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큰열정, 더높은도약
21세기, 철도는 합리성과 경제성,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철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올 한해, 한국철도기술은 치열한 전장에서 세계 철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그보다 한 발 앞서 달려 나가고자 열정을 쏟았습니다.
창의적 원천기술과 미래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 최고를 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북 철도의 화합, 동북아 철도네트워크의 중심,
세계 철도 르네상스의 주역이라는‘꿈’
을‘현실’
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더 큰 열정과 더 큰 도약이 필요합니다
2007년, 한국철도기술은 열정에 인색하지 않고, 도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철도를 사랑하고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철도네트워크를 향해,
여러분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생활을 위해 쉼 없이 달려 나가겠습니다.

더 큰 열정, 더 큰 도약.
2007년, 한국철도의 약속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 www.krnetwork.or.kr
한국철도공사 http://www.korail.com
한국철도기술연구원 http://www.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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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옵니다.
누구에게는 시속 300km의 쏜살같은, 다른 누구에게는 완행처럼 더딘 시간이었겠지요.
마음 속 시계태엽이 너무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조이고,
너무 조여져 있다면 조금쯤 여유를 주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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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속초시장 일행 개발열차 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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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경부선 전철화사업 완료

틸팅차량 대차, 과기부 신기술인증 NET획득

경부선 조치원~대구 전철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905년 경부선을 개통한지 100여년

철도연이 총괄주괄 개발한‘틸팅차량용 자기조향 주행장치 기술’
이 과학기술부가 주관하

만에 서울~부산 전구간의 전철화가 완료됐다. 12월 8일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시행하는 신기술 NET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은 곡선 구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역 동광장에서 개통행사를 가졌다.

주행 시 차축이 스스로 곡선방향으로 정렬되도록 하는 자기조향장치와 차체를 기울이는

조치원~대구 구간의 전철화가 완료됨에 따라 경부선 전 구간은 물론 호남선, 충북선, 중

틸팅장치를 차체와 레일 사이에 있는 주행장치에 장착하는 것. 자기조향장치는 기차 바퀴

앙선, 영동선 등 주요 간선 철도망 전철화가 이루어져 전기기관차에 의한 수송체계가 구

와 선로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을, 틸팅장치는 승객에 부가되는 원심력을 감소시키는 역할

축됐다. 디젤기관차로 운행 중인 여객, 화물열차가 전기기관차로 대체됨에 따라 동력비가

을 한다.

40% 정도 크게 절감된다. 전기기관차는 디젤기관차보다 차량 수명이 1.5배 이상 길고, 차

틸팅열차는 직선구간에서 최고 속도 200km/h까지 주행 가능. 곡선반경이 300m일 경우

량 구조도 간단해 유지보수비용도 절감되는 등 철도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

일반열차는 70km/h의 속도를 내지만, 틸팅열차는 100km/h까지 달릴 수 있다.

한 매연과 소음이 적어 선로주변의 환경도 개선되며, 가감속 성능이 우수해 운행시간도

한국형 틸팅열차는 2001년 시작된 건설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기존선 속도향상 기

단축된다.

술개발 사업’
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연간 1300억원이 넘는 수입 대체효과와 더불어 해외

이번 사업에서는 횡간~추풍령 구간 등 곡선이 심하여 감속운행을 했던 구간의 철도시설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충북선에서 시험운행을

물 개량을 통해 철도안전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평면으로 교차되었던 철

시작할 예정이다.

도건널목 19개소를 지하차도 및 과선교로 입체화해 철도 인근 지역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널목입체화 사업은 현재 11개소가 완료되어 사용 중이고 나머지는 2008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세계철도차량 컨퍼런스

한국형 고속열차, 대한민국 기술대상 '금상' 수상

한국형 고속열차’
가 2006년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1996년 개발을 시
작한 한국형 고속열차는 기계, 전기, 통신, 토목 등 각 분야별로 연인원 1천명이 참여했으
며 2004년 12월 시속 352.4km를 돌파, 2006년 9월까지 총 주행거리 약 152,000 km
전 세계 40여개국 300여명의 철도 운영자 및 철도 관계자가 참석, 성황을 이룬 제9차 세

를 시험 운행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계철도차량 컨퍼런스가 11월 17~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새로운 미래

한국형 고속열차는 차체가 알루미늄 압출재로 제작돼 무게가 가벼워졌다. 독일과 프랑스

열차’
,‘여객차량의 기술개발동향’
,‘화물차량의 기술개발동향’
,‘철도차량 정비기술 및 전

에 이어 세계 3번째로 1100kw급 대용량 유도전동기를 개발했으며, IGCT 전력반도체를

략’등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계 최초로 적용해 전력변화장치를 개발, 장착했다.

철도공사 이철 사장, 국제철도연맹(UIC) 루크 알리아디에르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이와 함께 대한민국 기술대전 전시회가 진행됐다. 철도연은 금상을 받은 한국형 고속열차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9차 세계철도차량 컨퍼런스 전시회장 오픈 행사가

를 중심으로 고속열차 모형과 슬래브 궤도 모형을 전시했으며 로템의 견인 전동기 실물과

진행됐다.

현대중공업의 주전력변환장치 관련 부품, 유진기공의 제동장치 관련 부품, 그리고 LS산전
의 ATC 장치 등 핵심장치를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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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트윈타워 신축 기공식

철도公,‘계열사 경영혁신협의회’발족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철도 트윈타워 신축 기공식 행사가 12월 1일

철도공사 부대사업본부에서는 계열사 경영혁신 실무자 중심의 청년중역회의 주니어보드

대전역 동광장에서 거행됐다. 대전역 구내 일원에 위치하게 될 철도 트윈타워의 규모는

‘계열사 경영혁신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 11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하 4층, 지상 28층 2동의 쌍둥이 건물로, 최첨단 지능형 현대식 건물로 신축돼 대전지

특히 협의회는 기존 계열사 사장단 중심의 모임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체로서, 주니어

역이 철도의 메카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드의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과감한 경영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까지의 공간 공동사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함께 철도관련 기관

협의회 구성 배경은 철도공사가 계열사와 함께 조직, 인사, 재무 등 경영전반에 걸쳐 추진

공동 입주를 통한 자원 교류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해 온 혁신운동을 보다 심화시키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계열사 실무자 중심의 협의

앞으로 현대식 철도 트윈타워가 완공되면 ▶유동인가 증가에 따른 상권활성화 ▶역세권

체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개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활력소 ▶역세권 개발과 주변지역 정비를 견인하는 대전의 성
장동력 ▶역세권 개발과 연계되어 대전이 동서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도 트윈타워는 철도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함께 하는 철도메카로 부상하여
한국 철도 산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 교통부 차관·속초시장 일행 철도연 개발열차 시승

UNESCAP 교통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Pham The Minh 베트남 교통부 차

KTX 1일 이용객 15만명 돌파

관 일행이 11월 7일 철도연을 방문했다. 철도연의 일반 현황과 연구시설을 소개받고 양 국
가 간의 철도분야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서, 한국형 고속열차의 기술적
특ㆍ장점 및 개발배경 설명을 위한 시승식을 11월 8일 개최했다.
지난 11월 11일 KTX 하루 이용객이 개통 이후 최고치인 15만 6690명을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는 현재 하노이~하이퐁 구간 등 4개 노선의 고속철도 건설을 구상 중. 이번

명절연휴기간 중이던 10월 1일 세운 최고기록 14만 8000명보다 8천명이나 많은 수치다.

견학 및 시승을 통해 한국 철도기술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한국형 고속열차의 베트남 진

이처럼 KTX의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연일 신기록 경신이 계속되고 있다.

출 가능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04년 KTX 개통당시 하루 평균 7만2300명이었던 이용객은 2005년 8만 8700

한편 한국형 고속열차와 경량전철의 실용화 확대를 위한 시승행사가 속초시장 일행을 대

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6년 현재까지 9만 8700명으로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용

상으로 11월 8일 베트남 교통부차관 시승과 함께 개최됐다. 속초시장 일행은 한국형 고속

객이 개통초기에 비해 36.5%, 전년대비 11.3%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KTX

열차 시승에 이어, 경북 경산의 시험선을 방문해 K-AGT, 경량전철을 시승했다. 속초시는

누적이용객수도 11월 현재 8천만명을 넘어섰다. 개통 이후 1천만명을 돌파하는데 5개월이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부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공해 발생 감소를 위해 경량전철 도입

소요됐지만, 5천만명 돌파에는 2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이

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되면 누적이용객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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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 ㅣ권두언

세계 최고,
세계 최강의 철도기술을 위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기초 기술이 튼튼한
나라는 뿌리가 깊어 바로 설 수 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
술의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인 것입니다. 첨단 철도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으로 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 채 남 희

외 수출의 첨병은 물론 관련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철도 기술의 발전과 도약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연구성과를 올림픽처럼 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수년간 연구개발에 심혈을 쏟아온 결과 한국형 고속열차 상용화를 비롯해서 경
량전철, 틸팅열차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
렇게 기술 수준의 향상과 함께 우리 생활에서 철도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
만 아직도 기술력에 대한 의문과 냉대를 받을 때면 과학기술도 차라리 올림픽처럼 순
위를 정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래 교통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 국가적 물류문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국토 공간 구조의 다변화, 남북한 교류확대와 동북아 중심국가 시대 대
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의 국제적 감축 요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물류체계
의 효율화 등의 필요성을 들지 않아도 철도는 후세를 위해서 반드시 살리고 키워야 할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철도가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송력의 증대와 속도향
상, 서비스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뛰어넘어 장기적인 철도기술 발전 방향을 숙고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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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올해는 철도기술연구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도전과 열정으로 분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철도 신기술 창출의 해’라는 캐치프레
이즈 아래 핵심역량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철도기술 로드맵을 구축하
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애써온 한 해였습니다. 또한 철도기술의 실용화의 지속적인 추
진과 베트남 철도복선화 전철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고속철도기술의 브라질 진출
등 철도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 진력했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세계 최고,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창출하
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연구성과 실용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최고
속도 400km/h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바이모달 저상굴절차량, 차세대 도시철도전
동차 개발 등 일련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철도기술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술혁신을 창출해 내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요즘은 철도여행의 낭만이 많이 줄었지만 어릴 적에는 기차를 올라타는 순간부터 새
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희망의 진입로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철도의 기술
력과 실용화 의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의 큰 빛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철도와 기차에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을 실을 수 있기를 바래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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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상

이상하게꾸민과학기술용어에
얽는작은투정
을호, 무궁화호, 전철 바퀴 굴러가는 모

전자신문 | 이은용 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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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까지 묻어난 글(신문기사)에 스스

레비전, 컴퓨터 등을 만드는 것처럼 같은

coolant system) 기기들을 그릇(로) 바깥

양을 살피느라 얼굴이 땅에 닿지나 않을

로 놀라기도 했다.

본체를 과학실험용, 관측용, 기상관측용

에 설치했는데, 중소형급으로 몸집을 줄

까 걱정스러울 정도인 꼬마!

그렇게 재미있게 들여다보려 노력했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보자는 뜻이다.

이기 위해 관련 계통을 하나의 압력그릇

필자와 필자 아내의 유전 정보 절반씩을

까닭일까. 과학기술을‘이상하게 꾸민 말

지난 1994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

안에 배치해서다.

품고 세상에 나온 꼬마다. 2000년 5월께

(수식어)’
을 발견했다. 인문사회계열 전

리랑 위성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적은

과기부는 이 같은 일체형 원자로 특징에

파종(?)했고, 2001년 1월 30일 23시 57분

공자로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돈(예산)으로 알뜰하게 해보자’
는 의지를

주목, 2005년 6월부터 2010년까지 약

께 배 바깥에서 처음 만났다.

다. 우선 지난 7월 28일 러시아 플레세츠

담아 사업명을 그렇게 정했다. 그렇게 출

4400억원을 들여 전략적 수출제품으로

그토록 기차를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크에서 발사한 인공위성 아리랑 2호를

발해서‘다목적 실용위성’
이라는 말이

만들 계획이다.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웬

KTX를 함께 타보지 못했으니… 필자는

꾸미는 말인‘다목적 실용위성’
이다. 구

굳어졌을 뿐, 엄밀하게는‘지구관측위

만한 국내 중소도시를 소화할 수 있는 열

정말 무심한 아빠다. 그 꼬마와 필자가

체적으로‘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

성’
인 것이다.

출력 330메가와트(㎿)급 일체형 원자로

영등포역에서 수원역까지 하릴없이 무궁

라고 부르는데, 오해를 부르는 꾸밈이다.

또 하나,‘해수담수화 일체형 원자로

를 만든 뒤 두산중공업의 해수담수화 플

화호를 타고 다녀오며 헤죽헤죽 웃는 즐

‘아리랑 2호가 여러 목적으로 쓰이나 보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랜트를 묶어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에

거움만으로는 부족하리라.

다’
라는 오해!

Advanced ReacTor)’
도 단어를 늘어놓

수출하겠다는 것.

요즈음 걱정 하나가 새록새록 가슴으로

아리랑 2호는‘지구관측위성’
이다. 그게

다 보니 애초 뜻에서 조금 벗어났다. 말

좀 더 들여다 보자면, 일체형 원자로를

부터 싹을 틔워 올리는데, 그 꼬마가 기

목적이자 쓰임새다. 따라서‘지구관측위

그대로는‘바닷물을 생활용수로 만드는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에 남는 열로 바

차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이것저것 묻

성 아리랑 2호’
가 맞는 말이다. 실제로

기능을 원자력발전그릇(원자로)에 일체

닷물을 끓여 먹는 물(생활용수)까지 만들

기 시작했다는 거다. 그냥“멋지다”
거나

아리랑 2호는 땅 위‘1미터 곱하기 1미

화한 것’
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조금 다

어낼 수 있는 제품이다. 따라서 그냥‘해

“빠르다”
는 차원이 아니라“왜 빠르냐”
거

터’
를 한 점으로 찍어내는 광학카메라를

르다.정확하게는‘해수담수화’
와‘일체

수담수화 일체형 원자로’
라고 하면 애초

나“어떻게 빨리 달려갈 수 있느냐
“는 류

달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을 촬영

형 원자로’
가 따로따로다. 별개이되, 해

뜻이 와전될 수밖에 없다.

다. 머뭇머뭇,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필자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것 말고

수담수화 플랜트(plant)와 일체형 원자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라도 난 듯,

에게는 꼬마의 질문이 적지않은 시련이

다른 임무? 쓰임새? 글쎄… 앞으로 쏘아

를 중심에 놓는 중소형급 원자력발전소

큰 실수라도 되는 듯 성토하려는 것은 아

다. 진땀이 난다. 대충 얼버무릴 수 없으

올릴 아리랑 5호(5호를 먼저 발사), 3호

를 한꺼번에 짓는다. 중동처럼 사막이 많

니다. 다만, 어려워 부담스러운 과학기술

니까.

도 모두 지구관측이 주목적이다.

아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인기가 높아 이

용어가‘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까지 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과학기술을 말하

그런데 왜‘다목적 실용위성’
이라는 꾸

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과

어지게 할까 걱정스러워서다. 작은 곳에

서울 영등포역에서 쏜살같이 내달리는

는 것, 참으로 힘들다. 아예‘제대로 들여

밈이 붙었을까. 위성을 만들 때 뼈대가

학기술부 설명이다.

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큰 흐름을 결정

KTX를 뚫어져라 시선 안에 담는 꼬마.

다보기’
조차 어렵다. 그래서 더욱 재밌

되는 본체(플랫폼 혹은 Basic Unit

그렇다면 왜‘일체형 원자로’
라고 할까.

하니까!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하는 필자

KTX가 저 멀리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다. 과학기술부를 출입한 지난 2년 9개월

System)가 다목적이어서다. 비슷한 형태

옛 원자로들은 증기발생기, 주냉각재펌

도‘안경을 쓴 까닭에 우주인에 지원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새마

여 동안 늘 재미있었다. 때로는 불현듯

의 전자회로기판(PCB)으로 휴대전화, 텔

프, 가압기 등 냉각재 계통(Reactor

수 없는 것’
으로 알았을 정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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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철도차량 디자인 기술

○ 철도기술·문화·디자인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 철도차량 디자인
○ 철도차량 디자인 개발
○ 철도디자인을 보는 두 시각, 경량전철과 틸팅열차
○ 세계 고속철도차량 디자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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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철도기술·문화·디자인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미래 학자와 이론가들은 새로운 밀레니엄 세기를‘문화의 세기’
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

Cultureware
Valueware

이든 문화는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이며,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

Imageware

Be

리는 이러한 현상을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기술과 문화 및 디자인은 철도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Technoware

Do
Software

개념의 상호작용에 의해 재창조 되는 함목적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철도이용자 즉 고객중심의 고품격 기술제공과 서
비스는 미래지향적 환경조성에 대한 재인식으로 접근하여야 한
다. 또한 단순한 신소재와 신기술 활용과 같은 미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신개념의 설계 미학 구현과 한국적 정체성 접근 등 거시
적 트렌드창출에 대한 측면으로 확대 해석 되어야 한다.

디자인 중심
브랜드 중심
문화 충족 욕구
생활장면 중심
감성적욕구

Userware

Hardware
Craftware

have
소비자 중심
고부가가치

판매 중심
소유 욕구

생산자 중심
기본적 욕구

<그림 1> 신 가치 형성과정과 패러다임 변화

즉 신개념의 철도환경과 철도산업의 창출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 노력, 경제적인 손실을 절감하여야한다. 또한 체계적이며 조

고객의 가치 및 의식과 요구반영 측면뿐만 아니라 범용적 필요

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디자인 작업을 단계적 전개방법이라

조건을 충분조건으로 변환 시키고 실천하는 문제와 함께 신 가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결합, 결정짓게 하는가에 대한 가능성과

치로서의 품격과 차별성으로 충족 시켜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타당성을 지식과 기술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

요구들은 공간적, 물적, 기능적, 대인적으로 어떻게 형상화 시키

로 철도 연관 산업디자인에서의 우선적인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왜냐하면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이

디자인이 지니고 있는 무한시너지를 창출시키고 독창적 철도문

해와 철도 산업에의 융합은 시대적 변화에 뒤지지 않는 새로운

화 구현을 위한 개발지원 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패러다임 요구에 따른 부응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정체성 확립과 함께 디자인력 확보에 의한 경쟁력 있는 철도산
업에 푯대를 실현시키는데 있다.

이것은 새로움 패러다임을 리드하고 유지하는 원천적 활동의 총

한석우 |서울산업대학교 조형학부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swhan@sn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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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문화적 표상으로서 고객가치 증대의 초점을 둔 차별적 서

일반적으로 문화는 인간이 내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나 규

비스의 확보를 이룩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와 같이 철도연관 분

범(Nomos)이며 정신의 일반적인 상태나 이념에서부터 민족 고

야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추구 하여야할 철도의 기술. 문화. 디

유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와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자인 창출에 대한 새로운 가치 구현의 궁국적 목표는 철도 이용

윌리암즈(R. Williams)의 정의에 의하면“문화는 정신적, 심미

자 중심의 철학이 내재된 철도기술과 철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적 개발의 일반적인 과정인 지적인 행위나 활동의 총체”
라고 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였으며 이것에는 자율성, 독창성, 다양성, 종합성이 있고 유형적

미래지향적 철도산업디자인의 신 가치 창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

으로는 일정한 도구나 시설을 뜻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고유적이

해서는 향후 철도산업에 창의성과 함께 합리성을 부여하고 시간

며 실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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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화의 개념 및 어의(A~G)와 문화체화 차량디자인

사례❶

❶ 철도이용자의 감성과 고품격 차량디자인에 대한 요인과 주체적인 전략과 개발에 의해 신개념으로 적용된 일본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즉 철도 산업기술의 가치는 철도환경, 철도차량, 철도정보 디자

며, 주어진 내용적 요소를 형식적 요소로 실제화 하는 것이며 이

화산업의 도래와 가치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서 생산력과

인의 기준이나 척도가 될 수 있는 가치로 표출되어 진다. 따라서

과정에서 기술은 요인, 동인, 수단, 방법으로 이용된다. 또한 디

경쟁력의 기본이 되었고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있

철도 문화는 철도 이용자의 감성과 정신적 활동을 나타내는 지

자인이란 사람, 환경, 제품, 가치사이에 놓이어진 모든 창조적 행

어서 물질적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산업과 경

식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과 행태를 의미한다.

위를 포함하며 관계의 공유영역으로서 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만

제, 사회 및 무한경쟁의 경쟁력 초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공통

들려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다. 결국 디자인은 철도산업과 미

의 화두로 대두된 디자인이 강조되면서 문화를 산업화하고 상품

래사회에 책임을 지는 일종의 표현이며 새로운 문명 질서나 정

화하기에 이르렀고 문화 그 자체를 생산요소내지 사회간접자본

신풍토를 형성해가는 사명을 갖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과 같은 인프라 또는 경제재의 하나로 인식하는 필요한 가치로

그러므로 향후 디자인은 경제, 사회, 산업을 포함하는 제 분야를

등장되었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비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

이끌어 갈 핵심 역량과 신개념의 고부가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으로 바뀌어져야하고 또 그렇게 정착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변

날로 확대되어갈 것이다. 또한 NT, BT, IT와 함께 같은

화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함과 아울러 자국의 경제난

DT(Design Technology)와 같은 디자인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인식에

가 철도산업의 핵심역량과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신개념의 철도

서 시작될 것이다. 또한 기술과 디자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

기반환경 조성 및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 활용하여

치는 철도산업 발전과 문화 환경 조성에 본질성과 보편성을 부
여하는 역할을 지니게 된다.

⒜ TGV, 프랑스

⒝ 지하철, 런던

⒞ SBB, 스위스

⒟SBB, 스위스

<그림 3>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의 교통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차량의 실내 공간

의 규슈 신칸센「쯔바메」
의 인테리어

이러한 문화는 사회와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의 상호

디자인이 지닌 속성에는 철도이용자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

야 한다.

작용에 의해 재창조된다. 즉 문화가 성립되는 과정이 철도이용

는 가치 충족과 만족을 추구해 주는 모든 수단과 형식이 포함되

이제 세계철도시장 환경은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가격과 기술 의

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므로 철도문화 측면에서의 의미는 철도

어 있다. 즉 디자인의 가치는 곧 문화적 척도의 기준이 될 수 있

존도가 더 이상의 경쟁우위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디자인

이용자의 만족을 가져와야된다는 당위성이 내재되어있다. 따라

는 가치로 표출되므로 이는 철도 이용자의 감성과 정신적 활동

은 철도산업의 고급화, 인간화를 이룩하기 위한차별화와 핵심요

서 철도서비스의 품격과 휴머니즘 중시문화는 정신풍요의 욕구

을 나타내는 지식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이고 가치를 의미하

소로 인식하여 그 활동은 영역의 범위가 좀 더 구체적이고 통합

를 충족시켜 주는 여행문화 형성과도 연관이 깊다. 이와 같이 철

게 된다. 이는 철도이용자에 대한 모든 활동의 종합적인 결과의

적으로 문제로 다루어야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도산업과 문화의 개념은 동질성과 유사성을 함께 갖고 있을 뿐

축적이며 인간과 환경과의 양식을 함께 구성하는 환경적 존재와

첨단기술의 진전은 철도산업과 기술혁신 및 지역 간의 교류에

만 아니라 어의적, 개념적인 해석으로 산업은 곧 문화라고 할 수

모든 장면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인간이 내적으로 완성

영향력을 가져왔고 영역간의 구분이 더욱 교차, 융합시키는 지

있으며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문화체화(Embodied)산업이 적절

되어가는 과정이나 규범에서부터 민족 고유의 정체성에 이르기

대한 공헌을 맡아왔다. 또한 이동공간에서의 교류, 취미생활, 커

하다.

까지 그 의미와 영역이 다의적, 다원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뮤니케이션, 경제행위 등의 패턴변화의 가속화를 가져왔다.

S
철도산업 발전
시나리오 구축

디자인 창출
프로그램 구축

S

P

C

B

연관 신업 기술
컨텐츠 구축

이용자 요구반영
디자인 창출

C

디자인 경쟁력
+
신기술 경쟁력
=
신가치 창출
(Value Creation)

P

B

이와 같은 문화와 기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곧 문화, 기술,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철도 문화디자인은 사용자의 여

산업의 융합화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며 이것은 철도문화산업디

아울러 디자인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행문화를 증진시키는 가치적 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자인과 연제되는 변화요인이 되므로 결국 철도 이용자의 의식변

은 문화적, 산업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정체성이 내재되어있기

의 기술은 산업의 초고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 여행문화

화는 문화적 가치를 담는 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증가되면서 이

때문이다.

를 디자인과 문화에 의한 창조활동은 새로운 영향 요인이 되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확대를 가중시키고 있다.

새로운 산업환경의 전환점이 시작된 과거의 정보산업사회 시대

국가경쟁력 제고의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와 밀접한 연계성을 지

있다. 광의적인 개념으로서의 철도문화산업디자인이란 이와 같

디자인은 현대산업에서의 재화로 인접되는 일반화된 활동이다.

에는 물질적 생산력이 부와 경쟁력의 원천이었고 문화산업은 일

니고 있는 철도 산업의 정체성 이해는 시대적인 경향과 그것의

이 상호 간 가치를 충족시켜주고 만족을 추구해 주는 수단이다.

이것은 끊임없는 트렌드를 창조하며 가치를 낳는 계획 활동이

상적인 삶의 부수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들은 문

기본적 사고의 축을 이루게 된다. 결국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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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 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적 컨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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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 철도기술·문화·디자인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도산업의 방향과 좌표 설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용어이다. 정
체성이란 철학체계로서는 주체성, 심리현상으로는 동일성, 사회
과학적 의미로서는 존재증명을 뜻하는 활동과 방법의 총체이지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❷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St. Pancras/1868년 건축)역과 킹스크로스(King
‘s Cross /1851-2 건축)역은 서로 근

<그림 6> ⒝는 보행공간의 동선과 공간성, 장식성을 공유하는 병렬식 스탠드형 사인임. 규칙적인 열로 세워진 게시

접하고 있는 역으로, 현재 19세기 중반의 건축물에 유로스타 국제선 종점역을 위한 신개념의 초현대적인 역사

물들은 공간을 분리하는 효과와 함께 게시물들을 집중시킴으로서 인지도가 향성됨. 아울러 동선분리 및 유도효과

로 증개축하고 있음. 2007년에 완공될 이 역사는 [사진 03] 조감도에서처럼 전통의 건축구조를 보존하면서 현

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다. 지붕은 투명유리를 사용하여 밝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

대적인 감각과 기능의 복합적이며 통합적인 역사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공간으로 구현시키고 있음

감의 경제적, 친환경적 장점을 지님

만 디자인적 의미에서는 이미지와 브랜드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
Improvement of
Reliability & Amenity
즐거움과 신뢰성 증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국가 기업의 경영 환경개선, 이미지 개선, 의
식변화, 조직의 전략운영과도 연계되어 있다. 고유의 문화가 담
긴 기술과 기업의 경영 곧 문화디자인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 구

⒜ 복합기능의 폴대형 사인

visible Factor
가시적 요인

현의 목표이다. 철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산업에는 종

Realization of RCDT
철도문화 디자인의
구현

Invisible Factor
비가시적 요인

합과학의 총아로서 다학체적 지혜와 인간 의지와 사물이 반영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좋은 디자인이란 국가와 지역의 독특한 문

Enhancement of Technology

Design core Competence

화의 정체성 반영과 함께 범용적인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
므로 세계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기
술적 , 문화적, 디자인적 요소이며 그러므로 이것의 대표적 사례

<그림 8> 철도문화가 체화된 디자인영역의 개념구조
⒜ 티켓 발매기, 바젤

⒝ 호텔안내기, 쥬리히

가 철도산업이다.
⒝ 병렬의 스탠드형 사인
<그림 7> 신개념의 정체성으로 리모델링한 파리 북(Nord) 역의
사인 시스템 디자인

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문화, 디자인이 지닌 고유의 정체
성이란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인지경쟁이고, 계획에서 유통까지
이르는 일괄된 사고방식의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문화 디자인 또는 기술로서의 정체성이란 효용성과 함께 철도산
⒞ 티켓발매기, 파리

⒟티켓발매기, 뮌헨

<그림 6> 철도 역사의 Station furniture 사례

업발전의 상호 활동을 조성하는 가치와 모든 행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철도 산업이 국가 신 성장 산업의 중심으
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회를 적극적인 전략요인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도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좌표설정과 위상제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선진화, 조직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철도
산업의 정체성 구현과 브랜드 가치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인적교류의 융합이 가속화되어져야한다. 이러한 정체성 구현의
중심은 기술혁신과 함께 경영혁신, 디자인혁신, 가치의 혁신이
함께 실행되고 확산되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러
한 역량을 응용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통합적 인식의 공유
가 우선적으로 구현되는 거시적인 플랫트 폼 조성이 요구된
다.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의 견인적 역할과
같은 책무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사회,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
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균형적이며, 합리적 체계와 혁신적 사고
<그림 5> 세인트 판크라스 & 킹스 크로스 신역사 조감도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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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 선도되고 중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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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2 - 철도차량 디자인

테마1

철도차량 디자인

테마3

테마4

테마5

철도 디자인은 수송환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고객에게 세심한 고품격 서비스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단순히 차량이나 역을 설계하고 꾸미는 것 이외에도 정보, 서비스를 포함한 폭
넓은 분야의 총체적인 컨셉 형성으로 보아야 한다. 디자인은 그 시대의 감성을 구체화하고 때로는
먼저 제시하는 고귀한 지적 생산물인 것이다.
철도에서 차량은 고객에게 접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대의 상품이다. 서비스의 차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안전상, 기능상, 제조상, 유지보수상의 기술적인 이유로 제약된 범위 안
에서도 운행라인과 속도에 따른 특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디자인한다.
철도차량 외형을 디자인 할 때는 △안전성 △공기저항 △기밀성 △안정감과 신뢰감 △아름다움
△독창성 △유지보수성 △국가전통표현 등을 고려한다. 일반인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철도차량의
외부 디자인에도 과학기술이 숨어있는 것이다.

1. 사용자 위주로 디자인한다
철도차량은 용도와 고객의 특성을 생각해 디자인 컨셉을 결정한다. 철도의 고객은 불특정 다수라
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첫 고객이 잘못해 조작되어도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이 필요하지만 도심 내 지하철, 관광열차, 새마을호, 무궁화호 도시간 중거리용 전철 등의 열차의
종류에 따라 열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자 위주의 디자인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차량 실내 디자인을 배려하기 시작한 때는 1985년 새마을호 동차가 국내에서 제작되
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호 동차는 국내 제작 차량으로서 처음으로 전두부를
유선형으로 하고, 식당차와 객실 의자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 실내 분위기를 조금은 연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본격적으로 실내 디자인에 관심을 같고 개선한 시점은 100% 국산화가 이
루어진 광주지하철 전동차부터라고 생각한다. 그 이전의 철도차량은 장거리 열차와 전동차가 다
를 뿐 모든 차량이 획일적인 실내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
전동차의 디자인은 그동안 접이식 의자, 노약자 지정석, 중앙에 서있는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지
지봉 설치, 안내정보 디스플레이, 연결차량 사이의 통로문을 없애는 등 승객에게 편리하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동차는 불연 내장재, 스테인레스 의자로 바뀌
고, 소화시설을 갖추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한국형고속철도차량을 연구개발하면서 의자의
경량화 및 방향회전식, 공기조화장치 등 실내 디자인에도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철도차량의 디자인은 사용자 위주라기보다는 안전과 승객의 많은 수송량에 집착해 왔다고 본다.
사용자 위주의 디자인은 경쟁관계에 있는 교통수단으로부터 승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 수입증가
로 이어진다.
디자인으로 성공한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987년에 일본 名阪의 특급전용열차는 토카이
대학 교수와 킨키 차량의 디자인실과 함께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디자인을 하였다. 설문조사에 의
홍용기 |철도연 철도시험인증연구센터 수석연구원 (ykhong@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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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특급전용열차의 고객은 홀로 여행하는 비지니스맨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차내에서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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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테마2 - 철도차량 디자인

는 사람은 적고, 오히려 차 밖과 단절 된 2시간을 느긋하게 쉬고 싶다고 하는 희망이 많다는 것을

테마3

테마4

테마5

3. 운행 중인 상징성을 지닌 아름다운 디자인 차량

알았다. 그래서 의자의 전후 간격을 넓게 하고 소파처럼 편안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내장재는 비지
니스맨을 고려하여 세련되고 질 높은 것으로 하고, 1대의 전화기 이외의 비즈니스 기기는 굳이 달
지 않았다. 한편, 그 당시 최고속도를 민영철도 처음으로 120킬로로 향상해 1시간 59분 운전으로
하는 동시에 스피드감을 표현하기 위해 유선형의 전두부 형상을 가진 외관으로 하였다.
특급전용열차는 당시 일본 철도계에 적지 않은 임펙트를 주고 우수 제품·서비스상을 수상한 것
외에도 실제로 고객이 증가해 차량 디자인이 수입증가로 연결된 일예로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名阪의 특급전용열차는 15년 만에 풀 모델을 바꾸었는데 재차 시장 조사를 한 결과 토·일요일에

프랑스 TGV

한국 KTX

일본 신칸센 500계

일본 신칸센 700계

독일 ICE

스웨덴 Talgo

는 여성의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전용 화장실을 설치, 전 좌석을 금연으로 하고 흡연
코너를 마련, 비즈니스객 전용에는 디럭스 시트를 완전 일인석의 전동 리클라이닝으로 하는 등 고
객의 요구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호평을 받고 있다.

2. 미적 감각을 살려 공력 디자인한다.
고속차량의 전두부는 유선형, 게다가 자려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좌우가 대칭되는 디자인이 되어
야 한다. 저속차량에는 공력은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진동·소음의 저감이 요구되는 시
점에서 공력 디자인은 더욱 더 중요하다.
차량의 속도가 증가하면 차내와 선로 주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 대기 중을 고속으
로 주행하는 고속전철의 경우 진행속도의 6제곱에 비례하는 주행공기저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앞
부분을 유선형으로 하여 공기저항을 줄이는 한편 차체를 견고하고, 기밀성을 유지하여 소음이 실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도차량의 전두부는 공기저항을 적게 받고 빨리 달리 수 있도록 공력을 고려한 유선형과 디자인
적 미적 감각을 살린 특징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공력디자인이 세계적인 추
세이다.

4. 철도차량 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 지형에서는 선로 전구간의 3분의 1 정도가 터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
속으로 주행할 때 차내에서 귀 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 공기압조절장치도 필요하다.

철도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차량이 가벼워야 한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만드는 재료
도 일반 철금속 →스테인레스 →알루미늄→신소재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점차 기술이 발
전하고 있다. 차량을 신소재로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외적 미관△부식성 △충격흡수
성 △내구수명 △내화성 △낙서제거의 수월성 △정비성 △제작성 △페인팅 △보수성 △중량 △가
격 등이다. 이처럼 철도차량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달릴 수 있도록 여러 요인들을 고려, 디자인 하
되 최종적으로는 미적 감각과 특징을 살린 디자인을 해야 한다.

1) 차체 디자인 일반사항

객차의 차체는 언더프레임, side wall, end wall과 지붕으로 구성되며 튜브 빔 형상을 갖는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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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3

테마4

테마5

객을 최대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side wall과 언더프레임사이의 연결은 수평전단력에 충분히 잘

레임을 개발할 경우 강재 대차프레임에 비하여 70%의 경량화가 가능하다.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nti-collision 필라로 보강된 end wall은 헤드스톡, cantrail, 지붕

그러나, 소재가격이 고가이고, 소재의 재활용 문제와 폐기물의 공해성, 경제성 있고 신뢰성 있는

과 결합되며,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차체의 다른 부분을 변형시키기 전에 먼저 end

제작공정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wall 단면의 변형으로 흡수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End wall과 헤드스톡, cantrail 및 지붕의 결
합은 수평전단력에 충분히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차체는 대차와 체결되어 운행되어야 하므로
모든 하중조건하에서 대차의 hunting 및 pitching 진동수와 다른 고유진동수를 갖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그 결과 전 운전속도 범위에서 어떠한 공진(resonance)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항상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디자인한다
철도차량의 전두부는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기위한 유리창, 전조등과 미등, 연결기, 경우에 따라서

2) 경량화 소재

는 관통문(전동차)이 필요하다. 관통문의 설치는 차량끼리 연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차량의 중심축

○ 알루미늄차량

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운전대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기관사의 피로를 경감할 수

철도차량구체에 알루미늄을 적용하는 첫째 이유는 △차량의 고성능화 △승차감향상 △적재하는

있다.

부품 등의 증가로 차체의 경량화가 필요하다. 또한, 경량화에 의해 △전력절감효과 △가감속 성

이러한 요구조건, 소재의 선정, 제작법등의 다양한 제약 범위 내에서 항상 최신 기술을 도입해 목

능향상에 의한 속도향상 △소음진동의 저감 △보선작업비용 경감 등 의 이점이 있다. 알루미늄차

적을 달성하도록 디자인을 해야 한다. 차량의 폭·높이·길이는 선로의 조건에 의해서 정해져 있

량은 외관표면을 무도장에서도 도장에서도 우수한 소재이다. 또한 소재의 재활용성이 좋은 재료

고 화재예방 대책으로 재료도 불연성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정된다. 철도 차량은 아무리 많이

이다.

만든다고 해도 보통은 수십 량 많아도 수백 량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작사가 수작업으
로 만들지 않고 자동화할 경우 코스트가 높아진다. 최근에 FRP나 복합소재를 사용해서 전두부나
차체를 만들고 있어 정형화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것 역시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다. 전

철도차량 구체용 소재의 특징
구분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강

동차, 한국형 고속열차(HSR350), 경량전철 및 새로 나올 틸팅열차(TTX)의 전두부의 고차원 곡면

강도

○

○

○

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손이다. 차량은 외부도색을 바꾸는 것 외에도 최근에는 제조방법까지 검토

내식성

◎

◎

△

해 아름다운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용접성

△

○

○

공작성

◎

△

○

보수성

○

◎

△

또한, 지상 설비와 적합하거나 기존 차량과의 연결을 고려해 디자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로에는
ATC, ATS 등 지상설비를 비롯해 다양한 보안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행성능, 정보전송 방식 등
을 기존의 차량에 맞출 필요가 있다. 철도차량은 수명이 길어 30년 전에 제작된 차량과 연결해 운
전하기 위해서 최신 기기와 종전 기기를 중복 해 탑재하는 경우도 많다.

철도차량 구체용 경제성 비교

최근의 철도차량은 에너지 절약, 리사이클을 생각한 환경 대응, 고령화 대응, 그리고 코스트 다운

구분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강

재료비

△

○

◎

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 경량화나 회생제동에 의한 에너지 절약, FRP를 배제하고 리사이클이 용

공작비

◎

○

○

이한 알루미늄 소재의 사용, 앉아 있거나 서있어도 보는 즐거움 제공코너 등 신기술을 많이 채용

보전비

◎

◎

○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한 한 표준화를 진행시키고 코스트 다운을 도모하고 있다.

동력비

◎

○

△

수명

◎

◎

○

재활용성

◎

△

△

이와 같이 새로운 차량을 설계할 때마다 많은 논의를 거쳐 최선의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철도
차량 디자인은 항상 최신기술을 도입해 요구와 코스트를 감안하면서 새로운 차량 에 적용해 나가
야 할 것이다.

○ FRP 복합재차량

복합소재차량은 알루미늄보다 더 경량화를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형성을 갖고 있어 복잡한 3차
원 곡면 형상을 단일체로 제작이 가능하다.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비강성, 비강도,
피로특성, 진동흡수성, 충격에너지 흡수성, 내부식성이 좋은 재료이다. 탄소섬유복합재로 대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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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3

6. 개발 중인 차세대 고속철도차량

테마4

테마5

모델명 : E954-1형(JR동일본)
최고속도 : 360km/h
애칭 : FASTECH 360 S
모델명 : HSR350X(한국)

디자인 : Stream Line 형상

개발기관 : KRRI(한국)

운행시기 : 2009-2010년

제작사 : 로템(한국）
차체소재 : 알루미늄
최고속도 : 350km/h

모델명 : E954-8형(JR동일본)
디자인 : Arrow Line 형상
최고속도 : 360km/h
제작사 : 앤서루도·브레다(이탈리아)

차량편성 : 6 M2T

디자인：피닌파리나

시운전 : 2006-2008년

차체소재 : 알루미늄

운행시기 : 2009-2013년

최고속도 : 250km/h

공기 저항판이 나온 상태의
E954-8형
모델명 : N700계(JR동해·서일본）
제작사 : 일본차량, 히다치(일본）
최고속도 : 300km/h

모델명 : 미상(영국)
제작사：히다치(일본)
설계속도 : 275km/h
운행속도 : 약 225km/h
운행시기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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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국 : 중국 재래선고속철도

모델명 : TTX(한국)

제작사 : 봄바르디아(카나다)

개발기관 : KRRI

디자인 : 스웨덴

최고속도 : 200km/h

운행속도 : 200km/h

운행구간 : 기존선 고속화
※ 틸팅방식 차량

운용국 : 중국 재래선
제작사 : 알스톰(프랑스)
운행속도 :200km/h
운행시기 : 2007년
※ 유압식 틸팅차량

7. 고품격의 디자인을 원한다
지금까지 철도차량 내부는 별로 디자인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그
차세대 펜돌리노(이태리）
제작사 : 알스톰(이태리)
최고속도 : 250km/h
운행시기 : 2007년
틸팅방식 : 유압 실린더식

이유로서는 △공공의 공간이라고 하는 특성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단시간(도시철도) △자동차
와 같이 완전히 열린 공간이 아님 △승객이 요구하기 어려움 등이 있을 것이다. 철도는 지금까지
대량 수송에만 치중한 나머지 매우 세심한 디자인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비행기와 버스 등의 타 교통과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질 환경에서 승객들도 실내
공간의 높은 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차량의 실내를 디자인할 때는 △사용자 우위의 디자인(User First Design) △현대적 감각이
감안된 세련되고 미적인 디자인 △감성과 이미지를 중시한 감성 디자인 △객실의자, 화장실, 세면
실, 기타 휴게 공간 등의 인간 공학적인 디자인 △연관 산업의 디자인 인식적용 및 경쟁력 강화 △
디자인으로 인한 고부가 가치실현 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차세대 펜돌리노(이태리）
제작사 : 알스톰(이태리)

철도차량의 실내 디자인은 쾌적하고, 편안하고, 품위 있는 고품격의 미래지향적인 차량 디자인으

최고속도 : 250km/h

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운행구간 : 나폴리-밀라노

열차는 항공기나 자동차 등 다른 교통과 비교해 철도차량의 내부공간의 최대 특징이「자유롭게 차

운행시기 : 2008년
틸팅방식 : 유압 실린더식

내에서의 이동이 가능한 점」
에 있었다. 예전에 새마을호에는 거의 식당차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
런데, KTX가 등장하면서 식당차가 없어져 승객은 좌석에만 앉아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 모처럼
의 장점에서 만난 차내에서의 이동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차내는 거
북하게 느껴져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기 쉽다. 유럽의 철도 등을 보면, 역시 특급차에는 식당이
나 약간의 바 등이 연결되고 있는 나라가 많아 느긋하고 쾌적하게 이동 가능한 점이 승객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다. 런던~파리간을 달리는「유로스타」등은 좋은 예로 편리하게 차내의 바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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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어 항공기보다 우위에 서있다.
앞으로 철도차량 실내공간을 디자인할 때 외관뿐만 아니라 즐겁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설계까지
되어 가는 것이 소중하지 않을까? 또한, 신뢰와 기능, 품격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되도록

테마3

테마4

테마5

테마1

테마2

테마3 - 철도차량 디자인 개발

테마4

테마5

철도차량 디자인 개발

승객 개개인의 감성을 흡수할 수 있고 정신적인 생산성을 도모 정신적인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어
야 하며, 풍요로운 여행 분위기를 자아내고 쾌적한 철도로서 역할을 고양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철도 디자인 기술혁신은 철도산업의 위상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철도르네상스 실현을 위
한 신 교통문화, 신 여행문화 창달을 앞당겨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민로 |STUDIONEO 프로젝트 디자이너 (miropandora@gmail.com)
권태수 |철도연 철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선임연구원 (tskwon@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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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차량의 고속, 고성능화에 발맞추어

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천문학적인 고속열차 개발비

자인은 언제나 하나의 보편적 이미지로서 매번 보는 사람의 시각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고속철도 KTX의 도입은 사용자들의 철도

용에 섀시 및 내, 외장 구조 개발 및 디자인에 관한 투자 또한 전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에 비해 철도차량의 경우는 대중 교통수단

차량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여 고속 열차의 달리기 성능 내지는 외

에 없이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

임에도 자주 인식되지 않는 면이 있어 오히려 철도차량의 디자인

형적 스타일 등에서 시각적으로 획기적이고 감성적인 인상을 가

행된 철도차량 디자인 프로젝트들의 재미있는 스토리 중 하나는

개발에서 외형적인 측면을 그리 중요시 하지 않는 경향이 주가 되

지게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의 프로젝트에서든 마찬가지로

바로 007 시리즈나 SF류의 많은 영화에 등장하는 차세대 -물론

어왔다

개발 대상에 대한 아이템이 전무하거나 전혀 새로운 개념의 개발

제작된 영화가 개봉할 즈음에는 현실화 된 기술들이 많았지만-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뒤처지는 것이 바로 스타일링 디자인

기술이나 스타일이 예외 없이 철도차량 디자인에도 영향을 끼쳤

의범위이다.

다는점이다.
에어버스사 A-380 Superjumbo
디자인 Aircraft Excellence Centre France

근대화 과정의 주요 도입 사회 간접자본 중 하나인 철도차량의 경
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작자 내지는 수입 대상국에서 제시하

과거에는 철도차량 같은 대형 운송기기의 개발이 엔지니어링 측

는 규격 범위 내의 차량이 일방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현 세기에

면에 편중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개발 대상 아이템의 외형적 특

접어들어 가전제품, 자동차 등 각종 산업 제품들의 외형적인 스타

성과 스타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많이 발

일이 급변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수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달하여 기차는 싣고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또는 항공기는 날기만

많이 보게 되는데 철도차량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트렌드에 대응

하면 된다, 라는 획일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시각적인 이미지

할 수 있는 외형적 스타일이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개발

를 더 전달하고 <한번 더 타고 싶다> 는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

비용이 과다하고 관리체계가 복잡하며 무엇보다도 <수송> 이라는

는 멋과 스타일을 가진 대중 교통매체로서의 기능이 더 절실해지

개념에서만 해석되고 진행되는 대형 운송기기 시스템이 이제는 <

고 있다. 또한 고속화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은 철도차량의 고속

이동> 이라는질적향상개념으로확대해석되어이에따르는디자

주행 시 소음문제나 터널 진입 시의 기압 차이로 인한 차체 진동

인과 스타일링, 그리고 컬러링 등의 감성적 분야에서 보다 많은 연

및 승객들의 임상적 장애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

구와투자가진행되고있고실질적으로신형HSR-350x나차세대

방법들 중 하나로 차체디자인에서 인간공학적 연구인

항공기인AIRBUS사의A380 등에서그결실이나타나고있다.

Ergonomic Design 기법 응용 등은 공기저항계수를 감소시키고

부분을 분리 교체가 가능한 설계로 적용, 동일한 동체에 각기 다른 스타일의 전

승객들에게 시각적 만족도까지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도차량

후 마감처리 디자인으로 개발. 디자인, 제작 - Bombardier, Canada

1. 영화 POLA EXPRESS

3. Package Design의 한 예 : 프랑스의 경전철 CITYWAY TRAM - 전 후 조종석

디자인의개발은아주중요하다고할수있다.

2. 영화 DAVINCI CODE - EUROSTAR

1. 철도차량 디자인의 어제와 오늘

2. 철도차량 PROTOTYPE DESIGN PROJECT
조금 더 개인적이고 나름의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운송기기

이탈리아 국영철도 Trenitalia ETR 500
디자인
Pininfarina It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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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중량의 철재로 이루어진 골격 구조나 기타 구성 자재들

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날이 스타일이 바뀌지만 철도차량의 경

일반적으로 철도차량의 컨셉 디자인 개발의 첫 단계는 우선 개발

이 철도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고속 주행에 어려움이 많았으

우 그 대중성과 수명, 개발 시의 애로점 등으로 디자인 작업 과정

대상 모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으로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주

나, 알루미늄 등 경량화 연구의 발달과 레일 이음매 구간을 줄이

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몇 가지 다른 스타일을 상용화할 수 있

어지는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은 주로 수요층이 제시하는 객관적

는 획기적 기술인 테르밋 용접(Thermit Welding) 공법의 도입으

는개별적용식디자인기법인Package Design등의예가유럽선

정보를 디자인 분야의 전문인이 중점 분석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로 바야흐로 독일과 프랑스를 선두로 하는 유럽연합국가와 일찌

진 철도국가에서 이미 시행되어 본질적인 개념을 바꾸지 않고도

발전시킨다. 이어서 기초 스케치작업 - 컴퓨터 렌더링 작업 - 비

감치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을 중심으로 직선 선로 주행 및 상업

시각적인 신선함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예를 들

례모델링작업등을거쳐최종적인선정작업을진행한다.

최고속도 250km/h 이상을 주파하는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였

자면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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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 스케치 - Breda, Pininfarina, Italia.

5. 기초 스케치 - Bombardier, Zagato, Italia.

8. 실제 상용화 제작 모델 - Bombardier, Canada. Train Interior Rendering
Design, Bombardier.

9. Bombardier사의 EUROSTAR 7000 전후 변형 디자인 모델
노면궤도전차(TRAM) - ATM Milano, Italia.
노면궤도전차(TRAM) - AD Tranz, Austria.

3. 고속철도차량 디자인 개발사례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 팀이 고유
고속철도차량 개발 분야가 발달된 유럽 연합 국가의 대표적인 고

의 스타일링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다. 고유의 디자인이 바로 시

속열차로는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 그리고 이탈리아의

장에서 평가 받는 가장 첫 번째 관점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봄

EUROSTAR 등이 있다. 이들은 주행 시에 많은 전력을 운용하여

바디어사가 이탈리아의 디자인 스튜디오 자가토(ZAGATO)에
6. 컴퓨터 렌더링 디자인 - Zagato, Italia.

야 하므로 전 후 동체 전체가 동력전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뢰하여 제작한 모델인 EUROTRAM 7000 스타일은 차량의

대체적인 외형 스타일은 유선형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 추세인데

전후 조종 장치 부문을 포함하는 동체가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고속주행 시의 공기저항계수를 줄이면서 소음과 진동 문제도 최

있어 Package Design의 전형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대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 작업을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지하철이나 전철(사진 8)로, 또는 노면궤

진행하면서 스타일링이 결정된 스케치 모델 또는 렌더링 디자인

도전차(TRAM)이나 경전철(LRT)로 변형이 가능하여 개발 및 제

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이나 비례모델의 풍동시험 등을 거쳐

작비용을 절약하면서 의뢰자의 경제적 측면에까지 효과를 주는

개발 예정 모델의 실제 가속 성능이나 제동 기능 등의 정보를 사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9)

전에분석하기도한다.

7. 1:1 Scale Prototype Model - Zagato, It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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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도차량 기초 스케치 및 컴퓨터 렌더링 작업 - Astromal Design EU.

2006.11+12 35

테마1

테마2

테마3 - 철도차량 디자인 개발

테마4

테마5

16. Metro Interior Design - Breda, Ansaldo.
14. 풍동 시험로 - Pininfarina, Italia.

13. EUROSTAR ETR 500 - TRENITALIA 디자인 - Pininfarina - Ansaldo, Italia.
11. TGV - SNCF France 디자인 - Giugiaro Design - Alstom Italia-France.

17. ETR 550 Interior Design - Italdesign.
15. Eurostar ETR 550 디자인 - Pininfarina.

EU 국가의 철도차량 디자인 개발 분야는 거의 예외 없이 이탈리
아의 운송기기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그들을 카롯체리아

철도차량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시대의 공간 개념을 잘 반영

(carrozzeria)라고 부른다- 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약 20여 미터

한다.

가 넘는 실제 모델의 1:5 비례 축소 모델을 제작하여 시뮬레이션

철도차량의 대중 교통적 특성상 장거리 여행의 편의성 위주로

테스트를 실시한다. 세계적인 스포츠카인 이탈리아의 페라리

디자인 개발된 한국 철도차량의 내장은 불연성 자재 사용 안전

(FERRARI)를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피닌파리나(Pininfarina)스

성과 좌석 배치의 구조적 관점을 배제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

튜디오는 자체 풍동 시험시설을 갖추고 개발 모델의 주행 소음,

른바 산업화 시대에서 대량 생산되는 인조 화학 자재를 사용하

고유 진동계수, 공기 저항계수와 에어로 다이나믹 스타일링 등을

여 차량 사고 시 발생하는 화재나 재활용 등의 환경적 대책을 고

연구, 개선하여 보다 앞선 기술로 최상의 디자인을 고객에게 제공

려하지 않고 진행해 왔다. 반면 선진국의 철도차량 인테리어 개

한다.

발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는 것은 승객의 편의성보다 차량 운

차량 디자인 과정에서 상시 문제로 제기되는 스타일링 분야와 엔

행상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진행 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한국에

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적 충돌을 유연성 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

도입된 KTX의 승객 좌석은 전후 열을 반으로 나누어 서로 마주

력과투자가돋보인다.

보게 되어 있는 프랑스 고속 철도 TGV의 오리지널 형태를 그대

18. ETR 7000 Interior Design - Zagato.

로 도입했다. 지금도 승객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좌석 배치라는
12. ICE - DB Germany 디자인 - Zagato - Bombardier, Italia.

불만이 제기 되고 있으나 이것은 U턴이 불가능한 철도차량의
운행 특성상 좌석 배치를 가장 적합하게 응용한 사례이며 유럽
에서는 현재도 같은 배열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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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RAM Cityway Interior Design - Br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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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디자인을 보는 두 시각,
경량전철과 틸팅열차

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고려한 저상 차량 개발로 차량 내
부 공간에 차륜 면적이 돌출되는 등 과거의 높고 편평한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유럽은 효율
적 공간 활용에 중점을 둔 개발을 진행한다. 아직은 한국에 도입
되지 않아 다소 생소한 개념인 노면궤도차량(TRAM)이 국내에
최초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내에 시범 시공되어 이국적 스
타일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노면
궤도전차는 궤도시설이 일반도로 상에 매립 시공되어 별도의
전용 선로 상을 주행하면서도 버스나 승용차 등 타 교통매체의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저소음, 저속 운행, 초저상 프레임 적
용, 친환경 연료 사용 등의 이점으로 차세대 대중교통 매체로 떠
오르고 있다.

22.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노면궤도전차 디자인 및 설계 제작 - STUDIO NEO.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세상이다.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불특정다수의 이용객들에게 철도차
20. ATM 응용 디자인 - STUDIO NEO.

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신개발 차량에 대하여
인간공학적인 디자인이 완성되도록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여 언젠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해 낸
차세대 철도차량에 지방 대도시의 국제전시회를 방문하고 귀국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고 서울을 지나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유
럽의 주요도시까지 운행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목표 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21. New Tram design - STUDIO NEO.
최출헌 |대불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교수 (ch13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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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철도 디자인 개념화를 위한 디자인 요소 파악

운송기기 디자인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와 에너지 효율 등의 측면에서 가장 현대적인 디자

현재 도시철도 건설시 승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객차 제작에 드는 제작비는 총 건설비의

인 철학이 필요하며, 사람들의 이동의 욕구, 개성 추구와의 관계를 관망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10~15% 정도이며 객차의 평균 수명도 약 20~30년으로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디자인 개발에

표현하는 것이 디자인의 사명이다. 감성과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는 사용자 중심의 환경 친화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리고 긴 차량 수명은 객실 내부 디자인에서 리모델링이 필수적인데 이

적이며 최첨단의 기술력이 뒷받침된 다양한 범용적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디자인의 역할

는 철도 디자인이 승객에 대한 편의성 측면보다는 생산 원가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

도 분야 간 통합과 경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 디자인에서 기업 상품 혁신의 매개체

는 디자인 과정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객의 안락도 제고 및 수송능력에 의한

로서의 역할로 변화되고 있다. 운송기기 디자인도 예외는 아니며 철도 디자인의 경우 자동차

경제성 제고라는 상호 대치적인 설계개념에서 다음의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기술을 파악 적용 한 후 디자인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 산업은
많은 부분에서 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했으나, 디자인 관련 연구는 디자인 전공자보다 설계자에
의해 수행되어 기술적 측면이 강하며 자동차 디자인 연구에 비해 체계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1) 익스테리어 디자인

외국의 철도 선진국의 경우 도시환경과 어우러지는 도시철도를 보면 그 지역의 정서를 경험할

승객의 승차의욕을 자극하며 첨단기술과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철도차량 스타일

수 있는데 이것은 철도 디자인이 디자인의 대중화, 국제화 이외에도 문화로서의 교통수단의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한국고유의 버네큘러(Vernacular) 디자인으로 범용적 제품 개발을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철도교통이 승객이 타고 싶어 하는 교통수단으로, 그 도시 고유의 관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적용

광명품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철도 디자인의 역할인 것이다.

차량의 견고성, 외관 유지성 그리고 교체의 수월성이 고려된 객차 스타일 및 차량 단면 처리
시각적 개방감을 선호하는 국민성에 어우러진 객실 창문의 크기

1) 철도 디자인의 정의

승객과 승무원의 동선이 고려된 차량별 편성 계획

시대적 정서를 반영하며 인간과 운송기기와의 최적관계 설정을 위한 대화

객실 내 승객의 분산과 노약자등을 고려한 차량 출입문의 위치 및 크기

문화와 국민성이 반영된 공공 예술

객차의 디테일한 마감처리

기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움직임의 감성 소프트웨어
철도교통의 기능과 품질 그리고 승객을 조화롭게 만드는 종합예술

2) 레이아웃

좌석 배치 시 실내승객의 편의성 측면에서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설계초기부터 고려.
2) 철도 디자인의 미래

좌석수와 관련된 승차인원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승객의 탑

일반적으로 제품 및 기술, 디자인의 진화는 인간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방향으

승 거리 및 객차내의 좌석 수 고려.

로 이루어져 왔고 물리적 측면, 지적 측면, 감성적 측면,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확대

도시철도의 경우 지역별 용도에 의해 가변적 좌석 배치 고려(상업지역, 주거지역등)

발전되어가는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승객뿐만 아니라 노약자등 교통 약자들의 평상시, 비상시 행동특성을 적용시킨 실내

승객별 니즈에 부응한 다 차종 고품질 추구

좌 석 및 트림 물 배치.

복합조형(Art Sculpture) 스타일, 감성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트렌드가 공존

객실 내 소음의 공명 형상을 일으키며 불필요한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를 만드는 기

노약자 층의 승객 비중 확대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가능성

존 객실단면 조절

다양한 고객 니즈는 차종 개발의 다양성 및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3) 좌석

플랫폼 공용화, 부품 모듈화에 의한 동력전달장치의 단순화로 철도 디자인도 분야 간 통합

인간 공학적인 형상과 가벼운 무게,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재질, 청소의 용이함, 교체의 수월

과 경계의 붕괴가 진행되고 철도차량의 복잡성 감소의 매개체로 디자인 역할이 변화

성 등에 대한 고려는 좌석 디자인의 필수 조건
한국인의 휴먼 스케일이 반영된 좌석 크기와 착석 시 승객의 신체 하중 분포가 잘 이루어
지며 암 레스트(Armrest) 등 기타 지지대로 최종 안정 자세 유지를 위한 지지 기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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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있을 때의 척추 상태가 앉은 자세에서 재현되는 최종안정 자세를 유지 시켜주는 좌석

디자인 개발의 예시이다. 문헌 조사를 통해 국내외 철도차량의 유형 및 사례를 조사하였고 설

디자인

문조사를 통해 철도 디자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디자인 요소들

인테리어 좌석은 승객이 착좌하고 싶은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 공학적 검토와

을 기본으로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스케일 모델링 제작 등의 전통적 디자인 프로세스로 디

더불어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측면이 고려된 감성적인 좌석 디자인 개발이 필요

자인을 전개, 한국형 철도 고유모델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승객의 탑승 시간과 객실 공간과의 기능성이 동시에 적용된 디자인.

4) 조명계획

디자인 기획 및
컨셉 설정

획일적인 조명계획을 지향하고 직, 간접 조명을 병행하여 승객의 쾌적함과 안락감 강조
아이디어 스케치

한옥에서 창호지를 통하여 들어오는 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넓게 퍼진 간접 조명을 선호
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한 조명

렌더링

객실 내 명도와 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반사율이 높은 유광 패널은 객실 내 물체가 왜
곡되어 산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객실 내 반사율을 고려한 실내 패널의 적용

클레이 모델링

주변 환경과 조화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조명으로 안전함과 쾌적함을 주고 철도가 운행
하는 도시에 활력을 주는 객차 조명 계획

디지털 모델링

스케일 모델링

5) 색채계획

한국적 정서에 의해 두텁고 부드러운 것을 선호하는 '사이'의 빛깔인 중간색조 적용
<그림 1> 철도 디자인 프로세스

밝고 산뜻하고 빠르다는 느낌을 주는 주조 색 적용과 승객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보색 등
을 이용한 강조색의 적절한 조화
철도차량의 공간감 확대를 위한 진출색, 후퇴색의 적절한 활용

1) 한국형 경량전철 개발 사례

국내의 지역별 색채 선호도에 의한 도시철도 차량의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색채 계획

한국형 경량전철 고유모델 디자인 개발 시 자동차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에 의해 디자인을 수

승객의 생리적, 심리적 상황을 고려한 미적 쾌감을 주는 객실 용도별 색채계획

행했으며 고무차륜 AGT, 철제차륜 AGT, LIM AGT의 디자인 안을 제시 하였다. 그중 고무

A/S와 제품 상품성 유지가 용이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색채 계획

차륜의 경우 다음의 디자인 컨셉으로 디자인을 전개 3개의 스케일 모델을 제시 했는데
- 한국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소박한 정서와 생활이 표출된‘한국의 탈’
의 이미지

6) 트림 물

상품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트림 물의 디테일한 마감처리를 위한 디자인적 고려와
트림물 설치 시 객실 내 데드 스페이스의 최소화.

- 신라의‘일면문원와당’
에서 표현된 한국인의 후덕한 미소의 이미지
- 한국인의 주거에서 나타나는‘부분과 전체의 조화’
된 구조물의 형태를 시각화한 3가지 디
자인 모델 중에 구조물을 형상화한 다음의 디자인 결과물을 시제품 개발로 진행하였다.

트림물 디자인 시 노약자등 교통약자까지 고려된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디자인 적용
한국인의 체형과 성향에 맞는 손잡이, 스위치 류, 스텐숀 폴, 차양 막, 선반 등 트림물 디자인

● 익스테리어 디자인

견고한 구조 및 부착으로 관리, 보수, 유지가 용이한 디자인
승객의 인지도를 고려한 객실 내, 외 정보 시스템 장비 구성 및 그래픽 작업

3. 한국형 철도 디자인 개발 사례
다음의 경량전철과 틸팅 차량의 디자인 연구 개발은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한 한국형 고유모델
42 Korean Rail Technology

<그림 2> 익스테리어 렌더링(안)

<그림 3> 스케일 모델(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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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었다. 여러 가지 디자인 컨셉으로 전개한 틸팅 열차의 디자인은 렌더링, 디자인 드로
잉, 클레이 모델링, 하드 모델링 등의 경량전철 개발 시 진행했던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쳤다.
자연물의 형태를 이미지 모티브로 팽창곡선을 이용하여 전개한 디자인 결과물은 신교통 수
단을 동경하는 승객들에게 강한 시각적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그림 4> 고무차륜 경량전철 디자인 적용

<그림 6> 철제차륜 경량전철 디자인(안)

<그림 5> 시제품 색채계획(안)

<그림 11> 익스테리어 아이디어 스케치 및 렌더링

<그림 12> 인테리어 아이디어 스케치 및 렌더링

<그림 13> 클레이 모델(1/10)

<그림 14> 최종 디자인 모델(1/10)

<그림 7> LIM 경량전철 디자인(안)

● 인테리어 디자인

<그림 8> 횡렬 좌석배치 객실 디자인(안)

<그림 9> 객실 렌더링(안)

4. 국내 철도 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언
1) 웹 기반 감성평가를 이용한 디자인 평가 기술 적용

많은 운송기기 회사들의 디자인 개발은 몇 명의 결정권자에 의해 결정되어 시제품 제작 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사용자의 감성, 이미지, 스타일, 니즈와 관련 소비자의 평가, 요구사항
을 웹상에서 과학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를 철도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그림 10> 종렬 좌석배치 객실 디자인 안

상에 반영하면 향후 개발될 철도 디자인이 객관 타당한 형상으로 시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각 단계마다 취합, 분석된 감성평가 결과는 디자인 진행시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 디

2) 틸팅 열차의 개발 사례

자인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도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

한국형 경량전철 디자인 개발 시 경험했던 디자인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디자인

해 각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마다 웹상에 철도 승객과 철도 객차 설계자의 패널을 선정, 감성

완료된 1/10 스케일 모델을 엔지니어들이 치수화하여 완성도가 높은 시제품으로 구현하였다.

평가에 참여 시켜 평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개의 디자인 모델이 제시됐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조형미에서 나오는 팽창곡선을 이용하여

웹 기반 감성평가디자인 지원 체계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절제된 형태에 속도감을 강조한 비상하는 독수리 형상을 시각화한 다음의 디자인 결과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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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프로세스

테마5

서 하차할 때까지, 사용자의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 그리고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대한 종합

디자인 지원팀

적인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정
디자인 기획 및
컨셉 설정

기존 디자인
평가, 분석 결과

아이디어 스케치

PHP 문서

Web

서에 맞는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의 디자인 요소들이 합쳐서 상호 보완을 하였을 때

평가 모듈
설문
평가 DB

스케치(2D)

평가결과
의견

평가, 분석 결과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철도 교통은 국내의 고

2D 이미지
Web 3D

령화 속도의 빠른 진행으로 주이용 층이 노약자로 확대되었으며 그들을 위한 철도차량의 유

Object VR

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통약자가 고려된 철도차량 디자인 개발은

렌더링(2D)

승객이 표현하는 요구를 통한 고객 만족보다는 승객의 잠재적인 요구사항을 찾아내서 반영

렌더링
평가, 분석 결과

통계 처리 모듈

하므로 새로운 수송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클레이 모델링

주관적 평가.
의견 개진

평가, 분석 결과

디지털 모델링

기술적 평가.
의견 개진

분석 결과
DB

3D 모델

5. 결론

분석 모듈
평가, 분석 결과

사용자 패널

엔지니어 패널

운송기기의 디자인은 기술적 측면, 조형적 측면, 인간공학적 측면의 3요소에 대한 연구가 통
<그림 15> 웹 기반 감성평가디자인 지원 체계의 개념도

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철도교통은 다른 운송기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공간이 제한적인 자동차나 비행기의 실내보다 훨씬 다채롭고, 자유로운 디자
인 연구가 가능 한 것이다. 본 디자인 결과물은 철도교통의 디자인 분야에서 한국적 버네큘러
디자인의 해석을 통하여 철도 디자인에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고유 모델 디자인 개발

2) 자동차 디자인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 국내 철도 산업에 맞는 최적의 철도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발

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도 고유모델 디자인 개발을 시점으로 세계 수준의 자동차 산업

자동차 디자인 개발의 경우 아이디어 스케치 상태에서 부터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서

으로 발돋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의 철도 디자인도 3~4년 후에 개발될 대중교통 디

로 상의하여 제품 개발 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생산 코스트 절감, 개발 기간 단

자인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했다는 것은 철도 디자인 기술의 진일보를 의미

축에 노력하고 있다. 철도 디자인 경우도 경량전철, 틸팅 차량의 고유모델 디자인 개발 등의

한다. 승객의 잠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통해 철도교통의 새로운 수

디자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개발될 차세대 철도 차량 디자인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송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타 대중 교통수단에 비해 비교 우위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버스 디자인 개발의 경우도 승용차에 못지않은 최첨단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도차량의 경우는 버스보다 다양한 패키지 레이아웃 등을 구현할 수 있으며 신
기술 적용과 함께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레이아웃으로 새로운 개념의 운송기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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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속철도 차량의 디자인 동향

1. 들어가는 글
세계 고속철도기술의 변방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고속철도기술은 2004년 4월 상업운행을
시작한 경부고속철도의 운영과 프랑스로부터 이전된 자료와 기술을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소
화 흡수하여 독자적인 한국형 고속열차의 개발을 성공함에 따라 고속철도를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세계 고속철도의 중심으로 도약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속철도에 대한 운영 및 기술개발의 역사가 짧아 일
본, 프랑스, 독일 등의 고속철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기술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부고속
철도의 운영과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을 통해 이미 확보된 운영기술과 원천 설계기술을 계속적
으로 확대 발전시켜 철도 선진국들의 치열한 속도향상과 세계적인 신기술 경쟁 환경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철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주)로템과 함께 2009년부터 전라선/호남선에
운행예정인 한국형 고속열차의 실용화 모델인 KTX-Ⅱ의 디자인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2008
년부터 시작될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의 기획연구에 이용하고자 2006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기술적인 특성과 디자
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현차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현차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운행 중인 세계 고속철도 차량을 중심으로 디자인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고속철도 차량의 현차조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에서 고속철도를 상업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현차조사는 최신의 고속철도 차량을 선정하여 실시
되었다. 현차조사는 일정상의 문제로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고속철도 차량으로 제한하
였으며, 일본의 500계, 700계 및 800계, 독일의 ICE1, ICE2, ICE3 및 ICE-T, 프랑스의
TGV-PSE(리모델링 차량), TGV-Thalys 및 TGV-Duplex, 이태리 ETR 500을 대상으로 실
제 운행 중인 고속철도 차량에 탑승하여 현차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차
량기지에서 현차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1>은 현재 운행 중인 해외의 대표적인 고속철도 차량과 한국형 고속열차의 특성을 나타
낸 것으로, 고속철도 차량의 개발 및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제각기 다른 시스템 특성을 갖고
있다.

김영국 |철도연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 시운점시험팀 책임연구원 (ygkim@krri.re.kr)
김기환 |철도연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장 (khkim@krri.re.kr)
김석원 |철도연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 시운전시험팀장 (swkim@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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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표적인 고속철도차량의 시스템 특성
명칭(국가)

KTX

G7

3. 고속철도 차량의 디자인 동향

700계

500계

TGV-PSE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편성

2P2M16T

2P4M14T

12M4T

16M

전원 계통

AC25kV,

AC25kV, AC25kV, AC25kV, AC25kV,

60Hz

60Hz

60Hz

60Hz

(프랑스)

TGV-

ETR500

Duplex(프랑스) (이탈리아)

EL+8T+EL EL+8T+EL

EL+12T

ICE1

ICE3

(독일)

(독일)

EL+12T/14

4M4T

+EL

T+EL

AC25kV,

DC3kV

50Hz /

50Hz /

(AC25kV,

AC15kV,
2
16 Hz
3

DC1500V

DC1500V

50Hz)

(AC15kV,
2
16 Hz)
3

개한다. 고속철도 차량의 외부 디자인에서 가장 두드려진 것이 차량의 전두부로 고속철도 차
단일:AC15kV
2
16 ,Hz/
3
다중 :

량의 전두부 형상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고속철도 차량은 공기저항을 줄이

25kV,50Hz

서 운행되는 고속철도 차량의 전두부는 대체적으로 긴 형상을 갖고 있으며, 500계의 경우가

1.5kV DC

21m로 가장 긴 전두부 형상을 갖고 있다. 차량 외부 디자인으로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는 운전

6kV DC
좌석수

935명

864명

1323명

1324명

368명

545명

714명

770명

(1등, 2등)

(1등,2등)

(1등:127,

(1등:120, (1등:200, (1등:200,

(1등:108,

(1등:197,

2등:808)

2등:744) 2등:1123) 2등:1124)

2등:260)

2등:348)

본고에서는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디자인을 차량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소

391명

기 위하여 운전실에서 선단부까지의 길이가 4~21m인 유선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실 및 객실의 창문과 전조등 등의 디자인을 들 수 있다. 현재 운행되는 고속철도 차량의 동력

(1등:141,

차 전면부 창문은 <그림 2>와 같이 전두부의 형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운전자의 넓은 시야를

2등:250)

확보할 수 있도록 주로 곡면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객실의 창문은 승객에게 넓은 조망권

380명

전력제어

차체

사이리스터 IGCT사용 IGBT사용 IGBT사용 사이리스터 사이리스터 GTO사용
사용 VVVF

VVVF

VVVF 사용 VVVF 위상제어

인버터

인버터

인버터

스틸

인버터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열차길이(m)

싱글암

싱글암

싱글암

T형

과 차량의 미려한 외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객실의 창문은 <그림 3>에서 보

2등:244)

는 바와 같이 연속방식과 개별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개별방식을, 독일은 연속

IGBT사용

방식을,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두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개별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문

사용VVVF

VVVF

VVVF

VVVF

및 초퍼제어

인버터

인버터

인버터

인버터

과 좌석의 배치 위치에 따라 승객의 조망권이 방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

스틸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요하다. 또한, 전조등의 디자인은 차량의 외관을 결정시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싱글암

싱글암

납땜 하니컴
판타그래프

GTO사용

(1등:136,

전부 2층
싱글암

싱글암

싱글암

387

394

405

404

200

200

355

358(12T편성)

동력분포

집중식

집중식

분산식

분산식

분산식

분산식

집중식

집중식

분산식

편성 정격

13,560

17,600

13,200

18,240

6,300

8,800

8,500

9,600

8,000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두부 형상과 조화시킨 형태로 되어 있다.

200

출력(kW)
최고속도

300km/h

350km/h 270km/h 300km/h 270km/h

300km/h 300km/h

280km/h

330km/h
(DC220km/h)

대차

볼스타

볼스타 볼스타레스볼스타레스

관절

관절

볼스타

볼스타

볼스타

차체지지 차체지지
견인전동기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 유도전동기유도전동기 직류직권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 유도전동기

유도전동기

[KTX, 한]

[HSR350x, 한]

[800계, 일]

[700계, 일]

[500계, 일]

[Duplex, 프]

[Thalys, 프]

[ICE2, 독]

[ICE3, 독]

[ETR500, 이]

전동기
제동방식

회생,
전기지령,

회생,

회생,

회생,

전기지령, 전기지령, 전기지령,

디스크,
답면

디스크,

디스크

디스크

답면,

발전,

발전,

발전,

전자자동,

전자자동,

전자자동,

발전,

디스크 및

디스크

디스크

전자자동,

답면

디스크,

와전류
영업개시

2004

-

회생 및

전자흡착레일
1990

1997

1981년

1996

1995

1991

회생 및
발전,
전자자동,
디스크,
와전류레일
2001
<그림 1> 전두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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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이를 운영하는 국가의 이미지, 전통, 국민성 등이 포함된 각국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
려는 노력이 역력했음을 느낄 수 있다. 그 예로 일본의 800계가 좌석, 실내 색상 등 실내 디자
인이 일본적인 색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며, 독일은 실용성을, 프랑스는 현대적인 감각을 많
이 표현하고 있다. 또한, KTX 개통 초기에 국내 언론과 국민들에게서 관심의 초점이었던 좌
[KTX, 한]

[HSR350x, 한]

[800계, 일]

[700계, 일]

[500계, 일]

석 배치에서도 국민성을 느낄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고속철도 차량은 회전식 좌석이 많았
으나, 유럽의 고속철도 차량은 회전식보다는 고정식이 많았으며 좌석 배치는 정방향 뿐만 아
니라 측방향 및 역방향인 경우도 많았다. 승객에게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고
속철도 차량에서는 <그림 7>과 같은 정보현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유아 동반 가족을

[Duplex, 프]

[Thalys, 프]

[ICE2, 독]

[ICE3, 독]

[ETR500, 이]

위한 많은 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운전실 창문

[KTX, 한]

[Duplex, 프]

[HSR350x, 한]

[Thalys, 프]

[800계, 일]

[ICE2, 독]

[700계, 일]

[ICE3, 독]

[KTX, 한]

[HSR350x, 한]

[800계, 일]

[700계, 일]

[Duplex, 프]

[Thalys, 프]

[ICE2, 독]

[ICE3, 독]

[500계, 일]

[500계, 일]

[ETR500, 이]

<그림 4> 운전실 데스크

<그림 3> 객실 창문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를 위한 운전실과 승객을 위한 객실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의 실내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운전자의 안락성 보장, 조작
이 용이한 기기배치, 운전자의 위험성 배제, 차량 공간 확보 및 조화, 넓은 시야 확보 등이며,

[KTX, 한]

[HSR350x, 한]

[800계, 일]

[700계, 일]

[500계, 일]

[Duplex, 프]

[Thalys, 프]

[ICE2, 독]

[ICE3, 독]

[ETR500, 이]

이를 위한 운전자 데스크의 형상, 위치, 재질 및 색상, 조작 기기 방식 및 형태, 운전실 좌석의
형상 및 색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는 각종 고속철도 차량의 운전실 데스크를 비교
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면창과 조화를 시켜 넓은 시야를 확
보하고 있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혼용하고
있었으나, 최신 고속철도 차량일수록 디지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승객 입장에서의 실내
디자인은 승객의 안락성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림 5>~<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

<그림 5> 실내 전경

이 실내 공간의 디자인과 편의시설 및 기기의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고속철도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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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고속철도 차량과 함께 기존에 운영하던 고속철도 차량을 개조하
여 운행하고 있다. 독일은 기존 ICE1의 실내 공간을 ICE3와 동일한 형태로 개조하였으며, 프
랑스는 기존 TGV-PSE에 대해 차량 외부와 객실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조하였다. 개조된
TGV-PSE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 외부에 대해서는 필름지를 사용하여 전두부
[KTX, 한]

[HSR350x, 한]

[700계, 일]

[500계, 일]

[Duplex, 프]

[Thalys, 프]

[ICE2, 독]

[ICE3, 독]

와 객차 출입구에 대한 변화를 주었으며, 객실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ETR500, 이]
[동력차외관]

[객차외관]

[1등실 전경]

[2등실 전경]

[화장실]

[식당칸]

[2등실 의자]

[의자뒷면]

<그림 6> 의자(특실)

[KTX, 한]

[HSR350x, 한]

[800계, 일]

[700계, 일]

[Thalys, 프]

[ICE2, 독]

[ICE3, 독]

[ETR500, 이]

[500계, 일]

<그림 9> TGV-PSE 개조 차량

4. 마무리

<그림 7> 정보현시 장치

본고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세계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디자인 동향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고속철도 차량은 이를 운영하는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
게 할 수 있도록 승객 지향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많은 고속철도 차량에서 주된 관심
사의 하나인 차량속도를 정보현시장치나 방송을 통해 승객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배려하고 있
다. 본고를 통해 모든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디자인 동향은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 세계
[식당차, Duplex]

[회의실, ICE3]

[기저귀 교환대,
800계]

[수유실, Thalys]

[가족실, ETR500]

각국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고속철도 차량의 디자인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향후 진행될
차세대 고속철도기술 개발사업의 개발 예정 차량뿐만 아니라 전동차 및 기존 철도차량에 대한
실내외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훨체어보관함,
500계]

[장애인용 화장실,
500계]

[자판기, 700계]

[객실통로 쓰레기
통, ICE2]

[전화기부스,
ICE3]

[짐칸, ICE3]

** 마지막으로 세계 고속철도 차량의 현차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주)로템 관계자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림 8> 기타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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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해외동향
○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 소개
○ 남북철도차량 인수인계에 대한 연구
○ 동 아시아 도시 철도의 발전과 일본 기술의 역할 1
○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비교(2)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 소개
(Introduction to Honam High Speed Line
Construction Plan)

Ⅰ.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은 지난 해 6월 30일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선정된 오송에서
목포까지 총 230.9km 구간을 10조 5,4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속철도신선을 건설하고 서울
에서 오송까지는 현재의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 정차역은 오송역, 남공주역(가
칭), 익산역, 정읍역, 광주역, 목포역 등 6개소와 광주차량기지로 계획되어 있다. 건설기간은
오송~광주구간을 우선 착수하여 2015년에 완공하고, 광주~목포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하게
된다.

※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정
공 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설계
오송
~
익산
~
광주

용지
매입
시공
시험및
시운전

해외동향 1

해외동향 1

설계
용지
광주 매입
~
목포 시공
시험및
시운전

박승진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PM팀장 (psj744@ktx.or.kr )

Ⅱ. 건설과정에서의 기대효과
2004년 4월 시속 300km 경부고속철도 개통은 우리나라 철도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교통혁명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시책의 일환으로써 경부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

으로 우리나라가 고속철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철도

축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과정에서 20조 7000억원의 생산유발

가 21세기 교통수단의 주력으로 새롭게 부상하게 된 이즘 호남 고속철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

효과가 기대되고, 4조 2000억원의 임금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총 17만 2000명의 고용유발

게 되었다. 1990년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IMF, 행정복합도시

이 기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건설계획 및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 등 많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28일 최종 확정·
고시하였고 전체 26개 공사구간중 오송역, 익산역, 광주차량기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Ⅲ. 건설후 기대효과

(Turn-key)방식으로, 나머지 23개 공구는 기타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9월 26일 대형공사 입
찰방법 심의를 마쳤스며, 기본설계는 6개 공구로 나누어 11월 16일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1월

호남축이 제2의 교통·생활축으로 개발됨에 따라 전국이 반일 생활권에 포함되고, 호남·충청

30일부터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였다.

권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개발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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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던 점을 거울삼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광주간

아 사전에 합의적인 방법으로 해결점을 물색하기 위해 환경단체로부터 문제제기가 있던 계룡

은 현재보다 60분 단축(153분→93분)된 1시간 33

산 인접통과구간은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생태·환경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11월27일 세

분만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서울에서 목포간은

부적인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설계 및 공사에 반영할 부분은

현재보다 79분 단축(185분→106분)된 1시간 46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환경갈등 문제해결에 관한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에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백제문화권,

계획이며, 향후 제기되는 환경갈등 문제도 공사착수전에 발굴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

계룡산·내장산 관광권, 서남해권 등의 관광 수요

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77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고

3.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속도로 혼잡을 완화시켜 추가적인 도로건설 압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반, 궤도, 전차선 등 분야별 사

이 낮아지고 화물 중심으로 운영되던 수도권~호

업추진일정을 정한 기본공정표(MSS)와 기본공정표에서 제시한 일정내에 설계, 용지매수, 인허

남권간의 물류문제에 숨통이 트이며, 배출가스가 대폭 감소되어 환경오염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가, 계약, 구매, 시공, 시험, 시운전 등 단계별 상세일정을 정한 관리기준공정표(IPS)를 면밀히

도 호남고속철도의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이 밖에도 고속철도 차량의 국산화와 그에 딸린

검토하여 확정하고, 이들 공정표에 의거 모든 사업이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ERP시스

저변 산업의 발전과 기술력 축적을 기대할 수 있고, 장래에는 남북철도연결 및 TSR, TCR 등 대

템에 의거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수행하고, 철저한 조달관리와 위험(Risk)관리를 통해 불확실성

륙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사업 참여 등 고속철도 건설과정의 경험과 Know-how

을 제거하여 목표달성을 이루어 낼 계획이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총사업비를 관리하

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고속철도 기술자립을 이룩하여 선진철도기술 보유국으로 재차 인정받는

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고,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가 ISO

계기가 되어 철도사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9001에 따라 공단이 정한 품질방침과 품질경영계획서를 충족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이

Ⅲ. 사업 추진 방향
1. 설계

호남고속철도는 분야별 인터페이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설계용역을 노반, 궤도, 건축
및 시스템분야를 통합하여 발주했고, 그동안 경부고속철도건설과정에서 축적된 Know-how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설계시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을 유럽의 통합기준

잠재적위험관리

리스크 관리 절차

현안사항관리

긴급현안 발생
위험관리계획수립

현안사항 발굴 및 등록

위험발굴 및 등록

현안사항 검토

위험분석
위험대응계획수립

현안사항으로
등록/관리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 실행

위험감시 및 통제

추진실적 관리

위험징후포착

종결등록

서 및 각국의 적용기준 등과 비교하여 경부고속철도와의 호환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실정과 정
서에 맞고 국제적인 철도네트워크 환경에도 적응되며, 장래 속도향상시에도 적응이 가능한 설
계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후에 호남고속철도 설계에 적용토록 하고, 경부고속철도

행하도록 하여 무결점의 완벽한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의 설계변경자료와 실패사례, 각종 개선사례, 유지보수 및 사용·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수집·
분석하여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할 계획이며, 설계단계별로 자문기구를 활용한 현지적

4. 고속철도차량

합성 검토를 하고, 관련기관·단체와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여 공사시행 도중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인 한국형 고속철도(G7 KHST) 또는 현재 경부선에 운행 중인 KTX차량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하여 경부고속철도와 호환성, 경제성, 유지보수성, 신뢰성, 국내 제작자
립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호남고속철도 운행 차량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36편성 중 2편성을

2. 환경갈등관리

2014년에 우선 인도하여 전차선, 열차제어 등 시스템간 상호 연동시험 및 시운전을 통해 철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과 새만금 방조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형국책 건설사업에서

하게 성능검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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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운영단계에서도 매년

연변쪽

남북철도차량
인수인계에 대한 연구

금강산

있으며, 국경역에서 여객 및 화물열차가 조성되면 다음

삼일포
18.5km
강호

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차량을 인계인수한다.

북방한계선
군사한계선
남방한계선
7.0km
지진
118km
강릉

차량인수인계
사무소 구성

영주쪽

국경격
차량 검사

인수측 국경역
차량인계

국경역

차량인수 완료

인수차량 검사
한계 조사

차량 인수절차

신의주쪽
손하

개성

짱문
남방한계선
15.3km
MDL

임진강
1.6km
문산

9.7km

해외동향 2

파주
서울쪽

조직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국경역 인수인계사무소에 속
해 있으나, 기술사항 등 지시는 심양철도국 차량처와 단
동차량단의 지시를 받으며, 국제운송과 관련한 일반사항
은 심양철도국 연운사무처, 단동역의 지시를 받고 있다.

<Fig. 1> 남북철도 연결구간 약도

심양철도국

1. 국제 철도차량 인수인계 현황

북한은 중국과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3개의 국경선
(단동역과 신의주역 구간, 집안역과 만포역 구간, 도문역

연운사무처

차량인수 완료

단동역

단동 차량단

과 남양역 구간), 러시아와는 두만강을 경계로 두만강역
변현진 |철도공사 남북철도사업단 협력사업팀 팀장 (bhj7343@hanmail.net)
전연식 |철도공사 남북철도사업단 협력사업팀 (ypkll@hanmail.net)

에서 핫산역간 선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러·중간은 자
바이칼스크∼만주리, 그로데코보∼수이페네간 국경선이

인계인수사무소

차량 인수

국제운송관련
일반사항 지시받음
차량인수 및 기술
사항 지시받음

연결되어 있다. 북·중간은 동일궤간으로 기관차는 교체
남·북한은 반세기에 걸친 불신과 적대를 극복하고, 화

차시험운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북측의 일방적 취소로

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기기 위해 반세기동안

연기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가 개

단절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철도

선되면 남북 간 열차운행은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으

연결은 분단 60여년의 아픔을 씻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로 예상된다.

에‘평화와 번영’
의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철도연결을 합의

아 주변 국가들의 국제철도 차량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

하고, 2003년 6월에 남북철도 간 궤도가 연결되었다.

를 통하여 남북철도 간 차량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2006년 5월 25일 역사적으로 남북철도연결구간에서 열

봄으로써 남북철도 개통에 대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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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차량은 인수인계하며, 북·러 또는 중·러간은 객
차의 경우 대차교환으로 직통 운행하고 화차는 대부분
환적한다.

○ 조직 인원 및 현황

차량인수인계 근무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으며, 역할별
1) 북-중국간 차량인수인계 절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 중국의 차량인수인계는 국제연운차량규칙

- 차량인계인소장(인계인수사무소 부단장) : 1명

‘99.10.8
(
제정)에 근거하여 차량인수인계 업무를 하고

- 인계역(단동)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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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가. 차량인수인계사무소 조직 및 인원
○ 조직 구성

도라산

- 인수역(신의주) : 6명

라. 인수차량 검사한계

의뢰 할 경우 위탁수리의뢰서 및 불량개소 조서를 작성

남북한의 경우『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

- 사무실(예비인원) : 1명

차량이 국경역에 도착하여 검차원이 차량을 검사하는 경

한다.

서』
가 채택되어 있어, 차량인수인계와 관련한 수송절차

※ 근무형태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로 실근무자는 2

우 기본적으로 부속품 완비 및 작용이 원활함을 확인함은

명임

물론 다음의 일반적인 사항을 위주로 점검한다.

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에 관한 절차
위탁수리 의뢰서 4부 작성

- 횡단면 치수 부합여부(차량한계)
나. 차량검사

- 궤도조건, 차륜의 직경치수 부합, 답면의 흠 발생 유무

국경역에서 열차조성이 완료되면 인계측 검차원은 출발

- 대차조립, 볼트풀림 및 낙실의 유무

검수를 시행하여 현장조치가 가능하면 현장에서 수리하

- 베어링의 외관상 상태, 그리스 누유 여부

고, 경미한 불량으로 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불량차량등록

- 연결기 고차, 균열, 암내면거리 양호

부를 작성한다.

- 제동장치확인(제동행정, 공기누설, 제륜자10mm이상)

와 방법은 모두『남북철도운영위원회』
에서 합의하거나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영차 : 위탁수리의뢰서,
불량개소조서 2부

공차 : 위탁수리의뢰서만 작성

남북간 철도차량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관리·운영
에 대하여 북측과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북한은 중

위탁수리
(경미한 것 48시간, 심한것은 96시간 이내 완료)

국 및 러시아와 국제운송을 하고 있어, 우리보다는 경험
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도기술력의 차이

수리완료되면 차량인수로 인정

- 차체 확인(유개차 우루 및 문비작용 확인)

로 인하여 남북이 동시에 만족하는 동일안을 만들기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몽골

차량조성완료

등 동북아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철도운송 차량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마. 차량 인수시 도착검수 절차

출발검수 시행
처리가능 불량

경미한 불량
불량차량등록2부작성
열차승무차장 소지 인계

인계
인수측 국경역 직원

인수측 검차원은 국경역에 열차가 도착하면 인계측 직원
의 입회하에 도착검수를 시행하고, 도착검수는 총 8명이

2) 몽골ㆍ중국간 국경철도 차량인수인계

연결기, 차체, 하체, 제동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불량

중국은 표준궤(1,435mm)이고, 몽골은 광궤(1,520mm)

개소 발견시 회송, 현장수리, 위탁수리 요구를 할 수 있으

로 상이하여 국경역(이렌역, 자민우드역)에서 화물은 환

며, 불량개소 수리완료 후 조서 및 연운차량인계인수차량

적을 원칙으로 하고, 여객열차는 중국측의 국경역인 이

표를 작성한다.

렌역에서 대차교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물중

해외동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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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리

남북철도간 차량운행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환적시 위험요소가 있는 조차(석유)화물은 중국측의 국
다. 인수측 국경역에서의 차량인계

인수차량 국경역 도착

국경역에 차량이 도착하면 인수측 검차원이 도착검수를

경역인 이렌역에서 대차를 교환한다.

인수측 검차원 도착검수 시행

시행하여 불량개소 발견시 현장수리, 회송, 위탁수리 요

6명은 연결기·차체·하체별 확인,
2명은 단차시험기로 제동시험 실시

구를 할 수 있으며, 불량개소 수리 완료시 인수한다.

1축당 1분(4축차량의 경우 4분) 소요
이렌역 도착
차체에 기록하고 검수완료 후 불량개소 인계
인수측 국경역 도착
인수측 검차원 도차검수
수리불가능
불량개소 발견

현장수리 가능
현장 수리
인계
인수측 국경역 직원

회송 또는
위탁수리요구

경미한 불량

수리 불가능

수리 가능

이렌차량사무소 轉線입환

<참고문헌>
현지 수리

회송 또는 위탁수리 의뢰

리프팅 작키가 있는 대차교환장으로 1량씩 입고

1. 철도청,“중국·몽골 국경철도 운영현황(국경역 인계·인수
절차 중심)”
, 2003. 9

차량인계

조서 및 연운차량인계인수차량표 작성

대차와 차체에 연결된 센타피봇 분리후 상체 인상

2.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0년 건설기술
기반구축사업 4차년도 연차보고서『남북철도시스템 연계

불량차량등록부 지참
-대차 분리·인출 후 표준궤간(광궤간)대차 투입 및 조립
- 최전·후 연결기 분해후 교환

인계

바. 위탁수리 의뢰 절차
차량인계시 현지수리불가능 차량을 인수측에 위탁수리

차량 인출

방안 연구』
”
, 2004. 6.30
3. 대한교통학회,한국철도학회,“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대응
전략개발”
, 2002.12
4. 김용만,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TSR)의 연
계에 관한 기술적 접근연구,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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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협회 기술 본부 부장(수송)께서 편집한

동 아시아 도시 철도의 발전과
일본 기술의 역할
❶

<표 1>❻ 철도 산업 수출을 위한 전략적 조직

내용을 주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일본의 철도 동향을 통해서 한
국의 철도 시스템 수출의 방향성이 제시되
길 소망한다.

국명

조직

년간 수익

직원수

극동 사무소

일본

JARTS

22억엔(약220억원)

67

無

독일

DE-Consult

178억엔(약1780억원)

1,107

台北사무소

프랑스

SYSTRA

250억엔(약2500억원)

1,338

香港사무소

<표 2> 고속 철도로부터 본 지역 환경
항 목

1. 발표❹
기상. 천재

국제 연합 관련을 포함, 대만 고속 철도를
지원한 경험으로 일본과 유럽, 특히 독일,

일본

유럽(독일,프랑스)

대만

한국

기온, 습도 : 高

○

×

◎

○

큰 비, 태풍 빈도 : 高

◎

×

◎

◎

지진 : 다발

◎

×

◎

△

산악(터널) : 多

◎

×

◎

◎

프랑스와의 철도 시스템 수출의 전략적 상

약한 지반 : 多

◎

×

◎

◎

이성 문제를 제기한다.

인구 밀도와 환경 문제

◎

×

◎

◎

승객의 체격 유사도

◎

×

◎

◎

해외에서 새로운 철도 시스템을 채용할 경
우에는 우선, 철도 계획이 책정된 후, 시스

지형, 지질

기타

고속철도가 재래선에서 독립

◎

×

◎

×

이용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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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

최성균 |철도공사 철도연구개발센터 대륙철도연구팀 팀장 (skchoirail@naver.com)
유정호 |철도공사 철도연구개발센터 대륙철도연구팀 차장 (junghothomas@yahoo.com)

책정이나 시스템 방법 결정의 시점이며, 이

도 사업자의 경험이 불가결이라고 할 수 있

를 비교하자면, 상이하게 발전해 왔다. 특히

시점에서 고도의 두뇌 경쟁이 일어나게 되

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철도 수출을 시

일본은 고온 다습하고 태풍이나 지진 등의

어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사업 전략 경쟁에

도하는 컨설턴트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국

천재, 지형이 약한 지반도 많고, 산악 등이

서 해외의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와 대등하

가 정책으로서 전략적인 컨설팅 조직을 지

복잡하다. 또한 인구 밀도도 높고, 승객의

게 겨루지 못하고 있다.

니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아쉽지만

체격은 비교적 작다.

일본의 Maker는 전문성이 개별적으로 나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이러

어져 있어서, 발주자로부터의 질문에 답을

한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단체는 JARTS❺

이러한 지역 환경 조건은 동 아시아에 공통

해외 철도의 살아 움직이는 방향 전달을 위

회 철도 기술 및 정책 연합 심포지엄❸

이카

술의 역할을 포함한 해외 철도 동향을 분석,

하려면, 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독일

인데 이 조직을 독일이나 프랑스의 유사 조

되는 부분이 많고, 유럽과는 판이 하게 다르

해 조금은 생소한 방식이지만, 회의 내용 자

와사키시 산업 진흥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다음과 같이 번역, 수정 및 편집한다. 본 원

이나 프랑스는 한 명이나 두 명의 기술자가

직인 DE-Consult (독일)나 SYSTRA (프랑

다. 지역 환경 조건이 크게 틀린 상황에서

체를 생동감 있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

그 가운데 특별 세션의 하나로서「동아시아

고의 내용은 일본 사단 법인 해외 철도 기술

시스템 전체에 관해서 답을 할 수가 있다.

스)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무리하게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이 상승된

로 기술해 보았다. 회의 참석자 여섯❷ 분들

의 철도 정책 및 철도 기술」
이라는 테마로

은 각 분야에서 해외 각국과의 철도 관련 사

토론이 진행되어, 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

업들을 추진하신 일본 분들이다.

본 철도 시스템 수출의 현상과 과제 및 앞으
로의 방향에 관해서 뜨거운 논의가 교차 되

2006년 1월 18일, 일본 기계 학회, 전기 학
회, 교통과 전기 철도 기술 위원회, 일본 교

었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 연구개발센터의

❶ 合川徹郞「JRAIL パネルディスカション,東アジアの都市道の

접촉력학 연구회의 공동 개최에 의한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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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철도연구팀은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동 아시아 도시 철도의 발전과 일본 기

서는 Maker만으로는 답을 할 수가 없다. 철

展と日本の技術の役割」JARTS 회보 195 23項以下照(2006.4)
❷ 회의 참석자들 여섯 분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동해 여
객 철도 주식회사 고문, 2. 일본 해외 철도 기술 협력 협회 기
획 본부 부 본부장 (전 일본 국토 교통성 철도국 차량 공업 기
획 실장, 국제 업무 겸임), 3. 동경 대학 공학계 연구과 객원 조
교수, 외무성 ODA 평가 주임(전 국제 협력 은행 평가실 근무),
4.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기계 사업 본부 부 본부장, 5. 카

통 학회, 일본 도시 계획 학회, 레일과 차륜

다. 예를 들어 터널이 많은 일본의 신간선은

또한 일본에서는 철도 사업의 운영에 관해

와사키 중공업 주식회사 이사, 6. 해외 철도 기술 협력 협회,
기술 본부 부장
❸ J-RAIL 2005

❹ 회의 참석자의 발표를 요약한 내용임
❺ Japan Railway Technical Service : 사단법인 일본 해외 철
도 기술 협력 협회

매출액, 직원 수 및 극동에서의 사무소가 있

차량 면을 집중 연구함으로서 터널의 단면

는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커다란 차이가 있

을 작게 해서 건설비를 경감하고 있다. 일본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강

의 신간선과 한국의 KTX와 비교하면, 한국

화하여 계획, 시스템 선정 단계에서의 사업

터널의 단면적은 일본의 단면적보다도 60%

전략 경쟁에서 앞서지 못한다면 일본의 철

이상 크게 되어 있다. 즉, 터널의 건설 코스

도 시스템 수출은 어려워 지리라 본다.

트를 대략적으로 시산하더라도 1,400~

한편, 기술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고속철도

2,400억엔(14,000억원~24,000억원)의 절

❻ 合川徹郞「JRAILパネルディスカション,東アジアの都市道の
展と日本の技術の役割」
JARTS 회보 195 24項 照(2006.4)

2006.11+12 67

해외동향 3

템 방법이 결정, 그 다음에 국제 입찰이 진

약이 추정된다. 이러한 비용을 차량으로 환

<표 3>❼ 차량 선두 길이와 터널

원하면, 많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일이

종별

선두(先頭) 길이

속도

터널 단면❽(m2)

가능하다. 이처럼 지역 환경 특성의 상이점

일본(700系)

9.2m

285km/h

64㎡

마닐라 3호선

이나, 기술성을 객관적으로, 게다가 효과적

대만(700T)

8.0m

300km/h

90㎡

방콕 지하철

으로 설명해야지만 사업 전략 경쟁에서 승

한국(KTX)

6.6m

300km/h

107㎡

대만 신간선

리할 수 있다.

<표 4>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
통계❾

에

○

궤도

자금리소스

제1기(Red Line)

제2기(Green Line)

노선 길이

52km

17km

차량의 수

220

165

역의 수

29

14

컨설턴트

생각해야 한다.

○

○

○

○

BLT

△

○

○

○

△레일 ×분기

토목:円借

Kennedy Donkin

특히, 엔차관 등의 ODA안건으로서의 철도

○

○

○

○

○레일 △분기

자기자금

PBI등

시스템 안건의 확대나 철도 사업의 운행이

별(別)발주

×

○

○

△레일 ×분기

자기자금

-

나 보수(O&M)의 부분에 관련된 일본의 철

방콕 공항선

△

△

○

○

△레일 ×분기

자기자금

PCI

두바이 시내철도

△

×

○

○

△레일 ×분기

자기자금

SYSTRA

별(別)발주

×

○

○

△레일 ×분기

보스포라스 해협철도

토목:円借
시스템:유럽투자은행론

Kaiser SYSTRA

에 시스템 공급자 이외의 부분에 관해서도

도 사업자와의 연계, 초기 단계에서의 상대
방에 대한 기술 협력 강화 등도 포함하여,

PCI/PBI

전략적 큰 틀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차량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Maker로서의
경험이 많은 카와사키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의하면, 세계 철도 이용자의 약 1/3이 일본

데, 인프라의 건설과 차량, 시스템의 제공을

의 철도 이용자이다. 여기에 도시 철도가 포

하고 있으며, 유지 보수도 담당하고 있다. 싱

함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세계

로 적자이며, 운영 보조를 받지 않으면 지속

를 반복해서 행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가폴의 센캉, 푼골선은 새로운 교통망이지

해외 철도 계획 안건에 관한 상대국들의 요

뉴욕 지하철 등에 차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자의 1/4 이상이 일본의 철도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한편, 일본의 철도는

러한 우수한 시스템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

만, 이것도 Full-Turnkey의 프로젝트이다.

구 사양을 살펴보면, 유럽 규격만의 입찰일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

해서는 일본 철도만의 특성, 시스템 구축 이

아시아 도시에서의 교통을 관측 하면, 인도

경우에는 일본 Maker의 대응력이 뒤떨어지

부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도 신간선의 차량

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일본 규격이

을 수출하고 있다.

자인 셈이다.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의 엄중한

기본적으로는 흑자나 적자라는 문제를 이야

고 출발하는 것에 있다.

는 해외에 차량을 많이 수출해 왔다. 북미의
메리랜드나 롱아일랜드 공략의 2층 객차나

시선에 노출되면서, 현재의 수준까지 도달

기하기 전에, 흑자로 전환 가능이 예측되는

념을 넓혀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네시아나 타이, 필리핀, 말레시아 등을 보더

한 시스템이 바로 일본의 시스템인 것이다.

상황으로, 유럽과는 틀리게 운영비의 보조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철도 시스템 수

라도 철도 수송이 일본처럼 발달 한 것이 아

포함된 안건에 관해서는 수주에 성공하고

차량의 수출이라고 하는 점에서 살펴 볼 경

있지만 말이다. 또한 자금면을 보면, 엔차관

우에, 일본과 유럽, 미국의 차이는 SPEC

유럽의 철도 선진국이라고 불려온 나라의

는 받지 않고 있다. 즉, 경영적인 면에서 성

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14개의 프로젝

니라, 자동차 교통 체증등의 문제를 안고 있

이용자는 세계의 철도 이용자의 수 %에 지

공한 것이다. 이처럼 안전성이나 정시성, 또

트를 수주하여, 그 중에서 10개 프로젝트의

다. 잠재적으로는 앞으로 큰 수요가 예측된

안건이지만, 유럽 규격만의 안건이 있어서,

에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의 지하철 전차의

나지 않는다. 안전성에 관해서도 일본 철도

는 영업면을 보더라도 일본의 철도는 진정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도시 철도

다. 특히 최근의 도시 철도 안건의 특징은

상대국의 컨설턴트도 JARTS 등 일본 철도

SPEC은 600페이지나 될 정도로 두터운데

기술의 경험을 충분하게 지니고 있는 회사

반해서 일본에서는 신간선의 발주 SPEC일

의 안전성은 세계 철도 안에서도 월등한 수

으로 우수한 시스템을 이루어 내었다. 이러

에 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한다. 최근 수주한

차량 등의 단적인 계약이 아니라, 철도 시스

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

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을 생각하면, 여

두바이 메트로는 52km의 노선으로 인프라,

템으로서 일괄적인 Full-Turnkey 계약이

가 참여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경우에도 30페이지일 정도로 아주 얇게 되

차량과 신호 시스템의 일괄 수주이다.

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들도 Full-

다.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된다.

어 있다. 일본에서는 이 SPEC이 완성될 때

Turnkey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유럽이나 미국의 시스템이 채용되고 있는

까지 사전에 충분한 회의 등을 열기 때문에,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

배경으로는 먼저, 컨설팅에 있어서 유럽과

만들어야만 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보면, 세계의 상식과 일본의 현상과는 상이

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서는

미국의 철도의 컨설팅이 많고, 일본은 철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계약의 금액, 납기가

하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철도는 경영적으

입찰 시점의 단계에서 커다란 핸디캡을 안

면에서의 컨설팅은 약소하다고 보여진다.

정해지는 기준으로 SPEC을 보는 개념이 강

또한 유럽과 미국은 철도 프로젝트에 관해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기술되어

서는 관민 일체의 영업 활동을 행하고 있으

있다. 차량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나, 일본에서는 민간에게 맡겨버리는 인상

생각하면, 알아보기 쉬운 SPEC이 이해하기

이 강했다. 이 밖의 이유에서도 유럽과 미

쉬운 것은 당연하며, 받아 들이기 쉽다고 생

국에의 동경이 강한 것이나, 유럽과 미국 기

각한다.

업의 대응이 유연한 것이나, 유럽과 미국 기

계약에는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뉴욕

업의 로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고려

지하철 안건에서는 기술 SPEC중에 충돌 에

되어 지나, 시스템 공급자로서의 미쓰비시

너지 흡수가 예견되어 제어가 가능한 것이

교하더라도 그야 말로 탁월한 안전성❿을 확

객의 신뢰나 만족도 (즉, 높은 안전성, 정시

보하고 있다.

성)를 확보하면서,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하

반면에 철도 사업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연구

마닐라의 MRT3호선은 이미 완성하고 있는

❿ 철도의 중대 사고에 관한 나라별 비교를 하면, 인신 재해(10억인×km)를 보면 오스트리아 0.80,노르웨이 0.59,벨기에 0.49,독일 0.40,
스페인 0.25,프랑스 0.20,이탈리아 0.16, 일본 0.02
❼ 合川徹郞「JRAIL パネルディスカション,東アジアの都市道の

1. 여객의 신뢰와 만족 확보: 안전성-사고 제로, 정시성-고장 제로: 다이어 조기 회복, 편리성-적절한 빈도의 확보, 정보 제공과 공평성

展と日本の技術の役割」JARTS 회보 195 24 項以下照

확보

마닐라 3호선 및 대만 신간선은 일본의 규격도 포함하고 있지

(2006.4)

2. 사업의 효율화, 경제성 향상: 에너지 절약, 저 유지 보수비, 생략화, 소수인화, 수요에 응하는 다이어 작성등 1과2의 동시 달성으로 인

만, 그 이외는 유럽 규격 만임

하여, 일본 철도 시스템 구축의 이념: 철저한 예방 보전과 예방 보전의 효율화, 하드와 소프트를 적절히 조합한 운행 관리 체제(운행 관

○△×: 일본 Maker의 대응력

❽ 上浦正樹、
須長誠、
小野田滋
『道工』
101-108페이지
（森北出版、
2004）
에 터널 관련 참조 요망

리 시스템과 질서 있는 운행 매뉴얼등)구축

일본 신간선SPEC은 30항이며, New York시 교통국용의 지

合川徹郞「JRAIL パネルディスカション,東アジアの都市道の展と日本の技術の役割」JARTS 회보 195 (2006.4)26項 以 下 照

하철 전차의 SPEC은 600항이다. 반면, 일본의 도면 페이지

은 34%, 인도 19%, 독일 7%, 러시아 5%, 영국 4%, 한국 4%,

아시아에서의 수송 모드별 수송 현황은 일본이 철도 34.6%, 도로 60.4%, 기타 5.0%, 한국이 철도 28.0%, 도로 70.1%, 기타 1.9%, 인

수는 5,000매 정도 되며, 미국의 경우 도면 페이지 수는

중국 4%, 프랑스 3%, 스페인 2%, 이탈리아 2%, 우크라이나

도네시아가 철도 5.0%, 도로 87.0%, 기타 8.0%, 타이는 철도 12.0%, 도로 87.0%, 기타 1.0%, 필리핀이 철도 1.0%, 도로 80.0%, 기타

2,000매 정도 된다. 상세 사진등은 合川徹郞「JRAIL パネル

2%, 이집트 2%, 네덜란드 1%, 폴란드 1%, 기타 10%로 나라별

19.0%, 말레이시아는 철도 8.0%, 도로 87.4%, 기타 4.6%, 인도는 철도 41.0%, 도로 59.0%, 기타 0.0%이다.

ディスカション,東アジアの都市道の展と日本の技術の役割」

철도 이용자가 분포되어 있다.

合川徹郞「JRAIL パネルディスカション,東アジアの都市道の展と日本の技術の役割」JARTS 회보 195 26 項以下照(2006.4)

JARTS 회보 195 27 項 以下照(2006.4)

❾ 국제 철도 연합 세계 각국 철도 통계(2003년)에 의하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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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통신 전력

두바이 메트로(아랍에미리트)

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소개해 본다. 일본의

하고 있다. 세계 철도 연합(UIC)의

차량

신장-蘆州선(대만)

또한, 일본의 철도를 세계 속에서 관찰, 어

중공업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동시

<표 5> 해외 철도 시설 안건에 관한 고객 요구 현황

다. TANK 차에는 공기 브레이크가 붙어 있

무에 운전사들이 곤혹을 치루는 듯 하며, 새

의 짧은 시간에 연구 개발성이 강한 충돌 실

는데 브레이크변이 자꾸 도난 되어서 보수

로운 다리를 만드는 코스트를 생각한다면,

험을 행하게 되었다. 이 실증적인 실험과 시

하는 것을 거의 그만 둔 상태로 브레이크맨

이 노선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뮬레이션과의 정합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

을 태웠다고 한다. 이래서는 사고가 나는 것

생각한다.

술 SPEC을 높은 레벨로 끌어 올렸다.

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운수성과 국철은

끝으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이다. 여기서

해외 안건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SPEC에

브레이크의 완전 정비라고 하는 새로운 스

는 자동차를 살 수 없는 계층에 양질의 주택

맞는 차량을, 위험 요소를 극복하면서 약속

테이지에의 이행을 추진할 용기가 없다고

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 철도가 개업 준비 중

한 내용 그대로 납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

본다 .

이다. 일본은 차량, 신호, 통신 설비를 납입

하다.

한편, 필리핀 국철은 솔직히 표현해서 관리

하고 있는데, 철도 사업자 측에서는 스페인

운영 레벨이 낮아서 일본으로부터 기증된

의 컨설팅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스타일

KISS-RAIL 과 STRASYA 를 만드는 데

차량도 차륜이 엉망이 되어서 달리고 있는

은 대만(21)과 같아, 일본세는 대단히 어려운

일조한 사람으로서 아시아의 철도 사업을

형편이다. 선로는 불법 점거된 상태이며, 열

실정이다. 이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면 금년

보면, 반드시 순조롭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차는 속도를 올려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

도의 개업은 곤란하리라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철도의 경험을 해외

하다. 즉, PNR에 대해서 자포자기 상태라고

각국과 정보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표현하고 싶다. 그런데 중국이 ODA원조에

도시 철도 정비 추진 위원회의 아웃풋으로

관여한 PNR 북선에서는 불법 점거가 깨끗

서 KISS-RAIL이 생겼다.

하게 없어지고 있다.

STRASYA는 당시 국토 교통성에 계셨던 분

또한, 인도에서는 화물 전용선 구상을 내어

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관계 Maker와 일본

놓고 있다. 현지에 가 보면 부분적으로는 복

발표 후의 토론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문제

의 철도 시스템의 경험치를 SPEC의 일종으

선이 되어 있어 석탄 열차가 시속 20km로

를 거론하고 싶다. 첫째, 왜 경쟁 입찰에 지

등 일부를 제외하면, 작업 그 자체는 그렇게

아울러, 운임으로만 벌어 들일 수 없다면 어

술 이전하기 위해서 일본의 ODA를 활용해

로 정리한 것이다.

달리지만, 달리 교차되는 열차도 없다. 레일

는 것 일 까 . 둘 째 , Sustainability=

어렵지는 않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차량의

떤 상황을 개척해 나가야 할까 고려 할 때,

야 한다고 이해시켜야 한다. 물론, 초기 단

해외의 철도 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각

과 레일은 좌우를 철대로 연결해 놓고 있어,

Operation & Maintenance를 어떻게 할 것

유지 보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부

상하 분리와 공적 지원을 생각해야 한다. 유

계의 유지 보수 기술의 이전을 ODA의 대상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해 보면, 인도네

궤도 회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인가. O&M에 관해서 왜 제대로 이행되지

품 구입 등에 보수비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럽에서는 운영비까지도 보조를 받고 있다.

으로 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 일본은

시아의 경우, 철도 안전의 향상을 항상 목표

다음은 베트남의 하노이이다. 이곳에 있는

않는가의 일례로, 예전에 PNR의 디젤 기관

시스템이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운영비는 운임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

서비스의 질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저 임금

로 했던 곳이었는데, TANK 열차의 탈선 화

다리는 소련과 중국이 만들어 놓은 도로 철

차의 유지 보수에서 국철이 협력했던 적이

마닐라처럼 미쓰비시 등, 외부 인력이 있는

이 이상적이기에, 운영 코스트를 가능한 한

으로 대량 수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재가 5개월에 3건이나 연속해서 발생했었

도 병용 다리인데 철도는 하루에 여섯 차례

있다. 그러나, 가르치고 키워 놓은 사람이

곳에는 어렵지만 그나마 제대로 실행되고

억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럽은 상당의 등급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

왕복만 하고 있다. 이 다리를 활용해서 앞으

그 기술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가

있는 실정이다. 부품 관련해서 일본의 유지

점에서,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운영 코스트

비에도 공적 자금을 투여하고 있다. 작은 이

로 정비될 하노이 공항 접근에 이용하려는

버린 것을 알게 되어서, 망연자실한 적이 있

보수는 예방 보전 형이며, 유럽은 신뢰 중심

가 저렴하도록 연구 축적된 시스템이라고

익이지만 많이 팔릴 수 있다면, 공적 부담도

계획이 있는데, 베트남 국철과 함께 하면 운

다. 유지 보수에 관해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형이다. 상대에게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예

말할 수 있다. 즉, 일본 전차의 강한 점이다.

적고, Modal Shift도 크게 움직인다는 차이

영이 잘 안되리라는 염려의 의견이 있다. 베

도시 철도에서는 Maker가 유지 보수까지도

방 보전형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로 우위

한편, 건설비의 초기 투자 등은 어느 정도

를 알 필요가 있다.

트남 국철의 기관구에 가 보면 넘쳐나는 업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쓰

에 있는 것을 수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

공적인 부담이 없으면 참으로 어렵다. ODA

비시 중공업의 마닐라 3호선의 경우이다. 마

요하다. 유지 보수의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

로 운영비의 보조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일

한편, SPEC이 유럽과 일본이 그 양에서 차

닐라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본처럼 유지 보수의 전략적 시스템을 만드

이가 많이 나는데, 이는 철도 사업자 중심의

행하고 있으나, 필리핀 쪽에서 지불을 제대

생각해 보면, 원조는 ODA에서는 할 수 없

는 것도 중요하다. 이로 인해 비로소 낮은

일본과 Maker가 주체인 유럽과의 기본적인

로 하지 않는 것에 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

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변화되

비용의 시스템이 기능하는 것을 생각한다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최근 추세는 동아시

다. 차량의 유지 보수는 고장차의 원인 추구

고 있지만 말이다.

면, 일본 철도 사업자의 노하우나 경험을 기

아의 SPEC에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Keys to Implement Successfully Sustainable urban
Railways: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시 철도 운영에 관한 노하우
집. 사진은 合川徹郞「JRAIL パネルディスカション, 東アジ
アの都市道の展と日本の技術の役割」JARTS 회보 195 28 項
以照 (2006.4)
Standard urban Railway System for Asia : 일본의 도시
철도 관련 제품을 처음으로 하나의 명세 설명서 식으로 정리하
였다. 사진은 각주27과 상동
일본인이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한국, 북한, 대만, 홍콩, 이스
탄불, 벨기에,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및 폴란드등)를
직접 여행하며 보고 느낀 점을 기술한 일본 문헌으로는 秋山
芳 弘 『世界道探記』
（成山堂書店、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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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川徹郞「JRAIL パネルディスカション,東アジアの都市道の
展と日本の技術の役割」JARTS 회보 195 28 項以下照
（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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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었기 때문에 시제차의 생산 개시까지

(21) 대만과의 철도 협력 이야기를 다룬 문헌으로는 中村仁『海を
渡る新幹線』
（中央公論新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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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은 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

해서는 일본과 같은 시스템으로 해야만 한

한, SPEC을 명확하게 쓰는 것은 당연한 일

각한다.

다라는 사고력의 전환, 이를 위해서는

이라는 생각에서도 연유한다고 본다.

해외 안건에서는 계획 초기 단계에서의 준

STEP을 활용하는 논리를 만들 어야 하겠

또한, 일본의 기준은 난연성 등 수치적으로

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아쉽게도 일본 시스

다. 또한 JICA과 차관의 연계 등도 염두에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템의 준비 상태는 충분하지 않다. 민간이 더

두어야 하겠다. 상대국의 기대에 충분히 응

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있었던

욱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에서

하면서도 일본에게도 좋은 시스템 완성을

화재의 경우, 일본의 국토 교통성은 실제로

의 한층 진보된 지원, 예를 들어서 ODA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환경에도 좋

차량에 가솔린을 많이 뿌리고 화재 실험을

건의 증가, 연수생 영입의 증가, 상대국 교

고, 효율적이면서, 안전하며 신뢰성이 높은

행하였는데, 일본은 크게 화재가 번지는 것

통 담당부국에의 지도원 파견 등을 부탁하

일본의 철도 시스템 기술은 굉장히 훌륭하

이 없음을 검증하였다.

고 싶다. 일본의 전략으로는 먼저, 일본 철

다고 인식하여, 이 기술을 인류 공영의 재산

유럽의 SPEC을 연구하는 일도 앞으로 힘을

도(22)

의 우수성을 일본인 스스로 제대로 파악

으로서 세계로 넓혀 나가는 것이, 우리들 일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토 교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같은 일본인이 보더라

본의 철도 관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통성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

도 일본인은 이러한 점에서 겸허하여, 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본의 철도

해 듣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모든

자신들의 우수성을 주장하지 않는데, 앞으

시스템의 해외 보급(23)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것을 수행할 능력 있는 인재의 확보가 중요

로는 일본 철도의 우수성을 추출하여 넓게

싶다.

하다. 해외의 SPEC은 물론, 국내의 기술을

해외의 사람들에게 이해 받는 작업을 해야

이상, 일본 전문가들의 회의를 편집해 보았

숙지한 어학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없으면,

하겠다. 또한, ODA에 관해서는 일본 기업

다. 아울러, 더욱 심도 있는 해외 철도 기술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기술력만 가지고 이

활용형 엔차관(STEP)과 일본의 철도 사업

과 일본 동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도 작용하리

자가 갖는 O&M 등의 기술의 이전 등을 세

도 다음 참고 문헌을 열거해 두며, 원고를

라 보는데, 예를 들어, 신간선은 각 나라의

트로 생각해야 한다. 즉, 일본의 좋은 O&M

마무리 하고자 한다.

환경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술이 틀리다. 대

의 기술을 이전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위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비교(2)

해외동향 4

유럽의 SPEC이 주류가 되고 있다. 이는 또

만의 신간선은 일본의 SPEC이 가장 적합함
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의 국철 개혁 시
기와 겹쳐 인재 부재로 연결, 예상외의 결과
로 진행되어 버렸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관민 연계를
생각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지하철은 프
랑스의 미라쥬 전투기를 세트로 성사 시켰
는데,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의 해외

(22) 일본 철도 관련 법률에 관한 문헌으로는 한국철도공사, 연구개
발센터, 경영연구팀 조경희, 이준원「한국, 일본 철도 개혁 관
련법 비교 및 분석」
(2006. 2), 일본법의 총체적 안내 미국 문
헌으로는 J. Mark Ramseyer, Curtis J. Milhaup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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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민영화 성과비교1 (수송량)

Ⅰ. 양국비교

영국

1. 추진과정 및 방식

일본

수송량 변화

1993/4

304억인 km(100)

1986

1,982억인 km(100)

(여객)

2004/5

424억인 km(148)

2000

2,407억인 km(118)

양국의 민영화추진과정을 비교해 보면 영국은 보수당의 선거공약으로 약 2-3년이 소요되어, 상하분

수송량변화

1993/4

130억톤 km(100)

1986

201억톤 km(100)

리의 프랜차이즈 방식, 기능별 민영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민영화추진 기간이 약 6년

(화물)

2004/5

210억톤 km(162)

2000

219억톤 km(110)

이 소요되었고, 상하 일체 방식의 지역별 분할 방식을 채택하였다.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 (199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 Department for Transport (200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運輸省
（1987), “

道統計年報”
,

土交通省
（2001),
“

道統計年報”
,

<표 1> 영국과 일본철도의 민영화추진과정비교
영국
- 1980년대 대처수상이 이끄는 보수
당의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 1987년 Adam Smith 연구소 민영
추진 과정

화안을 제안

일본
- 나카소네가 이끄는 자민당의 신보수
주의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비고

<표 4> 민영화 성과비교2 (경영성적)

본격적인 법안 추진
등은 일본은 1982-

- 1982년 임시행정조사회 민영화제안

1987년 6년 소요

- 1983년 국철재건감리위원회발족

영국은 1992년-

- 1985년 국철총재의 경질

1994년까지 2-3년

- 1986년 8개 민영화법안 통과

소요

영국
경영성적

일본

1993/4

265백만 파운드 적자

1986

2004/5

273백만 파운드 흑자

2000

1조7,001 억엔 적자
6,172

억엔 흑자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 (199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 Department for Transport (2005), "Transport Statistics

- 1992년 민영화를 보수당의 선거공
약으로 추진

상하분리의 프랜차이즈 방식, 기능별

道統計年報”
,

土交通省
（2001),
“

道統計年報”
,

한편 철도투자의 경우는 영국은 2004년의 경우 민영화당시보다는 2.19배 증가하였고, 일본의 경우

-1993년 민영화법 통과
추진 방식

Great Britain", 運輸省
（1987), “

상하 일체의 지역별분할방식

는 2000년에 약 1.54배 증가하였다.

민영화 방식

영국
철도투자

2. 추진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그룹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 그룹을 비교해 보면 영국의 경우 보수당과 재계가 큰 역할을 하였
고 일본의 경우는 자민당과 언론, 여론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상하 일체 민영화에 대해서는 일

일본

1993/4

2,342백만 파운드(100)

1986

6,555억엔(100)

2004/5

5,136백만 파운드(219)

2000

1조 76엔(154)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 (199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 Department for Transport (200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運輸省
（1987), “

道統計年報”
,

土交通省
（2001),
“

道統計年報”

본의 철도계는 상하 일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영국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여 양국
은 결국 다른 민영화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Ⅱ. 요약 및 결론
<표 2> 영국과 일본철도의 민영화 추진 주체비교
영국

일본

적극적 추진

보수당, 재무부, 은행

자민당(국철재건감리위원회), 언론, 여론

소극적 입장

교통부, 국유철도

교통부, 국유철도

양국의 민영화정책에서 영국의 경우는 보수당, 일본은 자민당의 등이 주요한 정치적인 추진주체였

반대

노동당

공산당, 사회당(초기)

다. 영국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민영화를 추진한 기간은 약2~3년에 불과해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르

1. 민영화 정책

게 추진되어 추진이 용이한 민영화 안이 나왔으며,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이 민영화추진에 있어 상당
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중대한 정책으로서
3. 성과

민영화의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정치적인 일정보다는 착실한

양국의 철도민영화의 성과를 보면 영국은 민영화이후 10년째인 2004년과 비교해 보면 여객은 48%,

철도 발전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진주체에 있어서도 영국은 주로 재무나 경제계

화물은 62% 증가하였고, 일본은 민영화이후 15년간 여객은 18%, 화물은 10%정도 성장하였다.

의 영향력이 컸고, 일본의 경우는 여론과 함께 철도운영자들의 상하 일체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경영성적의 경우는 영국은 2004년의 경우 273백만 파운드의 흑자, 일본의 경우는 6,172억엔의 흑자

쳤다고 할 수 있어 민영화 정책에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특히 여론과 소비자입장 그리고 철도운영자

를 기록해 양국은 각각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 입장이나 운영자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은 열차운영의 정시성과 신뢰성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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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민영화 성과비교 3(철도투자)

2. 철도투자

HSDT를 도입하여 시속 200km의 철도를 운영하고 있다가 1993년에 유로스타의 고속철도를 도입하

양국의 철도투자를 보면 일본이 그간 영국보다 1960년에 1.7배, 1970년에 2.4배, 1980년에 6배나 많

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철도기술부분의 30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개발은 영국과 일본

은 투자를 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양국의 철도운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의 철도민영화구조를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1987년 일본의 민영화 경우 철도관

투자 차이는 영업거리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영국은 1900년에 30,079km에서 민영화직전에는

계자들은 동경과 오사카구간의 속도향상 270km/h을 위해 차량과 인프라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

16,700km로 감소하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1900년의 6,202km에서 민영화직전에 27,900km로 약

하여 상하일체방식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이러한 유인이 없었다.

4.5배나 증가하였다. 전철화 율을 비교해 볼 경우에도 2003년의 경우 일본은 61%에 비해 영국은
31%에 머무르고 있다. 영국은 민영화이후에 노후화로 높은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본은
인프라투자를 철도에서 부담하여 결국 이것이 경영부담이 되었고 민영화가 되는 주된 요인이 되기

4. 정부계획

도 하였다. 따라서 철도투자는 민영화이전에 추진하어야 할 요소이며, 일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양국의 철도민영화 추진에 있어 정부의 철도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었기 때문에 철도는 철도운영자로부터 분리하여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는 체

가의 문제이다. 일본의 철도정책은 10년에 한번씩 작성되는「운수정책심의회」
에 의해 그 방향성이

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정해지고 있다. 2004년의「중장기적인 철도정비의 기본적 방향과 철도정비의 원활화 대책에 대하
여」
심의회 보고서에서 장래 10년간의 일본철도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주요내용은 지구환경문제가

<표 6> 영국과 일본의 철도투자 비교
일본(B)

B/A(당시 달러로 환산)

1960년

2,100 백만 파운드

1,108억엔

1.7

비를 간선철도와 도시권철도의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1970년

600백만 파운드

4,468억엔

2.4

1970년에 제정된「전국 신간선 철도정비법」
에 의해 수요가 적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차

1980년

848백만 파운드

14,060억엔

6.0

원에서 새로운 신칸센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계획의 기본방향은 주요 도시를 3시간 이내로 도달

1,165백만 파운드(1993년)

6,555억엔(1986년)

1.8

민영화직전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 (199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 Department for Transport (200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運輸省
（1987), “

道統計年報”
,

이 가능하고, 재래선 구간에서 120km이상, 신선구간에서 200km이상의 속도(최고속도 260km)로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원은 중앙정부 1/3(신칸센양도수입금, 공공사업비에서 부담), 지방정
부 1/3(지방교부세에서 부담), 회사부담 1/3이 되고 있는데, 정비신칸센의 경제성은 지역개발효과 등
을 감안하여 B/C 2.4~2.6에 이르고 있다. 주요추진지역은 홋카이도지역, 규슈지역, 동북지역 등이
되고 있다. 재래선의 고속화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교부나「철

3. 기술

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
에 의한 무이자대부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는

철도투자와 함께 철도민영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기술이다. 양국의 철도능력의

2000년에 Transport 2010수립하여 2010년까지 여객 50%, 화물80%의 증가와 6,000량의 새로운

차이 중 큰 것 중의 하나는 고속철도의 운영이다. 일본은 1964년부터 고속철도를 운영하여 철도가

차량의 도입, 동부와 서부간선의 개량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그후 재정문제로 이를 포기하였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철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민영화를 뒷받침하고

다. 2004년의 미래철도에 대한 계획인“Future of Rail”
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정부의 역할을

있다.

강조하고 있으나 장기철도망계획이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문제를 안

<표 7> 영국과 일본의 고속철도비교

고 있다.

고속철도도입
고속철도망

영국

일본

1993년 시속 300km/h

1964년 시속 200km/h

74km(2004년)

2,180km (2004년)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 (199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 Department for Transport (200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土交通省
（2005),
“

道統計年報”
,

5. 상하 분리와 상하 일체

그간의 성과를 볼 때 영국의 경우 상하분리와 과도한 분할로 인하여 비용증가와 정시성과 신뢰성 면
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로의 유지보수와 운영회사간의 계약관계, 그리고 운영회사간의

또한 일본의 경우 고속철도망을 2004년 2,180km에서 장래 6,860km 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하

의사소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영국은 최근 정부의 역할강화와 유지보수기

고 이중 정비신간선 5선 1,173km는 1970년에 정비신간선법에 의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장기기술개

능의 내부화, 인프라회사와 운영회사간의 유기적 협조관계의 구축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발 계획으로는 1964년에 신칸셴이 개통된 직후 초전도 자기부상열차계획을 세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상하 일체로 정시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가능하고, 특히 각 회사의 비용절

있는데 현재 최고속도 552km/h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는 1975년에 디젤을 고속화하는

감 노력이 결국은 자사의 이익으로 환원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요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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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위상이 높이기 위하여 일본철도정

영국 (A)

- Department for Transport (1993),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1993 Edition",p.53,

일부 지방의 노선에서는 상하분리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장점으로는 고정자산세 등의 부

- Department for Transport (2004),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2004 - -

담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부담으로 경영효율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dition",p.16,p.17,p.26,p.29,p.30,p.52,p.60,p.101,p.103,p.128,p.146,p.147.
- Department for Transport (200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2005 Edition".(www.dft.gov.uk).
- Foster.C(1994), "The Economics of Rail Privatisation" CRI (Centre for The Study of Regulated Industries)
- Gourvish.T(2002) "British Rail , 1974-97”
,Oxford University Press,p.515.

6. 기능별민영화와 지역별 민영화

- Hall, S(2003),"Beyond Hidden Dangers"Isan Allen, p.120.

영국의 경우 기능별 민영화로 Preston(1999)은 1993년부터 1998년의 민영화의 성과를 중심으로 민
영화조직의 정착, 생산성향상, 보조금의 감소 등의 성과를 제시하면서 1996년 회계감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복잡한 추진과정으로 인해 약 10억 파운드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❶
일본의 경우 지역별 민영화로 지역과의 일체감 형성에 유리하고, 지역발전에 철도의 역할이 큰 장점

- HSC(2001), "Ladbroke Grove Rail Inquiry Part 1Report : HSC Action Plan-Progress Report to December 2001 ".
❶ John Preston and Amanda Root(1999),"
Changing Trains" , Ashgate ,pp.71~74.

- HSC(2002), " Ladbroke Grove Rail Inquiry Part 2 Report:Progress Report to March 2002
“.
- HSE(2002)," Hatfield derailment investigation - Interim recommendations of the Investigation Board".
- Railways Act(1993).
- Mathieu Gerard(2003) "The reform of UK railway-privatization and its results" JRTR34.pp.16~31.
- MIT and Cambridge University
“ Problems of De-regulation - The case of UK Railways"
(http://www.econ.cam.ac.uk/electricity/index.htm).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철도회사는 지역 철도수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정치의 영향을 받아

- Nash,C.A.(2003),"Integrated Future and Transport Choices",Ashgate,pp.252~257.

내부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수요가 많은 신간선의 수입으로 지역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문

- Obermauer.A (2001)," National Railway Reform in Japan and EU: Evaluation of Institutional

제점도 안고 있다.

- Changes",JRTR29· Dec.2001, p.30.
- OPRAF(1997/8)
“Annual Report”
,SRA(2003/4)"National Rail Trends".
- Preston .J.M., Root.A(1999)," Changing Trains" , Ashgate ,pp.71~74.
- Preston. J.M (2001),"Development of Market Models for Increased Competition in Railroad Passenger Traffic" ", University of
- Oxford TSU, p.102.

7. 결어

- Railways Act(1993).

은 철도민영화방식에 차이가 생겼고, 이 때문에 양국은 성과 면에 다른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
다. 영국철도의 사고 발생과 정시성문제, 비용증가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 Smith,A.S.J(2004), "Essay on Rail Regulation: Analysis of the British Privatisation Experience" Ph.D Thesis University of Cambridge.
- SRA(2002),(2004)(2005),"National Rail Trend".

해외동향 4

해외동향 4

결론적으로 양국은 철도투자와 정치적인 영향력, 일정 그리고 이를 추진한 그룹의 차이에 의해 양국

- SRA(2003)(2004),"Customer Satisfaction Survey".
- Velde,D.M, Mizutani,F, Preston,J.M,, Hulten. S(1998),"Railway reform and entrepreneurship: A tale of
- three countries",University of Oxford, Tsu Ref 871,pp.10-11.

있다.

- Wolmar.C(2001),"Broken Rail”
, AURUM PRESS ,pp.180~201.
- Wolmar.C (2003)," Unlike the UK ,the sun is rising on Japan's privatisation",Rail470,

<표 8> 양국의 철도민영화 추진과 성과에 대한 흐름
민영화 추진 변수

www.christianwolmar.co.uk/articles/rail/470.shtml.

민영화 추진방식과 성과

철도 투자 정치적인 영향력
민영화추진 주체(직접적인 이해당사자)

→ 양국의 철도민영화방식의 차이

→ 양국의 철도민영화 성과

<일본관련>
- John,G.Ikenberry,David,A.Lake&Michael Mastanduno.(1988)."Introduction:approach to explaining American foreign economic

기술적인 조건

policy".42(1):1-14.
- James,A.Dunn.Jr,Anthony,Perl.(2001)."Toward a New Model Railway for 21st Century: lessons for Five Countries". Transportation

양국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민영화추진에 있어 바람직한 요소로서는 첫째 철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

Quarterly.55(2):43~57.
- James,G. March&Johan,P.Olsen.(1984)."The New Institutionalism: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in Political Life". American Political

며 이는 정부투자로 시행되어야 며 두 번째로는 민영화추진에 있어 정치적인 영향력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민영화추진주체의 경우 철도운영자, 이용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중
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기술과 철도발전계획이 철도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

Science Review.77.
-

문에 이러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사점도 아울러 얻을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영국관련>

-

- Avans, A. W.(2004),Rail Safety and Rail Privitisation in Britain", Inaugural Lecture, 16 June2004.

-

- BBC, 20, October, 2000

-

- Bradshaw.B(2000)," New Direction for Britain's Railways" British Railways Privatisation", McGraw-Hill Company pp.229-241

-

- Bradshaw.B(2000),"Integrated Transport Policy",Ashgate, pp.129~154.
- Department for Transport (1991),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1991 Edition",p.3,p.38,p.114,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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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선 철도이설 솔안터널 관통

철도공단,‘06년 한국경영대상 수상
총체적 경영혁신성과 인정받아 윤리경영부문 대상
철도공단은 12월 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6년 대한민국전략경영컨퍼런스에서 '윤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전략경영컨퍼런스에서 총체적 경영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했으며 특히 윤리경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철도공단은 2004년 설립과 함께 14차에 걸친 전 임·직원 워크숍을 통해‘동북아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실현’
과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부패에서 벗어나 Clean Company 구현을 위해 4대 경영목표 중 하나를‘윤리경영의 정착’
으로 설
정하고, 실천적 윤리 프로그램으로‘청렴도향상종합대책’
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세부 실천프로그램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행동강령, 공

영동선 철도이설 솔안터널 굴착공사 관통식 개최
건설교통부는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17.7km 구간 이설공사 중 16.2km의 솔안 터널 굴착작업을
완료했으며 12월 7일 터널 관통식을 가졌다. 솔안터널은 국내 최장 터널로 지난 2001년 7월 착
공돼 5년 6개월만에 관통됐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감안해 개발에 따른 자연해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루프(LOOP)형 터널로 건설됐다. 387m의 해발고도를 극복해, 산골터널로 노후
화된 기존운행선과 스위치백 구간이 없어지게 돼 안전운행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지층변화가 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터널 굴착공사와 선진수평보링을 함께 실시했다. 굴착 지보
패턴에 반영해 터널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영동선 철도이설 사업은 동
백산~도계간 19.6km 구간을 폐선하고 17.7km의 단선 철도를 이설하는 사업이다.

익신고처리지침의 제정과 함께 임직원 윤리행동기준표, 임직원 윤리규범준수서약서, 협력사 윤리실천협약서로 이어지는 윤리규범체계를 정립
했다. 앞으로도 실천적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동북아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실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나
갈 계획이다.

제5회 신기술·신공법 발표회 개최
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KR기술연구소는 11월 29일 본사 14층 상황실에서 시공·설계사 등 철도
공단 협력업체의 임·직원, 철도공사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신기술·신공법 발
표회를 가졌다. 5회째 개최된 이번 발표회는 2006년부터 철도공단의 핵심 혁신영역인‘경영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윤리경영, 고객만족 경영’
을 위해 지난 3월 처음 시행했다. 그 동안 최신의 건
설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홍보 창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기술보유업체의 애로와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도했었다.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 최신 기술을 보유한 58개

호남고속철도,“계룡산 통과구간 환경·생태공동조사”본격 추진
호남고속철도사업단은 11월 27일 공단본사에서 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연대와「호남고속철도계

업체가 참여했으며, 매회 10개 이상의 업체가 발표했다. 앞으로도 철도 건설 기술력이 향상되고
발표 사례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발표 사례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이 행
사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룡산 통과구간 환경·생태공동조사단 운영 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5일 건설교
통부와 환경단체가 체결한「환경생태공동조사에 관한 기본협의」
의 후속으로 공동조사단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약정사항을 담았다. 철도공단과 환경단체가 각각 추천한 20명의 전문
가들이 1년 동안 호남고속철도건설 구간의 생태 환경을 조사연구·평가해 피해 방지대책을 수
립하게 된다. 조사 지역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노선을 따라 청원군 부용면 경부선철도 횡단지

연탄보다 뜨거운 사랑의 열기 배달
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는 12월 6일 원주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사랑의 연탄 100만장 보내
기 운동에 참가했다. 차가운 날씨를 녹일 만한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배달됐다. 전 직원이 한 달

점부터 공주시 계룡면 23번국도 횡단지점까지 약 26km구간. 조사 분야는 각종 동·식물상 등

동안 모은 검은 진주 사랑의 저금통 50개를 원주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탁하고, 11월에 이어

생태계와 환경·경관, 지질·토양, 수리 수문 등 10개 분야이다. 조사결과 제시된 보전방안과 대책 등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10여명씩 원주밥상공동체 무료급식

이밖에도 양측은 각각 4명씩의 운영위원을 선정해 공동조사단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행정지원과 정책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한다. 이번 협약 체결은 환

소에서 음식 조리와 급식 및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일회

경문제로 인한 갈등을 사전 협의하여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시도.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새만금방조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이

성 봉사활동이 아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랑나눔 활동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

환경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국책사업추진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 다할 것이라는 결심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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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고객센터 전화번호‘칙칙폭폭(7788)’
만 떠올리세요”

“KTX 패밀리카드로 갈아타세요”
철도공사, (구)철도회원 대상 가입비 할인행사 실시
철도공사는 KTX 패밀리카드 출시 2주년을 맞아 기존 철도회원을 대상으로 11월 20일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일번호 1544-7788을 사용했던 철도고객센터의 전국대표번
호가 12월 1일부터 이원화돼 전화번호 기억과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철도공사는 철도이용객
편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국대표번호 1588-7788번을 신규로 개통, 기존 1544-7788번과 함께
이원화된 번호로 철도승차권 예약·여행안내 등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대

~2007년 1월 2일까지 KTX패밀리 종신회원 가입비 할인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다수 기관의 대표번호가‘1544’또는‘1588’
국번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고객이 기존의 1544-

기간 동안 KTX 패밀리 종신회원으로 전환을 원하는 (구)철도회원은 회원 홈페이지

7788을 기억하기 혼란스럽고, 이 때문에 114 안내를 받는 불편이 있다는‘고객의소리’
를 반영해

(www.qubi.com)나 전국 주요역 회원 전용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KTX패밀리 카

지난해부터 기술·서비스 검토를 거치는 등 철도고객센터 전화번호 이원화를 추진했다. 1544와

드 발급비 5천원은 면제된다. 그리고 KTX 패밀리 회원 회비 2만원은 (구)철도회원 가

1588 구분 없이 칙칙폭폭, 7788만 생각하면 쉽게 연결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앞으로도 친절하

입시 납부했던 예약보관금이 회비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다. 다만, 향후

고 신속한 안내 뿐 아니라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KTX 패밀리회원을 탈퇴하더라도 이 회비는 회원관리 등에 사용되므로 반환되지 않는

한편, 철도고객센터는 지난 2001년 전국에 분산돼 있는 안내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다. KTX 패밀리 회원에게는 기존 철도회원이 받을 수 있었던 철도승차권 예약, 5% 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400여명의 상담원이 하루 평균 7만 고객에게 열차시간

원할인, 포인트 적립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서비스, SMS Ticket 서비스, e-Ticket 서비스, 회원전용 라운지 서비스, 갤러리아백화점 등

등을 안내하고, 승차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7,000여개 제휴가맹점 할인 서비스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기차타고 떠나는 향긋한 와인 체험
철도공사는 11월 30일 국산 와인‘샤또마니(Chateau Mani)’
를 생산하는 와인코리아(주)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날부터 이색 테마열차 와인트레인(Wine-train)을 운행을 시작했다.
와인트레인은 새마을호 객실을 포도나무 터널과 포도주 토굴 분위기가 느껴지는 인테리어로 리

“안녕하세요, 서울역 로봇도우미입니다”
11월 20일부터 서울역에서‘유비쿼터스-로봇’
이 열차출발 시간을 안내해 준다. 철도공사는
지난 6월 정통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추진하는 'URC 로봇 시범사업
‘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서
울역에서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로봇을 통해 열차 출발·도착시간 및 여행정보 안내 등을

모델링한 테마열차로 서울↔영동(주중 1회, 주말 1회), 부산↔영동(주말 1회) 사이를 주 3회 운행
한다. 와인트레인 내부에서는‘샤또마니’무료 시음회, 와인 아카데미,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
이 진행된다. 또한 영동에 도착하면 현재 국내 유일의 와인생산업체인 와인코리아를 방문해 와인
제조과정 견학, 와인 만들기 체험, 난계국악단 공연관람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돕는 ’
U-로봇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U-로봇은 서울역 맞이방에 모두 4대가 설치될
예정. 머리에 설치된 동작센서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동하면서 고객영접, 열차 운행 및 예약,
서울역 안내, 연계관광, 날씨 정보 등 12가지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며, 동요를 부르거나
체지방 측정, 운세정보 등 부가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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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타고 강원랜드로 떠나는 하이원 스키열차 운행

철도공사, 화물취급역 32개 정비…
“물류 경쟁력 제고”

12월 8일부터 기차를 타고 강원랜드에서 카지노와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스키까지 한 번에 즐

철도의 장점인 대량수송과 정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화물취급역 거점화 작업이 추진된다.

길 수 있게 된다. 철도공사는 (주)강원랜드와 스키열차 운행을 위한 최종협약을 지난달 25일

철도물류의 부흥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품목별로 선택과 집중이 절실

체결하고,‘하이원’강원랜드 스키장 개장에 맞춰 12월 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스키열차를 운

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일평균 0.3량, 연간 5천톤미만량으로 실적이 저조한 화물취급역 32

행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스키열차는 지난 9월 철도공사가 개발한 관광전용열차‘레이디버드’

곳을 오는 11월 15일자로 정비해 화물취급서비스를 중지했다. 화물역 거점화는 취급물량을 집

의 겨울철 버전인‘윈터버드’
. 스키전용열차로 운행구간은 서울역과 고한역 사이 편도 250km

중함으로써 단위당 원가를 낮추고 열차운행횟수를 늘려 서비스를 향상시키게 된다. 현재 철도

구간이고, 운행시간은 4시간. 고한역에서 강원랜드까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이동할

물류는 철도가 국가기간망인데다 국민경제와도 연계돼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원가구조를 가지고

수 있다. 또한 철도공사는 부산역을 출발, 구포역, 동대구역을 경유하는 일정도 마련해 겨울철

있다. 실제로, 2006년 11월 현재 화물취급역은 264개역으로 이중 55.7%인 147개역이 1일 3량

폭설이 잦아 쉽게 찾아가기 어려웠던 스키 애호가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겨울 여행을 즐길 수

미만을 취급, 열차운영 효율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철도공사 물류지원팀장은“철도의 장점인

있게 됐다.

대량수송과 장거리 수송에 맞게 영업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며“철도수송 거점화가
교통수단간 역할정립으로 이어져 거점 간 수송은 철도, 문전수송은 자동차가 담당하는 체계로
재편되면서 국가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KTX 제주도까지 연결, 선상크루즈 체험”
2007년 1월부터 KTX-여객선 연계이용권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왕복 6만원대의 저렴
한 비용으로 여행이 가능해진다. 철도공사는 씨월드고속훼리(주)와 연계수송협약을 체결, KTX

청주, 오창산단 및 대전 3,4공단 신규화물 철도운송 확대

와 여객선 연계 이용시 운임의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연계이용권을 내년 1월 중순

철도공사는 중부권 철도물류거점인 경부선 매포역 구내에 1300평 규모의 철도컨테이너 야드를

부터 전국 철도역에서 발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계이용권을 이용하면 개인은 30%, 단체는

조성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중부권 청주 및 오창 산업단지, 대전

최대 50%까지 KTX와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산-제주 간 편도 운임은

3·4공단 신규 수출입화물의 철도운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중부권 철도컨테

개인 약 4만5000원, 단체(최대) 약 3만2천원으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현재 항공운임의 절반가

이너 취급시설은 규모가 작고 확장이 어려워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규화물의 철도운송이

격으로 제주 여행이 가능해 진다.

곤란한 실정이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중부권 수출입화물의 철도운송이 한결 편리해 질 것”
이
라며, 이밖에도“철도수송 분담율 향상 및 도로 교통혼잡 해소 등 국가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하
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포역 철도컨테이너야드(CY) 조성사업은 철도공사가 중부권 수

철도공사 TV캠페인 "당신을 보내세요" 대한민국광고대상 우수상

출입화물의 철도운송 편의를 위해 총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지난 4월 착공, 10월 완공했다.

철도공사가 금년부터 야심차게 전개해 온‘당신을 보내세요’TV 캠페인이 11월 8일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에서 TV부문‘우수상’
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많은 공기업들이 TV 캠페
인을 방영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한 것은 철도공사가 처음이다.
올해 20돌을 맞은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한국광고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며 국내 광고계에서 가
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광고대상에는 지난 9월부터 철도공사 포함 모두 1천여 편의
TV 및 인쇄, 온라인, 옥외 광고작품들이 출품됐으며, 그 중 48편만이 본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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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인공어초’시연회 개최

12월부터 수도권전철 이용 시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 범위가 3명으로

철도공사는 (주)해중과 공동으로 12월 5일 친환경‘철도차량 인공어초’시연회를 어초제작장에

확대된다. 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어촌계, 인공어초 시설기업 등 관

1일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철도공사 사내벤처팀과 인공어초 전문기업 (주)해중이 공동으로 개발

확대했다. 동반유아 무임확대가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수월한 대중교통 이용을

한 철도차량 인공어초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시험어초로 승인받았다. 철도차량 인공어

도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는 폐철도 차량을 활용한 구조물에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장재를 완
전히 제거한 후, 황토와 굴패각 등을 이용한 바이오 세라믹판을 결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환경친화적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청각장애인 가정에 희망의 빛을..
대구지사 동대구정보통신사업소는 10월 21일 2급 청각장애를 안고 노부모를 부양 중인 채 모
씨(68세, 대구시 신용동)집을 방문, 옥내 전기배선 수리를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대

사회봉사단, 자매마을 노인회관 리모델링 지원

구지사 동대구정보통신사업소 봉사팀 5명이 참가하여 겨울철을 맞아 화재 위험성이 있는 노후

철도공사는 12월 4일‘1사1촌’자매마을인 충남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에서 철도공사 임직원

한 전기배선 및 전등을 교체하고, 간단한 집 내부 수리와 주변 환경정리도 함께 실시했다. 동대

20여명과 마을이장 이정길씨 등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노인회관 리모델링 준공식’
을

구정보통신사업소 자원봉사팀은 매달 대구 동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추천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가졌다. 보광리 주민의 공동 생활공간 마련을 위해 공사 기술인력과 임직원의 성금으로 낡고

있다.

오래된 마을 노인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기로 결정, 지난 10월말부터 건물 내·외부 새
단장 공사를 시작해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단장해
마을에 기증했다.

철도공사-삼성화재‘6시그마 경영’전략적 제휴
지난 5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6시그마경영’분야에서 손을 맞잡은 철도공사와 삼성화재
해상보험(주)(이하 삼성화재)가 공동 개선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수도권북부지사, 한탄강 수중정화 활동

철도공사와 삼성화재는 6일‘철도 여객사고와 종사원 직무사고방지에 관한 공동 개선과제’수

철도공사 수도권북부지사는 10월 17일 경원선 인근 한탄강 유원지내 수중 정화 활동 및 주변

행을 완료하고 실행·관리를 착수했다.‘6시그마 경영’
을 공공부문과 민간분야에서 가장 성공

청소를 시행했다. 이날 작업은 전문 스킨스쿠버 자격을 소지한 수도권북부지사 직원들이 깊은

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양사는 지난 5월부터‘6시그마 경영 상생협력 관계’
를

물속 교각에 대한 안전점검과 아울러 수중에 방치돼 있는 각종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그 주변일

맺고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철도여객과 종사원의 사고감소 방안’
을 함께 연구했다. 그 결

대도 깨끗이 청소했다. 이날 수거된 오물은 장마에 떠내려 온 폐가전, 고사목, 폐타이어 및 각

과 여객사고 예방설비 보강, 노약자 보호, 사고처리업무 단축, 열차연결작업 개선, 선로변 및

종 휴가철 쓰레기 등 약 1톤에 이르렀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정용학 시설팀장은“오늘 시행

신규직원 작업요령 등 사고 감소방안을 도출했으며, 이들 개선과제를 이달부터 실행에 옮겨 본

한 수중정화 활동으로 맑고 깨끗한 한탄강을 만드는데 일조 할 수 있어서 기쁘다”
고 말했다.

격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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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와‘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협력 협약’체결

제13회‘Asia Rail 2006’
참가
철도연 채남희 원장이 11월 13~17일 홍콩에서 열린 제13회‘AsiaRail 2006’국제회의에서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의 현황과 미래’
에 대해 발표했다. 채 원장은 한국의 고속철도 현황과

12월 15일 철도연 채남희 원장은 강원도 속초시 채용생시장과 속

함께 2단계 한국고속철도건설계획, 한국형 고속열차의 국·내외 실용화 계획 등을 소개했다.

초시청 상황실에서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 협력 협약'을 체결

이번 국제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철도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고속철도기술을 소

했다. 앞으로 철도연은 속초시의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개, 해외 진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문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설악동의 경량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술적인 절차에 상호 협력하
고 제반 행정지원 및 관련 제도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협력을 확
대할 계획이다.

2006 철도정책 및 수송체계 워크숍
철도연 철도정책물류연구본부는 12월 12~13일 양 일간‘2006 철도정책 및 수송체계 워크
숍’
을 용인한화콘도에서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김종환 박사의‘국가지속가능 발전전
략 및 이행계획’
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내·외부 전문가 발표가 이어져, 우리나라 철도정책
및 철도수송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었다.
철도물류연구본부의 2단계 기본사업 진행방향을 설명하고,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철도사업평
가 및 최근 사업동향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향후 연구수행에 참고하기 위해 열렸다.

화재방재연구원과 기술협력협약 체결
철도연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과 11월 2일 기술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내용은 시험 및 인증분야 기술의 상호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 인력의 교류, 연구ㆍ
기술정보 자료의 상호 이용 협력, 양 기관의 보유기자재 및 시설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
상호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모달 트램 배터리 관련 국내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바이모달 차량의 배터리 관련 국내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12월 7일 철도연에서 열렸다. 건교부의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신에너지 바이모달 저상굴절차량 개발’과제와 관련
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차전지연구센터 조병원 박사가“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의 국내외 기술수준 및 개발동향”
을 (주)코캄 기술연구소의 고성태 소장이“하이브
리드 자동차 추진장치 용 리튬폴리머배터리 기술”
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 자동차용 2차전지의
발전방향과 시장에서의 Li-Polymer 2차전지의 위치 및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배터리의 안
전성, 내구성, 각종 기준 테스트와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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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투자 평가체계 개선방향 워크숍

RAMS 위탁 교육 실시

철도연은 11월 2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철도시설투자 평가체계 개선 방향’주제로 철도

우리 연구원은 10월 16~20일까지 5일간 서울메트로의 철도신호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철도신

정책 워크샵을 개최했다. 철도투자평가 프로세스와 비용/편익 산정 방법론에 관련된 총 10개의

호 RAMS기술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철도신호 RAMS 기술교육은 철도의 열차간격제어 및 진로

소주제발표와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제어를 수행하는 신호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 이

의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샵은 철도부문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번 교육에서는 RAMS 활동의 궤적 수행절차들이 갖는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교통계획 및 철도투자평가 체계의 개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를 통한 정부에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연구 성과의 확산을 강화하고 보유기술의 보급 확대차원에서 위탁 기술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
화하기위해 우리 연구원은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이번 RAMS 위탁
교육은 의뢰기관의 교육비를 환급해 주어 전문교육 기관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됐다.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중간성과 발표회
10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의 중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
최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철도화재 및 차량 충돌과 탈선 사고 방지 기술개발’
에 관한 주제

제6회 한ㆍ영 세미나 개최
철도연은 10월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주한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대도시권 도시철도 사업개

발표를 통해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의 연구내용에 대한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발의 경험과 교훈’
이라는 주제로 영국의 철도사업 전문가와 국제 도시철도운영기관 및 산ㆍ학ㆍ

향후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와 운영기관 및 산ㆍ학ㆍ연 등

연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연구성과 발표 및 성과물을 전시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세미나는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은 위험도 기반의 선진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국가적

고 대도시권 확산에 따른 도시철도 노선연장과 확충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선통과방식 및 역

목표를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과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지원 하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총

사신설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론했다. 영국의 로이드사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서울시정개발연

괄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철도안전체계구축과 중대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

구원과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의 운영현황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걸쳐 총 15개 연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7년으로 현재 3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로이드 선급협회 회장일행 방문
로이드 선급협회 David G. Moorhouse 회장일행이 12월 1일 철도연을 방문했다. 철도연과 영국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관 워크샵 및 공청회
10월 24~25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관 워크샵 및 공청회를 개최했
다. 도시철도 표준화기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해 철도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화기
준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도시철도 기술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

로이드 선급협회는 2003년도부터 철도안전 분야, 철도시스템 개발에 관한 기술 협력 협정을 맺
고 한국형고속열차에 이어 현재 틸팅열차에 대한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철도연 채남희 원장은 로이드 선급협회와의 협정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로이드 선급협회와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색하고 도시철도 기술 분야의 중ㆍ장기적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공청회 외에도 도시철도차량, 신호 등 9개 분과 별로 기술토의 시간을 가졌
으며 도시철도 표준화사업 및 경량전철사업 연구성과에 대한 전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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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틸팅사업 성과발표회
일시 2007년 1월 16일

국제철도아카데미, KIRA 3기 수료식
11월 2일 국제적인 철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철도아카데미, KIRA
3기의 수료식이 열렸다. KIRA 3기는 지난 6월 20일~10월 12일까지 17주 75시간동안 21(외부1
명 포함)명이 등록, Japanese Railway Technology Today를 교재로 한ㆍ일간의 철도 기술비

장소 로템 창원공장
내용 5차년도 틸팅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 및 차량제작 운영기관
품평회 개최

교와 철도공학에 대한 연구, 영어회화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3기 수료생 13명과 1,2기 보
충수강자 등 총 21명의 수료자가가 수료증을 받았다.

철도포럼

혁신리더를 향한 도전!‘2006 KRRI 혁신경진대회’열려
철도연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혁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2006 KRRI 혁신 경진대회’
를 개최했

일시 2007년 1월 25일 07:30
장소 인터컨티넨탈 호텔

다. 업무 효율과 연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가 42건 제안됐으며, 이 중
10건이 우수혁신사례로 선정됐다.
특히‘우수 연구성과 도출 및 실용화 등의 기술혁신’
과‘업무회의 시스템의 100% 전산화’등의

베트남 나짱~호치민간 철도 복선화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제안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원내외 포상의 부상으로 지급되는 품목 개선안’
,‘각대봉투의 사용

일시 2007년 1월 29일

량 절감 및 재활용 방안’
,‘동료애 향상을 위한 동료의 수호천사 되기’등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제도개선까지 매우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가 모였다.

장소 베트남 철도국

제안된 아이디어는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서 좋은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 이번 수상자들은‘혁신리더’
로 선정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혁신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하
게 된다.

국제 세미나 개최
일시 2007년 1월 31일
장소 철도연 대회의실

UNESCAP 국제 교통ㆍ물류 박람회 참가
해외 교통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철도 신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11월 7~11일까지 부산 BEXCO에
서 열린 UNESCAP 국제 교통ㆍ물류 박람회에 참가했다. 한국형 고속열차와 틸팅열차, 바이모달
등 개발차량 모형 및 시뮬레이 터 전시를 통해 미래 첨단 교통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철도 신
기술을 홍보했다. 부스를 찾은 해외의 교통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형 고속열차에 특히 많은 관심
을 보였다.
국제 교통ㆍ물류 박람회와 함께 UNESCAP 교통장관회의와 국제 교통ㆍ물류 비즈니스포럼, 아
시아횡단철도(TAR) 정부간협정 조인식이 열려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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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Wimmer교수(비엔나공대)
내용 철도차량 전과정평가시스템(LCA) 적용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