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철도공장은 철도차량의 제작, 조립, 수선, 정비를 위한 

공장으로서 각종 기능을 가진 건물을 중심으로 기계  시설

장비와 선로를 포함한 제 시설을 말한다. 철도공장은 근대

산업의 상징이자 혁명적 변화의 결정적 역할을 한 철도의 

등장에 발맞추어 나타났다. 철도차량이 지금처럼 민간공

장에 의해 생산되기 전까지는 철도건설의 주체가 철도공

장을 설립, 기관차를 비롯한 객차, 화차 등을 직접 생산, 

조립하고 수선 및 정비를 수행하였다. 한국 최초의 철도공

장은 1899년 경인철도회사에 의해 설립된 인천공장인데 

당시 경인철도의 부설과 함께 수입차량의 조립과 자재 조

달을 고려하여 개항장 이면서도 경성과 가까운 인천에 건

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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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Rolling stock workshop were establish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railway, and became the 

center of industrial construction in the modern age of Korea. There still exist a lot of Rolling stock workshop buildings 

in the Youngsan Rolling stock workshop, the representative case of Korean Rolling stock workshop, and especially 

the study aims to look into modern architectural properties centered on those well-preserved buildings. Korea’s Rolling 

stock workshop were built considering the proper conditions of location such as the neighboring districts from the 

port to transport vehicles and materials, the place where railroad lines are centralized, the short returning distance of 

railroad cars for entry and departure, and had the facility layout according to the order of a working process of 

vehicles, and the unique structure and the section · façade shape with proper functions and sizes according to each 

purpose. In particular, they actively adopted steel-frame structure an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and came to have 

the initial characteristics of Korea’s modern industrial building which is called the structural transi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olling stock workshop including the Youngsan Rolling stock workshop 

as industrial architecture heritage in the modern ag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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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한국의 철도공장은 철도도입과 함께 설립되었고 근대기 산업건축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 철도공장의 대표

적 사례인 용산공장에는 근대기 건물이 다수 현존하는데, 특히 규모를 잘 보존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근대기 건물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철도공장은 입지조건이 적합한 곳에 건립되었고, 작업공정에 따른 시설 배치, 

각각의 용도와 기능에 따른 독특한 구조 및 단면 · 입면의 형태를 갖고 있고 철골구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적극 도입

하여 구조적 변환기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철도공장이 한국 근대 공장건축의 초기적 특성을 갖고 있고 

한국 근대기의 산업건축유산으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과제임을 밝히려 한다.

주 요 어 : 철도 공장, 용산철도 공장, 산업유산, 근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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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철도공장은 속속 뻗어가는 철도망과 함께 초량, 겸

이포, 용산, 평양, 청진 등에 순차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

장의 규모나 설비는 지속적으로 확장 개선되어 갔다. 한편 

철도가 도입되던 때는 한국건축이 근대기를 맞이하던 시기

로, 근대 건축물의 대부분은 외국공관이나 종교시설 또는 

교육시설 이었고 석조나 벽돌조의 벽체와 목구조의 지붕으

로 구성된 건축물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함께 대공간을 수용하는 건물이 필요하게 되고, 더불어 건

축재료, 구조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었다. 20세기 

초 한국에는 대규모, 또는 집단적 형태의 공장이 없었으나 

방직공장을 중심으로 대형공장의 초기형태가 나타나고 있

었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에서 등장한 철도공장은 입지, 배

치, 규모, 기능, 구조, 환경, 운용 등을 고려하여 건축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건설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철도공장 대부분의 건물은 대공간과 내화 및 견

고한 구조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도입 하였고, 환기와 채광을 위한 

독특한 형태의 지붕 설치, 신자재 및 신기술을 적용 하는 

등, 근대건축으로 변환되는 시기의 강한 상징성을 갖게 되

었다. 

근대시기 철도공장건물은 건축사적으로나, 산업유산의 

견지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개발이나 시설개량에 

따라 원형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이의 연구는 시급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기 철도공장이 한국기계공업

의 효시 격 공장이며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

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1)을 중심으

로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 분석 하여 한국근대기 

철도공장의 건축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기존 연구의 동향과 연구의 방법

현재까지 한국철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

져 왔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일제 침략사 측면에서 주로 

철도부설 및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정

재정의 연구2)는 일제의 한국철도침략과 이에 대한 한국인

의 대응을 비롯하여 일제침략기 한국철도가 부설되고 운

영되는 상황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다음은 도시사 

측면에서의 연구가 있는데 대부분 어느 특정도시를 대상

1)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명칭은 1905년 일제가 임시군용철도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용산공작반’을 시작으로 근대기에는 주로 

‘용산공장’이라 하였고 1923년 경성공장으로 개칭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명을 감안하여 용산공장으로 통일 한다.

2) 정재정의 연구는 그의 단행본「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

교 출판부, 1999초판, 2004초판3쇄」에서 집대성 되었다.

으로 도시 공간적 변천사를 다루었다. 다만 최근 김종헌3)

과 김헌규의 연구4)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주요간선

철도를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철

도에 의해 변화되는 도시의 변천과정을 다룬 연구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연구로, 철도역사,5) 철도관사6), 

급수탑7), 기관고8) 등에 대한 건축적 유형이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산업건축유산에 관한 연구9)는 최근 들

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강동진을 주축으로 활발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세기에 형성된 산업시설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고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창조적 재생

방향을 논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장이 건축사적으로나, 산

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고 한국철도산업의 발전과

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선행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은 먼저 한국근대기에 설치된 철도공장의 

개요와 변천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은 용산공장의 현존

하는 건물을 답사, 관찰 조사하고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철

도 건설관련자료와 총독부 문서, 근대기 신문기사, 그리고 

조선교통사, 한국철도사와 같은 철도사 관련 문헌, 각종 도

면류와 기술적 참고문헌 등을 천착할 예정이다.

2. 철도공장의 개요

2.1 철도공장의 설립과 개관

철도건축물에는 철도 와 유사하면서도 산업건축에 

더욱 가까운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철도공장이다. 1825년 

영국 달링턴에서의 철도 첫 개통 후, 최초의 런던 만국박람

회가 열리던 1851년 당시, 항해선들이 세계의 바다를 누볐

3) 김종헌, 20세기 초 철도부설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 구조의 변화

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9권 제4호 2006년 

4) 김헌규, 근대한국에 있어 일본제국에 의한 철도건설과 읍치의 변

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7권 6호, 2008.12

5) 김종헌, 경의선 신촌역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 철도학회논문집 제

10호, 제6권, 2007.

6) 김수영, 박용환,「해방이전 철도관사의 평면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20 n.1, 2000. 04」주

우일 외 2「 근대화 과정에 건립된 진주 철도관사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 v.14 n.8 1998. 08」

외 다수가 있다.

7) 김종헌, 유우상, 우동선, 철도역사급수탑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5권 2호, 2006.6

8) 이상행, 철도선형기관고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

사, 2004.

9) 강동진,「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국토계획 제38권 제

2호, 2003」,「부산남선창고 이대로 둘것인가?, 한국도시설계학

회, 2007추계학술발표대회, 2007」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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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처럼 세계 철도의 절반이 영국의 것이었다10). 이러한 

배경으로 근대기 한국의 철도부설을 주도하였던 일본은 당

시 외교적으로 밀착하였던 영국의 철도를 도입하면서, 철

도공장 시스템 또한 그대로 도입하여 철도공장을 설립하였

다. 철도차량의 제작은 차량의 크기나 공정의 특성상, 자동

화된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박제작방

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하게 된다. 일본의 철도건설에 

있어서 철도차량생산설비를 보유한 상당규모의 철도공장

이 설치된 것은 철도종주국인 영국에서 채용된 방식을 영

국인 엔지니어의 지도에 의해 도입하였기 때문이다.11) 일

본의 철도도입시기에는 기술이나 규모측면에서 민간기업

이 철도차량을 제작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외국에

서 수입한 차량 및 기기를 수입하여 조립과 정비를 하는 것

으로 철도공장을 시작하였고 근대기 한국의 철도공장 역시 

비슷하여서 기관차나 객차, 화차와 같은 차량의 신규제작

을 하였으며 차량 이외에도 철도에서 사용하는 하역기계  

크레인  교량 등의 제작 및 수선을 하기도 하였는데 현대

에 이르러는 민간철도차량생산기업이 출현함에 따라서 철

도운영주체인 철도공장에서의 차량제작은 중단되고 예방

보전 방식의 차량정비위주로 개편하게 된다. 

철도공장은 직장으로 호칭되던 각종작업장  동력소  관

리동  창고  욕장 등의 건물들, 그리고 기계  시설장비와 

선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장 내에 기관차나 객화차가 직

접 출입 할 수 있도록 궤도가 부설되어 기관차나 객화차가 

공장 내에 수용 된다. 또한 차체의 분해  조립을 위해서 인

양 또는 이동  운반을 위한 크레인 등이 설치되고, 이들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거나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매연  분진

을 배출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또는 자연채광의 도

입, 차량에 의한 건축한계 유지, 작업시야 확보 등의 이유

로 대형공간이 요구되었다. 한편 철도의 출현과 함께 등장

한 철도역사 역시 철도공장과 유사한 조건으로 건축하였는

데 당시 철  유리  철근콘크리트라는 신소재의 보편적 생

산에 따른 구조  형태  기능적 해석과 적용, 그리고 새로운 

건축적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다만 철도역사가 여객서비

스나 역무, 운전을 위한 기능 외에 도시의 상징성을 가졌다

면 철도공장은 공장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가진 것이 다

르다. 또한 철도공장은 작업공정, 즉 다양하고 복잡하면서

도 일정한 흐름이 있는 공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집단적이

고 대규모이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건물이 적정하게 

조합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매우 넓은 부지 안에 집합되

어 건설되었다. 또한 철도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수

10) 프레데리크 들루슈 편저, 윤승준 역, 새 유럽의 역사, 까치글방, 

초판 1995, 개정판 6쇄 2004. p. 333.

11) 장경수외 2인, 철도기술총서, 골든벨, 2003. p. 243.

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들의 주거  교육  위생  

의료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공장 인접지역에 

설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철도공장은 신자재와 신공법의 

사용, 기계적 기하학적 형태, 시설의 집단화, 도시화 등, 근

대기 산업건축의 특성을 고스란히 갖추게 되었다.

3. 한국 철도공장의 설립과 변천

3.1 철도건설과 철도공장설립

철도공장은 철도의 건설과정에서 위치를 선정 한 후 설립

되기 때문에 철도망 건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근대기

의 철도는 경인선을 시작으로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

원선  함경선 등의 주요간선 외에도 수많은 노선이 속속 

건설 되었으며12) 각 노선의 주요거점지에 철도공장이 설

립되었다. 한국최초의 철도공장은 인천철도공장인데 1899

년 경인철도의 개통, 1905년 경부철도의 운용에 따라 건립

되었다. 이 후 철도공장은 초량, 겸이포, 용산, 평양, 청진 

등에 순차적으로 건립되었으며, 공장의 규모나 설비는 지

속적으로 확장 개선되어 갔다. 한편 한국이 철도를 도입 할 

당시 일본의 철도경영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 1920년대 

전반까지 철도자재 및 차량 운영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

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1855년 개항이후, 철도부설권을 

놓고 프랑스와 미국이 접근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국내정치

상황과 외교적 효과를 고려하여 영국으로부터 차관, 자재

의 도입, 기술자의 고용에 의한 지도라는 체제를 갖추고 철

도건설이 결정되었다13) 그러나 미국과 일본 양국 간의 활

발한 무역활동과 철도정책으로 철도자재 및 차량 운영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한국에 최초로 건설

한 경인선 철도가 미국에 의하여 착공되어 미국산 차량과 

장비가 도입되었던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의 철도공

장 건설에서도 미국산 자재와 형식이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철도공장 초기, 수입차량의 조립과 수리 

및 철도건설구조물을 제작하는 수준의 공장운영은 1923년 

용산공장의 기관차 제작을 기점으로 차량의 제조 및 수리

공장이 설치됨으로써 자체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14) 화

차, 객차, 특수차 등은 1907년 초량공장에서 제작이 일부 

12) 1920년대 조선인들의 사회적 거센 저항을 억누르려한 일본의 

정책적 수단은 ‘문화정치’와‘산업개발정책’이라는 미명의 사회

간접자본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때문에 철도망을 확충하고 정

비하는 일이 ‘조선국유철도 12개년 계획’이라는 슬로건으로 진

행되었고 문물의 발전을 위해, 조선전역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

해 가장 필요했던 철도망을 전국적으로 넓혀가기 시작했다.

1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일본철도의 역사와 발전, 도서출판 BG북

갤러리, 2005. p. 50(일본에 있어서 철도의 특성과 그 발달, 하라

다 가쓰마사).

14) 철도청, 한국철도100년사, 1999, pp.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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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고 1920년대에 객화차는 완전한 자급이 이루어졌

다. 이후, 일본의 차량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인천, 부

평 등에 차량공장을 건립하였다. 기관차는 1922년까지 미

국에서 대부분 수입하였고 한국에서는 1927년 용산공장에

서 처음으로 차량 2대를 제작하는데 성공, 이후 해마다 약

간의 기관차를 제작하였다. 또한 전기기관차는 일본에서 

생산, 부산공장에서 조립되어 용산공장으로 회송하였으며 

금강산전철 철원역에서 시운전 하였다. 이 밖에도 동차의 

생산 등 차량공업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였으며, 철도공장

의 건물과 장비는 차량의 제작이나 수선기술의 발전에 따

라 확장과 개선을 거듭하여 용산공장의 경우에는 한국기계

공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종합기계공장으로 발전

되었다. 한국의 철도공장은 계속적인 발전으로 1928년을 

전후하여서는 대부분의 철도공장에서 조립공정은 물론 차

량을 제작하게 되어 종합기계공장으로 발전함으로서 한국

근대기 기계산업의 기반을 이루었다.

3.2 철도공장의 변천과 용산공장

한국의 철도조직에 철도공장이 나타나는 것은 통감부 철

도관리국을 신설 하고나서 부터이다. 철도공장은 철도의 

발전과 철도정책에 따라 소속과 조직이 변화를 보이고 있

는데 1906년 철도통일 이전 시기 경부철도주식회사 및 임

시군용철도감부의 현업지도기관은 각기 다른 기구에 의하

여 행해지고 있었고 통일경영 이 후에는 공무부 밑에 공장

(초량인천)을 설치하였다.15) 철도공장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각 지역의 철도공장은 필요에 따라 소속과 위계를 달

리 하였는데 대부분 총독부(철도국) 직속으로 운영된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시설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철도공장은 해방직전까지도 용산(경성), 부산, 평양, 청진 4

대 공장이 주축을 이루었고 특히 용산공장은 주공장으로서

의 위치에 변함이 없었다. 이와 같이 철도공장은 차량의 제

작이나 수선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장과 개선을 거듭하여 

각 공장별로 다양한 변천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천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건축적 특성의 배경을 알 수 

있다.

용산공장은 1905년 일제가 임시군용철도의 운용을 위하

여 임시군용철도감부에 의하여 설립된 ‘용산공작반’으로 

시작한다. 이어 1906년 경인철도회사, 경부철도회사, 임시

군용철도감부가 통감부 철도관리국에 통합되면서 용산공

장으로 개칭되었다. 초기의 용산공장은 객화차의 수선을 

주로 하였으나 1908년 인천공장의 기계류 35대가 용산공

장에 이설되고 용산공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관차의 제작 

15) 철도청, 한국철도사 제2권, 서강총업사, 1977. p.212.

및 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1909년에는 객차수선공장을 

신축하고 시설증대에 따른 전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자 자

가 화력발전소를 신설하여 본 공장의 동력원 및 지역의 역, 

청사, 관사에 송전하였으며 1911년 작업시설 및 공작기계

의 증설에 따른 배전계통의 정리에 따라 공장의 중앙에 발

전소를 이설 하였고 1910년대에 이르러는 공장용 전력 및 

서울역 구내의 전등전력 일부가 용산공장 발전소에서 공급

하는 수준이 되었다. 

4. 용산 철도공장의 건축적 특성 

 한국 근대기 철도공장의 건축적 특성은 그간 한국 근대

기의 건축물로 양산된 많은 건물과는 형식, 재료, 구법 등

에서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건축

물이 가지는 기능과 건설의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같은 시기의 산업건축물인 여타의 공장 건물과도 다

른 건축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철도공장의 특징적 요건은 

새로운 재료의 도입, 이에 따른 구법, 기능을 위한 다양한 

공장의 형태, 시스템에 의한 배치의 방법, 동선체계에 따른 

공간의 유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철도공장건축 설립에 있어서 위치선

정, 시설배치, 각 건물에 대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4.1 용산 철도공장의 위치선정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예측을 하고, 수송

계획16)을 수립한 다음 선로용량을 결정하고 노선계획을 

하게 된다. 노선계획 시 노선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철

도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며 철도공장

의 위치도 포함 된다. 용산공장이 용산이라는 지역적 위치

에 설립되고 한국의 대표적 철도공장으로 발전하게 된 배

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경인선의 

개통으로 철도를 통하여 수입차량 및 부품, 건설자재를 서

울까지 운반 할 수 있게 되자 철도공장을 운영하는데 제반 

여건이 좋은 용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 때문이다. 둘

째, 용산은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 경원선에 이르는 한국

간선철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시종점지로서 열차 회송 및 

운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천공장이 철도도입시기 

물류적인 측면에서 위치선정을 하였다면 용산은 발전단계

에서 장기적인 계획아래 선정된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철도

도입시기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 부설한 국유간선철도는 

16) 수송력의 설정, 열차방식의 선정, 열차단위와 회수결정, 열차종

별의 책정, 열차속도의 책정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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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수탈에 가장 적합하도

록 부설되었다. 특히 간선철도망은 서울~대전을 기축으로 

하여 사방이 대각선으로 뻗어가는 X자형으로 배치되었는

데 이는 서울 일극 중심의 철도망을 형성함으로써 서울에 

거점을 둔 총독부 권력이 철도를 통해 전국을 한꺼번에 지

배하려고 획책한 것이다.17) 이러한 배경으로 용산은 한국

철도망의 중심부에 위치하였는데 특히 1907년 철도관리국

이 용산에 옮겨 옴으로써 철도국의 용산집중이 이루어지게 

된다.18) 셋째, 용산이 군사전략적 중심지라는 점이다. 용산

은 일본군의 중추인 주둔군사령부가 위치하여 한국 내 에

서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철도

가 일제의 군사전략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것을 감안하면 

철도시설 중에서도 철도운영의 핵심시설인 철도공장을 용

산에 설치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넷째, 공

업적 기반시설과 인력조달이 용이한 점이다. 철도공장과 

같은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대한 부지와 공

업도시로서의 기반시설, 다수의 숙련된 기술자, 노동자를 

필요로 하였는데 용산은 서울 도성에 근접하면서도 도성과 

한강 사이의 구릉지에 위치하여 시설부지의 확보와 인력조

달이 용이하였으며 특히 일본인 집단거주지와 철도관사가 

집중 조성되어 일본인기술자를 유치하기 좋은 조건19)을 

갖추고 있는 등 용산은 당시로서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

추고 있었다. 

4.2 용산 철도공장 시설의 배치와 규모

철도공장의 위치가 확정되면 부지의 사용계획을 수립

하게 되며 이때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와 규모를 산출 하고, 

기능과 동선, 각 건물의 건축조건, 기계 및 장비의 설치조

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하게 된다. 철도공장은 전

기  객차  화차  마무리  도장  강판  조립  선반  단야 

 제관  주물직장을 비롯하여 동력실  공기압축기실  창고 

 목공장  부품시험실  각종 복지시설  사무실  경비실  

천차대(遷車臺)  옥외기중기  제재소 등의 매우 다양한 시

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설들의 이상적 배치는 차량수

선작업의 순서 및 방법에 순응하여야 하고, 각 건물의 작업 

성질에 적정하여야 하며, 재료 수선부분품 등 제품의 관리 

17)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초판, 

2004초판3쇄. pp.640-641

18) 철도청, 한국철도사 제2권, 서강총업사, 1977. p.193. 1907년 10

월 공무부와 임시건설부를 인천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동년 11

월 철도관리국을 용산으로 옮겨 비로소 본국 각부의 용산집중을 

보게 되었다.

19) 일본은 일본인 거류지를 집단조성하고 그들을 조선인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방법으로 용산지역에 대규모 관사, 병원, 학교, 신

시가지를 조성하여 결국 신용산이라는 그들만의 왕국을 형성하

게 된다.

및 운반에 편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장래 공장의 확장을 고

려하고 건물의 방향 등 작업환경이 양호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공정의 흐름에 따른 배치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선로

의 배선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한편 한국근대기 철도공장의 시설배치 형태는 당시 작성

된 배치도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당시의 배치도가 발

견된 공장은 경성공장(1943), 청진공장(1928), 능곡공장

(1944) 세 곳이다. 

Fig. 1. Site plan of Young-San Workshop(1943), Korea Rail Road 

Museum, edited by writer

Fig. 2. Site plan of cheong-Jin Workshop(1928), National Archives 

of Korea, edited by writer

Fig. 3. Site plan of neung-gok Workshop(1944), Korea Rail Road

Museum, edited by writer

Fig. 4. Site plan of Bu-San Workshop(1943), by Bu-San Rolling 

Stock, edited by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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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성공장의 배치도를 살펴보면 경성공장은 차량의 

생산과 정비규모가 크고 단계적으로 증설을 거듭한 때문에 

시설의 배치가 복잡하다. 배치의 형태는 차량을 인입하는 

순서대로 객화차 관련 시설 → 기관차관련 시설 → 철공관

련시설이 직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용산공장이 종합기

계공장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기관차와 객화차의 취급비

중을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며 철공작업이 많은 기관차 관

련 과 목공이나 봉상작업이 많은 객화차 직장군을 

형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배치를 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청진공장은 주물을 비롯한 철공관련 시설과 객화차 관련 

시설을 선로에 병렬로 배치하였는데 이는 주로 객화차 위

주의 공장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능곡공장은 기관차관

련 시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객화차전용공장으로 

계획한 것이라 여겨지며, 공장건설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

았던 것으로 보여 타 공장과 비교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부

산공장은 청진공장과 유사하지만 청진공장 보다 규모가 크

며 종합공장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부지는 본선을 장축

에 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부지의 한쪽 단부에 분기기

가 집중되어 있는 방식이다. 기관차관련 직장과 철공직장

이 직렬로 배치되고 객화차 관련 직장은 분리되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각 공장의 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치의 형태는 부지조성조건과 작업동선계획, 

그리고 공장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철도공장의 규모는 각 공장별로 노선의 특성, 즉 운

행차량의 형식, 선로의 연장과 노선수를 고려하고, 담당차

량대수20), 또는 실적통계21)에 의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각 

공장별로 직장  창고 등의 건물은 공장특성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건조실과 같은 일부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

이 동일하여 표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용산철도공장 건물의 특성

철도건설과 운영은 한국 근대기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

황속 에서도 당시로는 최대 규모의 자본이 계속하여 투입

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철도시설 중에서도 중요한 시설

인 철도공장에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최첨단

의 건축자재나 기술들이 최초로 적용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는 유럽의 근대 건설업이 영국의 철도산업발전

과 함께 한 경우22)와 유사하고 철도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

20) 주된 설비 중 차체를 수용하는 주건물의 규모산출시 기초단위로 

사용되는 입장량수를 산출한 다음, 량당 시설별 소요단위면적을 

곱한 규모산출방식으로 이때 입장량수 N=A B C a n(A:담당량

수, B:입장율, C:건물내재장일수, a:여유율, n:연간작업일수)

21) 유사규모의 작업실적통계에 의한 규모산출방식

성중의 하나이다. 또한 철도공장의 건물은 작업내용, 배치, 

출입동선, 내장하는 설비 및 기계, 작업환경조건 등에 따라 

각 건물별로 다양한 구조와 형태, 설비적 특성을 갖고 있

다. 이러한 배경으로 철도사에 관련된 기록과 도면, 용산 

수도권차량정비본부에 현존하고 있는 건물을 조사한 자료

를 중심으로 용산공장 근대시기 건물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철도사에 나타난 용산공장 관련 기록23)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철도공장의 건축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

기까지 철도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는 일관성 있

고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근대적인 건설관리기법을 적용하

여 철도공장의 신설 또는 확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철도공장의 구조는 건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가설

구조에서부터 목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철관조, 철

관철근콘크리트구조 등 다양한 구조가 적용되었다. 셋째, 

기관차직장은 중량의 취급이 많아 기둥을 비롯한 보, 도리, 

크레인지지구조물을 철골구조로 하였는데 기둥을 철골구

조로 한 건물은 용산공장의 기관차직장(1912)이 국내 최초

이다. 넷째, 철도공장의 부지는 매립한 곳이 많아 기초의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말뚝을 박았는데 특

히 말뚝의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폭약을 사용하여 단

부를 확장하는 공법이 건축물에 적용된 것은 철도공장이 

국내 최초이다. 

2009년 현재 남한지역에서 근대기 철도공장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24)과 부산차량관리단,25) 

두 곳이다. 이 두 곳의 근대기 공장건물들은 마감재 부분이 

거의 교체되었고 구조체 역시 많은 변형이 있었으나 기둥, 

벽체, 지붕틀, 장비지지구조물 등 주요 구조부는 원형을 유

지하고 있어 근대기의 공장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① 화차공장(화차직장, 1928)26)

화차직장은 화차를 구성하는 지붕, 측판, 부속철물, 대테

(臺 ), 윤축, 제동기, 연결기 등의 제작 및 수선을 하는 기

22) 김정동,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건설기술의 역할에 관한 소고, 

건축도시환경 연구 제2집 1994.12(근대건축 복사본 중간).

23) 주로 철도청, 한국철도사 제2권, 서강총업사, 1977. pp.385-386, 

제3권, 교학사, 1979. pp.88-94,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 함.

24)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명칭은 1905년 일제가 임시군용철도

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용산공작반’을 시작으로 근대기에는 

주로 ‘용산공장’이라 하였고 이후, 경성공장으로 개칭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명을 감안하여 용산공장으로 통일 한다.

25) 부산차량관리단의 명칭은 경부철도회사의 초량기계공장으로 

출발하여 철도통일 후 초량공장으로 개칭되고 1917년 용산공장 

초량분공장으로, 1922년 부산공장으로 독립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부산공장으로 통일 한다.

26) 이후의 항목표기는 “화차공장(화차직장, 1928)” → “현재호칭

(근대기 호칭, 취득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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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갖고 있어 관련시설인 예비품적치장, 목재가공장, 도

구실, 철공, 봉상, 단야직장을 배치하는데 용산공장의 경우 

단야직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이 객화차직장을 중심

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만 단야작업은 기관차관련 직장군

에 속해있는 단야직장에 의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화차공장은 취득년도(1928)가 철도사의 공장연혁(1932)과 

시기적 차이가 있으나 と 27) 기사에 의하면 1932

년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건물의 규모는 53.1m×90m이

다. 4열의 래티스형식 철골기둥이 22m-22m-9.1m의 간격으

로 배치되었고 지붕은 howe트러스형식의 철골구조이다. 

화차공장의 철골구조는 한국의 철골도입 당시의 구조방식

과 아름다운 구조미를 보여주고 있다. 지붕모양은 환기와 

채광에 유리한 산형이고 환기창을 설치하였다. 내부설비로

는 크레인이 10t-3대, 2t-1대가 설치되었다. 

Fig. 5. Outside view of freight car workshop, 2009, photograph

by writer

② 동차공장(주물직장, 1932)

주물직장에서는 목공작업, 주철작업, 주강작업, 포금28)

주물작업을 시행하며 용해, 형입, 주사처리 등 주물작업과 

관련된 작업장소가 있다. 주물직장은 작업의 특성상 독립

되어 배치되며 부생품직장, 조립직장, 선반직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부속시설로는 목형창고, 연료창고를 근접하여 

배치하는데 용산공장은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동차공장

은 신축당시 주물직장이었으며 취득년도(1932)가 철도사의 

공장연혁(1909)과 시기적 차이가 있으나 신축 후 개축 또는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규모는 26.3m×102.9m이며 

2열의 I형강 기둥이 15.3m의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지붕은 

howe트러스형식의 철골구조이다. 지붕모양은 환기와 채광

에 유리한 고측창 솟을 지붕형이고 환기창을 설치하였다. 

내부설비로는 크레인이 15t-1대, 5t-1대가 설치되었다. 공

장의 양측면에는 기능실인 부속가가 설치되었고 외벽은 적

벽돌조로 하였다. 동차공장의 기둥철골구조는 플레이트와 

웨이브를 리벳으로 접합한 I형강이고 배관이 통과하는 부

위는 보강을 하여 구조내력 확보에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외벽은 조적조의 전도에 저항하기 위하여 부축기둥을 

27)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제11집제4호, 1932, p22.

28) 砲金, 주석이 10% 함유된 구리 합금.

설치하였으며 박공벽면에는 반원형 아치를 가진 채광창 두 

대를 대칭으로 배치하고 그 하단에 장방형의 채광창을 역

시 대칭으로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전면부의 개구부와 

벽돌이 어우러진 입면을 구성, 근대의 아름다운 건축미를 

드러내고 있다. 

Fig. 6. Outside view of powered rolling stock workshop, 2009, 

photograph by writer

③ 자재창고(용품고, 1932)

자재창고는 신축당시 용품고로 호칭하였고 현재도 창고

로 쓰이고 있다. 자재창고는 2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보와 헌치의 형태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초기형태를 잘 나

타내주고 있다. 또한 층고를 충분히 확보하여 물류창고로

서의 기능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7. Inside view of material warehouse, 2009, photograph by 

writer.

④ 기계 및 전기차공장(조립직장, 1932)

조립직장은 기관차수선공장의 주관직장이며 제관, 선반, 

단야, 주물직장 등 하청직장의 협력으로 작업이 이루어 진

다. 주요작업으로는 해체, 봉상, 관취부, 조립, 목공, 시험, 

전기용접 등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며 선로의 방향을 기

준으로 종식, 횡식, 경사식 세가지 형식이 있는데 용산공장

의 경우에는 천차대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채광에 유리한 

횡식으로 되어있다. 기계 및 전기차공장은 취득년도(1932)

가 철도사의 공장연혁에는 1909년에 신축한 것으로 기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개축 또는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현

재는 조립직장 부분과 선반직장 부분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조립직장이 21.3m×124.6m이며 선반

직장은 24.4m×115.8m이고 부속가가 4개소 부가되어 있다. 

기둥은 철골구조로서 래티스구조와 I형강구조가 혼용된 기

둥을 21.3m-1 3.2m-12.2m의 간격으로 배치하였고 지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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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k트러스형식의 철골구조로 높은 층고를 확보하여 기관

차 등을 조립하는 기능을 충족하였다. 조립직장은 중량물

을 취급하는 곳으로 크레인보는 다른 직장에 비하여 크다. 

지붕모양은 환기와 채광에 유리한 산형이고 환기창을 설치

하였다. 내부설비로는 크레인이 30t-1대, 10t-3대, 5t-1대를 

설치하였다. 

Fig. 8. Inside view of electric locomotive , 2009, photograph by 

writer

④ 변전실(동력소, 1937)

Fig. 9. Inside view of substation, 2009, photograph by writer

Fig. 10. Outside view of substation, 2009, photograph by writer

변전실은 취득년도가 1937년으로 되어 있으나 철도사의 

기록에 의하면 1922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변전실의 

크기는 15.5m× 27.3m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적

벽돌 마감, 지붕형태는 박공지붕이다. 용산공장의 동력은 

처음에는 공장외곽의 한강 쪽에 설치한 공장발전소에서 발

전하다가 공장 중심부에 동력소가 낙성되어 경성전기주식

회사의 전력을 공급받게 됨으로서 구기관은 폐기되었다. 

또한 공기압축기실도 새로 압축기를 구입하여 동력소 2층

에 설치하여 동력장치는 완전히 1개소에 모으게 되었다.29) 

공기압축기의 설치는 동력소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

게 되었는데 동력소의 1층에는 기계기초를 위한 거대한 철

근콘크리트 구조물이 구축되어 있어 이는 소음, 진동에 대

처하여 특수한 하부구조를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계기초와 건물구조부분은 서로 분리시킴으로서 진동에 

의한 구조체간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건물의 기둥과 보는 

헌치가 뚜렷한 철근콘크리트 초기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으

며 공기압축관을 설치한 흔적과 일부 배관이 건물 내외부

에 남아있어 공기압축기를 설치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한

편 동력소는 외벽마감을 적벽돌로 하였는데 부축기둥의 처

리, 창호상부의 아치, 처마부분의 덴틸양식, 기둥 모서리의 

홈장식, 균형 잡힌 채광 및 환기창의 배치 등 구조와 장식

적인 요소를 미려하게 처리하여 당시 공장 내 중요한 시설

로서의 상징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동차방열기 작업장(동합금 주물장, 1976)

Fig. 11. Outside view of radiat workshop, 2009, photograph by 

writer

동차방열기작업장은 신축당시 동합금 주물장으로 비철

금속 주물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나 개축 또는 증축한 것으

로 보이며 현재는 동차방열기작업장과 동차작업장으로 쓰

이고 있다. 한편 동차방열기작업장과 동차작업장은 경계

벽을 사이로 증축한 흔적이 있고 두건물의 기둥장식등에

서 형태의 차이가 있어 동차작업장을 증축한 것으로 보인

다. 철도사에서는 1919년 동합금 주물장을 신설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1943년 배치도에 평면이 나와 있어 1919년

29) 철도청, 한국철도사 제3권, 교학사, 1979.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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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합금 주물장의 규모는 이 

12.2m×36.6m이며 부속가가 1개소 부가되어 있었으나 현

재는 없다. 외벽은 벽돌조로 부축기둥이 있고 지붕은 앵

글을 리벳 접합한 철골 트러스 구조로 되어있으나 이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박공면에는 반

원형아치를 가진 환기창 2개가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으

로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문 상부에 채광창이 있으며 그 

위로 3개의 키스톤으로 장식한 원형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양옆으로도 장방형 채광창이 대칭으로 2개소 설

치되었다. 이 창문은 같은 규격으로 벽체 길이 방향으로 

기둥사이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기둥은 벽돌구조인데 

곡선주름이 있는 장식주두와 창틀 하인방 부분의 띠를 경

계로 1단씩 2단이 내밀어져 있다. 장방형 창호의 상인방

에는 평아치가, 반원형 창호상인방에는 원형 아치가 비교

적 정교하게 설치되어 전체적으로 균제미가 있으면서도 

장식이 아름다운 건물로서 근대건축물의 특징을 잘 나타

내주고 있다.

⑥ 발전차작업장, 유니트쿨러(단야직장, 제관직장, 1954)

발전차작업장과 유니트쿨러 작업장은 취득년도가 1954

년으로 되어 있으나 1943년 평면과 현재의 형태가 같다. 또

한 철도사의 기록에 의하면 1915년 신설되고 1934년 개축

기록이 있다. 용산공장 대부분의 건물은 한국전쟁 중 폭격

으로 지붕 대부분이 반파 내지는 완파되어 복구된바 있으

며 이때 크고 작은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규모는 단야직장의 경우 길고 짧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짧은 부분이 15m×99m, 긴 부분은 12.2m×103.3m이

다. 제관직장은 29m×99m이다. 기둥은 철골구조로서 래티

스구조와 I형강구조가 혼용된 구조로 15m-12.2m-12.2m-  

16.8m의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지붕은 Fink트러스형식의 

철골구조로 높은 층고를 확보하고 환기와 채광에 유리한 

산형모양으로 단야 및 제관직장의 기능을 충족하였으며 마

감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하였다. 두 직장은 중량물을 취급

하는 곳으로 크레인은 25t이 1대와 1줄의 형강을 따라 이동

하는 0.5t의 단야공장용 크레인이 설치되었다.

Fig. 12. Outside & inside view of Generator Car workshop,

photograph by writer, 2009

5. 결 론

한국의 근대기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극명한 변화가 있

었고 또한 요구 되었던 때이다. 변화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발전과 도약의 초석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도

약의 중심에 철도가 있었고, 그 중심에 용산 철도공장이 있

어 한국근대기의 산업건축을 대표하였다. 

본 논문은 용산철도 공장이 이 시기 한국근대건축의 특

성을 포착하는데 중요한 본보기로서 근대역사 환경의 중

요한 유산인 산업유산으로서의 건축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용산철도공장은 한국철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

을 해온 공장이며 한국공장건축의 효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시 한국내의 철도공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완

벽한 시설과 기능을 갖추어 한국철도공장건축의 규범이 되

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용산철도공장이 한국의 대표적 철도공장으로 발전

하게 된 것은 용산이 철도 주요간선의 출발점이자 도착지

로서 한국간선철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철도공장을 운

영하는데 제반 여건이 좋았기 때문이고 일본군의 중추인 

주둔군사령부와 총독관저가 위치한 군사전략적 중심지이

며, 공업적 기반시설의 구축 및 인력조달이 용이한 입지적 

여건 때문이다. 

셋째, 용산철도공장은 한국근대건축의 변환적 시기의 건

축특성을 가진 다수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즉 용산철도

공장의 주공장, 직장 건물들은 대경간을 가진 철골건물로

서 당시로서는 최신공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한국근대기 철

골구조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현존

하는 근대기 최초의 철골구조건물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매

우 높다. 또한 창고건물은 당시로서는 대규모이면서 철근

콘크리트구조의 초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물류시설

이고, 발전기실은 공기압축기라는 특수한 기계적 조건을 

구조에 반영하여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지어졌으며 특히 

의장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입면과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벽돌조 건물이다. 이와 같이 용산공장 건물의 근대시기 건

물들은 구조, 형태, 기능이 합리적으로 통합되어 나타났으

며 철도건축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 되었다. 또한 용산 철도

공장은 철도차량의 제작, 수선, 정비를 위한 공정의 흐름에 

맞추어 각종 건물과 기계장비가 배치되었고 작업기술과 조

직의 변천 그리고 기계장비 발달에 따라 건물의 증개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철도차량공장의 원형과 발

전과정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철도산업유산 중, 용산철도공장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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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건물특성을 정리한 기초연구로서 폭넓은 연구가 아

니라는 점에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건물의 개량

과 공장부지개발의 진행으로 훼손 또는 멸실 되어 가는 시

급한 상황에서 현상 기록의 필요성과 철도산업유산의 보전 

또는 재생, 활용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각 건물의 구법과 자재 등에 대한 세부적 

고찰이 미비하므로 향후 과제에서 이러한 점을 자세히 고

찰, 연구 성과를 밝히고, 동 시기 타 용도의 공장을 포함한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근대기 산업 건축물에 관한 

객관성을 확보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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