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o establish transportation system in railway focusing truly, we should plan route and invest continuously 
to consider the means of railway's functional sides. And it should be inter-mod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ncentrates on high-speed railway and considers the construct of transportation 
system in railway focus on the supplier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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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 연구목적

  1960년대 이후 철도는 도로교통 위주의 정책으로 침체기를 맞았다. 그러나 최근에 철도투자의 주요성

을 인식한 정부도 SOC중기재정계획에서 철도투자 비율을 60%까지 올리려 하고 있고, 철도투자 평가지

침을 개정하여 철도노선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⑴ 또한, 최근 들어 도로정체에 

따른 물류비의 증가,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 등 환경․에너지 문제로 에코그린(eco-green) 수송수단인 

철도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고속열차의 등장으로 철도는 항공기와 경쟁 할 만큼 첨단기

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속도 300㎞의 고속철도가 개통된 후 철도는 불사조처

럼 지상 교통의 주역으로 또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제 철도는 21세기 핵심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는 것이다. 

  2010년 9월 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열린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명박 대

통령은 "이제 도로는 한계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철도를 통해 전국을 1시간반(90분) 거리 시대로 만들어

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미래 녹색성장 시대 기후변화에 대

비하는 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⑵ 이와 같은 대통령의 국정계획은 전국토를 하나의 도시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친환경 철도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철도중심교통체계는 철도수단의 기능을 고려하여 노선계획과 투

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고, 철도수단간  및 타 수단과의 연계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인터모달(inter-modal)체계이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철도중심교통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측면에서 철도중심교통체계구축을 고찰하는데 연구목적을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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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GDP대비 철도와 도로투자 비교

  1.2 연구범위 및 방법

  우선, 연구범위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철도중심교통체계구축을 위한 기획연구”보고서를 중

심으로,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 중 고속철도부분과 공급자측면에 범위를 한정한다. 연구방법은 기존 선

행연구를 원용하는 문헌적방법과 논자의 견해에 의존하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철도중심교통체계구축의 의의

  철도교통의 우수성은 타경쟁수단보다 신속성, 편리성과 정시성, 안전성, 환경선, 에너지효율성 등으

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1990년대에 이르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정책적 패러다임이 대두돼 교통정책이 환경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중심

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철도의 우수성인 신속성, 

대량수송, 정시성, 친환경성, 안전성 등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체계이다.  주요 도

시 및 거점 간을 연결하는 지역간 교통수단이 철도위주로 재정비돼야 하며 도시 내 교통체계도 도로중

심에서 탈피, 철도수단이 중심이 되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는 철도수단의 기능적 고려를 통한 노선계획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

며, 철도 수단간 및 타 수단과의 연계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인터모달(Inter-modal) 체계이

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철도중심 교통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교통시설확충 추이를 보면 ’99년～’05년간 우리나라의 도로․공항․항만부문이 각각 2.6%, 4.1%, 5.9% 

증가하였으나, 철도부문은 고속철도의 개통에도 불구하고 1.4% 증가에 불과하다. 도로 중심의 교통정책

을 통해서는 혼잡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은 총 교통시설투자 예산의 37%이상을 철도부문에 투자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지금 정부는 철도부문

의 투자를 50%까지 높이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철도부문에 예산집행비율을 높이는 것

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열쇠라 하겠다.⑶ 

  중국은 현재 최대 시속 350㎞로 운행하는 고속철도망이 3천300㎞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2020년까지 

국내에 총 1만8천㎞에 달하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베이징-상하

이 구간은 실제 운행 시속이 380㎞이며 오

는 2012년 완공예정이다. 

  중국이 2025년까지 아시아와 유럽의 17

개 국가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횡단 고속철

도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ㆍ동남아

ㆍ러시아 등 3갈래로 나가는 노선이다. 유

라시아 횡단 철도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

구 우루무치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거쳐 독일로 이어진다. 또 동남아시아 철

도는 중국 남부 윈난성 쿤밍에서 출발해 

베트남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

가포르로 연결된다. 러시아 대륙횡단 철도는 중국 북부 헤이룽장성에서 시작해 러시아 대륙을 거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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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으로 이어진다.

  2.2 고속철도의 개념고찰

  2.2.1 고속철도시대의 개막

  고속철도는 1990년 6월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 후 3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조정해 가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04년 4월 1일 1단계 개통에 이어 서울~부산 전 구간이 2010년 11월 개통됐다.  

서울~부산 간은 2003년 4시간 10분에서 2004년 2시간 40분으로,   2010년 2시간 18분으로 단축한 뒤 궁

극적으로는 1시간 43분 내에 운행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를 비롯 고속철도망, 광역철도망, 도시철도

망이 연계 구축되면 전국 어디서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1시간대에 도달하는 '1시간 생활권'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⑷ 

  고속철도는 고속도로 교통혼잡 완화, 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인구의 지방분산,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지방경제 활성

화에 따른 국토균형발전 등의 사회ㆍ문화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고속철도 차량 시스템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설계와 건설기술 향상과 대기오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저탄소ㆍ녹

색성장 및 지속가능 개발을 기조로 한 교통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2.2.2 고속철도의 개념고찰

  고속철도의 정의는 열차 최고속도 200km/h 이상으로 달리는 철도를 고속철도라 한다. 한국의 고속철

도 건설규칙에서도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 구간을 200km/h 이상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

해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철도가 고속철도의 출현으로 다시 

각광을 받아 일본·프랑스·독일 등이 고속철도를 개발·운행 중에 있으며, 경제력이 있는 선진 각국도 

고속철도를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고속철도는 신속·정확·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기계·전기·

전자·통신기술과 토목기술이 복합된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다. 

  1964년 10월 세계 최초로 고속철도를 도쿄～오사카 515km구간을 210km/h로 운행 개통한 일본을 비롯

하여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고속철도가 간선교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1981년 프랑스는 파리～

리용 390km 구간, 독일은 1991년 만하임～슈트트가르트 구간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고

속철도 운행속도는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 모두 300km/h로 운행 중에 있다. 2009년 말 현재 세

계적으로 고속철도네트워크는 약 20,000km에 이르며,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고속철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25,000km의 고속철도를 2020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14,000km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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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영업거리(km) 국가 영업거리(km) 국가 영업거리(km)

중국 3,300 스페인 1,272 타이완 345

일본 2,459 이태리 237 벨기에 140

프랑스 1,700 미국 734 영국 108

독일 1,290 한국 419(2010.11)

도표 1  고속철도 현황 
(2010. 3 기준)

   
  고속철도는 철도 각 분야, 즉 운수, 운전, 차량, 전기 등 철도 각 분야의 발전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

루어져야만 탄생할 수 있는 기술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열차를 고속으로 운행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의 

무게와 형상 등을 고속운행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추진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2.3 공급자측면

  철도를 보통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측면, 공급자

측면, 운영자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에 한정하여 공급자측면에서 

다루기로 하며, 고속철도의 공급자는 현재 정부(공공기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의 계획아래에 점

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현황 및 문제점

  3.1 현황

  3.1.1 궤도현황

  고속철도의 궤도현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부고속선을 중심으로 조

사하였고. 경부선의 년도 별 궤도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07년까지는 일정한 궤도현황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에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⑸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경부고속선 238.6 238.6 238.6 238.6 223.6

도표 2  경부고속선 궤도현황

(단위: km)

자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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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차량 보유대수

  고속차량 보유대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최근 5년간 일정한 대수로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고속철도 920 920 920 920 920

도표 3  고속철도 보유대수

(단위 :량)

자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통계연보』, 각 년도

  3.2 고속철도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3.2.1 고속철도 중심의 철도교통체계 미비

  현재 국가기간망 구축계획(2000~2019)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 등 상위 계획에는 경부와 

호남고속철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고속철도망 구축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속철도가 중장거리 

고급, 고속, 대량 여객수요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고속화 위주의 Hub & Spoke 철도교통체계 

재편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 간 간선철도망은 철도 서비스의 고급화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

고 있으므로 고속화, 고급화, 대량화 위주의 고속철도 및 고속화 간선철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간 광역철도망은 수도권의 광역철도망, 도시철도망의 운행속도 역시 지속

적으로 고속화하여 철도의 속도 경쟁력 확보를 확보하고 하여야하고, 도시 간 간선철도망은 도시철도망

과 함께 LRT 등의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고속화시키고, 고속철도와 연계성이 높은 노선부터 우선 투

자를 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중심형 철도교통체계 구현하여야 하며, 장

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교통체계 조성이 필요하다.⑹

  3.2.2 고속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미비

  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이며 지속가능 복합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고속철도 역사가 도

시 간 또는 도시 내부의 연결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지역 간 연계 철도교통체계는  

KTX 역사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 내 연계 철도교통체계는  도시철도 및 복합 환

승센터 중심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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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속철도 공급자측면 목표

4. 목표와 전략

4.1 목 표

  서술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일목요연하게 개략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과 같다. 궁

극목표, 일반목표, 부문목표, 세부목표 사이는 목표와 수단 관계를 유지하고, 각 목표의 수평적인 항목 

사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4.2 전 략

  그림 2의 세부목표에서 제시한 7가지 목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건데 대략 다음과 같은 넷 

가지 측면으로 전략이 압축된다고 본다.

우선, 첫째, 1시간대 철도

 전국 주요 도시 간 1시간대 연결 가능한 고속철도망 구축하고, 항공기에 버금가는 초고속 철도차량 시

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Seamless 30
 철도 주요 거점 역까지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철도망 구축하고, 복합 환승센터의 구축과 같이 타수단

과의 연계가 가능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Rail Urbanism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계획, Station활성화를 통한 철도(고속철고 포함)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교통체계와 에너지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넷째, 유비쿼터스 철도

 모바일‧IT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제공 및 유지관리비용절감하고, 실시간 RIS(Rail Information Syste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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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철도정보체계 구축하며, 고속철도의 건설, 운영, 유지관리 활동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적용한다.

   

5. 결  론

 

  앞의 전략부분에서 네 가지 전략을 언급하고 있지만, 본 논고의 내용과 밀접하게 와 닿는 1시간대 철

도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고자 한다.

  전국 주요도시를 1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고속철도네트워크를 구축,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친환경 

교통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철도망계획(2007~2019)에서 고속철도와 연계한 고속화 간선철도망

은 「日자형」을 주축으로 국토 순환형 남북6축과 동서6축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전국토가 1시간대 교통네트워크가 되려면 간선철도망「日자형」이 300km/h 고속철도로 구축되

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

  300km/h 고속 신선은 915km(인천~속초 223km, 속초~경주 260km, 부산~목포 272km, 목포~제주 160km) 

건설이 필요하다. 건설비용은 450억원(km당 건설비 경부고속철도 449억원, 호남고속철도 452억원)을 적

용하면 약 41조원이 소요된다. 건설구간 중 목포~제주구간은 해저터널이기 때문에 건설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철도는 고속도로에 비하여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비행기와 경쟁하며 전국을 1시간

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주축으로 하는 교통망을 확충해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친환

경 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통행시간 및 차량운행비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철도망 구축은 기존선을 고속화하여 180~250km/h속도로 운행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

다. 그러나 기존선을 고속화할 경우 곡선이 너무 많아 직선으로 펴야 하는데, 신선건설 수준의 공사비

가 들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기존열차운행에 지장을 준다. 또한, 고속철도와 준고속철도(고속화)의 

신선 건설비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기존선을 고속화할 경우 운행시간이 버스나 자가용보다 크게 단

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속철도망을 간선으로 하는 철도망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후기 : 이 논고는 본 연구자의 연구년 시절(2010.3.1-2011.2.28)에 연구한 성과물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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