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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 the years, the Social Republic of Vietnam has demonstrated its high annual 
growth rate over 8%. In order to secure it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ts has also 
demonstrated its sharp concerns on building up core infrastructures by luring foreign 
investments on a large scale, which would underpin the nation's economic propulsion. 
Among others, transport infrastructures and networks centering on railway systems are 
obviously seen as the most urgent to be built to continue its growth.

  Seoul Metro recently took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Vietnam to launch railway 
business by executing its export project of 6 units of metro cars to Hanoi as on July 
10, 2008. Those 6 cars are scheduled to be put on the tracks linking Yen Bian, Hanoi 
with Ha Long, for demonstrative running, around October, 2008, carrying tourists on 
that 163kms of the National Railway line serving the region. A successful running on 
the track will duly entail further export of additional 54 units of Seoul Metro cars to 
Vietnam.

  In this thesis, description will be noted on the reuse and economic value of the Seoul 
Metro's de-commissioned metro cars, reflecting on the current urban railway law at 
home regulating the service life of rolling stocks domestically. This thesis will also 
study the points at issue, and the recommendable future orientation of the Vietnam 
railway business project.
--------------------------------------------------------------------------

1.  서  론

  베트남 경제는 3년 연속으로 매년 8% 이상의 비교적 높은 고성장율을 보이고 있

다. 최근 10년 이래 최고의 성장률(8.5%)을 기록함은 물론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

어 2위의 경제성장율로 평가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요 emerging market으로서의 위

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베트남이 고성장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

트남 정부차원의 인프라 건설, 인적자원 양성, 행정개혁, 부패척결 노력이 베트남

의 기업 활동 환경을 얼마나 개선시키느냐가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 7월 베트남에 중고 전동차 6량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

루었다. 이 전동차는 베트남 현지에서 객차로 수선 후 2008년 11월경 하노이~하롱 간 

국철 구간에 시범 투입되어 여객을 수송하는 관광열차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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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국내 도시철도법에 의해 승객 수송 후 사용내구연한 경과로 교체

되는 중고전동차를 활용한 경제적 활용 가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서울메트로의 베트

남 철도사업 프로젝트 추진과정 및 향후 발전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추진배경

  서울메트로는 국내.외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 진출 등 사업다각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오던 중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동남아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세계로부터 주목받

고 있는 인구 9,200만명의 나라이며, 향후 산업발전에 따른 급격한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

비하여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주요 거점에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베트남에 중고전동차 수출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도시철도 차량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후 25년이 경과된 전동차에 대

해서는 법적으로 운행할 수 없어 매각 후 고철이나 유흥지의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자

원낭비가 심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전동차 내구연한에 관한 특별한 법적인 제

약조건이 없어 대부분 안전진단 및 대수선 등 개보수를 함으로서 그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보유 전동차 중 사용 내구연한 도래로 향후 2015년 까지 약 712량의 전동

차 교체물량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2007년 5월 서울메트는 내부적으로 T/F Team를 

구성하고,  외부적으로 국내의 (주)동림컨설턴트와 함께 베트남에 전동차 운행이 가능한지

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여 같은 해 6월 전동차 수출 추진 기

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후 2008년 3월 베트남  국영철도합자회사(TRICC-JSC)와 전동차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을 체결하고 국내협력업체인 (주)동림컨설턴트와 전동차 6량 수출협

약을 체결함으로써 2008.7월 10일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역사적인 베트남

에 중고 전동차 6량을 수출하게 되었다.

<표1. 서울메트로 경영여건>

  한편,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건설초기 건설비 차입부채 과다

와 시민의 부담을 고려한 원가

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으

로 매년 경영적자가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법과 정책

에 의한 비용증가(안전 및 환경

기준 강화, 무임수송 등)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영여건 하에서 서울메트로의 운수수입만으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기본적인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투자비 조달은 물론 고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메트로는 공공성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성 강화

를 위하여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경영의 역점을 두고 있다

  <표2. 전동차 교체물량(’09～’15년)>

구  분 총  계
1호선

(저항차)

2호선 3호선

(GEC)소계 저항차 MELCO GEC

09년 150 - 66 - - 66 84

10년 228 - 14 - - 14 214

11년 54 - 54 - 54 - -

14년 142 64 78 - 78 - -

15년 138 - 67 - 67 - 71

총 계 712 64 279 199 80 369



  <표3. 해외 전동차 내구연한 현황>

국 가 내구연한 적용기한 및 사례

일본 제한없음

 • 법적 사용제한 없음 ☞ 정비방법, 경제성 우선고려

 • 철도사업자가 폐차를 결정

 • JR ☞ 연강재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30년전,후 사용

미국 제한없음
 • 대다수차량 18~28년 사용후 보수하여 재사용

 • 25년 이상 사용차량 대보수 실시 후 연장운행

프랑스 제한없음
 • 프랑스철도(SNCF)에서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설정

   하고 내구연한 도래 시 대수선하여 15년간 내구연한 연장사용

중국 제한없음
 • 내구연한관련 기준 법령없음

 • 차종별 내구연한은 정하지 않고 폐차절차만 규정

핀란드 제한없음
 • 회계연수가 25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자산가치가 상실되나

   차량상태에 따라 연장사용

영국 제한없음
 • 내구연한은 30년으로 제정, 이 기간을 초과하면 기관차 및 화차

   의 경우 내용연한을 경과하여 사용하고 있음

벨기에 제한없음
 • 내구연한은 30년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도

   사용되고 있음

2.2  베트남 현황

2.2.1  경제현황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행정구역상 59개의 성과 5개 직할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

구는 약 8,440만명으로 그 면적(331,689㎢)은 대한민국의 약3.3배로 북쪽으로는 행정수도

인 하노이와 남쪽으로는 경제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호치민시가 있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 상반기에 6.5%를 기록하여 아시아에서 중국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산업분야의 생산은 17.1% (2007년기준)증가한 35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물가상승은 2007년기준 12.63%를 기록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을 휠씬 상

회하는 18.44%의 보여주고 있으며. 대외채무는 2007년 기준 218억달러로 전체 외환보유고

(8.5%)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1.6%)로 따지면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환율부분은 2008년 5월 베트남 경제위기설이 불거진 이후 1달러당16,200동 수준이었던 

환율이 19,500동까지 급상승하였으나 최근외국인투자 확대(08년기준 총478건, 309.4억달

러)와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16,450동 수준으로 다시안정을 찾고 있다. 대외교육규모는 

2007년 기준 수입608.3억 달러, 수출 483.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베 교역규모는 

2008년 최초 100억달러 돌파를 전망하고 있다. 

2.2.2  철도현황

  베트남은 장기간에 걸친 독립·통일 전쟁을 치르면서 철도망이 심하게 파괴되었으며, 이

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재정능력의 부족으로 완전한 복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베트남 철도망은 7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궤(1천mm), 표준궤(1천

435mm), 이중궤(1천435mm+1천mm)9% 등 3가지 궤간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 노선길이는 약 3

천142km이며 이 중 본선길이는 약 2천642km이고 측선 길이는 약 500km이다. 본선은 협궤구

간 84%(약 2천261.06km) , 표준궤 7%(188.988km), 이중궤 9%(219.66km)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철도망에는 1천777개의 다리와 39개의 터널이 있고 최소곡선반경은 100m이다. 대부분

의 노선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신호·통신 등 오늘날의 기술표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약 2천600km에 이르는 주요 본선망은 메콩강 유역을 제외한 베트남의 주요 인구, 문화, 

농·공업 요지를 연결하고 있다. 베트남철도의 주요 노선으로 Hanoi-Ho Chi Minh City 노선

(평균주행속도 60㎞/h, 노후구간 40㎞/h), Hanoi-Hai Phong 노선, Hanoi-Lao Cai 노선, 

Hanoi-Dong Dang 노선, Hanoi-Trieu 노선 등이 운영되고 있고 이중 2개의 노선이 중국철도

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서부노선으로 베트남 Lao Cai 역에서 중국 Kuming과 연결되어 

있고, 북부노선은 베트남 Dong Dang 역에서 베이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1. 베트남 교통인프라 분담현황>

  2007년 베트남 교통수단 분담율은 

도로가 여객85%, 화물 69%로 대부분

을 차지하는데 반해 철도는 각각

1%,3%를 담당하고 있어 “2020 철도

현 대 화 건 설 추 진 계 획 ” 목 표 치 의 

20~30%의 분담율을 달성하기위해서는 

국가기간 인프라중 철도교통을 중심

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현대화된 

철도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4. 베트남 간선철도 현황>

 

번호 노 선 구 분 궤간(MM) 연장(㎞)

1   HANOI ~ HO CHI MINH CITY 궤(1000) 1,726

2   HANOI ~ HAI PHONG 궤(1000) 102

3   HANOI ~ LAO CAI 궤(1000) 296

4   HANOI ~ DONG DANG 혼궤(1000 & 1435) 162

5   HANOI ~ QUAN TRIEU 혼궤(1000 & 1435) 75

6   LUUXA ~ KEP ~ UONG ~ HALONG 표 궤(1435) 163

계 6개 노선 2,524

2.2.3  베트남 2020철도 현대화 건설추진 계획

  1996년5월20일, 당시 베트남총리는 ‘No. 42/TB’계획을 통해 2000, 2010, 2020년을 향

한 베트남철도공사의 발전전략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1월7일 베트남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베트남철도·통신·운송부문에 대한 종합발전계획(The Master Plan on the 

Development of Vietnam Railway till 2020)을 승인했다.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앞으

로 철도는 톤-킬로 단위기준으로 베트남전체 수송량의 25~30%, 킬로 단위기준으로 여객수

송의 20~25%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0년에 Hanoi-Vinh, Saigon-Nha Trang 노

선간 복선 전철화 작업을 마무리짓고, 현대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철도를 건

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는 남북간선을 주축으로 하는 고속철도용 

복선(1천435mm)을 건설해 하노이와 호치민간 여행시간을 10시간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하노이~호치민간 노선은 향후 국제철도망과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발전계획

에는 또한 하노이와 호치민시 역내에 순환철도망을 건설해, 완벽한 동시운행의 도심교통망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표5. 베트남 하노이 및 호치민 도시철도 건설계획>

구 분 노   선   구   간 비   고

하

노

이

1호선   NGOC HOI ~ HANOI STATION ~ YEN VIEN
 ․복선 25km, 혼합궤도

 ․고가  지하, 10억 달러

2호선   HANOI STATION ~ HA DONG
 ․복선 13km, 표 궤도

 ․고가구간 13km, 3.3억 달러

3호선   HANOI STATION  ~ NHON
 ․복선 13km, 표 궤도

 ․고가  지하, 4.5억 달러

4호선   HANOI ~ NOI BAI  ․총 길이 22km

5호선   GIAP BAT ~ THANG LONG SOUTH  ․총 길이 19km

6호선   DAEWOO  HOTEL ~ HOA LAC  ․총 길이 32km

7호선   BUOI ~ DONG ANH ~ SOC SON  ․총 길이 24km

8호선   KIM NO(DONG ANH) ~ CO BI(GIA LAM)  ․총 길이 26km

호

치

민

1호선   BEN THANH ~ SUOI TIEN
 ․복선 18km, 1,325MM

 ․고가  지하, 7억 달러

2호선   AN SUONG ~ BEN THANH ~ THU THIEM  ․총 길이 19km , 10억 달러

3호선   NR 13 ~ EASTERN BUS STATION ~ TAN KIEN  ․총 길이 23km, 13억 달러

4호선   BEN CAT BRIDGE ~ NGUYEN VAN LINH  ․총 길이 24km, 13억 달러

5호선   SAI GON BRIDGE ~ CAN GIUOC BUS STATION  ․총 길이 17km, 8억 달러

6호선   BA QUEOT T ~ JUNCTION ~ PHU LAM  ․총 길이 6km, 3억 달러

2.3  전동차 베트남 수출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방안

  중고전동차 베트남 수출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구상하여 추진계획 중이다. 이번 중고전

동차 수출은 1단계로 베트남 하노이(Yen Vien)~ Kep ~ 하롱 간 노선에 전동차를 현지에서 

객차용도로 개조 후 시범 투입하여 1일 2회(편도 3.5시간) 운행하는 것이다.

2단계는 1단계 사업의 결과에 따라 기존 철도노선을 복선화, 표준궤도, 노후선로 개량화 

등 전철화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전동차 수출 및 유지보수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순차적

으로 차량을 추가 수출할 방안이며, 3단계사업은“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 건설 및 운영사업 참여”을 목표로 베트남 철도현대화 계획 2020년에 포함된 도

시철도 14개노선(하노이 8개노선, 호치민 6개노선 약280km)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구상 중이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5월 베트남 VNRA(교통부 철도국)과 하노이 도시철도 신설 구간인 5호

선(Hanoi Lang ~ Hoa Lac 33.5Km)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008.5.9 MOU체결)  (하노이 전철 건설계획)    (5호선 노선)           (양해각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베트남 측이 서울메트로에 하노이시 

5호선 건설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BTO방식의 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요청하는 것으로, 

김상돈 사장 및 기술본부장의 베트남 방문을 통해 성사되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지하철 건설 및 운영분야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해 경

영개선과 서울메트로 위상 제고는 물론, 전동차 유지보수 기술 및 설비 수출, 각종 민자사

업 참여 및 국내 전동차 부품업체등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전·후방 연쇄효과를 

유발하여,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   사업추진경과

2.4.1  수출차량 선정 및 가격산정

  이번에 수출차량 선정 대상은 법적 사용 내구연한 25년 경과로 2008년 3월 매각 처리된 

2호선 전동차 48량 중 부수차량(T car/1986년 도입 22년 경과) 6량을 선정하였다. 차량 선

정 기준은 차량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행장치 및 차륜상태 등 비교적 차량 상태가 

양호한 차량을 선별하여 주요 장치 및 부품 등에 대한 정비작업과 차체 전면 도장작업을 

시행하고 전동차 기능 및 성능 시험을 거쳐 이상이 없는 차량으로 하였다.

  중고 전동차 6량의 매각금액 산정은 신형 전동차 도입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1.5억원으

로 총 9억으로 책정하여 베트남 현지 업무 수행업체인 (주)동림컨설턴트와 협약에 의한 계

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순 수익은 1량당 4,500만원으로 2.7억의 수익이 발생 

했다. 이는 베트남 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의 전초기반을 조성하고 트레일러(객

차용) 차량으로 객차용도로서의 차량설계․개조비, 운송비, 기타비용 등 초기투자 시범사업

임을 감안하여 수출 제반비용 및 시험운행을 상계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 동 프로젝트의 지속적 확대와 전철화 사업의 연계성을 대비하여 금번 수출비

용에 대해서는 향후 베트남에 현지 자회사 및 법인설립시 출자 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정서를 체결 했다. 초기 베트남에 제공할 전동차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무상제공

을 검토 하였으나 공사 물품관리규정 제49조 유상관리전환, 제53조 불용품의 양여와 관련

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무상제공의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해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2.4.2  차량정비

  차량정비를 위해 자체에서 시행하는 방안과 외부 정비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외주 정

비를 시행 할 경우 주요 부품에 대한 사급조건의 문제점과 견적비용이 2.5억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수익성 저하 및 안전성 검증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수출하는 중고 전동차 6량의 주요장치 차량정비는 필요한 시설 및 숙련된 

정비인력, 노하우, 정비비용, 기간 등과 차량운송 연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할 때 

서울메트로에서 자체 정비하는 방안이 수익성, 안전성 등 모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

으로 검토 되었다.  

  중고 전동차정비는 배속 차량기지인 신정차량사업소 정비공장에서‘08.4.4 ~4.18(재창일

수 10일)기간 동안 전동차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복원하는 중수선 정비 수준으로 하였고 

이는  최소 4년간의 안전 운행이 보장되도록 특별검사를 시행하였다. 주요 정비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6. 주요 정비항목>

구  분 주 요 정 비 사 항 비 고

차  체

￭ 차체외판 전면도장 및 냉방기 정비/외주용역시행

￭ 등구류 신품교환, 객실손잡이 및 방송장치 정비

￭ 대청소(‘08. 4.19)

-

-

검수팀 

대  차
￭ 차륜 신품교환 3량(2325, 2225, 2322)

￭ 디스크브레이크 및 라이닝, 굥기스프링 일부 신품교환
-

기  타

￭ 방향전환 2량(2233, 2328)

￭ 입, 출창 관리 및 군자기지 회송 등 분리․조성작업

￭ 대차틀 상호교환(2328 ⇔ 2222)

검수팀

- “ -

-

구내시운전

￭ 차륜 및 각부 이음상태 : 양호

￭ 냉방기, 송풍기, 환풍기, 출입문, 방송장치 등 성능검사 : 양호

￭ 제동시험 및 에어누기상태 : 이상 없음

-



<그림3. 차량정비 모습>

     

  (차량 분리)             (대차 정비)         (차체 및 실내)       (차체 전면 도장)

 <그림4. 차량정비 후 모습>

    

 (차체 정비, 도장)        (대차 정비)        (차체 및 실내)     (기능 및 성능 검사)

2.4.3  베트남 운송 및 선적

  신정차량사업소에서 정비를 완료한 수출용 중고 전동차는 인천항으로 반출을 위해 국철

구간과 연계된 군자차량사업소로 옮겨졌으며, 군자차량사업소로의 운송은 2호선 본선운행

의 지장이 없도록 영업운전이 종료된 야간을 이용하여 이틀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군자기

지에서 인천항으로 전동차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국내 철도법에 따라 기관차와 전동차간 제

동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한편, 수출용 전동차는 동력이 없는 부수차인 관계로 기관차

의 공기제동 신호를 수출용 전동차량으로 전달하는 특별한 장치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군

자기지에서는 특별히 제작된 장치를 이용하여 기관차의 공기제동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후 수출용 전동차량의 제동시스템과 연계하고, 제동시스템의 동작을 위한 특별한 외

부전원을 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군자기지에서의 제동시스템을 확보한 수출용 전동차는 1호선 전동차 영업운행이 종료된 야간

을 이용하여 우선 서울메트로 1호선 전동차와 합병 후 서울역으로 이송하였고, 서울역에서는 

한국철도공사 기관차와의 합병 및 제동시스템 구축작업을 시행한 후 인천항으로 이송하였다.

  국철구간에서의 이송은 우선 국철경인선을 이용하여 인천항 대기 장소로 운송 후 인천항 

전용기관차와 재합병되어 인천항 제3부두 선적장에 유치하였다.

  수출용 전동차는 중량과 무게 중심 안전문제로 야적장에서 크레인으로 화물선에 옮기는 

선적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전동차를 해체하여 화물선내에서 재조립할 경우 정밀

성이 요구되는 전동차의 특성상 향후 전동차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하중 33톤의 

전동차를 조립체로 선적하려면 차량하중에 맞는 대형 크레인과 세밀한 선적기술이 필요하

였다. 따라서 운송업체에 특별히 요구하여 중량 600톤의 대형크레인을 수배하고 전동차를 

외관 손상 없이 견인할 수 있는 특수 로프와 스프레다(지그)를 특별 제작하였으며, 선적기

술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안전사고 없이 선적이 이루어 졌다.

<그림5. 운송작업 및 선적 행사>

      

     ( 선적 )          (선박 하역)            ( 차량 고정)         (선적 행사)



  2008.7.10 인천항 제3부두에서 열린 전동차 수출 선적행사는 서울시 관계자, 주한 베트

남 대사관 관계자, 베트남 교민, 철도학회 등 관계기관 및 방송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이주여성들은 대한민국에서 먼

저 경험한 선진교통문화를 고향의 가족들에게 선사하는 기쁨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림6. 운송경로>

<표7. 선적 및 운송작업 진행단계>

구   분 주요 작업내용∙ 

인천항/연안부두 ∙ 2호선 차량기지  ~  인천항/연안부두 반입

상차
∙ Rolling 및 Pitching을 감안하여 Lashing 수행

∙ 소요시간 : 4시간 / 대기

운송/본선 ∙ 인천항/연안부두250 Ton 크레인 상차~ 본선 운송

본선 선적 ∙ 500Ton 크레인 하역/선적/언라이싱   (결박)

해상운송 ∙ 8000톤급 화물 운송선

베트남 본선하역 ∙ 500Ton 크레인 하역/선적/언라이싱 (해체)

베트남 운송 ∙ 베트남 내륙 운송

베트남 하역 ∙ 베트남 전동차 인입선 하역

2.5  시범노선구간 운행계획

2.5.1  베트남 철도운영 관리체계

   2003년 3월 철도운영과 국가관리 활동을 분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베트남철도 구조개

혁안이 승인되어 베트남 철도청이 철도공사(Vietnam Railways Corporation)로 재조직되었

다. 그리고 베트남 교통부 산하 철도국(Vietnam Railway Administration)이 설립되어 철도 

정책 개발 및 법률문제 등 철도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철도공사(Vietnam Railways 

Corporation)는 여객·화물영업 및 철도 인프라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철도 구조개혁 이

후 베트남 철도는 국가 성장에 기여하면서 지역철도와 통합운영을 달성하였고 또 교통부분

에서 시장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철도재건 및 현대화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

  베트남 철도공사는 법인 성격을 지닌 국가소유기업체로 철도영업 및 철도인프라의 관리·

이용·유지업무를 수행하며, 법에 규정된 바에 의거 민사상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베트남

철도는 2003년 구조개혁 당시 한 개의 화물회사와 두 개의 여객회사를 구성하게 되었고, 

각각의 회사는 자체 영업구조를 갖고 있다. 



 2.5.2  하노이 엔벤 ~ 하롱간 현재 열차운행 상태

  하노이 엔벤 ~ 하롱 간 열차 운행은 현재 베트남 철도회사에서 1대의 열차(승객과 화물

복합연결)를 밤.낮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 열차는 6량의 승객용 객차와 4량의 화차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열차는 새벽 5시 엔벤을 출발, 낮12시 하롱 도착, 반대방향으로 낮 2시 

하롱 출발, 밤 9시경 엔벤역에 도착하는 운행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운행 시간이 7시간 

정도로 길고 탑승 시 불편한 출발장소(엔벤)로 인해 승객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한편, 위 노선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표준궤간을 사용하고 있고, 하롱베이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열차운

행은 1회/day 운행(하노이~하롱베이 차량이용시 소용시간: 평일 약4.5시간, 주말 및 휴일 

약8시간 소요)하는 열차로는 관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5.3  시범노선구간 차량 운행계획 

  사업 초기에는 7량(기관차1, 객차6)으로 구성된 1편성 열차로 운행을 한다. 총 운행거리

는 하노이~ 하롱구간 163km이며 소요시간은 편도 3.5시간을 예상하고 있다. 이 열차는 주

목적이 관광객 수송이므로 운행속도는 기존의 시설들에 맞춰 베트남 철도회사와 협의(동

의)하에 진행될 것이다. 

정차역의 수는 사업초기에 2개의 터미널 역을 제외한 5개로 역으로 정하였으며 이 역들은 

구간내 다른 역들보다 상당히 붐비는 역(Gia Lam역/Bac Ninh역/Bac Giang역/Kep  역/Chi 

Linh역/Mao Khe역/Ha Long역)들로 선정하였다. 추후 정차할 역은 총 22개역이다.

 향후 동 노선 기반시설이 개량 될 시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운행역수도 증가할 것이

다. 동 노선은 베트남 현지 독립법인인 동림 철도운송주식회사에서 베트남 철도공사의 승

인을 받고 베트남 철도 운송규정에 의거 운행열차의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할 것

이다.

   <그림7. HaNoi ~ Kep ~ Ha Long 시범노선 163km 구간>

            ○ 운행방안 : 여객운송  열차(1회/day 운행)

               - 운행시간 : 편도 3.5시간 소요 상

               - 차량편성 : 7량 1편성(기 차 1, 객차 6)



 <표8. HaNoi~Ha Long구간 예상 승객수송량>                        (단위:천명/년)

노선
2010 2015 2020

평균 최 평균 최 평균 최

Ha Noi ~ Lao Cai 3,133 3,541 3,850 4,010 4,700 5,452

Kep ~ Ha Long 255 280 290 330 340 400

Ha Noi ~ Ha Long 1,650 1,800 2,100 2,420 2,680 3,240

  상기의 2020년까지 예상승객수송량 조사는 베트남 현지 국영철도합자회사(TRICC-JSC)와

(주)동림컨설턴트와 함께 베트남 현지 타당성 조사로 이루 졌으며 그 결과를 보면 관광수

요가 꾸준한 증가추세로 향후 추가 전동차 수출이 밝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결 론

  서울메트로는 중고전동차 베트남 수출과 베트남 하노이시 도시철도 5호선 건설 및 운영

사업 참여를 위한 VNRA(베트남 교통부 철도국)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어 향후 

베트남 뿐 아니라 기타 국가에도 전동차 추가 수출은 물론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부문에서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위 베트남 철도 사업 진출로 인해 도미니카공화국, 아제르바이잔 등 유사한 여건을 가진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들 국가들로부터 중고 전동차 수출과 기술협약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서울메트로는 해외 철도 사업의 진출 확대에도 최대의 노력

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번의 중고전동차 베트남 수출은 자원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1차원적 의

미를 넘어서서 서울메트로가 지닌 34년간 축적된 도시철도 운영노하우와 지식자원의 상품

화를 통해 미래의 서울메트로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아

울러 산적한 경영난제들을 풀어나갈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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