%

67.0%

물류시설
투자분석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2010, KOTI)

- 통합 물류시설 개선에 대한 평가지표 검토 필요

한 의사결정 기법으로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71.0%

1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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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철도화물의 연도별 물동량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컨테이너는 연

40.0%

하오근
한국철도공사
책임연구원
(okha@koraill.com)

연구과제명

국가물류표준화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과 연구가 다양하게

철도화물 연도별 물동량 비율 추이

김익희
한국철도공사
책임연구원
(nike77@koraill.com)

<표 2-1> 기존연구 검토

뿐만 아니라 운송경쟁력과 물류시설 활용도 측면의 효과척도를

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물류시설의 집적화와 배치방안 등
진행되고 있다.

03

2.2 기존 연구사례 검토

보완이 요구된다.

물류시설 효과척도에 관해서 기존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

따라서, 기존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운송경쟁력

으며 여기서 검토한 연구 사례의 내용은 <표 2-1>과 같다.

과 물류시설 활용도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척도에 대해 도출하고
산정방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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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컨테이너 물류시설 도입효과 분석지표 개발

Themes
3. 효과척도 도출

표준팔레트 보급율
화물자동차
공차거리율

3.1 효과척도 도출 방법
[그림 3-1]과 같이 3단계에 걸쳐 물류시설에 대한 효과척도를 도출
하였다.

명목집단법에 의한
1차 설문조사

3단계
↓

기존 연구사례 및
지침 검토 (List-Up)

2단계
↓

1단계

화물 1톤에 대한 수송비용

도로접근율

물류시설 접근 도로의 특성

AHP분석에 의한
효과척도 중요도산정

[그림 3-1] 효과척도 도출

단위수송비용

국가물류
기본계획

화물차량의 공차운행비율

톤당수송비

물류시설 접근성

<표 3-3> 효과척도 선정 결과

물류시설 처리품목 운송특성 중 팔레트
적용 품목 비율

주 통행 목적지(인접 물류시설)까지의
접근거리(접근비용)

효과척도 관련 기존 연구 및 평가지침의 경우 도로시설의 서비스

효과분석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검토하였다.

산정방법

교통사고 저감비율

공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
편익

통행시간절감

물류시설로 인한 공로 통행시간 저감
비율

환경오염저감
하역비비율

기계하역 대비 인력하역비

통관시간비율

항만보관시간 절감 및 통관시간 비율

처리시간비율

기계화로 인한 시간 저감비율

인력비율

톤/대-km

수송대수*통행거리*환경오염 배출계수*
환경오염저감비용

처리용량

TEU/년

물류시설 도입에 따른 대상범위 연간 처리
용량

접근시간

대·분/km

단위물동량에 대한 물류시설까지의 접근
시간

단위수송비용

원/TEU

효과척도

A

B

C

D

F

개발면적비율

물류시설 인력대비 생산량
물류시설 중 녹지시설 차지비율
집적화된 물류시설 대비 개별 물류시설
면적비율

교통체계 접근거리

최근접 도로망 접근거리

기반시설 이격거리

상수관, 하수관 이격거리

물류시설비

전체시설 중 물류시설 비율

도로시설비

전체시설 중 도로시설 비율

물동량

분석 대상범위 유출입물동량

철도수송 분담률

물류시설 물동량 운송수단 중 철도분담
비율

√

본 연구

총 운행비용/물동량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권역, 향후 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물
동량 유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

√

3.3.2 대상범위 선정 결과

√

√

앞서 제시한 선정 기준을 근거로 대상범위를 선정한 결과 <그림
3-2>와 같이 총 4개의 권역(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 대구권, 부산

√
√

√

√

√

√

√
√

√

√

√

√

√

√

환경오염 저감비율

√

√

√

온실가스 발생비

√

√

√

기반시설 이격거리

녹지시설비

√

통행시간 절감비

주변지역 확장가능성(면적)

물류시설 생산성

위2)로 구분하여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 주변 화주별 물동량을 파

√

물류시설 생산성

확장가능성

H
√

처리시간 비율

교통사고 저감비율

교통부문 녹색성장
평가지표 개발 및
DB구축방안

G

개발면적 비율

녹지 시설비

공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저감
편익

물동량은 16만여 TEU1)로 집계되었다. 해당업체 위치를 대존 단

를 위해 컨테이너 취급 물동량이 많고 현재 물류시설에 의해 처리
E

√

√

√
√

권, 광양권)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현재 컨테이너 물류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장래 산업단지 개
발 등에 의해 개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도권 남부

√
√

√

√

√
√

√

도로시설비

√

및 중부권 <그림 3-3>을 분석 대상구간으로 선정하였다.

√

√

√

√

물류시설비

확장가능성

√

√

√

√

단위수송비용

√

√

√

하였다. O/D통행량 수정 방법은 기존 대형화물O/D의 ‘화주(대존)
- CY’간 통행비율을 이용하여 신규 물류시설 건설 시 도착지를
신규 컨테이너 물류시설로 수정하였다.
앞서 선정된 효과척도에 대한 대상구간의 사례 적용으로 도출된
물류시설 효과척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3-4>와 같다.
<표 3-4> 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척도 분석 결과(서해안선 - 안중)
효과척도

단위

통행시간
비용절감

물류시설 도입

개선효과

전

후

억원

478,551.93

478,498.19

-53.74

온실가스저감

톤CO2e/대-km

1,178.38

1,111.71

-66.67

환경오염저감

톤/대-km

16.3

15.38

-0.92

처리용량증대

TEU/년

0

163,200

163,200

접근시간단축

대·분/km

9,389.40

9,260.52

-128.88

단위수송
비용절감

원/TEU

287,300

196,100

-91,200

이너 물류시설이 건설될 경우를 가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KTDB

경오염,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기존 연구 및 지침과 유사한 수준
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한 새로운 효과척도의 변화효과를 살펴보
면, 접근시간의 경우 이용자(화주)와 CY간의 전체 통행거리에서
총 통행시간이 128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접 지역 물

√
√

사례 분석의 시행시와 미시행시는 기존 O/D통행량 변화로 분석

물류시설의 효과척도를 비교해 본 결과,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

√

√

원, 승용차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통행단위로 변환하였다.

사례 검토를 위해서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의 안중역에 신규 컨테

√

물류처리용량

악하고, 일 교통량 산정(통상적으로 량당 2TEU 수송)과 재차 인

3.3.3 사례 검토를 통한 효과척도 분석결과

√

√

현재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에서 공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수
송하는 주요 업체는 10여개로 조사 되었으며, 이 들 업체의 연간

컨테이너 물류시설 효과 평가를 위해 사례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ICD이용시 운임 절감비용

온실가스 발생비

을 수행하였다.
기존연구
및 지침

효과척도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2>와 같다.

왕복수송비

대상범위 물류시설 처리용량

수송대수*통행거리*사고발생 원단위
(건/대-km)*교통사고비용 원단위(원/건)

네트워크 정산을 수행하였으며, 컨테이너 화물의 장거리 수송의
고속국도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고속국도를 중점으로 정산

3.3.1 대상범위 선정 기준

물류시설 접근성

기계화로 인한 투입인력 저감비율

수송대수*통행거리*온실가스 배출계수*
온실가스저감비용

단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여 명목집단법에 의해 분석

인력비율

물류시설
투자분석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톤CO2e/
대-km

3.3 사례 검토를 통한 효과척도 비교

왕복수송비
물류처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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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저
감편익

비고

온실가스

비고

도 항목을 대상으로 산업체, 학교, 연구원의 물류관련 전문가 집

통관시간 비율

효과척도

공로의 통행시간 단축에 의한 시간가치

환경오염

3.2.2 명목집단법에 의한 효과척도 도출

하역비 비율

<표 3-1> 효과척도 검토

억원

본 연구

<표 3-2> 명목집단법에 의한 효과척도 선정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효과척도 및 타당성 평가지표 중 물류시설

통행시간비용

원

수준을 평가하거나 사업시행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대부분이다.

산정방법

교통사고비용

해 실질적 적절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검토된 효과척
3.2.1 기존 연구사례 검토에 의한 효과척도 도출

단위

Austroads
(뉴질랜드
호주교통연방청)

효과척도가 많을 경우 자료의 구득성 및 분석상의 제약 등으로 인

3.2 효과척도 도출 결과

에서 최근 배포한 2011년 기준 O/D와 Network 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척도

총 운행비용/물동량

03

√

동량 처리를 위한 시설용량의 경우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의 기

√

존 처리용량에 비해 연간 16만여 TEU 증가하고 단위 수송비용은
물류단지 권역별
배치방안 수립

명목집단법을 통해 총 7가지 항목을 추출하였다.

1TEU당 약 9만여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투자평가지침의 사회경제적 편익인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
실가스, 통행시간의 항목 이외에 단위 수송비용과 처리용량 증대,
1)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본 단위.

물류시설 접근성을 효과척도로 추가하였으며 도출 결과는 다음과
국가물류
기본계획

(20ft 컨테이너 1개 의미)

같다.
[그림 3-2] 컨테이너 물동량도

[그림 3-3] 분석 대상구간 선정

2) 대존 단위: 국가교통DB의 시군구간 물동량을 권역별로 구분한 지역
단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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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컨테이너 물류시설 도입효과 분석지표 개발

Themes
위와 같이 제시한 효과척도를 접근시간, 처리용량, 비용 절감 등

4.2.2 계층 구조 및 분석 절차

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하였으나 산출된 효과척도별 단위가 상이하
여 효과척도 간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에 가중치에

목표(Object)

평가항목(Factor)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대안(Alternative)

접근시간 단축
단위수송비용 절감

4. AHP 분석

처리용량 증대
컨테이너
물류시설 효과 산정

트럭(화물차량)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때 AHP 적용을 위한 표본수는 이창효

계층별 평가항목간 집단 쌍대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LEVEL 1

(1998)의 연구에서 실무지식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집단 규모는

의 경우 물류시설 효과 평가 시 운송우위성이 운송안전성에 비해

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일 때 10명 이내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참고

중요(3.4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친화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였다.

는 운송안전성보다 덜 중요(2.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방법은 E-mail을 이용하거나 실제 면접조사를 통해 물류시

이러한 쌍대비교 분석결과에 대한 효과척도별 가중치 및 우선순

설 효과척도의 우선순위 도출과 효과척도별 중요도 산정에 대한

위를 도출해 본 결과는 <표 4-1>에 나타나 있으며, 운송우위성이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49.30%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그 다음이 환경친화성
21.88%, 사회경제성 15.05%, 운송안전성 13.77% 순으로 나타나

교통사고비용 저감
통행시간 비용 절감

4.1 분석 개요

화물철도

4.3.3 분석 방법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효과 평가항목을 LEVEL 1과 LEVEL 2, 두 개의 계층 구조로 설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분석방법은 의사 결정의 목표

환경오염 저감

정하였다. LEVEL 1은 물류시설 화물운송 및 취급 시 얻을 수 있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

온실가스 저감

는 장점에 대한 운송우위성과 도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의 체계적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 기법의 하나로써 정성

[그림 4-1] AHP 계층구조 예시

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 기준(Multi-criteria) 의사결정에 널리 사
용되어 왔다.
AHP 분석의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가중
치)를 도출하는데 있다.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중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참석하여 관련된
항목과 대안을 열거하는 과정

계층구조 설정
(Structuring)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요소 파악
•동질적 집합 군집화 → 상이 요인 계층화

4.2.1 기본 특성
1) 상
 호비교(reciprocal comparison)
의사결정자의 두 요인에 대한 상호비교가 반드시 가능, 중요도

가중치 산정
(Weighting)
일관성 검증
(Consistency test)

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함.
(중요도는 반드시 역 조건 성립) 즉, A가 B보다 X배 중요 → B
는 A보다 1/X배 중요.
2) 동질성(homogeneity)
중요도는 한정된 범위내의 정해진 척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즉, 비교 대상간에는 비교 가능한 일정한 범위를 갖는 기준이

평점
(Measurement)
검토
(Feedback)

•평가항목간 쌍대비교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산정
•응답 일관성 검증을 위한 비일관성 비율(InConsistency
Ratio)산정
- InConsistency Ratio < 0.1 합리적 일관성 있음
- InConsistency Ratio < 0.2 용
 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 내포
- InConsistency Ratio > 0.2 일관성 부족(재조사 필요)
•각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대안에 점수 부여 과정
•종합 평점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대안임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평가항목의 계층 구조 수정
•요인별 가중치 및 일관성 재검증 반복 수행

[그림 4-2] AHP 분석 절차

4.3.1 분석 목적

서 서로 관련성 없어야 한다.

도로, 철도에 의해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주요 업체(화

4) 기대성(expectation)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함으로써, 향후 물류

를 갖고 있음을 가정.

시설 효과분석의 필요성 및 정량적 분석 시 적용 가능한 효과척도

즉,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시 고려되는 모든 사항을 완전하게 포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함하고 있어야 함.
4.3.2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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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성

1.00

3.48

3.04

2.51

0.29

1.00

0.96

0.58

사회 경제성

0.33

1.04

1.00

0.67

환경 친화성

0.40

1.72

1.50

1.00

배출 감소를 반영한 환경 친화성 등 4가지로 나누었다.
LEVEL 2는 물류시설로의 접근시간 단축, 도로 통행시간 저감비
용과 물동량 증가에 의한 대량수송을 가능하게 하여 단위 수송비

InConsistency Ratio = 0.0011

용 절감, 주변 인접지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시설용량 증대, 도
가스 저감 등 7가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때, 의사결정자가 다수인 경우 개인별 쌍대비교행렬을 종합하
여 집단의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접근시간

단위 처리용량
교통사고 통행시간 환경오염 온실가스
수송비용 증대

접근시간

1.00

1.23

1.01

3.10

2.74

2.12

2.12

단위
수송비용

0.81

1.00

1.44

3.56

2.74

2.57

2.57

처리용량
증대

0.99

0.70

1.00

2.22

1.79

2.04

1.91
0.68

그러나, 의사결정에 관한 경험적인 자료, 선행연구 및 관련 정보

교통사고

0.32

0.28

0.45

1.00

0.71

0.67

가 부족함에 따라 개인별 쌍대비교 결과를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통행시간

0.36

0.37

0.56

1.40

1.00

1.17

0.98

집단 쌍대비교행렬을 구한 후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환경오염

0.47

0.39

0.49

1.49

0.86

1.00

1.51

온실가스

0.47

0.39

0.52

1.02

1.02

0.66

1.00

이때, 쌍대비교가 불가능한 오류 데이터에 대해서는 분석시 제외
하였다.

<그림 4-5>의 LEVEL 2 평가항목 분석결과 물류시설 효과 평가
시 물동량 대비 단위 수송비용이 다른 선택요인에 비해 상당히 크

4.3.4 분석 결과

게(23.91%)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접근시간이 22.50%, 물동량 대비 처리용량 18.14%로 영향

LEVEL 1

LEVEL 2

운송 우위성

접근시간 단축

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 응답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비일관

단위수송비용 절감

성비율(Inconsistency Ratio)은 0.0011~0.0025로 허용치인 0.1

을 끼치고 있었으며, 환경오염, 통행시간, 온실가스, 교통사고 순

처리용량 증대
컨테이너 물류시설
효과 산정시
중요 항목 평가

이내의 값을 나타내 일관성 조건을 충족하였다.
직접적 측면과 간접적 측면을 비교해보았을 때 LEVEL 1은 화물운

운송 안전성

교통사고비용 절감

송에 관한 직접적 측면(49.30%)이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와 같은 간

사회 경제성

통행시간 비용 절감

접적 측면(21.88%)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EVEL 2도 마

환경 친화성

환경오염 저감

물류시설 효과척도 도출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컨테이너 화물 취급업체 및 내·외부 전문가 10

사회 경제성

운송 우위성

주) 및 물류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물류시설 효과 판단을 위해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자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는 완전한 구조

운송 안전성

운송 안전성

4.3 분석 방법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동일 수준 요인들은 특성, 내용면에

InConsistency Ratio = 0.0025

운송 우위성

되는 사회경제성, 도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존재한다.
3) 독립성(independence)

<표 4-1> LEVEL 1과 LEVEL 2 쌍대비교 분석결과

발생 감소를 반영할 수 있는 운송 안전성, 도로 통행시간이 단축

로 통행량 감소에 의한 교통사고 비용 절감, 환경오염 저감, 온실
4.2 분석 전제조건

03

찬가지로 접근시간, 단위수송비용 절감(46.41%) 및 물동량 대비 처
리 용량(18.14%) 등 직접적 항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저감

[그림 4-3] 물류시설 효과 평가항목 계층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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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가하기 위한 척도를 추가하고자 하였다.
우선, 물류시설 관련 기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정리한 평가항목에

04

1. 서론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명목집단법을 실시하였으며, 선정
국내의 육상물류수송체계는 도로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주로

된 효과척도는 통행시간, 온실가스,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동량
대비)처리용량, 접근시간, 단위 수송비용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남부 중부권”을 대상으로 물류시설 건설에 따른 사례 분
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물류시설 건설이 화물운송에 미치는
개선 효과가 있음에 따라 본 효과척도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4-4] 효과척도별 가중치(LEVEL 1)

고속화물열차(CTX)
도입에 따른 변화 전망

시간가치가 높은 화물은 대부분 공로로 수송되고, 철도는 수송시
간에 민감하지 않은 벌크화물이나, 컨테이너 위주로 수송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여객위주로 운영되는 철도의 특성상 단가가 낮
은 화물이 철도에 남게 되고, 철도화물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화

된다.

물철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철도물류부문의 적

AHP 분석에 의한 효과척도별 중요도를 산정한 결과 LEVEL 1의

자를 해결할 방안이 점차 어렵게 되고 있다. 고속화물열차(Cargo

경우 물류시설 효과 평가시 운송우위성, 환경친화성, 사회경제성,

Train eXpress, 이하 CTX)는 기존에 구축된 고속철도 인프라 및

운송안전성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LEVEL 2에서는 단위

차량개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화물, 신선화물, 택배화물

수송비용, 접근시간, (물동량 대비) 처리용량, 환경오염, 통행시

과 같은 고부가가치 화물을 300km/h급 이상으로 고속으로 신속

간, 온실가스, 교통사고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하게 수송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세계에서 최초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존 효과척도에 운송경쟁력 측면을

로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철도물류체계 뿐만 아니라 전국토의
공간구조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TX는 두 지역간

고려한 컨테이너 물류시설 효과척도를 추가하고 이를 실제 물류
시설 효과척도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적극적 활용 유도 및
정책적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철도 물류수송에 E&S 시스템 구축 및 도입 방안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컨테이너 물류시설 도입효과 분석지표 개발
고속화물열차(CTX) 도입에 따른 변화 전망

공간거리를 단축시켜 접근도를 개선시키게 되고, 이러한 접근도
의 개선은 CTX의 정차역을 중심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CTX의 도입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측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의 변화 전망과 국내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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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효과척도별 가중치(LEVEL 2)

2. CTX 도입 효과 및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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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통물류시설 도입으로 인한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거점물류시설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국가물류거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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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 녹색성장 평가지표 개발 및 DB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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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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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용편익 중심의 효과척도는 물류시설의 운송경쟁력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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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컨테이너 물
류시설의 경우 취급절차의 어려움과 장시간 소요 등의 단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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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컨테이너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기존의 효
과척도를 보완하고, 운송경쟁력과 물류시설 활용도의 효과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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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스템연구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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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효
과

내용

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거리, 통행속도, 도로여건 개선으로 인한 유류비,
인건비 등의 절감효과

통행시간절감

통행거리, 통행속도 개선으로 인한 통행시간 단축효과

교통사고감소

사고율 변화 등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

환경비용절감

온실가스, 소음 등의 지역적 이전 또는 감소

물류체계의 변화

국가물류체계의 변화

공간구조의 변화

생활권의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토지이용 변화

접근성 변화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지가의 변화

산업입지 변화

접근성 변화로 인한 산업입지의 변화

주: 참고자료 1), 2)의 자료를 인용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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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간접효과는 물류체계, 공간구조,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이용,

2.3 제조업 경쟁력 강화 효과

2.4 해외수출에의 기여

산업입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CTX를 이용한 화물수송은 화물의 시간가치가 요구되고 있는 현

고속철도 인프라를 도입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여객만이 아닌 점차

실과 맞물려 고속수송을 통한 수송시간의 절감 및 정시성 확보를

중요시되는 화물과 공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속철도 노선의 경제

참고로 해외 선진국의 고속철도 도입에 따른 변화사례를 정리한

통해 기업의 물류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경쟁력과

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할 경우, CTX가 사업 전체의 효율성을

표 2를 보면, 공간구조, 산업구조, 지역경제 측면에서 각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물류비의 절감에 기여하게 되고, 기존

높이게 되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제안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해

특색에 따라 도입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 수송중심의 물류체계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주어 해외철도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게 해준다. 표 4는 CTX

의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표 3은 CTX 도입

의 해외고속철도 시장 진출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고속여객철도(High Speed Rail) 도입에 따른 변화 사례
구분
접근도

한국(KTX)

일본(신칸센)

프랑스(TGV)

독일(ICE)

프랑크푸르트~
서울-부산 구간 도쿄~오사카 구간 파리~몽파르나스
쾰른 구간 1시간
2시간 30분소요 2시간 30분소요 구간 42분소요
소요

이용패턴 통행인구의 증가 통행인구의 증가 통행인구의 증가 통행인구의 증가
역세권
개발

역 주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으로 구성

역 전체를 하나의 역 주변 대규모
공간으로 구성
재개발

공간구조

전국이 하나의
도시로 통합

지방분산형 구조

연계환승체계 →
지방분산형 구조
교통거점화 성공

산업구조

산업 집중의
가속화

산업 집중의
가속화

수도중심적 경제 중간역 인구감소,
산업구조
종착역 인구증가

지역경제

빨대효과에 의한
지역경제 위축

기업 입지
조건의 향상

지방분산 추진

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CTX 도입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효과
부문
대분류

소분류
(항목별)

구체적 내용

운송
시간
단축

CTX 고속화물 운송은 운송시간의 단축을 통해
조달-제조-판매(수출) 과정의 전체 물류프로세스의
속도 향상을 가져옴.

운송의
정시성
제고

철도운송의 정시성은 제품의 판매(수출)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품의 물류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생산
공장의
지역적
확산

CTX 도입으로 인하여 항공(수출)화물의 운송시간이
단축되면 토지이용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에 밀집한
생산 공장을 지방(산업단지)으로 확산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단지의 집적경제 효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산업
단지의
교통
접근성
개선

산업단지와 CTX 시스템을 연결하는 인입선이 구축을
통해 산업단지의 교통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특송
운송
시장의
확대

철도
운송
전문
기업의
등장

현재는 철도운송의 부진으로 코레일만 담당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고속철도 화물운송 전문기업이 등장할
수 있으며, 특송시장의 성장에 따른 물류기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기후
변화
대응

온실
가스
배출
감소

CTX의 육상 화물운송 분담에 따른 육상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더불어 철도의 친환경성이
부각됨

도로
(트럭)
교통
용량
증대
효과

트럭운송의 일부 철도수송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속
화물철도 구간과 경쟁하는 간선도로의 도로용량의
증대효과 발생으로 교통 혼잡 완화 및 트럭 운송의
시간절감 가능

교통
사고의
감소

CTX를 통한 화물의 안전한 수송은 도로의 트럭
교통량을 감소시켜 도로교통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여주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중분류

역 주변 대규모
재개발
물류
프로
세스
개선

기업 입지조건
의 향상

주: 참고자료 3)~10)을 이용하여 재정리

2.2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산업
단지
경쟁력
강화

CTX역에 인접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조성
할 경우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체의 지방이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기업체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방의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의 증가는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의 균형발
전을 도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
게 된다. 그림 1은 CTX 도입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관계도
를 개략적으로 보인 것이다.
CTX 개발

교통체계 개편

철도분담 증가

녹색성장 지원

접근도 개선

수송비 절감

생산성 향상

국토중앙부
장소가치 상승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방권 기업유치

지방권 고용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

[그림 1] CTX 도입과 국토균형발전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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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의
균형발전 기여

CTX
도입
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효과

도로
교통의
사회적
비용
절감

교통
물류
분야
R&D
확대

04

<표 4> CTX의 해외고속철도 시장 진출 방안
구분

추진 방안

여객/화물의
첨두시간 차별성

여객 수송의 비첨두시간을 활용하여 CTX의 수송을 가능케
해주어, 시스템 활용성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 하게 해 줌

화물수송의
재무적 측면 기여

고속화물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가지게 되면,
사업 전체의 재무적 타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됨

국가 교통정책 지원
(Modal Shift 등)

국가 교통 정책적으로 화물수송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
해야 하는 등의 국가 교통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해 줌

포괄적인
사업제안 가능

국가 교통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주는 포괄적인 사업제안서
작성이 가능하게 되어 상황에 따라 경쟁국보다 매우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줄 가능성이 있음

참고문헌
 정일호, 손동혁, 1995,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국토개발연구원

3. 결론

 한국개발연구원, 2005, 도로·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김태환, 2004,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4.1 분석 개요
본고에서는 CTX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 측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측면, 고속철도기술의 해외 수출의 기여 측면
에서 간략히 전망해 보았다. 이러한 변화 예측은 현재 진행 중인
CTX 물류기술을 연구하는데 있어 보다 큰 그림에서의 타당성을
정리하고, 추가 연구내용의 전개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TX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CTX 비즈니스 모

 김홍배 외, 1997, 경부고속전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Vol.87, pp.201-212

 노학래, 2003, 독일고속철도의 운행성과 및 네트워크 확장계획. 철도
기술정보시스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전자도서관/해외철도기술동향

 조남건 외, 2003,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델 개발 등 향후 CTX 운영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방안 수립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Auphan, 2003, High Speed Network and Spatial Structure in
France

 Broche et al., 1991, Cities of 21st Century New technology and
Spatial System

 Bonnafous, 1995, Impacts of HSR on Land Development, French
Case
 Zumkeller, 2003, High Speed Transport as a Factor in East/West

환적
기술
개발

도로에서 CTX 전환에 따른 환적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환적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노력 확산

European Integration
 박준서 외, 2015, CTX 물류시스템 기술개발 2차년도 성과증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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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Technical Notes

01

1. 서론
최근 건설분야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대규모공사의 발주물량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 CODE
체계화(토목/궤도)

공하므로 이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
원화된 기준의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철도건설공사의 토목/궤도분야는 2012년 설계기준과
지침, 편람을 통폐합하여 표준화된 CODE(KR CODE)를 발간하
였으며, 이는 이용자 사용성 향상, 기준의 중복성 해소, 연계성 강
화 및 개정내용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 기준 관리체계를 획기
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 CODE(KRQP CODE)
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수량 및 단가산출이 공사입찰
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또한 설계과정에서도 누락, 오류 등으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 CODE 체계화(토목/궤도)
노반구조물(중국고속철도) 접지시설 기본개념 소개
(교량, 터널, 토공 구조물 중심으로)
중국철도현장 외방감리 효율성 제고방안 고찰
중국 고속철도산업의 발전현황과 시사점

또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토목/궤도편의 상세 분류는 다음과

를 따름으로써 해외진출을 대비한 Global Standard 구축과 함께

같다.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이 용이하고 기준과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과

로 인하여 총사업비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철도설계
지침 및 편람 CODE’와 기존의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
준을 상호 연계하여 동일 코드체계로 관리함으로써 설계지침 및

의 상호 호환에 효과적이다.

<표 2> Detailed Category of KR CODE(Civil/Track)

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물량감소에 따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다. 과다경쟁은 저가입찰로 이어져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

코드
KR
C-01

총칙

구성
01010 적용범위

코드

구성

KRQP CODE(토목/궤도편)의 구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KR
교량
08010 교량 설계일반
C-08 일반사항 등 10개 코드

KR 철도계획 02010 철도건설 및 KR 강교 및 09010 강교 및 강합
C-02 및 공통 개량계획 등 6개 코드 C-09 강합성교 성교 재료 등 12개 코드
10010 콘크리트교 설계
KR 측량 및
KR
03010 측량 등 2개 코드
콘크리트교 원칙 및 재료 등 11개
C-03 지반조사
C-10
코드
11010 교량하부 및
KR
04010 흙구조물 설계 KR 교량하부
흙구조물
기초 설계일반 등 5개
C-04
일반 등 4개 코드
C-11 및 기초
코드
KR 구교 및 05010 구교 등 2개 KR
C-05 배수시설 코드
C-12
KR
C-06

흙막이
구조물

06010 흙막이구조물 KR
설계일반 등 4개 코드 C-13

KR
C-07

지하
구조물

07010 지하구조물 설계

KR
C-14

터널

12010 터널 등 14개
코드

정거장

13010 정거장계획 등
5개 코드

궤도

14010 궤도 설계일반
등 11개 코드

편람 개정 시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도 손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CODE를 제정하였다.

2.1.2 KRQP CODE의 필요성

본 내용에서는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 CODE(KRQP

KR CODE가 제정됨에 따라 설계기준은 각 분야별로 CODE화하

CODE)의 토목/궤도편 제정 배경과 구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며 기준 개정이 즉시 반영되어 설계

고찰하고자 한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
준은 그 개정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으로 인하여 건

[그림 1] Connection with KR CODE(Civil/Track)

<표 3> Detailed Category of KRQP CODE(Civil/Track)
코드
KR
C-01

총칙

구성
01010 단가산출기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철도노반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은 2005년 제정된 이
래 10년이 경과하였으나 2008년과 2010년, 2013년 세 차례 개정

2.1 KRQP CODE의 제정의 배경

작업이 진행되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정되는 건설공사 표준

2.1.1 KR CODE의 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난 2012년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을 제정한 바 있으며, ‘Table 1’ 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KR 측량 및 03010 측량
C-03 지반조사 03020 지반조사

토목/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류완상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설계기준처
(wsryu@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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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코드

KR C Civil/Track
#####
KR A Architecture
#####
KR E Electrification
#####
KR S Signaling Control
#####
Information
KR I Communication #####

10050 상부구조물 설계
KR
10070 T형교
콘크리트교
C-10
10090 박스거더교
10100 라멘공

11020 교대, 교각, 확대
04010 흙구조물 설계
기초의 설계
일반
KR
KR 교량하부 11030 얕은 기초의 설계
흙구조물 04020 쌓기
C-04
C-11 및 기초 11040 말뚝기초의 설계
04030 깎기
11050 케이슨기초의
04040 연약지반
설계

품셈과 상이한 표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공현실의 반영과 KR CODE와의 연계방안에
중점을 둔 사용자 중심의 KRQP CODE의 조기 제정이 요구되는

KR 구교 및 05010 구교
C-05 배수시설 05020 배수시설

구성
1. 총칙~14. 궤도 (14장, 88개 코드)
1. 총칙~8. 검수시설계획 및 설계 (8장, 38개
코드)
1. 총칙~5. 원격감시제어설비 (5장, 56개
코드)
1. 총칙~14. 기타 신호제어설비 (14장, 31개
코드)
1. 정보통신설비 설계일반~9. 유도 (9장,
28개 코드)
5편, 50장, 241개 코드로 구성

2.2 KRQP CODE의 체계화
2.2.1 KRQP CODE의 구성

KR
C-12

터널

KR
C-06

흙막이
구조물

06020 옹벽, 비탈면
보호벽, 낙석방지책
KR
06030 보강토옹벽
C-13
06040 가시설구조물

정거장

KRQP CODE의 구성 체계는 기존의 기준관련 코드집인 KR
CODE와 차별성을 기하고자 수량 및 단가(Quantity and Unit
Price)를 의미하는 QP를 합성하여 KRQP를 기본코드로 편, 장,
항목의 번호체계는 KR CODE의 구성 체계를 준용하였다.
이는 UIC CODE 및 관련 국제규격을 모델로 한 KR CODE 체계

구성

KR
교량
08100 받침 및 받침부
C-08 일반사항

상황이었다.

<표 1> Composition of KR CODE
구분

코드

02050 계측
02060 본선부대 및
09030 강교 및 강합
KR 철도계획 안전시설
KR 강교 및
성교
C-02 및 공통 02061 임시선
C-09 강합성교
09090 합성거더교
02062 소규모 및 철도
인접공사

설공사 표준품셈의 개정 및 기준 변경사항의 즉시 반영이 곤란한

2. 본론

01

KR
C-07

지하
구조물

07010 지하구조물

KR
C-14

궤도

12030 터널지보재
12040 콘크리트 라이닝
12060 배수 및 방수
12070 굴착
12080 갱구부
12130 방재설비
12140 개착터널

13030 여객정거장
13040 화물정거장

14030 자갈궤도
14040 콘크리트궤도
14050 장대레일
14060 궤도재료설계
14090 궤도안전부대
시설
14110 공사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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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R CODE와 같은 트리형 구조로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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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목/궤도편
(Civil/Track)

제1장
KRQP C 01
총칙

KRQP C-04010
흙구조물
설계일반

KRQP C-04010
(REV0. ’14.12.31).hwp

KRQP CODE(토목/궤도편)는 총 43개 코드(14개 분야)로 이루어

…

…

제4장
KRQP C 04
흙구조물

KRQP C-04020
쌓기

…

…

전철전력편
(Electrification)

제8장
KRQP C 08
교량일반사항

KRQP C-04030
깍기

신호제어편
(Signaling
Control)

제10장
KRQP C 10
콘크리트교

KRQP C-04010
(REV3. ’17.12.31).hwp

…

…

져 있으며 KR CODE의 체계를 따름으로써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

건축편
(Architecture)

토목/궤도편
(Information
Comunication)

제14장
KRQP C 14
궤도

KRQP C-04010
(REV1. ’15.12.31).hwp

였다. 표준화된 KRQP CODE는 제개정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자
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용성이 뛰어나며, 세부 코드단위별 상
시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기준과의 상호 중복, 상충되는 문제점을

KRQP C-04010
(REV2. ’16.12.31).hwp

1. 개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SOC사업의 감소로 국내 철도건설이 크게 위축되고 해외진출을 적

접지를 유럽권에서는 “Earthing”, 미국에서는 “Grounding”이라

노반구조물
(중국고속철도) 접지시설
기본 개념 소개

(교량, 터널, 토공 구조물 중심으로)

고 표현한다.
초기의 접지는 낙뢰와 정전기 등으로부터 인명과 장치 보호 역할을
하였으나 오늘날의 접지는 과전류, 과전압 유입, 전기적 잡음으로
전자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접지시스템의 설치목적은 전기, 전자, 통신 및 각종 제어기기의 손
상방지와 안정적 운영에 있다

…

극 추진하는 현 시점에 표준화된 철도관련 CODE 체계의 구축은

접지시스템의 필요성은 ① 전기적 피해로부터 철도시설물 보호 ②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기기 원활한 기능 확보 ③ 전기적인 충격에 따른 인명 보호 ④

향후 지속적인 연구보완을 통하여 최신 표준을 유지하며, 전문성,

충격전류를 땅으로 신속한 방류

통일성을 바탕으로 기술력 축적에 의한 타분야로의 확대 적용을

접지시스템의 분류 ① 공통접지(미국, 유럽) ② 독립접지(일본)

기대한다.

이고, 접지시스템 구성방식의 세계적인 추세는 공통접지(Com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 CODE 체계화(토목/궤도)

[그림 2] Tree-type Structure of KRQP CODE(Civil/Track)

노반구조물(중국고속철도) 접지시설 기본개념 소개
(교량, 터널, 토공 구조물 중심으로)

2.2.2 개정 및 이력관리 방안
기본적인 개정방향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발표되는 건설공사

monGrounding) 채택
중국도 2013년 닝항, 진진, 항심, 서보 등 신설고속철도를 개통하
면서 고속철도 총 영업거리가 11,028km에 달하고, 한반도 철도

중국철도현장 외방감리 효율성 제고방안 고찰

(TKR) 및 대륙철도(TSR, TCR 등)와 연계운행을 위하여 대륙철도

중국 고속철도산업의 발전현황과 시사점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중국고속철도 구조물 종합접지시스

표준품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연 2회 개정을 목표로 하나, 긴

템의 일반적인 기본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급을 요하는 기준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해당 코드만 별도로 개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드집은 REVIEW CHART, 본문, RECORD HISTORY로

2. 기
 본개념

구성하며 개정일자, 변경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재개정 경위
파악은 물론 향후 이력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중국고속철도 종합접지시스템은 선로변 양측에 부설한 매설접지

<표 4> Record Management Method

선을 주체로 하여 선로변 교량, 터널, 토공구간 구조물 내의 접지

표지

→

•REVIEW CHART(개정번호, 일자, 근거, 담당자 표기)
•추적관리 용이, 재개정 경위 파악

본문

→

•수량조서, 수량산출표준, 단가산출표준 제시

전차선 급전선 5m범위 내의 금속부품과 접지 필요한 시설, 장비에

RECORD
HISTORY

→

•변경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력관리 용이 도모

대해 종합접지시스템에 연결한다.

장치를 이용한다.

선로양측 20m범위 내 철도설비 건축물의 접지장치도 종합접지
시스템에 연결한다.
매설접지선 연결개소의 접지저항은 1Ω이상 이어야 한다.
종합접지 연결선은 필히 단일로 연결, 전류회로를 구성하지 말아

참고문헌

야한다.
전력, 전차선 등 시설접지 연결선은 통신, 신호 공동구 내에 통과

K
 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3) KR CODE, Korea Rail

하지 말아야한다.

Network Authority.

 UIC COD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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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완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 차장대우
(wiss@kr.or.kr)

접지장치는 구조물 내 매설한 접지단자와 매설접지선과 연결한다.
접지단자는 직접 콘크리트 구조 내 매입 설치하고, 표면과 구조면이
일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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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내 접지기능 철근은 전차선 단락 전류가 25KA보다 크지
않을 때 철근 단면적은 120㎟(또는 직경14mm 이상)이상이어야
한다.
전차선 단락 전류가 25KA보다 클 때 철근 단면적은 200㎟ (또는
직경 16mm 이상)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의 단면이 요구에 맞지 않을 때 인접한 두 개의 철근을 연결
하여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직경이 14mm 또는 16mm의 철근을
교체한다.
[그림 4] 전철주기초 공동관로 단면도

3. 교량분야

[그림 2] 상판접지 철근배치 평면도

⑥ 교량 시점측 75cm의 방호벽, 신호공동구, 교량 난간, 상판하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궤도, 종합 매설접지선, 난간 또는 방음벽,

3.1 기본개념

상판 접지철근은 구조철근을 이용하고, 접지철근 설치형식은 아래와

교각접지 철근과 연결한다. 접지단자는 연속교 중간교각 또는

교량구간 매설접지선은 양측 통신·신호 트로프 내에 부설하고,

같다.

시점측에 설치한다.
⑦ 교량 위 전철주 접지는 직경이 16mm의 연결철근과 전철주

접지극은 교각기초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교량구조의 상판, 교각, 교대, 기초 및 접지시스템의 외부 접속구와

① 매 상판에 4개 Φ16mm 종방향 철근을 설치한다.

각 구조체간의 연결은 모두 접지와 연결하여 접지시스템을 형성

② 복선 궤도PCL층 지간의 1/3와 2/3개소에 각 1개의 철근을 설치

하고 양호한 접지성능을 구비하여야한다.

하고 양측 방호벽 하부에 각 한 개의 철근을 설치하며 종방향

접지철근은 철근을 이용한다. 응력철근은 종합접지시스템에 연결

으로 상판 전체를 관통한다.

하지 않는다.
철근단면적은 최소로 200㎟이상으로하고, 동케이블을 연결선으로
할 때단면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⑧ 교량 상판접지 배치형식은 접지단자가 상판당 8개이다.

대체한다.

철근을 용접하여 표기한다.
② 말뚝 중의 접지철근은 환형연결방식을 취하고, 매개 말뚝의 접지
철근은 말뚝기초 하부 환형철근과 용접하여 한 개 회로를 구성
한다.
③ 매 교각에 횡방향으로 외측에 간격이 1.7m인 수직방향의 철근을

④ 매 교각에 접지단자 2개를 설치하고, 그 위치는 교각 종점측
입면에 설치하고, 두 개의 접지단자 간격은 170cm이다.

④ 별도로 상판 교량면 배치에 따라 한 개 Φ16mm 종방향 철근을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용접두께는 4mm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

맞댐 용접과 보조용접 등으로 연결한다. 접지철근 상단부에 짧은

하고 다른 한 쪽은 코핑 개소의 접지단자와 연결한다.

거리가 100mm보다 작아야한다.
이용할 수 없을 때 2개 Φ12mm 철근으로 한 개 Φ16mm을

① 매 말뚝에 한 개의 긴 접지철근을 설치하고, 두 개의 접지철근은

접지철근으로 하고, 한 쪽은 말뚝기초 하부 환형접지철근과 연결

③ 궤도PCL층 지간의 종방향 접지철근은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철근용접의 용접 길이는 55m 이상이어야 하고, 단면 용접 길이는
간 십자로 교차 시 직경이 16mm의 “L”형 철근으로 용접한다.

매설강판과 상판부 종방향 접지철근과 연결한다.

[그림 7] 교각기초 접지배치 단면도

2) 확대기초

⑤ 상판 단부 교량면에 횡방향 철근을 설치하고, 벽체에 수직방향
철근과 종방향 철근을 용접하여 회로를 형성한다.
[그림 5] 매설접지선 연결도

3.2 시공개념
3.2.1 교량 상판

3.2.2 교량 교각
1) 말뚝기초

[그림 8] 확대기초 접지배치 단면도

[그림 3] 케이블 공동관로 단면도

[그림 1] 교량상판 단면도
[그림 6] 말뚝기초 접지배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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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프로치구간 시공개념

① 토공구간은 전철주기초를 이용하여 접지극으로 한다.

①인
 접 어프로치구간의 토공, 통신, 신호 공동구 측벽개소에 접지

② 전철주 기초 시공시 선로방향 시점 측의 기초측면에 1개 교량,

단자를 설치하고 접지단자와 매설접지선을 연결한다.

터널형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②교
 량, 터널구간의 매설접지선은 통신, 신호 공동구에 따라 토공

③ 통신 공동구 내측벽에 1개 토공형 접지단자를 제작한다. 설치

구간까지 부설하고 L형 연결기로 관통접지선과 토공구간 통신

위치는 접지가 필요한 통신, 신호 등 설비 및 시설의 위치에 따라

신호 공동구에서 설치한 접지단자와 연결한다.

확정하고 근접한 전철주 기초와 동일한 지점이다.
④ 전력 공동구 내에 1개 토공형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원칙상

4.3 양측 매설접지선 간의 횡방향 연결 시공개념

1,000m에 한 개소를 설치하고 1,000m보다 작은 토공구간은

①길
 이가 1,000m 초과한 토공구간, 매간격 500m좌우로 상하행

감안하지 않는다.

매설접지선을 한 번 연결한다.
②길
 이가 500~1,000m 토공구간은 중간에 상하행 매설접지선을
[그림 9] 확대기초 접지배치 단면도

한 번 연결한다.
③ 길이가 500m보다 작은 토공구간은 매설접지선의 횡방향 연결을

① 기초 하부면에 한층 철근망을 설치하여 수평 접지극으로 하고,

감안하지 않는다.

수평접지극은 기초 하부면에 전부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근 격자간격은 1m×1m로 설치한다.

[그림 10] 토공형 접지단자

③ “+”로 교차한 두 개 철근 위의 격자모양 노드는 “L”형으로 용접

④ 횡방향 연결선의 규격, 매설깊이, 매설공법은 매설접지선과

⑤ 전철주기초 위의 접지단자는 교량, 터널형 접지단자를 사용한다.
⑥ 공동구 내 접지단자는 토공형 접지단자를 사용한다.
⑦ 통신신호 공동구와 전력공동구 접지단자는 동일한 전철주 위치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⑧ 전력, 전차선 등 강전설비(시설)의 접지연결선은 통신신호 공동
구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동일하다.
4.5 성토, 연질암깍기구간 종합접지

하고, 외부철근은 폐합 용접하여야 한다. 기타 교차점은 결속

4.4 토공 접지극, 접지단자 설치

하여야 한다.
④수
 평 접지극 철근 격자모양의 외부가장자리에서 확대기초 하부면
콘크리트까지의 거리는 70mm보다 크지 않아야한다.
⑤ 교각 중 2개 접지철근을 설치하고, 한 쪽은 기초하부 수평접지극
(철근망) 중의 철근과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주두부의 접지단
자와 연결한다.
⑥ 주두부 위의 접지단자는 교각 중심 측입면에 설치하고, 두개의

[그림 14] 성토, 토질 및 연질암 깍기구간 종합접지 참고도

접지단자 간격은 170cm이어야 한다.

① 매설접지선 매설깊이는 하부노반 상면 –30cm~-40cm개소에

⑦ 모든 접지철근간의 연결은 겹침용접 또는 “L”형 용접으로 한다.

매설한다.
② 토공 되메우기 다짐은 매설접지선 매설깊이 약 60cm높이보다

4. 토공분야

[그림 12] 통신신호공동구 및 전력공동구 접지

높게 하는 동시에 폭은 매설접지선 직경의 “트로프”보다 약간
크고 매설접지선 설치에 편리하여야 한다.
③  “트로프”내에 입경이 40mm 이하의 흙으로 되메우고 매설

4.1 기본개념

접지선을 설치한 후 입경이 40mm 이하의 흙으로 되메운 후
다짐한다.

① 토공구간 선로 양측에 따라 각 한 개 매설접지선을 설치한다.

④ 인공 다짐 후 필히 “트로프” 위에 입경이 100mm 이하의 흙으로

② 성토구간, 토질 및 연질암 깍기구간의 매설접지선 매설깊이는

되메운 후 정상적인 토공 되메우기와 기계다짐을 진행할 수

하부 노반층 상부까지 거리가 –30cm~-40cm이어야 한다.

있다.

경질암 깍기구간은 관통접지선을 통신, 신호 공동구 하부 20cm에
매설하고 세립토로 되메워야 한다.

4.6 경질암깍기구간, 함동구간 종합접지

③매
 설접지선이 토공구간의 핸드홀을 종방향으로 통과시 핸드홀
아래 약 20cm에서 통과하고 핸드홀 시공 시 장비가 관통접지선을
파손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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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질암 깍기구간에 관통접지선을 통신신호 공동구 하부 약

[그림 11] 교량, 터널형 접지단자
[그림 13] 토공 전철주기초 측면 연결점 참고

20cm에 매설하고 세립토로 되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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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횡·종방향 접지철근과 용접한다. 종방향 접지철근은
작업구간에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터널저판의 하층에 1m×1m의 단층 철근망을 형성한다.

02

6. 맺
 음말

⑤록
 볼트 접지근은 한개 대차 길이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매 작업구간 내의 횡단 접지철근과 양측 통신신호 공동구 선로
외측 가장자리의 접지철근과 연결한다.

5.3 터널 접지단자 설치

고속철도는 22kv의 전력을 가압하여 운행하므로 감전에 의한 인명
보호, 이상전압에 의한 장비보호, 누설전류에 의한 구조물 부식

[그림 15] 경질암 깍기구간, 함동구간 종합접지 참고도

5.2 터널 접지극 설치

방지를 위해 접지설비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접지시공은 구조물별로 시설물 시공 주체와 시행자가 일부

② 함동구간의 관통접지선은 통신신호 공동구 설치 전 통신신호

상이하므로 접지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별 인터페이스가

공동구 선로근접 하부에 부설한다.

가장 중요하다.

③ 경질암깍기구간의 관통접지선 매설방법

특히, 한국이 한반도 철도(TKR)와 대륙철도(TSR, TCR 등)의

- 경질암 깍기구간 공동구 설치 시 동시에 0.2m×0.2m의 작은

원활한 연계와 안전한 고속철도 운행을 위해서 중국고속철도 종합

트로프를 절단하고 관통접지선을 부설한 후 매립토로 되메

접지시스템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우고 인공다짐

[그림 20] 터널 2차라이닝 접지철근 단면도

- 횡방향 연결 시 필요한 위치에 동시에 0.2m×0.2m의 작은

생각한다.
① 터널 내 접지장치는 연결철근과 양측 공동구 선로 근접 가장

트로프를 절단하고 관통접지선을 부설한 후 세립토로 되메
우고 인공다짐
④ 함동구간의 관통접지선 매설방법

다가올 “유라시아 철도의 이니셔티브”를 쥐는데 작은 도움이 되리라

[그림 17] 터널 저판 접지극 투영 관계도

자리의 종방향 접지철근과 연결한다.
②터
 널 내 접지장치는 모두 교량, 터널형 접지단자를 사용한다.

- 공동구 시공 전 관통접지선을 직접 통신 공동구 선로측면의

③ 터널 입구에서 2m 떨어진 개소를 시작하여 양측 통신신호

하부에 부설하고 상부에 매립토로 되메우고 인공 다짐한다.

공동구 하부, 매 100m 간격으로 한 개의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④1
 00m보다 작은 터널은 터널 중간부에 한 개소를 설치한다.
⑤접
 지단자는 터널 접지장치와 매설접지선의 연결을 제공한다.

5. 터널분야

⑥ 모든 접지단자는 연결철근과 공동구 외측의 종방향 접지철근과
연결한다.
⑦전
 차선 트로프 기초가 사전 매설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트로프

5.1 2차라이닝 접지철근 설치

[그림 18] 터널저판 접지극 접지 철근 평면 배치도

기
 초와 2차라이닝 내의 횡방향 또는 종방향 접지철근을 용접
한다.
⑧ 전차선 트로프 기초가 후설치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트로프

참고문헌

기
 초의 위치에 접지단자를 매설하고, 2차라이닝 내의 횡방향
또는 종방향 접지철근을 용접한다.

 鐵路工程建設通用參考圖 《鐵路綜合接地系統》 (通号 【2009】 9301)
 《鐵路綜合接地和信号设备防雷系统工程设计指南》
 《 新建时速300~350公里客运专线铁路设计暂行规定（上、 下）》
[그림 16] 터널 2차라이닝 종합접지 참고도

① 2차라이닝의 내부 종·횡방향 구조철근을 이용하여 전차선 단선
보호 접지철근으로 한다.
② 전차선 수직방향 천단부 라이닝의 C챤넬 양측에 0.5m 간격으로
각 3개 종방향 구조 철근을 접지철근으로 한다.
③ 위 그림에 기술한 C챤넬 양측 각 1.5m 외의 기타위치, 1m 간격
으로 하여 종방향 구조철근을 선택하여 접지철근으로 한다.
④ 매 작업구간 중간에 한 개 횡방향 구조철근을 횡방향 접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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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铁建设 【2007】 47号）

[그림 19] III，IV，V급모암 터널 종합접지 연결도

 《 铁路防雷、电磁兼容及接地工程技术暂行规定》 (铁建设 【2007】

① 1, 2급 모암의 저판철근이 있는 터널 및 명동구간은 터널 저판

39号）

하층의 구조철근을 이용하여 접지극으로 한다.
② 3급 모암터널은 록볼트와 횡단 접지철근을 접지극으로 한다.
③ 4급, 5급 이상 모암터널은 록볼트, 강지보(또는 철근망)을
접지극으로 한다.

 《客运专线综合接地技术实施办法（暂行）》 (铁集成 【2006】 220号）
 《 新建时速200~250公里客运专线铁路设计暂行规定》 （铁建设
【2005】 140号）

④ 터널 저판 접지극은 1m 간격으로 저판 구조철근을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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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2014년 철도분야 총 여객운송 규모는 23.2억 명이었으며, 철

2) 경
 심선 외방감리 용역까지 13건의 용역을 수주하여 8건은 기 완

도이용 승객중 고속철도 이용자는 8억 명으로 약35%를 차지

료하였고 5건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수행 중에

하고 있다.

경심선 ’14년도 하반기 품질안전 최우수감리사 표창 등 총11회
에 걸쳐 수상실적이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05년 수투선(수녕-중경) 시공감리를 시작으

중국철도현장 외방감리
효율성 제고방안 고찰

03

로 현재까지 중국철도 감리 또는 기술자문 용역을 총13건 수주하
였고, 수주한 13건 중 현재까지 8건은 완료, 5건은 용역을 수행 중

3. 경심선 현황 및 업무 분석

에 있다.
중국에서 수주한 13건 중 6건은 시공감리 사업이고, 7건은 외방품
질대표로 기술자문 방식이다. 외방품질대표로의 업무수행은 많은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시공감리 또한 우리공단의 열정

3.1 경심선 현황

과 노력으로 중국 철도관계자들로부터 충분히 그 능력을 인정받고

3.1.1 사업개요

있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철도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와

- 용역명: 신설북경~심양간 철도여객전용선 요녕단 JSLNJL-3
구간

비교했을 때 뒷처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철도의 성장을 이대로 바라볼

(단위: 억 명)

[그림 2] 2010-2014년 철도 여객운송 규모 추이

- 감리사: 북경철연건설감리유한책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수만은 없다. 철도 노반분야에서 철도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력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 CODE 체계화(토목/궤도)
노반구조물(중국고속철도) 접지시설 기본개념 소개
(교량, 터널, 토공 구조물 중심으로)

는 전략과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택과 집

<표 1> 2003-2014년 철도건설 투자 현황

중국철도현장 외방감리 효율성 제고방안 고찰
중국 고속철도산업의 발전현황과 시사점

2. 중
 국의 철도투자 및 공단 진출 현황
2.1 철도건설 투자 계획
1) 2
 014년 투자액은 8,08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하
였으며, 신규 운행 개시한 노선은 8,427km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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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경심선PM부)
부장
(chunghag@kr.or.kr)
김성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경심선PM부)
차장
(chunghag@kr.or.kr)

조경완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경심선PM부)
차장대우
(chunghag@kr.or.kr)

정해룡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경심선PM부)
과장
(chunghag@kr.or.kr)

고속철도 연장

철도투자액
(억 위안)

증가

영업거리 누계

2007년

2,581

677

78,243

2008년

4,168

1,730

79,973

증가

영업거리 누계

1,392

1,392

2010년

8,427

4,908

90,438

1,554

5,213

2012년

6,310

5,382

97,987

2,722

9,356

2014년

8,088

8,427

112,000

5,491

16,519

- 공사연장: DK334+433.87~DK414+525. L=77.772k
감리번호

JSLNJL-3

STATION

DK 334+433.87
~ DK414+525.75
(77.78km)

구분

STATION

시공사

감리
1분역

DK 334+433.87
~ DK369+827.68
(35.39km)

중국중철0국
집단

감리
2분역

DK369+827.68
~DK414+525.75
(42.38km)

중국중철0국
집단

* 2015년 8,000억 위안 이상의 철도건설 투자에 대한 계획도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비율이 약 8:2
정도로 추정됨.

2.3 공단의 진출 현황
중에 있다.

시
공
감
리
(6)

[그림 1] 2010-2015년 철도건설 투자 추이

전체 철도연장

연도별

사업
구분

박재영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경심선PM부)
차장
(chunghag@kr.or.kr)

- 공사기간: 56개월(외방은 33개월)

1) 현재 하치, 경심, 정서, 귀주, 운남선 총5개 사업을 수행

*금
 년에도 8,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여 8,000km 이상 신규 노선
운행을 목표

김용완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경심선PM부)
지사장
(chunghag@kr.or.kr)

- 계약일: 2014년 7월 7일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 품질안전 향상을 유도하

2.2 철도건설 투자 현황

중을 통한 전략과 접근방법을 구상하게 되었다.

- 발주처: 경심철로여객전용선요녕유한책임공사

(단위: 억 위안)

품
질
자
문
(7)

총연장
(km)

용역기간
(개월)

설계속도
(km/h)

비고

수투선

13

무광선

152

’05. 06-’06. 08 (15)

250

완료

’06. 01-’10. 02 (50)

350

완료

장곤선(귀주)

94

’10. 09-’15. 07 (59)

250

진행 중

장곤선(운남)

97

’10. 09-’16. 09 (73)

250

진행 중

정서선

44

’13. 01-’17. 01 (48)

350

진행 중

3.1.2 업무수행 기준

경심선

78

’14. 07-’17. 06 (33)

350

진행 중

- 선제적 감리 활동으로 중방감리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분기당

하다선

904

’08. 03-’12. 12 (58)

350

완료

1회 시행하고, 공정진행에 맞춰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하며, 중

반영선

89

’10. 05-’12. 12 (32)

350

완료

요 구조물의 경우 중방감리와 입회 및 검수를 시행해야 한다.

진진선

257

’10. 05-’12. 12 (32)

350

완료

서보선

138

’10. 05-’13. 6 (38)

350

완료

란신선(신강)

710

’10. 05-’14. 06 (50)

250

완료

회, 역장 및 전감은 월2회 현장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회

란신선(감청)

1,066

’10. 05-’14. 08 (52)

250

완료

점검 중 결함사항 및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공종은 현장에서 즉

하치선

281

’10. 05-’15. 06 (62)

250

진행 중

사업명

[그림 3] 경심선 노선도 현황

- 사후 품질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구조물을 대상으로 총감은 월1

석 기술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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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현장 101개의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향상을 꽤하는 것은 불가능함

1) 사전 예방적 감리 활동

800

731

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품질·안전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700

교육훈련 시행: 분기별 1회(총감), 필요시(분역장)
기술자료 제공: 공정진행 중 품질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공
입회 및 검사: 외방감리 관리방안에 해당 공중 도래시

600

(Monitoring) 하여 품질·안전 향상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인접

500

현장 또는 공구로 전파하여 경심선 감리3공구 전 노선의 상향평준

400

화된 품질·안전을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100

2) 사후 품질안전확보 활동

176

164

고 결함이 많이 발생하는 연속교(FCM)을 선정한다.
-T
 QSM 추진일정은 공정계획에 맞춰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약 5
개월간 시행한다.

169

147

4.1.2 TQSM 시행방법

75

53

16

7

8

12

10

0
총감

현장순회점검: 매월 1회(총감), 매월 2회(분역장, 전감)

분역

총감

합계

현장기술자문: 외방감리가 현장순회 중 필요시 현장기술자 대상 자문

250

경심선 감리 3공구 연합체 외방감리는 경심선 주요 공종인 노반 및

200

교량/함동, 터널, 대형 임시시설 등 감리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제
안서 내용과 부합하도록 배치한다.

8월

분역

총감

9월

분역

총감

10월

분역

총감

11월

분역

1) 업무 범위
현행

12월

18

21

분역

총감

17

17

8

54

52

49

43

총감

분역

총감

합계

감리1분역

감리2분역

역장1(공단)/부역장1(중국)

역장1(공단)/부역장1(중국)

전감1(공단)/전감00(중국)

전감1(공단)/전감00(중국)

TQSM계획

11

8월

분역

9월

총감

분역

10월

총감

분역

11월

총감

구분

합계

감리1분역

감리2분역

사업 총연장
개황 기간

77.772

35.394

42.378

[그림 6] 감리구간 월별 개선건수

업무추진

•현장 즉석 기술자문 시행
•수시 현장점검 시행(부적합사항 통지단 발행)
•관련 기술자료 제고(예방적 활동)
•교육훈련 시행(관련사항 집중교육)

결과보고

•활동결과 정리
•월간보고서에 첨부
•구조물 완성 후 종합보고서 작성

3.2.3 문제점 및 개선의견
- 중국 건설문화가 건설과정에서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
관행이 만연하여 품질안전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방

15.410 (15개소)

15.094 (18개소)

- 외방감리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현장의 품질·안전 수준을 향

터널

18.547 (23.5%)

5.982 (5개소)

12.565 (6개소)

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투입인력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외방
감리 업무는 수행하면서 특정 구조물을 지정하여 외방감리가 집
중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서 구조물의 품질·안전 향상을 기하

3.2 경심선 ’14년 업무실적 분석

고, 인접 현장 전파를 통해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기 할 필요

3.2.1 대상 및 인력 투입

가 있다.

경심선 감리3공구 77.772km구간에 101개의 구조물 또는 시설이
있으며, 외방감리는 총감을 비롯해 역장 2명, 전감 2명 등 총5명
이 투입되었다.

-외
 방감리 월간보고서에 TQSM 시행 실적을 필요시 수록하여 경
심선 참여 기술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

4.3.1 FCM공법이란?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은 기존의 재래식 동바리가
필요 없이 교각위에서 교각 양쪽의 교축방향으로 특수한 가설장
3~4m)씩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Prestress를 도입하여 연결해 나

30.504 (40.9%)

84.868 (무도상)

4.2.3 TQSM 시행결과 전파

비(F/T, Form Traveller)를 이용해 한 개의 세그먼트(Segment,

교량

PSM공장1, B/P장7

- 전감도 역장 및 총감을 보좌한다.

- 대상현장을 외방감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서 품질·

14.719 (25개소)

70.788 (무도상)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4.1.3 TQSM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14. 7. 1~’19. 3. 9

14.002 (19개소)

PSM공장1, B/P장4

-역
 장은 총감이 요구 시 TQSM 대상현장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반복되고 있다.

’14. 7. 1~’19. 3. 4

155.656 (무도상)

대상구조물에 대하여 점검·지도·교육 등 모니터링을 주관한다.

문에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28.721 (35.6%)

PSM공장2, B/P장11

- 총감은 현장순회점검 등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TQSM

4.3 기술참고자료

감리의 지적이나 교육에 대하여 형식적인 관례로 치부하기 때

’14. 7. 1~’19. 3. 9

궤도

4.2.2 TQSM 시행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역

노반

기타

•감리3공구 관할 1개현장 선정
- 외방감리 항목부에 가까운 현장 선정

12월

가 다소 미흡하고, 정확한 절차와 방법보다는 대충 넘어가려는
(단위: km, 백만 원)

- 감리교육훈련
- 현장순회점검
- 현장기술자문
- 기술자료제공
+
TQSM

2)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74

0

부총감리공정사(중국)

변경

- 감리교육훈련
- 현장순회점검
- 현장기술자문
- 기술자료제공

216

50

총감리공정사(공단)

총감

150
100

외방감리 본부

분역

[그림 5] 감리구간 월별 점검횟수

3.1.3 인력 배치

공사
개황

-대
 상구조물은 교량 구조물 중에서 품질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

300
200

3.1.4 사업 및 공사 개황

03

안전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가는 교량상부 가설공법.

- 지금까지 그릇된 건설관행을 어느 정도 타파 할 수 있을 것이
며, 건설참여 근로자의 의식수준 변화 및 기술력 향상을 기대

4.3.2 FCM 주요장비의 세부 구성요소

할 수 있다.

- FORM TRAVELLER

- TQSM 업무수행 결과를 교육훈련 또는 외방감리 월간보고서를
통하여 공유함으로서 전체 노선의 품질·안전 상향평준화를 기
대 할 수 있다.

4. 외방감리 업무 효율성 제고(안)

4.2 TQSM 시행 계획
4.2.1 대상구조물 및 기간

3.2.2 현장순회점검 분석
’14년도 하반기 정기 현장순회점검 및 수시 순회점검 784회를 통
하여 총293건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있었다.

54

4.1 TQSM(Tagert Quality-Safety Monitoring) 제안
4.1.1 TQSM의 의미
중국 경심선 감리3공구 연장은 총77.772km로 외방감리 5명이 전

- 대상구조물 선정은 외방감리 본부에 가깝고 품질·안전관리 어
려움이 있는 시설물 중에서 1개 구조물을 선정하여 TQSM를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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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 하부(말뚝)시공 두부정리상태 중점관리
- 교좌장치 보관상태 등 중점관리

04

1. 서론

- 철근피복두께 상태 등 관리
4) 강연선 시공상태 중점관리
- 인장부 철근 밀집상태 등 중점관리
- 쉬스관 교차부 간섭상태 중점관리
- 쉬스관 직진도 상태 중점관리
- 횡방향 강연선 배치상태 중점관리

중국철도의 시작은 청시대 말기 1876년 영국 상인에 의해 송후선

중국 고속철도산업의
발전현황과 시사점

5) 철근시공상태 중점관리

1) 작용하중에 의한 사고위험

쟁탈을 통하여 철도가 건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1949

만 6262km, 복선화율 15.7%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1997년

6)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시공상태 중점관리

4월에는 기존선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를 통해 속도향상

- 다짐관리상태 등 관리

을 목적으로 ‘속도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에 중국은 1998

- 다짐불량에 의한 균열여부 조사 등

년 말 ‘철도부 자산경영 책임실시규칙’을 공포하고 2000년도에는

- 거푸집 조립 및 청소상태 확인 등

철도부를 개혁하였다. 이후 2004년 ‘중장기 철도망계획’을 발표함

- 신,구 이음부 단차발생상태 확인 등
- 레이턴스 미제거 및 바닥청소상태 집중관리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 CODE 체계화(토목/궤도)

- 주입용 호스밀봉상태 중점관리

노반구조물(중국고속철도) 접지시설 기본개념 소개
(교량, 터널, 토공 구조물 중심으로)

7) 신축량 확인 등

년까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서구 열강들의 이권

노선은 1만 7,100km이었다. 1976년에는 전국 철도 영업거리가 4

- 철근가공 부적합상태 관리

- 계측점 설치 및 보호조치상태 중점관리

14.5km(협궤 762mm)의 최초 영업노선이다. 1896년부터 1903

년 중화인민시대에 따라 철도부가 설치되었다. 그 당시 철도영업

- 전단철근 절곡손상 중점관리
4.3.3 TQSM대상 구조물로 FCM 선정사유 및 중점관리사항

상하이~우송 간을 1874년 2월에 착공하여 1876년 12월에 완공된

과 동시에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다.1)

중국철도현장 외방감리 효율성 제고방안 고찰
중국 고속철도산업의 발전현황과 시사점

- KEY SEGMENT 시공 등 중점관리
- 전도에 대한 안정성 확보(하부 임시 가설물 시공여부 확인)
- 정재하 시험시행 검수 철저: 감리에게 사전보고 및 승인 없이

8) 기타
- 안전관리상태 확인 등

자체 시행치않도록 철저히 관리
2) 상부(주두부) 시공 중점관리
- 폼트레블러(F/T) 연결부 최대응력발생부위 집중관리

5. 맺음말

- 부재 연결부 용접불량상태 집중관리
- 수직 연결재(강봉) 편위 발생 예상부위 집중관리
- T/C 수직도상태 집중관리

출처: wikipedia

중국이 주도하여 금년도 발족 예정인 AIIB의 주요 프로젝트에도

이후, 중국은 고속철도 기술도입 10년 만에 철도분야 세계 최강

철도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의 다양한 철도분야 협력이 필요

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80여 개국에 철도차량과 기관차(고속철도

한 시점에 중국 철도관계자에게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여 한국

포함) 등을 수출한데 이어 세계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잇따른 수주

이 중국의 협력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고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

로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하고 있다.2) 또한, 자국 내

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국 건설현장에서 우리공단의

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평균 시속 350km로 달리는 고속철도가 개

입지를 견고히 해야 한다.

통되면서 전국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고 있다. 연장 1.6만km 고속

우리공단이 중국 철도사업에 진출하면서 중국 철도관계자로부터

철도망 세계 1위,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최초 등의 철도분야 발전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하여 철
도선진국들과 격차를 벌려 확실한 중국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선택과 집중(TQSM)을 통한 업무 수행으로 중국철도현

오윤식
한국철도공사
(202367@koraill.com)

과 함께 중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국고속철도의 발전현황을 알
아보고자 한다.

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시각적인 개선을 보여 주어야 한다.
3) 하부(말뚝) 시공 깊이상태 중점관리
- 하부(말뚝)시공 측정오차 등 관리

56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공단이 진출한 중국 현장 중 현재 가장 활발하
게 공사가 진행 중인 경심선에서 우선 TQSM을 시행하여 좋은 성
과를 달성 할 필요가 있다.

1) 「2011년 세계의 철도」 매일경제신문사, 한국철도협회 감수
홍순남
한국철도공사
(mylife7788@hanmail.net)

2) 최
 용민 지부장, 「中, 기술도입 10년 만에 고속철도 최강자 넘본다.」 한국
무역협회 보도자료, 201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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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2. 중국 고속철도의 현황

합병 전 베이처와 난처의 매출액은 각각 53억 1,500만 위안(약

2014년 중국은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국가표준을 처음으로 제정

<표 2> 4종4횡의 철도망 계획

9,505억 원), 54억 9,000만 위안(약 9,818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

하고 철도 건설에 8,088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새로운 노선으로

구분

각 28%, 33% 급증한 금액이다. 이들은 각각 1,500억 원 위안으로

8,427km를 건설하였다. 중서부 지역 철도 건설의 가속화로, 철

2.1 철도산업 조직변화

비슷한 자산규모를 가진 국유기업들이다.

도 운행거리가 7만km에 이르고 전국 철도 운행 총거리 중 62.3%

중국의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조직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 말에

중국정부의 합병을 유도한 주요 이유로는 두 기업의 사업규모와 업

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부 자산경영 책임실시규칙’을 공포하고 철도 수송기업에 대해

무영역이 비슷하여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없애고, 독일의 Simens

서 자산경영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철도부와 철도국

나 캐나다의 Bombardier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주도의 독점

등 철도기업가의 관계가 철도부에 의한 직접적인 경영관리간섭으

기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

로부터 국유자산 출자인에서 신 경영자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들은 ’15년 3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합병 후 궤도교통 장비

이를 계기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철도부의 국유기업을 개혁으

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 최대 국제대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중국

로써 철로공정 총공사, 중국철도건축 총공사, 기관차차량공업 총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4종

명칭

구간

길이(km)

찡후여객철도
(京沪客运专线)

베이징-지난-난징-상하이

1,318

하다여객철도
(찡션여객철도)
(哈大客运专线
(京沈客运专线))

베이징-선양-하얼빈(다롄)

1,612

찡강여객철도
(京港客运专线)

베이징-우한-광저우-선전-홍콩

2,350

동남 연해 여객철도
상하이-항저우-닝보-푸저우-선전
(东南沿海客运专线)

공사, 물자 총공사 및 통신 신호 총공사의 5대 총공사로 분리하였

4횡

다. 2008년 철도부 산하에는 상해·북경철도국 등 18개의 철도
3)

국을 포함하는 23개의 철도부 소속기업과 인재서비스센터, 중국철
도출판사 등이 있다. 15개 철도부 부속 사업단위가 있고 중국철도

04
비고

부분
운행

1,650

칭타이여객철도
(青太客运专线)

칭다오-스자좡-타이위안

906

부분
운행

쉬란여객철도
(徐兰客运专线)

쑤저우-정저우-란저우

1,346

부분
운행

후한여객철도
(沪汉蓉客运专线)

상하이-난징-우한-충칭-청두

2,078

후쿤여객철도
(沪昆客运专线)

상하이-항저우-난창-창사-쿤밍

2,264

부분
운행

출처: 바이두, www.baidu.com

학회 및 중국철도신문사업자 연합회 등 12개의 학·협회가 있다.4)
한편 중국정부는 철도건설(고속+일반)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2013년에는 중국 철도부가 폐지되고 중국철도총공사(中國鐵道悤
公司, 임직원 205만 명, 자산 4조 6,632억 위안) 출범 및 중국교통
운송부 산하 중국국가철도국(中國國家鐵道國)을 설립, 2014년 12
월에는 철도총공사의 국제협력 및 교류를 담당하는 중국철도국제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중국교통운수부
•철도, 도로, 수로, 민용항공발전을 통일적
으로 계획하여 종합교통운수체계 추진
•철도발전계획 및 정책제정의 행정직책
수행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은 2004년부터 개시되어 2008년 8월 1일

중국은 2020년까지 동-서와 남-북으로 전 국토를 잇는 ‘4종4횡

년에도 8,000억 위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8,000km 이상의 신

(四縱四橫)’고속철도망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다. 이 계획이 완성

1.8만km에 이를 예정이다. 일반철도를 합한 전체 철도연장은

규노선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철도분야 총 여객 운송

되면 중국은 1일 생활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1.2만km로 세계 2위이다.

규모는 23.2억 명이며, 고속철 이용자는 8억 명에 이르고 있으며,

‘4종4횡(四縱四橫)’의 기본 골격이 갖춰졌으며, 고속철도 운행국간

최근 151개 도시에서는 고속철을 이용한 택배업을 개시하고 있다.

<표 1> 중국의 고속철도 발전 추이

대한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 2020년까지 철도 및 여객수송 노선

2.3 고속철도 수출 현황

- ‘중장기 철도망 규획’발표(국무원 상무회의)

을 각각 12만km, 1.6만km 이상 건설하고, 철도 복선율 및 전철화

2001년 WTO에 가입후 중국의 기관차 수출은 같은 해 8,000만

율을 각각 50%, 60%로 제고하는 것이다.5) 중국의 고속철도는 고

달러 이하 수준에서 2014년 37억 4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

2004~2005

-베
 이처(中國北車 CNR), 난처(中國南車, CSR) 등 캐나다 봄바르
디아,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맨스 등의
회사로부터 고속철도 기술 도입
- 공동으로 고속열차 설계 및 생산 개시

속철도 교량 설치와 무도상 궤도 기술의 이용, 반경 곡선이 매우 큰

로써 연평균 34.7%의 성장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 건설목이 없고 노반의 안정성

중국 대외 무역 수출 성장속도보다 16.5% 높은 수치며, 2014년

을 보장해 노반이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기관차 수출은 19.3% 성장했다.

연도

주요 내용

•철도부의 기업직무를 담당

•철도기술기준 수립, 철도안전생산

•철도운송을 통일 조정·배치, 철도 여객
화물운송 업무, 전문운송·특별운송
업무를 담당

2007 .04. 18.

- 허셰호 고속열차 운행 개시
*CRH(China Railway High-speed)고속열차

•운수서비스품질과 철도공사품질 등을
감독 관리

•철도건설, 철도안전생산 주요책임 등을
담당

2008. 02. 26.

-철
 도부와 과학기술부는 시속 380km 고속열차 공동 연구개발
협약 체결

2008. 08. 01.

- 징진(베이징~텐진)고속철도 개통(시속 350km)
* 최초로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세계일류 수준의 고속
철도

2009. 12. 26.

-징
 강(베이징~홍콩) 고속철도의 우한~광저우 구간 개통(시속
350km)
* 세계에서 운행거리가 가장 길고, 공사가 가정 어려운 고속
철도로 평가

2010. 02. 06.

- 정시(정저우~시안)고속철도가 개통(시속 350km)
* 세계 최초 황토 지역에 건설한 고속철도

2012. 12. 01.

- 하다(하얼빈-다롄)고속철도 개통
* 세계 최초 고랭지역에 건설한 고속철도

철도차량분야 또한, 전세계 선두그룹에 있는 난처와 베이처가
위안(약 51조 원)의 중국중처(中國中車, CRRC)로 설립하여 운영
을 추진하고 있다.

3) 「세계의 철도」 한국철도협회, 2012
4) 「2011 세계철도토피아」 한국철도공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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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로 여객 운송과 물류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막

•철도부의 기타 행정 직무를 담당

2014년 12월 인수합병을 결정하였으며, 다음해 총 자산 3,000억

이며, 신규 노선은 8,427k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5

속철도 연장은 1.6만km로 세계 60%에 달하며, 2015년 말에는

철도총공사

[그림 1] 중국정부 철도 조직도

2014년 투자액은 8,08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금액
출처: Wikipeia, High-speed rail in China

에 베이징~텐진(京津) 구간이 처음으로 개통되었다. 2014년 고

2004. 1.
국가철도국

있으며, 철도 여객운송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

자료: 「고속철도의 대외경쟁력 현황과 시사점」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15. 4

6)

2014년 중국 기업은 해외 348개의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는 2013년 235개에 비해 113개 증가한 것이다. 누적 계약액
은 247억 달러로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것이며, 거래 완료
액은 76억 달러로 동기 대비 31.3% 성장한 금액이다. 또한, 같은
해 중국은 총 267억 7,000위안(43억 2천만 달러)에 이르는 철도
설비를 수출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22.6% 성장한 수치이다.

5) 「고속철도의 대외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15. 4
출처: 이코노미스트 2011. 3.

6) 바이두, China Daily, 12306.cn, 중국 중앙방송(CCTV),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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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은 146억 2,000만 위안으로 지난해 12.9% 성장해 전체

중국을 비롯한 철도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철도운영에 있어 공

54.6%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독점’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의 철도산업은 일부 선진국가

철도장비 수출은 국유기업 위주지만 외자기업 수출이 대폭 증가

철도경쟁사례를 들어 국가적 ‘경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

하였다. 2014년 중국의 국유기업 철도설비 수출은 187억 5,000

국 및 유럽의 철도산업은 국가적 ‘독점’으로 키우며, 역량과 기술

만 달러로 18.2% 성장했으며 전체 수출액 70.1%를 차지했다. 외

력을 집약하여 세계시장에서 철도산업 ‘경쟁’을 하고 있다.

자기업은 41억 위안의 철도설비를 수출하여 46.6% 성장과 함께

이제는 반목적인 철도산업의 정책에서 벗어나 철도산업에 대한

전체 수출액의 15.3%를 차지하였다. 민영기업은 36억 2,000만

구조적인 문제점 파악과 함께 세계철도시장을 향한 건설과 운영,

위안으로 23.3%성장과 함께 전체 14.6%를 차지하였다.

차량 및 기술 등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철
도차량 성능 세계화를 위한 ‘고성능차량’개발, 부품산업에 대한 ‘

2.4 고속철도 기술경쟁력

[그림 2] CRH380AL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철도

2006년 7월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를 국산화 하
여 대량생산에 돌입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시속 300~350km

출처: 머니투데이 2015. 04.

주요 수출 상품은 철로 및 전차도용 기관차 차량으로 2014년 중
국의 철도로 및 전차도, 기관차, 차량 수출액은 154억 5000만
위안으로 13.3% 성장했고, 전체 철도설비의 57.7%를 차지하였
다. 그 중 철로 및 전차도용 기관차와 화물차, 무개화차는 77억
7000만 위안을 차지했으며 47%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철
로 및 전차도용 기관차, 차량부품의 수출액은 66억 8000만 위안
으로, 34.2% 성장해 전체의 24.9%를 차지했다. 철도 레일 수출
액은 25억 8000만 달러로 61.8% 성장한 수치이다. 선로 고정장
치와 기계교통관리 등 설비 및 부품의 수출액은 8억 3000만 위
안으로 13.3% 성장하였다. 중국 철도설비는 6대주 80여 개의 국
가 및 지역에 수출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지는 ASEAN, 아르헨
티나, 호주 및 미국이다.7)

수주금액

내용

러시아

100억 달러

모스크바-카잔간 770km 고속철도 건설

인도

326억 달러

필리핀

8,800만 달러

마닐라 경전철 수출

나이지리아

119억 7,000만 달러

수단 남아공

23억 5,400만 달러

싱가포르

5억 8,450만 달러

말레이시아

2억 3,380만 달러

쿠알라룸푸국제공항 공항철도 건설

아르헨티나

1억 9,000만 달러

열차 2000대 수출

보스턴

5억 6,500만 달러

지하철 차량 284대 수출

멕시코

44억 달러(추진 중)

국내시장에서의 철도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이 아닌, 세계시장을

철도건설 및 차량제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
계 최고의 한랭(하얼빈~다련, 904km, 2012년 12월 14일) 및
고원(란저우~우루무치, 1776km, 2014년 12월 26일) 지대 노
선 운영,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열·풍사를 견디는 경전철 연구 및
제작(2009년 2월 계약, 2010년 11월 일부구간 운영), 고습지역
(폭우, 홍수)인 방콕에서 사용하는 지하철용 차량을 모두 추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비용은 350km/h 기준 1km당 0.87~1.29
억 위안으로 유럽의 1.5~2.4억 위안보다 저렴하며, 미국의 2/3

가되고 있다.
중국 고속철도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 차원에서 해외에 R&D센터

현재 각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세계 고속철도

향한 비전과 전략으로 설정하여 기관 및 분야별 ‘통합’과 기술별

총 노선은 4만 2,0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서

‘융합’, 관계적 ‘소통’으로 기업은 물론 국민에 대한 새로운 비전

2024년 사이 건설 계획 중인 고속철도가 1만 9,000km에 달할

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020년까지 중국 해외 고속철도 투자가

경쟁과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양극화는 사회적 낙오자를 양상, 자

8,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미 등지의 선진국

살과 일탈 범죄로 이어지면서 또 하나의 거대비용을 수반하여,

가의 투자액이 1,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

국민들의 안정과 평안을 앗아가고 있다. 철도가 상품을 생산하

세계 50여 개의 국가가 중국 고속철도에 대한 협력 의사를 내비

는 기업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국민의 여유와 휴식

치고, 그 중 10여 개의 중국 난처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과 교류하

을 제공하는 국민 서비스로서 ‘안전’과 ‘기쁨’을 제공하는 공공의

고 있다. 향후, 중국 철도 제작업체인 중국 베이처와 난처의 합병

가치로 인식될 때 세계 속에서의 한국철도산업 위상은 더욱더 높

에 따라 세계 최대 철도장비 제조업체로 부상된 후에는 철도 설

아질 것이다.

비의 수출과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 유치가 더욱더 가속화 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고속철도산업을 통한 국가산업의 견인차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수출전략으로 정치·기술·금융 등의 경쟁
력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수출을 통한 대외

총 길이 1402km 해안철도 건설

강화하고 있다. 난처는 말레이시아, 터키 등에서 현지생산을 하

신인도 및 국가간의 관계개선의 시발점으로 타 분야 산업까지 수

599대의 전기기관차 수출(봄바르디아 공동)

고 있으며, 태국 독일에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국제도시

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철도교통차량공업설계연맹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처는
호주, 미국, 인도 등지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유럽과 미국에 전력

현재 한국의 철도산업은 성장과 퇴보의 기로에 서있다. 세계 5번

견인 및 제어 관련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하였다.

째 고속철도 운영국가 및 안전성·정시성 세계 1위의 철도국가

철도분야 대외 수출을 위한 중국정부의 금융제공에서도 세계최

로 부상하였지만, 철도산업에 대한 불분명한 정책으로 갈등과 대

대로 달리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2015년 1월 말까지 35개

립의 철도산업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철도운영에 대한 공

해외 철도건설 프로젝트 및 설비수출과 관련하여 총 130억 달러
철도관련 무역방식 측면에서도 가공무역방식이 전체 수출액의

공성과 시장성의 명확한 정책과 영역 없이 지나친 운영간섭으로

에 달하는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의 철도설비 가공무역

‘경쟁도입’ 및 ‘민영화’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 나

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하여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및 대외무역 경

아가 철도산업의 ‘독점’, ‘방만경영’, ‘고장철’등 근본적인 문제점

쟁력 향상과 함께 철도 주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

과 구조적인 한계점 논의보다는 철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적인 철도물류 및 운송서비스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으로 국민적인 신뢰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7) 「해외철도동향 157호」 한국철도협회, 2015. 4. 6.

프라 구축, 인력양성을 통한 세계속의 철도산업 강국으로 거듭

또한, 각종 지질 조건 및 기후 조건 등 다양한 환경에 부합되는

를 구축하고 해외 지사 설립도 확대하여 대외 네트워크를 구축·

자료: 「중국, 철도산업 최강국 오르나」 전자신문 외 기사

산업의 핵심인 환경·안전·에너지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인
나야 할 것이다.

기도 미국과 유럽의 3/4 수준으로 대외경쟁력이 큰 것으로 평

국가

3. 시사점

에는 시속 380km에 달하는 고속철(CRH380AL)을 출시하였다.

수준으로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건설 공

<표 3> 2014년 중국고속철도의 해외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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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였다. 2010년 8월

강소기업 육성’ 및 최적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한 ‘안전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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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검측장치 특허기술
중소기업 이전

고객과 함께, 직원과 함께 ‘기차
놀이 플래시몹’으로

※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

검측장치 국산화 기술, 투아이시스(주)와
통상실시권 허여계약 체결

서울역이 ‘들썩들썩∼’

S&P의 코레일 신용등급(A+) 상향 결정은
2014년 영업흑자 달성 및 부채감소 노력
등으로 정부의 경영정상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이며, 인천공항철도 매각으로
부채가 상당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KTX 수요증가 등으로 향후 2~3년 내 경
영성과가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 것
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S&P의 신용
등급 상향 조정으로 채권 발행시 장기 저
리로 국제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 관리는 물론 재무 건전성 제
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코
레일 최연혜 사장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S&P의 상향 조정은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영업흑자를 달성한 결과”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코레일이 국내 철도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과의 상생을 위해 특허기술을 이전한다.
코레일은 코엑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
최 「2015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전차선
높이·편위 검측장치’의 제작특허 기술을
투아이시스(주)에 이전하는 통상실시권(사
용권) 허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차선 높이·편위 검측장치’(이하 검측장
치)는 레이저 등을 이용해 전차선의 높이와
좌우 편차 등을 자동으로 측정·분석하는
장치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013년 국가 R&D사업을 통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제작에 성공했다.
국내기술로 제작된 검측장치는 최고속도
300km/h의 속도로 5mm이내의 정밀한 검
측이 가능해 기존 160km/h의 속도로 측정
했던 수입 장치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성
능을 자랑한다. 현재 신분당선주식회사 등
에서 3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40%
이상 저렴한 구입비용으로 2억3천여만 원
의 외화를 절감했다. 코레일의 이번 기술
이전으로 우수한 검측 장비의 확대보급이
가능해져 철도안전 확보와 외자물품 구매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기
술이전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인수 코레일 연구원장은 “이번 기술이전
은 철도운영 공기업인 코레일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라
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장비의 개발을 기
속화해 철도산업 기술력 향상과 외화절감을
위한 노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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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Fitch)

코레일은 1월 3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고객과 직원 300
여명이 참여한 ‘기차놀이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최연혜 코
레일 사장을 비롯해 서울역을 찾은 고객과 직원들이 기차
를 주제로 한 흥겨운 음악에 맞춰 함께 율동을 하고 있다.

코레일은 1월 3일(토) 오전 10시 서울역
맞이방에서 고객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
는 ‘기차놀이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기차
놀이 플래시몹은 역을 찾은 고객과 직원
300여명이 기차를 주제로 한 흥겨운 음악
에 맞춰 함께 율동을 하며 어울림의 시간
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레일이 창사 10
주년과 새로운 출발을 고객과 함께 축하
하기 위해 마련했다. 혁신적인 기업 문화
창달을 위해 기념식과 같은 형식적 행사
에서 벗어나, ‘국민과 고객이 모두 사랑하
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코레일’을 만
들기 위해 고객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취지
다. 코레일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과 직
원의 애사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I ♡
KORAIL(아이 러브 코레일)’ 운동을 계획
중이며, 그 출발점을 기차놀이 플래시몹으
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열차시간표 기준으로 제공되
고, ‘실시간정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실시
간 운행정보로 전환되어 서비스 되는 방식
이다. 또한 노선별 전체 열차의 운행 현황
을 확인하려면, 새로이 추가된 ‘실시간 정
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유재
영 광역철도본부장은 “‘코레일전철톡’은 철
도 운영기관이 직접 서비스하는 앱인 만큼
정확하고 차별화된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올해 새롭게 iOS버전 출시
등 이용객의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
여, 서비스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코레일전철톡’ 앱, 1월 10일부터
실시간 열차 운행정보 제공

코레일, 국가와 동일한 국제신용
등급 A+ 획득

코레일이 1월 10일부터 수도권전철 이용
안내 스마트폰 앱 ‘코레일전철톡’의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
다. ‘코레일전철톡’ 초기 화면 노선도에서
원하는 수도권전철 및 지하철역을 선택하
면, 현재 도착 예정인 열차의 실시간 운행
정보가 제공된다. 각 역의 열차 운행정보는

S&P, 2013년 A → 2015년 A+ 한 단계
상향 조정
코레일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
어스(S&P)로부터 장기 신용등급 및 채권등
급을 ‘A’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되어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A+’를 획득했다고 1월
20일(화) 밝혔다.

코레일, 사외 전문가로 정보보안
경영자문단 구성
국내 최고 정보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
자문단 본격 활동

통해 코레일의 정보보안 정책 전반과 중장
기 방향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
하여 다양한 자문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위촉식 후 첫 정례회의를 열
고 정보화 보안 분과 설립 취지와 향후 활
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그동안 ‘정보화
자문회’를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량에
대한 기술적·실무적 성격의 자문을 받아
왔으나, 사이버 위협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어, 정보보안 전략 및 추진
사항에 대한 포괄적 경영자문을 위해 정보
화 보안 분과 경영자문단을 확대·신설했
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국가 주요기반
시설인 철도 산업의 정보보안 중요성을 강
조하며 “정보화 보안 분과 운영을 통해 우
리공사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문단의 의견을 코
레일 정보보안 정책에 반영하여 철도 산업
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
혔다.

‘서해안의 보석 여행지로∼’ 서해
금빛열차 1월 29일 개통
서울역서 개통식 갖고 ‘7개 보석 같은 여행지’
찾아 첫 출발

코레일은 철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영자문
단에 정보화 보안분과를 신설하고, 1월 21일 서울사옥에
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자
문단의 의견을 코레일 정보보안 정책에 반영하여 철도 산
업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영자문단에 정보화 보안 분과를 신
설하고, 1월 21일(수) 서울사옥에서 자문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
된 정보화 보안 분과 자문위원은 각계 전
문가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국내
최고의 정보보안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대 위원장으로 배경율 상명대 컴
퓨터과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정기 회의를

‘세계 최초 온돌마루열차’로 화제가 되고
있는 서해금빛열차가 마침내 그 금빛 자태
를 드러냈다.
코레일은 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 맞
이방에서 코레일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지
자체·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금빛열차’
개통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개통식에서 코레일은 새만금개발청·국립

생태원·충남·전북·아산·예산·홍성·
보령·서천·군산·익산 등 서해지역 11
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서해골드관광벨
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
통축하 행사도 가졌다.
서해금빛열차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장항
선을 따라 아산·예산·홍성·보령·서천·
군산·익산 등, 서해 7개 지역의 보석 같은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관광전용열차다.
특히, 세계 최초로 열차에 도입된 한옥식
온돌마루실과 습식과 건식의 족욕카페 등
을 갖추고 있어 열차여행의 새로운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돌마루실
은 이미 한 달 치 예약이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다. 개통식 후 국민시승단을 태우고 첫
시승 운행에 들어가는 서해금빛열차에서는
개통을 축하하는 풍성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온돌마루실에서는 호서대학교 바이오산업
학부 학생들의 무료 뷰티체험 프로그램 등
이 진행되고, 카페실에서는 아산시 쇼타임
코미디홀 신인 개그맨들이 ‘은하철도 999’
차장 복장을 하고 신나는 코믹 공연을 펼
친다. 공연은 열차 내 영상방송시스템을 통
해 모든 객실로 실시간 중계된다.
특히 온돌마루실에는 실별로 24인치 모니
터가 설치돼 있어 마치 안방에서 TV 개그
프로그램을 보듯 편백나무 경침을 베고 편
안하게 누워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서해금빛열차는 용산역을 오전 8시 27분
출발해 익산까지 1일 1회 왕복하며(3월까
지는 목∼일요일 운행), 2월 5일부터 정식
영업 운행했다.
서해금빛열차를 타고 주변 관광지를 함께
여행하는 패키지 당일 여행 상품은 ▲금쪽
같은 예산의 하루 ▲홍성으로 떠나는 힐링
기차여행 ▲보령이야기 ▲서천 Eco Tour
Train ▲해뜨는 서산,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지! 해미읍성&개심사 당일여행 코스 등이
있다.
지난 1월 1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서해금
빛열차 승차권은 전국 철도역과 레츠코레
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스마트
폰 코레일톡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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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금빛열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사이클단, 대통령기 전국
도로사이클 종합우승

사이클 신흥강호 코레일사이클단이 2015
대통령기 가평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
서 팀 창단 후 최초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
는 기염을 토했다.
코레일사이클단은 3월 24일부터 27일까
지 경기도 가평군 일원도로에서 열린 전국
도로사이클대회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장경구 선수가 대회 4관왕을
차지하는 성과에 힘입어 첫 번째 종합 우
승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장경구 선수는 24일 열린 대회 1일차 남자
일반부 개인도로 162.4km 구간에 출전하
여 4시간 9분 46초의 기록으로 1위로 통
과했다.
추격그룹과의 격차를 무려 6분 차이로 따
돌리며 독보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했
다. 개인도로단체서도 12시간 43분 19초
로 서울시청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개인전
과 단체전 2개의 금메달을 따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26일 대회 3일차 또한 코레일사이클단의
무대였다. 개인도로 82.4km 구간에서 장
경구 선수가 1시간 59분 43초로 2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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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발의 차로 따돌렸고,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인 단체도로에서도 서울시청을 제치고
또다시 우승을 거머쥐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코레일사이클단은 남
자 일반부에 걸린 6개의 금메달 중 4개를
따내고 최우수감독(조건행 감독), 최우수지
도자(한정우 코치), 최우수선수(장경구 선
수) 상까지 잇따라 차지하는 금자탑을 쌓으
며 KTX급 무한질주를 선보였다.
코레일사이클단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
도와 가장 잘 부합하는 운동임을 고려해,
코레일이 지난 2012년 12월 창단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조건행 감독의 지휘 아래 2014년 인
천아시안게임에서 28년만의 금메달을 따
내는 등 국내외 각종 사이클대회에서 우수
한 성적을 거두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사이
클계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레일은 축구와 유도단도 운영하면서 국
민기업으로 국내 스포츠 활성화에 일조하
고 있다.

KTX 공주역, 테마역 조성으로
백제문화권 부활 꿈꾼다
KTX 공주역이 백제문화 테마역으로 조성
되어 천년 넘게 잠들어 있는 백제문화권의
부활을 꿈꾼다.
코레일은 4월 2일 개통하는 호남고속철
도 공주역을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백
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 멋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테마역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를 위해 백제문화권의 중심인 공주역의 이
미지에 맞게 여성역장을 배치하고, 제복도
백제시대 공주 의상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
한 개량한복을 특별 제작해 착용한다.
아울러 역 광장, 고객편의·안내시설 등을

백제 이미지에 맞게 조성해 역 자체를 관
광지화 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공주역장 선발과 관련하여 학연,
지연, 혈연 및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공주역
활성화 조기 달성에 주안점을 둔 평가를
통해 박현정 역장을 선발했다.
초대 공주역장인 박현정 역장은 기획조정
실, 광역본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장과의 소통
능력, 조직관리 등의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제복 디자인은 한복의 아름
다움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조명하며 한복
의 대중화,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권진순
한복디자이너가 참여했다.
권진순 디자이너는 백제문화제의 각종 의
상을 담당했던 디자이너로서 백제시대 의
상의 전문가로 그 명성이 높으며, 60여회
의 국내외 전시 및 패션쇼에 참가하며 세
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공주역장 제
복은 춘추복, 하복, 동복 3가지 종류로 구
성되며, 백제궁중복식을 고증에 입각해 충
실히 재현했다.
춘추복은 금사로 제작한 소재를 사용해 화
려함을 더했으며, 하복은 상의에 백제문양
의 은박을 새기고 백제왕비의 치마를 응용
한 주름치마로 구성했다.
동복은 백제기와의 이미지를 적용했으며,
외투에는 무령왕관 문양을 금사로 수놓아
백제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공주역에는 공주시의 대표적 지역 특산물
인 ‘공주밤’을 알리기 위한 ‘공주밤나무 동
산’도 조성된다.
코레일은 공주시와 공주역 인근 공터(약
300평)에 밤나무 116그루를 심고 4월 2일
공주역 개통에 맞춰 ‘공주밤나무 동산’ 오
픈행사를 진행한다. 또, 공주밤에 대한 국
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공주밤나무 동산
내 묘목 116그루를 공주역 연계 관광상품
이용고객과 공주역 방문 고객 중에서 희망
자를 선발해 분양할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공주역 진입도로와 유휴부지
에 밤나무 가로수길을 추가로 조성해 공주
역을 밤나무 특화역으로 관리한다는 방침

이다.
공주역을 이용해 백제문화권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호남KTX 개통에 맞춰 4
월 2일부터 선보이며, 여행 코스는 △공주
△부여 △공주·부여 △농촌체험의 총 4개
로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공주코스] 무령왕릉, 공주국립박물관, 공
산성, 석장리 박물관, 백미고을 등(주관 여
행사: 코레일관광개발)
[부여코스] 정림사지, 부소산성, 백마강 유
람선, 능산리 고분군, 구드레 음식특화거리
등(주관 여행사: 아름여행사)
[공주·부여코스] 공주코스, 부여코스 모두
관람(주관 여행사: KTB투어)
[농촌체험코스] 국립공주박물관, 부여기와
마을, 농산물수확체험, 백제 떡 만들기 체
험 등(주관 여행사: NH여행)
한편, 코레일은 ‘산타마을’ 분천역, ‘추억의
거리’ 득량역 등 테마 역을 지속적으로 조
성하고 참신한 스토리텔링과 볼거리를 제
공하며 지역의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특히 분천역은 산타마을 조성 후 새
로운 겨울 대표 여행지로 부상하며, 58일
간 총 10만 6천여명이 방문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으로 서울에서 공주까지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등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
으로 개선됐다”며, “KTX 정차가 공주시는
물론 논산, 계룡, 부여권역 등 주변 지자체
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
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연혜 사장,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 2년 연속 수상
코레일은 최연혜 사장이 4월 3일(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년 대한민
국 창조경제 CEO 대상’ 시상식에서 ‘창조
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은 대한상공
회의소 주최 아래 탁월한 리더십으로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

는 최고경영자를 선발, 격려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창
조경제 CEO 대상에서 사회책임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는 창조혁신 부
문 대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 2년 연속 수
상은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창조경제를
최일선에서 실천한 것이 높게 평가받은 결
과다.
코레일형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는 철도
관광벨트다. 벽지노선과 지역의 독특한 문
화를 융합한 5대 철도관광벨트는 개통 1년
8개월 동안 생산유발 822억 원, 취업유발
1,039명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적의 열차로 사랑받고 있
다
특히 하루 10여명도 찾지 않던 분천역은
O·V 트레인 개통이후 1일 1천여 명이 넘
게 찾는 관광 1번지로 떠올랐으며, 눈과 산
타를 콘셉트로 한 산타마을 조성 이후에는
58일간 총 10만 6천여 명이 방문하는 진
기록도 세웠다.
철도차량모형주와 기차초콜릿도 화제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KTX 산천, ITX 새마을
등 기차 모형에 국가 지정 명인 전통주를
담은 철도차량모형주를 선보였으며, 출시
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레일크루즈 해랑부터 O·V트레인 등 다양
한 관광열차의 이미지가 정교하게 디자인
된 기차초콜릿은 당초 기념품으로 제작되
었으나 선호도가 높아 정식 상품으로 출시
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역 러브레터계단도 인기다. 러브레터

계단은 서울역 이용 고객들의 여유로운 휴
식과 로맨틱한 데이트를 위해 조성되었으
며,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알려지면서 드
라마, 영화 촬영 명소로 새롭게 뜨고 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수상소감에서 “철
도야말로 창조경제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
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산업”이라며, “코
레일은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창조
경제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철도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국가브랜드대상 5년 연속
수상

코레일이 국가브랜드대상 혁신경영 부문
대상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코레일은 4월 3일(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
텔에서 열린 ‘2015년 국가브랜드대상’ 시
상식에서 5년 연속 혁신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브랜드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
축산식품부 후원 아래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기준으로 국가의 산업발전과 글로
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국가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코레일의 국가브랜드대상 5년 연속 수상은
▲공사 출범 이후 최초 영업흑자 달성 ▲
역대 최저 고장장애건수 기록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A등급 획득 ▲방만경영 개선과
제 타결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 등 다양
한 혁신노력의 결과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해 뼈를 깎는 자구노
력으로 공사 출범 당시 5천억 원에 달하던
영업적자를 1천억 원대 흑자로 전환시키며
창사 이후 최초 영업흑자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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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레일은 지난 달 31일 발표된 ‘대
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공기업으로는 유
일하게 기업브랜드 ‘코레일’과 상품브랜드
‘KTX’가 동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코레일’은 철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조경
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객서비스
향상 및 반나절 생활권 확대로 국민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 점을 인정받아 래미안
(76위), 다음(93위), 서울대학교병원(90위)
등 국내 유명 대표 브랜드보다 높은 75위
에 선정됐으며, ‘KTX’는 ‘안전하고 정확하
고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라는 KTX만의
브랜드가치를 확고히 다지며, 2004년 개
통 이래 12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
드’로 선정되었고 순위도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한 18위로 아시아나항공(19위)과 대한
항공(45위) 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KTX는 지난달 발표한 ‘2015년 대한
민국 브랜드스타’에서 4년 연속 철도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되어 운송부문에서
최고의 브랜드임을 증명한바 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번 수상은 고객들
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타
교통수단과 차별화된 최고의 가치를 제공
하는 공기업임을 인증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열
차운행과 끊임없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
객들의 신뢰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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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울산역, 마산역, 익산역, 목포역, 순천역,
여수엑스포역, 제천역, 영주역, 동해역

또한, 4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철도역에
서 구입이 가능해져 이용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레일플러스’는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국가
표준규격을 적용한 교통카드로 전국의 지
하철, 버스, 열차, 고속도로, 택시 등 교통
수단 이용은 물론, 역·열차 내 상품 구입
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카드의 종류는 일반, 청소년, 어린이용
이며, 판매가격은 기존 교통카드와 같은
2,500원이다.
한편, 레일플러스는 전국 농협과 우리은행
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충전과 조회, 환불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
(http://railplus.korail.com) 또는 철도고객
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철길 따라 꽃길 가꾸기
운동’ 전개
5대 관광벨트 주변 등 전국 87곳 철길에
계절별 꽃길 조성

코레일, 전국호환 교통카드 ‘레일
플러스’ 판매처 확대
4월 6일부터 주요 18개 역 여행센터, 25
일부터 전국 모든 역에서 판매
코레일은 전국호환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의 이용편의를 위해 전국 주요 철도역의
여행센터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레일플러스는 코레일
전철역과 역사 내 편의점 스토리웨이에서
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서울역 등 전국 주
요 18개 역의 여행센터에서도 판매를 시작
해 더욱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 18개역 여행센터: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수원역, 대전역, 동대구역, 신경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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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주시의 꽃인 개나리를 비롯한 8백
여 그루의 꽃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특히 5대 철도관광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과 계절에 어울리는 꽃길을 만든
다는 계획이다.
중부내륙관광열차(O·V트레인)가 운행하
는 영주역, 제천역, 춘양역 등에는 금계국
과 코스모스 꽃씨를 파종했다. 특히 분천역
에는 수레국화와 쑥부쟁이 등 26종의 야생
화 3천 본을 심었다.
남도해양열차(S트레인)이 운행하는 순천
역, 득량역, 구포역, 물금역 등에는 천인국,
데이지 등을, 평화열차(DMZ트레인)의 노선
인 서울역, 도라산역, 동두천역 구내 등에
는 수레국화, 금계국 등을, 서해금빛열차가
다니는 홍성역, 익산역 등에는 벌개미취,
개나리 등을 심었다.
그 밖에도 바다열차, 경북순환열차, 레일크
루즈 해랑, 와인시네마 열차의 주요 정차
역에도 코스모스와 금계국 등을 심어 꽃길
조성에 나선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길 따라 심은 꽃
들이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꽃을 피우면,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쾌적한 여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철길 따라 꽃길 가꾸기
운동’은 기차여행을 하고 싶은 맘을 불러
일으켜 국내 관광 붐 조성에도 일조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KTX 개통 11주년 기념,
철도포럼 개최
코레일은 전국 철길을 예쁘고 친근하게 느
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철길 따라 꽃길 가
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철길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금년도 식목일을 전후하여 전국
87곳의 철길 주변과 전국 주요 역 등의 1
만 여 평 면적에 꽃길 조성과 1만 7천여
그루의 나무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지역본부의 1,700여명이 참여하는 식목일
행사를 지역별로 시행했으며, 코레일 최연
혜 사장도 호남고속철도에 신설된 공주역

‘철도 미래를 묻다!’…철도가치 향상과 발
전방향 논의
코레일은 KTX 개통 11주년을 맞아 4월 7
일(화) 대전 사옥에서 학계, 정계 등의 오피
니언 리더를 초청해 ‘철도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기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철도 관련 학회·연구원, 코
레일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가치 향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KTX와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주
제로 한 김세호 前 건설교통부 차관의 기

조강연을 시작으로 ▲‘KTX, 지역 발전을
이끌다’(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본부장) ▲
‘한국고속철도 또 다른 10년의 전망과 과
제’(한국교통대학교 이장호 교수)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주제발표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간 토론과 포럼 참가자들의 질
의응답을 통해 고속철도의 비전과 발전방
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번 포럼은 한국
형 KTX의 우수성을 알리고, KTX 운송 최
적화를 위한 발전방향 등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다양한 전문
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KTX가 대한민국 대
표 교통수단으로써 국민행복의 가치를 실
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심포니, ‘KTX 포항 개통
축하음악회’ 성황리 마쳐
4월 18일(토),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포항
시립합창단과 협연

코레일은 포항시립합창단과 함께 18일(토)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KTX 포항 개통 축
하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코레일
최연혜 사장을 비롯해 포항시민 등 1,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코레일심포니오케스트라와 포항시립
합창단이 협연한 ‘노예들의 합창’과 ‘대장
간의 합창’은 환상적인 하모니로 뜨거운 호
응을 받았다.
코레일심포니는 코레일이 문화기업(文化
企業)을 표방하며 추진한 대표적 프로젝트
로 단원들의 음악적 재능 기부를 통해 철
도역은 물론, 문화소외 지역 등을 찾아가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은 그동안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객의 안
전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제
는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대 철도관광벨트 이용객 1백만명
돌파
운행 2년만…수익 136억 원 달성, 코레일
첫 영업흑자 달성 한몫!
낙후지역의 천혜 관광자원과 철도가 만나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 온 철도관광벨
트가 운행 2년 만에 이용객 100만 명을 돌
파했다.
코레일은 중부내륙관광벨트의 O(중부내륙
순환열차)·V(백두대간협곡열차)-트레인
이 첫 운행을 시작한 2013년 4월부터 지
난 3월까지 5대 철도관광벨트 관광열차의
누적 이용객이 104만 6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O·V트레인 이용객이 67만 2천명으로 가
장 많았고, 남도해양열차 S-트레인 22만
5천명, 평화열차 DMZ-트레인 11만 1천
명, 서해금빛열차 2만 1천명, 정선아리랑
열차 1만 7천명 순이다.
특히 5대 철도관광벨트의 완성을 이루며
지난 2월 5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서해금빛
열차는 세계 최초의 한옥식 ‘온돌마루실’과
‘족욕카페’의 선풍적인 인기 덕에 매진 행
렬을 보이며 운행 36일만에 이용객 2만명
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5대 관광벨트를 찾은 관광객이 늘면서 관
광전용열차의 수익도 증가했다. 2년 동안
의 누적 수익은 136억 3천만 원에 달한다.
5대 관광벨트의 성과는 코레일의 경영개선
과 브랜드 제고에도 일조했다. 코레일은 작
년 공사 출범 9년 만에 최초로 1,034억 원
의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또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코레일이
처음으로 75위에 진입하는데, 세련된 디자
인과 특화된 설비를 갖춘 관광전용열차의
운영이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5대 관광벨트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2년 동안 생산유발 1,028
억원, 취업유발 1,299명의 파급효과를 가
져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등 창조경
제 실현의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열차 관광객이 몰리면서 간이역이 새
로운 여행 명소가 되고 반짝 장터가 생기
는 등 역의 풍속도도 달라졌다.
중부내륙벨트 분천역의 경우, 예전에는 하
루 이용객이 평균 10여명에 지나지 않았으
나 관광열차가 다니면서 1,046명으로 증
가했고, ‘산타마을’ 운영기간(58일)에는 하
루 최대 4,648명이 찾는 등 총 10만 6천명
이 방문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 산타마을 경제효과: 생산유발 117억원, 취업
유발 147명

DMZ-트레인이 다니는 연천역과 정선아리
랑열차가 지나가는 선평역에는 열차가 정
차하는 10분간 열리는 반짝 장터가 탄생했
다. 마을 주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
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 관광객들은 제철
농산물을 현장에서 구매하는 색다른 경험
을 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5대 관광벨트의 여행상품
과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 서해금빛열차 운행노선의 7개 지역
관광정보를 스토리텔링형식으로 제공하는
오디오드라마를 제작하여 스마트폰 서비스
를 하고 있다. 또한 온돌마루실에는 담양
죽세공예 대나무돗자리를 비치해 시원하고
쾌적한 대청마루 느낌을 줄 계획이다.
O-트레인도 전 객실에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도록 영상방송 설비를 개량했다.
5월 2일부터 득량역에 70년대를 테마로
한 ‘추억마을’을 개장한다. 이에 맞춰 S-트
레인은 카페실을 추억의 70년대 만화방,
음악다방, 상점, 골목길로 새롭게 꾸며 2개
월간 운행한다. 득량역 추억마을 관광을 위
한 연계 여행 상품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또한 코레일은 관광주간, 단기 방학, 공휴
일 등을 감안하여 5월 관광열차 운행일수
를 평소보다 확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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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코레일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의 관광열차
를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5대 철도관광벨트가 낙후된 지역을 살
리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어 온 만큼 더욱 발전시켜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상품으로 만들어 나
가겠다”고 밝혔다.

News
Briefing
“이번 연수를 계기로 철도분야에서도 한
국과 중남미 철도가 미래지향적인 진실 된
철도아미고(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
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CJ E&M과
「문화창조융합」 공동 마케팅

코레일, “중남미 철도 한류 붐”
조성... 선진 철도운영 노하우 전수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서울 상암동에 위
치한 CJ E&M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CJ
E&M 김성수 대표이사를 만나 ‘문화창조융
합’ 공동 마케팅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정부의 문화창조 사업의

코레일은 4월 28일 오전 대전 본사에서 볼
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교통·철도관
계자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남미 철
도운영 현대화 연수 과정” 수료식을 가졌
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13년부터 3년간 중남
미 3개국의 철도 현대화를 위해 코이카
(KOICA)와 함께 진행한 장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재양성, 서비스, 안전관리 등
중남미 철도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16일 동안의 연수
기간 동안 중남미 교통·철도 관계자들은
전문 강의와 현장실습을 통해 코레일의 선
진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인재개발
원 건립과 관광철도 개발 등 향후 협력방
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중남미 철도·교통관련 기관 간 긴밀
한 협력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중남미 경제·철도분야 협력 강화에 시
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중남미 국가는 반
세기 넘게 한국의 든든한 우방 이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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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메카로 창작자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
니스 모델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획부터, 제
작, 사업화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CJ E&M와 체결
한 ‘캐릭터를 활용한 철도관광사업 제휴협
약’의 후속조치로 코레일의 전국적 철도 인
프라와 CJ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다양한 협
력방안이 모색됐다.
코레일과 CJ E&M의 문화창조융합의 첫 걸
음은 최근 방영을 시작한 ‘로봇트레인 RT’
캐릭터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이다.
‘로봇트레인 RT’는 변신 기차로봇을 테마
로 한 TV애니메이션(16부작)으로 지난 2
월 26일 지상파에서 첫 방송된 이후 뜨거
운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투니버스 등 케
이블TV 채널에서도 전파를 탈 예정이다.
코레일은 우선 서울역 등 전국 주요역과 열
차 내 매장을 통해 로봇트레인 캐릭터 상품
을 판매하는 한편, 전시·포토존, 열차랩핑,
로봇트레인 놀이방 등도 추진중에 있다.
또한, KTX 등 코레일 열차 캐릭터를 개발,
애니메이션에 반영하고 ‘로봇트레인’ 캐릭
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성화

역과 가족여행상품 개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코레일의 명품 관광열차와 CJ E&M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연계한 ‘한류’를 테마
로 한 다양한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CJ E&M 김성수 대표이사는 최근 해외에
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삼시세
끼’와 정선 아리랑 열차를 접목해 요유커
를 대상으로 한 한류열차 개발이 가능하며,
‘꽃보다 할배’와 코레일의 명품 관광열차를
연계해 전국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 제작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문화융성 시대를 맞아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며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전국 주요역과 문화 소외지역에서 펼쳐지
는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공연
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클래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역
을 ‘스쳐지나가는 곳’에서 ‘머물고 싶은 공
간’으로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소외지역인 간이역에서
마당극, 뮤지컬, 비보이댄스 등 다양한 공
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
참여 기회 확대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
올해 코레일은 새로운 문화프로젝트도 시
도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
는 인문학과 E트레인(Education train or
Entertainment train)을 접목시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차를 타고 대한민국 구석
구석을 찾아가는 인문학 열차가 바로 그것
이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예술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로 부각되고 있다”며, “코레일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적
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전선, 여천선 광양제철선도 철도
관제센터에서 집중제어
2015연말까지 시스템 구축되면, 철도안전
대폭 향상 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지역 내 3개
철도지선(84.4km, 20개역)을 1)철도교통
관제센터에서 집중 제어할 수 있도록, 2)궤
도회로 설치 및 3)자동폐색 개량공사를 착
공해 2015년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해당 철도노선은 경전선(동송정~순천), 여
천선(덕양~적량), 광양제철선(황길~태금)
으로, 현재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열차
운행 확인 및 집중제어를 하지 않고, 각 역
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다.
1) 철 도교통관제센터: 운행 중인 열차를
한 곳에서 집중 감시 및 제어하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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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궤도회로: 열차의 위치를 검지하기 위해
레일을 이용하여 전기적 회로로 만든 것
3) 자동폐색: 궤도회로 상의 열차 유무를
검지하여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사
가 완료되면 호남지역 전 구간을 철도교
통관제센터(구로, 대전)에서 열차운행상
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집중제어가 가
능해져, 열차 추돌, 차량 고장 등 안전사
고 예방과 장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
다”고 전했다.

철도건설공사비 산출 ‘더 투명하고
더 쉽게’
철도시설공단, ‘수량 및 단가산출방식’을
코드체계로 전면 재정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금년

<사업약도>

1월부터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KRQP
CODE 2015)”을 Global Standard 코드체
계화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KRQP: KR(공단)+Q(Quantity 수량)+P(Price
unit 단가)

“KRQP CODE 2015”로 명명한 코드화 체
계는 토목/궤도 분야(14개공종 43개 코
드)에 일차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설
비ㆍ전철전력ㆍ신호제어ㆍ정보통신 등은
2015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단과 협력사가 통일된 시스템
을 사용하게 되어 설계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현장시공성이 대폭 개
선 될 효과가 있게 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은 앞으로도
각종 표준을 Global Standard화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된 설계, 고객중심의 공단으
로 진일보 하고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표지>

* 경전선 8개 구간 67.9km, 여천선 2개 구간 10.4km, 광양제철선 1개 구간 6.1km

<사업내용>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 2012)

연동폐색구간을 자동폐색으로 개량하여 하나 이상의 구간으로 궤도회로를 구성하고 열차운행 시 궤
도 점유에 따라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열차번호를 이동 표시토록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제업무와 열차
안전운행 확보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KRQP CODE 2015)

* 색상: (적색) 역간 열차점유 표시, (녹색) 역 구내 열차 진로상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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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중국 경심선 고속철도
감리 최우수기관 선정
외국 감리사 참여 6개 공구 감리 중 1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14. 7
월 수주한 북경과 심양을 잇는 경심고속철
도 요녕구간 (약 407㎞) 중 공단이 참여한
제3공구 연합체가 지난 1월 7일, 중국 발
주처의 ’14년 하반기 안전품질평가에서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감리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 반
기마다 발주처 주관으로 안전품질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평가는 경심선 착공
후, 첫 번째 평가이고 이 구간이 철도 선진
국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미국, 핀
란드 등 세계 유수 6개 외국사들이 중국
감리사와 연합하여 각 공구별로 감리를 수
행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그 의의가 더 크
다고 할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국에서 2005년 수
녕~중경간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시험선
감리 자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심선 고
속철도를 비롯해 총 13개 사업(총연장 약
3,900km)의 수주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
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중국 사
업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은 기술력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하여 현장
에 파견하고 파견된 직원들이 한국인 특유
의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결

사업노선도

70

NEWS _ Korean Rail Technology

과”라고 말했다. 공단은 최근 이러한 신뢰
를 바탕으로 오만, 인도 등 제3국 철도시
장에도 중국과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등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화성)에서 충남도(홍성)
까지 연결, 서해안 철도시대 열려
철도공단,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
설사업 발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 구간에
대해 ’15년 1월중 입찰공고 후, ’15년 4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충청남도 홍
성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철도로 연결하여
서해안권 교통수요를 분담함과 동시에 경
부선축에 집중된 화물의 우회수송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기간철도망 사업으로 2018
년까지 3조 8,280억 원이 투입된다.
본 사업은 홍성에서 장항선과 연계되어 호
남·전라선축과 연결됨은 물론, 화성에서
신안산선 및 원시〜소사〜대곡선과 연계되
어 경의선과도 연결되며, 홍성에서 여의도
까지 약 1시간 20분, 대곡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서해안권 철도
망 연결로 경기도 서남부권, 충청권의 수도
권 접근향상과 관광수요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며, 당진, 아산, 평택, 포승권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서해안 철도시대가 열린 것이라
고 밝혔다.

철도공단, 「찾아가는 간담회」로
진정한 동반자의 길을 열다!
대한건설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공동모색

서해선안축 연계 노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건설
업계의 의견수렴 및 공단의 입찰/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1월 22일(목) 대
한건설협회를 직접 찾아가 상생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김
계웅 건설본부장이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공단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그 동안 건설
협회에서 건의한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전
문공사 분리발주 철저한 공과평가, 주계약
자 공동도급 발주개선, 공사 통합발주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건설협회에서는 공단에서 검토 및 적
용하고 있는 ▲ 1사 1공구 폐지관련 낙찰
자선정방식 변경,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방법 및 감점기준 변경, ▲ 전문공사 분리
발주와 관련한 의견이 많았으며, 공단에서

시범사업 시행 시 철저한 공과평가 등을
적용해 시공·품질관리, 하자책임 어려움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업계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계웅 건설본부장은
“다양한 건설업계 의견에 대해 최우선적으
로 검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앞
으로도 건설업계에 직접 찾아가 수시로 애
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무선통신망(LTE-R)구축으로
‘스마트 철도’ 탈바꿈
원주~강릉 철도사업에 우선 적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스마트
한 철도운용은 물론 다양한 고객 맞춤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철도노선에
적용할 LTE(long term evolution)기반의 철
도무선통신망(LTE-Railway: 이하 LTE-R)
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50km/h 이상 고속

으로 달리는 열차 내에서도 ‘끊김 현상’ 없
이 데이터 통신 및 통화가 가능하도록 우
선 세부적인 시스템 요구조건 등을 포함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6월부터 호남
고속철도 노선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기술기준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노선에서
검증이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원주~
강릉 철도건설 구간에 구축할 예정으로, 원
주~강릉사업(’15년 설계 → ’16년 착공 →
’17년 완료 → ’18년 서비스) 이후 전국 철
도노선에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해 열차 내
에서 고속ㆍ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활용한
고객맞춤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철도노선에 LTE-R이 구축되면, 철도 이용
객에게 철도 연계교통정보, 여행정보, 역
사 및 객차 내 편의시설 정보 등 다양한 맞
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무선통신을 기
반으로 열차제어 정보, 역사 및 열차 상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열차운용효율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열차의 운행·
고장·지진감시 정보 및 철도시설물의 원

AS-IS(현재)

독자
[TRS]

독자
[자가망]

독자
[유선망]

TO-BE(미래)

[VHF, TRS 등]

[국가철도무선통신망(LTE-R)]

<주요 특징>

<주요 특징>

•(운영) 운영기관 독자 망 운영

•(운영) 재난망, 철도기관 통합망 운영

- 연계불가, 구축운영비 증가
•(서비스) 음성 및 단문메시지
- VHF(150MHz) 음성만 가능
- TRS(800MHz) 음성, DATA(SMS)
•(유지보수) 장애발생 후 대처가능
- 유인화, 이상감지 불가능
•주요장비 해외 의존
- 국내 산업체 성장 약화 초래

*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인터넷을 기
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
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철도공단, 철도시설 개량사업 확대로
안전 높인다
노후·취약시설물 집중개량을 위해 올해
4천 694억원 투입

<현재 무선망과 철도통합무선망(LTE-R) 운영 비교>

VHF

격감시ㆍ분석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토록
구현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업
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계획으로, 향후에는
LTE-R망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하
여 재난 시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연계 기
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LTE-R 무선통신시스템이 개발
완료되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한국철
도 통신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신호통신처 김도원 처장
은 “전국철도 LTE-R 구축계획에 맞춰 어
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철도에
서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이 가능
하도록 구현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 통합무선망 적용, 구축비용 절감
•(서비스) 음성+DATA+영상 통합지원
- 초고속, 철도 스마트폰 도입
- 실시간 영상지원 및 모니터링
•(유지보수) 사물지능통신으로 사전 대처
- 무인화, 지능화(이상감지 및 통보)
•국내 LTE기술로 수입 장비 대체
- 철도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열차
운행안전 확보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올해 철도시설개량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54% 증가한(증1,644억 원) 4,6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차운행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후
교량·터널 등 취약 시설물 개량에 전년대
비 1,149억 원 증액된 3,014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내진성능보강, 스크린도어, 승강
설비 등 안전 및 편의시설 개량도 전년대
비 495억 원을 증액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
개량사업은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의 적정
성능유지 및 내구성 확보를 통한 열차의
운행안전 확보를 목표로 시행된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노후시설물 개
량 외에도 철도이용객과 철도인근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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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매
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주요
국민편익 사업으로는 ▲철도하부를 횡단하
는 통로박스형 도로 확장 ▲철도변 소음방
지를 위한 방음벽 확대 설치 ▲철도 승강
장에 스크린도어 설치 및 이동편의를 위한
승강설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이다.
올해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
하기 위해 금년 사업비의 66%인 3,09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예정으로, 조기
집행을 위해 재해예방시설개량 등 주요사
업에 대한 사전설계(14년 기완료)를 통해
금년 신규발주건의 71%를 상반기내에 조

기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성능개선 공사가 대
부분인 시설개량사업 특성상 지역 중·소
업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 4,1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서
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를 위해, 개량사업
별 세부 집행계획과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
며, 격월단위의 개량사업추진실태 합동점
검 등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실태 관리와
함께 운행선에서 이루어지는 개량사업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안전
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열차운행안전 확
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
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철도시설개량을 위해 2024년까지 6
조 7,951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2009
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1조 2,591억
원을 기투입해 안전시설물 보강 등 주요
철도시설물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였
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2조 9,934억
원을, 2024년까지는 총 5조 5,360억 원을
투입해 시설물 개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액 : 억 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영남권 최초
태양광발전 본격 가동

<2015년 철도시설개량 투자계획>
구분

예산

총계

4,694

①열
 차안전 관련 개량이
우선 시급한 시설물

②관
 련법에 따라 안전을
요하는 취약 시설물

3,014

주요 내용

연간 2천 555Maw 전력생산, 약 1천 톤
온실가스 감축효과
 수위 확보를 위한 교량 개량 및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시설개량으로
홍
자연재해 예방
* 교량 24개소, 옹벽설치 49개소 등
내구연한(10년)이 경과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광명~동대구) 주요설비 개량으로
철도 안전성 확보

1,364

*궤
 도회로(44개소), 지진감시시스템(34대) 등 주행·진로설비 개량
*고
 속철도 내진보강 교량(13개소 받침 교체 및 보강)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설치로 교통생활환경 개선

③ 생활 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 시설물

316

*도
 시주변과 어울리는 방음벽(33개소) 설치
*광
 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151개역 중 ’15년 26개역)

<철도시설개량 중장기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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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김해시
태양광 발전소

(금액 : 억 원)

구분

총소요

기시행
(’09~’14)

중기계획
(’15~’19)

’20년 이후

합계

67,951

12,591
(18.5%)

29,934
(62.6%)

25,426
(100%)

①열
 차안전 관련 개량이 우선
시급한 시설물

40,805

7,082
(17.4%)

17,185
(59.5%)

16,538
(100%)

②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요하는
취약 시설물

22,728

3,400
(14.9%)

10,660
(61.9%)

8,668
(100%)

③생
 활 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
시설물

3,480

1,190
(34.1%)

2,074
(95.1%)

216
(100%)

종료 및 기타사업

938

919
(98.0%)

15
(99.7%)

4
(100%)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권영철 본부장
은 경전선 복선전철 개통(’12.12월)으로 발
생한 舊)경전선 노선의 경남 김해시 한림
면 금곡리~장방리 일원 1.0km 철도폐선
부지(2만 6,000㎡)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를 완료하고 3월말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
했다.
이번에 운영하는 ‘김해 태양광 발전소’는
2,000KW 설치용량으로 연간 생산되는
2,555Mwh의 발전량은 700가구가 1년 동
안 쓸 수 있는 용량이며, 연간 약 1,000톤
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1만 그루의 나무
식재효과가 있고,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임

대로 연간 약 4천만 원의 폐선부지 사용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복선전철사
업 등으로 발생한 폐선부지를 지역주민 및
환경 친화적인 공간조성을 위해 생태공원,
태양광발전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
여 공익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 수익도 창
출하여 철도건설에 따른 부채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개발도상국 대상 ‘철도
기술전수 프로그램’ 운영
몽골, 네팔초청연수 시행 및 인도현지에서
단기철도학교 운영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달에 몽골 철도관계자(14일간, 3월 22일
~4월 4일) 및 네팔 철도관계자(22일간, 3
월 27일~4월 17일) 초청연수교육을 시행
하고, 4월에는 인도(3일간, 4월 13일~15
일) 현지에서 단기 철도학교를 운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초청연수교
육은 국내 선진 철도 기술 및 시스템 전수
를 통한 철도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으로,
이론 강의 외에 건설현장 방문 및 한국문
화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철
도학교는 현지에서 철도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3일 정도의 강의와 1일 현
장합동점검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연수 프로그램의 내실
화를 위해 서울매트로, 부산교통공사, 현대
로템 등 다양한 철도 관련기관 및 철도업
체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다 풍부
하게 구성하면서, 한국철도 산업 전반의 발
전상도 소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작년 12월 이집트에
서 처음 시행한 철도학교가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아, 금년에 초청연수 교육 및 인
도 현지의 철도학교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계속해서 현지 맞춤형
단기철도학교 운영을 위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콜롬비아, 엘살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시행해
호응을 얻었다.
KR연구원 이동렬 원장은 “연구기관 및
학 간 상호 협력으로 연구개발 환경이
성되어 보다 효과적인 철도기술개발이
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도르 정부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초청연수와
철도학교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철도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60년
만에 철도 르네상스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
의 경험이 값진 교훈과 모범적 선례가 되
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초청연수와 철
도학교 뿐 아니라 해외 인턴십 및 인력 교
환근무 등 철도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혜국에는 기술습
득과 철도인력 양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구조물의 안전성은 물론 예술성과 친환경
성까지 인정받아

공동연구, 기술교류,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기술개발연구 협조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대한토
목학회에서 주최한 「올해의 토목구조물」공
모전에서, 4월 2일(목) 개통(개통식: 4월 1
일, 광주송정역 인근 시행)하는 호남고속철
도의 만경강교 등 4개 철도교량이 단일사
업으로는 최초로 12개 부문 중 4개상을 동
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3월
26일 철도관련 11개 유관기관과 “신설되
는 철도건설을 활용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방향 모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
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내용에는 향후 신설되는 철
도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을 위해 ▲ 철도관련 유관기관 간 연구개
발 수요기술 발굴 및 기술정보 수집을 위
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합동 연구과제
발굴 및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담고 있
으며, KR연구원은 호남고속철도의 시험선
로(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정립한 ‘선로구
축물 설계기준’을 설명하고,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및 ‘철도

유관기관(6개)
대학교(5개)

대
조
가

호남고속철도 4개 교량, 「올해의
토목구조물」4개 부문 동시 수상

철도공단 KR연구원-철도관련 11개
기관, ‘기술개발 양해각서’ 체결

구분

큰

* 수상내역
- 금상(만경강교), 은상(정지고가교), 장려상(금
강교), 장려상(정읍고가교)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올해의 토목구조
물」공모전은 매년 토목구조물 건설기술개
발을 촉진하고자 시행되며, 시상식은 3월
30일(월) 오후 2시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2015 토목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수상하는 호남고속철도의 4개 철도
교량은 전문가 평가에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기관명

철도학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서울·대구·대전·광주)
서울과기대, 우송대, 교통대, 충남대, 계명대

비고
관계기관
협동연구기관

MOU체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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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면서도, 예술성,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지역별 특색’을 담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정읍고가와 정지고가의 경우 차량통
행량이 많은 호남, 천안∼논산 간 고속도
로 상부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헤비 리프팅
(Heavy Lifting) 공법1) 등 신공법을 적용해,
고속도로 통행제한 없이 80∼115m의 장
대교량을 건설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의미
가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
도건설 과정에 있어서 단순하게 구조적 안
전성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해당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역특색을 반영토록 하겠다.” 고 전했다.

News
Briefing
은상: 정지고가교(현대건설, 충남 논산시 성동면)

•고려 백제금관을 형상화
•전연장: 9,315m(주요부 80mX3경간)
•국내 철도교량 중 최장대 교량
•천안~논산 고속도로 횡단
* 차량 통행제한 없이 건설

동상: 금강교(삼성물산, 충북 청주시 강내면)

금상: 만경강교(대림산업, 전북 김제시 백구면)
•금강의 금빛 물결을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형상화
•전연장: 650m(주요부 85m+130m+85m)
•국내 철도교량 중 최장대 Arch교(중심부)금강(국가하천) 횡단

동상: 정읍고가교(쌍용건설, 전북 정읍시 정우면)

•김제평야의 일출과 익산시의 상징인 보석, 만경강
유역에 비상하는 독수리 날개짓을 상징화
•전연장: 1,875m(주요부 65mX3경간)
•만경강(국가하천) 횡단

•내장산의 은행잎과 단풍잎을 디자인화
•전연장: 615m(주요부 70m+115m+70m)
•호남고속도로 횡단
* 고속도로 차량 통행제한 없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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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
무선전력전송시스템 국제한국철
도기술연구원맹[UIC] Innovation
Awards 수상
전 세계에 한국철도기술 위상 급등

<공단 4개 수상>

1) H
 eavy Lifting 공법: 유압잭에 설치된 케이블에 의한
중량물을 인상&강하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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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식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4년 12월 3일, 프
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5차 국제한국철도기
술연구원맹(UIC) 전체총회에서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이 연구개발 중인 ‘무가선 트램’과 ‘무
선전력 전송시스템’이 ‘2014 INNOVATION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INNOVATION AWARD는 국제한국철도기
술연구원맹(UIC)이 세계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으로, 안전·보안, 지속 가능한 기술, 레
일 시스템, 철도화물 운송 서비스, 여객철
도, 비용 절감 등 총 6개 분야에서 전 세계
회원국의 모범이 될 만한 혁신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여객철도 분야의 무
가선 트램과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의 무선
전력 전송시스템이 동시 수상하면서, 총 6
개 상 중 2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제한국철도기술연구원맹(UIC: Union
Internationale des Chemins de fer)은
1992년 설립, 전 세계 90여개 국가, 200
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철도분야 세
계 최대의 국제기구다.
무가선 트램은 세계 최대 용량의 리튬이
온 2차 전지(162kwh)를 주 동력원으로 사
용하여 한 번 충전으로 5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노면전차다.
기존 트램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차량 위
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가선이 없어
도시 미관에도 좋고,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로 달리기 때문에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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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녹색교통수단이다.
일반 도로에 레일만 설치하고, 별도의 역사
없이 버스 승강장 정도의 표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건설비도 지하철의 20%, 경
전철의 1/2~1/3수준인 230억원/km 규모
로 저렴하다.
지난 8월 터키 이즈미르 시와 38편성(5량
1편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6,050만유로(837억원)이다.
무선전력 전송시스템은 물리적인 접촉 없
이 대용량의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궤도를 따라 설치된 무선급전장치에서
60kHz의 고주파 전력을 자기장으로 변환
하여 열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술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5월, 세계 최
초로 1MW급 무선전력으로 고속열차를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1MW급 전력은 기
존 무선충전형 전기버스 용량의 100kW
보다 10배 높고, 무선급전용 트램 용량의
180kW보다 5배 이상 높은 용량이다.
열차 하부를 통해 비접촉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차선 설비 등 부품의
유지보수 및 교체가 필요 없고, 지상에서
보수 작업이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
든다. 또한 전차선이 없어 조심 미관 개선
은 물론이고 터널 단면적 축소로 건설비
등을 줄일 수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원장은 “이
번 무가선 트램과 무선전력 전송시스템의
‘UIC 2014 INNOVATION AWARD’ 동시 수
상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첨단 철도기술력
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세계 철도교통 시장의 면밀한 동
향 분석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 개발에 박
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급속 콘크리
트궤도화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열차 운행 중 자갈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바꾼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열차가 운행되지 않
는 야간에 노후화된 철도 자갈궤도를 콘크

시공 전 모습

콘크리트 급속궤도화기술 시공 후

리트 궤도로 교체하는 ‘급속 콘크리트궤도
화 기술’을 경의선 아현·의영터널 1.7km
구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아현터널과 의영터널은 1904년 경의선 철
도가 건설될 때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터
널이다. 터널이 있는 서울역~신촌 구간은
고속열차와 일반 전동열차가 차량정비 및
군수물자 수송 등을 위해 1일 290여회 운
행되는 중요 구간으로, 열차운행에 아무런
지장 없이 야간에 개량공사가 이루어졌다.
급속 콘크리트궤도화 기술은 노후화된 자
갈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전환하는 궤도
개량 기술로, 자갈 사이의 공간을 급속 경
화 시멘트로 채워, 자갈층을 콘크리트 층으
로 바꾸는 공법이다.
작업 시간이 짧고, 시공 1시간 이후부터 열
차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열차 운행을 제한하지 않고도 공
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열차의 고속화, 중량화, 고밀도화로
인한 자갈궤도의 급격한 노후화로 열차의
주행 안전성 향상과 유지보수 저감을 위해
궤도구조의 개량이 필요했다.
이번 급속 콘크리트궤도화 기술 상용화 성
공으로 앞으로 노후화된 일반철도 구간의
자갈궤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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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편하고, 저렴한 유지보수로 유지보
수 비용의 8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싱가폴 도시철도, 중국 등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350km/h의 운행
속도까지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속철도용 급속궤도화 공법을 국토교통부
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개
발 중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원장은 “급속
궤도화 기술 상용화로 국내외 궤도 개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핵심기
술의 성능을 개선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더
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과 도시철도 지하구조
융복합 연구
USG 융합연구단 ‘싱크홀 피해’ 예방

1월 1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
질자원연구원이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가 선정한 ‘UGS(UnderGround Safety) 융
합연구단’ 출범에 따른 현판식을 개최했다.
UGS 융합연구단은 싱크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출연연 융합연구 드림팀’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을 도시철도지하구조에 적용
한 융복합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융합연구단은 3년간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지하 공간의 이상 징후 감지, 싱크홀이나
지하시설물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는 연구
를 하게 된다. 향후 7개 기업, 8개 대학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
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오는 2017년 대전
광역시에 우선 실용화한 뒤, 2020년께 수
도권 및 광역시 전체로 사업을 확대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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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3년간 315억 원
을 투입한다.

고성능 베어링기술로 철도가 더
편안해진다!
철도기술과 국방기술의 만남! 한국철도기술
연구원과 ADD 연구협력 협약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철도·국방 기술 융복합 연구협력 협약’을
1월 15일(목) 오전 11시, 대전 ADD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 분야에 활용되던
ADD의 첨단 국방기술을 철도기술에 적용
하는 융복합 연구를 통해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한 철도교통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과 함께 진행될 융복합 연구는
ADD의 고성능 복합소재 베어링 기술을 철
도차량의 핵심 구성 요소인 대차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다.
철도차량에서 대차시스템은 차체를 지지하
고 차축의 회전에 의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차량을 선로 위에서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차축과 차체의 회전 및 진동에
따른 결합 부위의 마모도와 내구성이 매우
중요하며, 승차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ADD의 복합소재 베어링 기술은 극한 환
경에서 적용되는 유도무기의 방향 전환 장
치에 사용되는 원천기술로,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은 철도차량 대차시스템 내 회전 및
반복 운동이 진행되는 부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복합소재 베어링에서 문제가 됐던 베
어링 본체와 내마모 코팅 층과의 박리 등을
해결할 수 있어 철도차량의 내구성 및 승차

감 향상, 소모품 교체시기 및 유지보수 시
간 단축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군용 중장비
결박시스템, 위험물질 수송, 조립식 모듈형
구조물 기술 등 철도기술의 국방 분야 적
용을 위한 융합 연구를 진행 중이며, 앞으
로 무선전력전송기술 등 첨단 철도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원장은 “이번
협약과 융복합 연구는 국방기술과 철도기
술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창초경제의 성과”
라며, “계속해서 국방기술의 철도 적용과
철도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융복합
연구를 확대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창출하
겠다.”고 전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CJ대한통운
철도물류 활성화 업무협약
철도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 사업을 80여 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일반화물 등의 철도운송을 비롯
해 철도·화물자동차 교차운송이 가능한
대단위 복합물류터미널을 군포 등 전국 4
개소에서 운영하는 등 충실한 현장 노하우
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철도물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철도기술연구원과 80여년 이상 현장 노하
우를 갖춘 CJ대한통운 간의 협력은 철도물
류 분야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기술 및 장비 개발 시 시제품 실용
화를 비롯한 연구,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
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원장은 “한국
철도기술연구원의 기술력과 국내 물류산업
을 대표하는 CJ대한통운의 사업경험이 어
우러져 산·연 기술협력을 활성화하는 좋
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철도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뿐 아니라
연구 결과를 실용화 하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우진산전과 MOU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CJ대한통운은 철도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16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앞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CJ대한통운
은 철도물류 관련 연구를 위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철도물류 관련 신기술 및 신장비 개
발과 실용화, 법적 규제와 제도개선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철도물류분야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질 운
송차량 추적관리시스템, 물류 인프라 및 고
속화물 상하역 시스템, 벌크화물 운송용 컨
테이너, 레일운하 기술 등 철도물류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철도

국내 경전철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협력 추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월 16일 부산교
통공사, ㈜우진산전과 한국형 무인경전철
(K-AGT)의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새롭게 추진 중인 국내
경전철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 협
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술 자문과 시험
선 운영·시험 인증 등을 담당하고, 부산교
통공사는 시스템 건설과 운영 노하우 지원,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제작 기술 제공 등

을 맡아,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K-AGT는 고무차륜형식의 무인자동 경전
철로 1999년 사업 시작 이후 시제차 제작
과 시험을 거쳐 2011년부터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철도차량·용품 품질
인증 체계 구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용품 형
식승인 검사 업무에 대해 ‘ISO 9001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철도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업무에서부터
제작자 승인, 완성차 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형식승인 검사 업무 체계가 국제표준
에 맞게 수행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실현 체계
가 ISO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
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 주
는 국제인증제도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4년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승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철도차량 설계에서
부터 완성차 검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앞으로 형식승인 업무를 통해 철도차량 및
용품의 품질 확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결과 제공 등을 위해 시험인증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원장은 “이번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우리나라 철도시스템 형식승인 체계에 대
한 국제적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
다.”며, “철도분야의 시험인증체계가 공공
안전 분야를 리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연연 과학기술한마당 참가
수많은 과학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월 5일(목)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출연연 과학기술
한마당’에 참가했다. 출연연 과학기술한마
당을 통해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
관이 한곳에 모여 융합과 협력을 통해 하
나 된 출연연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2014 출연연 10대 우수 연구성과 발표 및
전시, 과학기술 체험교실, 포스터 경연대
회, 포토 콘테스트 등 여러 행사가 열렸다.
또한 출연연의 우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도 마련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오
늘Zone’에서 430km/h 차세대 고속열차와
무가선트램의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또한 강석원, 이진호 박사가 우수진
진연구자로 참가했으며, 포토콘테스트에서
사진작품도 전시했다.

나영석 PD 초청 강연회
크리에이티브로 소통하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월 9일(월) 오후 4
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명홀에서 ‘나영
석 프로듀서’를 초청해 명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나영석 프로듀서는 ‘크리에이티브로 소통
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나영석 프
로듀서는 자신이 제작해 온 프로그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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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들며, 창의적인 생각과 그것을 이루
어내는 방법 등에 대해 전했다.
나영석 프로듀서는 ‘1박 2일’, ‘꽃보다 할
배’, ‘꽃보다 누나’, ‘삼시세끼’ 등 유명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제19주년 창립기념식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15년 제19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창
립기념식을 2월 27일(금) 한국철도기술연
구원 5동 오명홀에서 진행했다.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윤석진 융합연구본부장, 안우
희, 채남희, 최성규, 홍순만 전임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원장은 우리
연구원의 다양한 성과를 언급하고. “최근
대외 환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성과를 요
하며, 특히 융합연구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
하여 성과창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
히 “융합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라고 하면서 “기술의 융합, 사람의 융합,
조직의 융합”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내년
20주년 때는 좀 더 나은 성과, 발전된 모습
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연구원이 다 같이
노력하자.”고 전했다.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KRRI 봄의
향연’
서울시향 우리동네 실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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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철도이야기
응답하라 186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3월 3일(월) 오후 4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명홀에서 ‘서울시
향’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우리동네 실내악>이
라는 프로그램으로 음악회를 진행했다. 음
악회는 연구원의 예술문화 감성 함양과 지
역 사회 시민들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1부는 현악 5중주로, 클래식음악 외에도
영화 <여인의 향기> O.S.T와 같은 평소 자
주 접할 수 있는 곡들도 같이 연주되었다.
2부는 금관 5중주로 비틀즈 음악과, 제임
스 본드 음악, 넬라판타지아와 같은 대중들
에게 친숙한 곡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서울시향의 <우리동네 실내악> 공연
과 함께 철도과학기술로 가득한 연구원과
실험실에도 따뜻한 봄기운이 찾아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SK플래닛
철도재난 예방을 위한 기술교류
협약
교통시스템의 재난 안전 확보

이상기후로 인한 철도재난 예방을 위한 공
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열차 및 도로 이용자를
위한 실시간 재난정보제공기술 개발, △재
난 정보를 이용한 열차 및 차량 운행제어
지원기술 개발, △강우시 열차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기상정보 활용방안,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한 융·복합 연구 추진, △
대형국가 R&D 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 기
획 등이다.
양 기관은 교통시스템의 안전과 편의를 위
한 재난 정보 제공기술 개발과 함께 새로
운 연구개발과 사업 창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춘수 고속철도연구
본부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강우자
동경보시스템, 철도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등과 같은 철도재난 방재기술과 SK플래닛
의 첨단 기상정보 서비스 기술을 융합하는
산·연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겠다.”며, “교
통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 기술개발 뿐 아
니라 연구 결과를 실용화 하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응답하라 1863 도시철도의 확대

도시철도(都市鐵道)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경계의 확대로 복잡해진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를 말한다.
보통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하철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대도시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라
1863년은 도시철도 즉 지하철이 영국 런던에서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해다. 철도의 나라 영국은 1830년대부터 철도 건설을
시작했는데 스무 해가 지난 무렵에는 런던과 지방을 연결하는 여섯 개의 철도역이 런던 중심가 바로 밖에 생겨났다. 해가 지지 않
는 나라 대영제국의 수도인 런던은 이미 당시에도 교통 체증이 심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여기에는 기차를 타고 런던에 온 승객들
이 중심가로 몰려들면서 생기는 교통수요도 한 몫을 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회는 교통 혼잡의 해결책으로 런던 시내와 각 역을 연결하는 지하철도망을 심각하게 논의하게 되었고 1854년
마침내 ‘메트로폴리탄 철도’라는 지하철 건설을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공사는 재정 문제로 몇 해 뒤인 1860년이 되어
서야 시작되었다.

‘튜브’로 불린 세계 최초의 지하철
세계 최초의 도시철도인 런던 메트로폴리탄 철도는 1863년 1월 10일 개통돼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개통되고 난 지 몇
달 만에 메트로폴리탄 철도는 일일 26,000명의 승객을 수송했다. 그러나 당시의 신문들은 지하철 출근이 매우 불쾌한 일이라는
런던 시민들의 불평을 전했다. 현대의 지하철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증기 기관차가 석탄 타는 냄새와 그을음을 내뿜
으며 지하를 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지상에 효율적인 환기 장치를 설치하며 차츰 개선됐다. 도로 위의 여러 통풍구 덕분에 기관차의 엔진은 증기를 내뿜
고 터널에 신선한 공기를 들일 수 있었다.
초기의 지하철 터널은 주로 도로를 뜯어 지하구조물을 만든 후에 다시 메우는 개착식 공법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많은
붕괴가 일어났고 지상의 일부 건물을 파괴해야 했다. 하지만 굴진기를 추진시켜 터널을 뚫는 실드 공법과 고심도 터널 설계 등이
발전하며 후기의 도시철도들은 개착식 공법보다 지상의 붕괴를 덜 야기했고 비용 또한 줄어들었다. 또 점점 더 깊은 땅속에 지하
철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런던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둥근 모양의 터널과 객차 생김새 덕분에 튜브(Tube)라는 애칭을 얻게 됐다. 도시철도가 급격하게 불
어나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은 지하철 건설에 뛰어들게 되는데 1868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SK플래닛은 철도
재난 예방을 위한 기상정보 공동 연구 개
발·사업에 관한 상호 협력협약을 3월 11
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기
술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앞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SK플래닛은
철도 및 도로 등 교통시스템의 재난 안전
확보를 위해 첨단 기상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에는 길이와 역 개수로 세계 최대인 뉴욕 지하철이 개통됐고 터기 이스탄불(1875)과 헝가리 부다페스트(1896)에서도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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