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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 Lessons Learned from Kyeongbu High
speed Rail Project -Getting beyond Trials & Errors :
Valuable knowledges for future project-

The first high speed railway in Korea was opened to
traffic on April 1, 2004 and the second phase will be
opened on November 1. 2010. Many technical problems
that occurred during construction have been solved. In
its early period of project, difficulties were encountered
in design, construction of high speed line. because
most of Korean railway engineers were familiar only
with conventional railway. Now they understand the
various phenomena occuring during operation of the
KTX and have accumulated extensive technical know-
how . Valuable experiences and knowledges that have
been obtained from frials and errors will lead to further
improvement for the future project.

1. 서언

경부고속철도사업이 1992년 6월첫삽을뜬이

후 2004년 4월 1일 1단계개통에이어 2010년 11

월 1일 2단계개통을하게된다. 단군이래최대의

국책 사업으로 한국 철도 100여년의 역사상 괄목

할 만한 기술발전의 성과를 얻은 사업이었다. 하

지만기술조사가시작된 1990년 무렵에는고속철

도 건설을 위한 국내의 기술기반, 특히 철도기술

의수준은매우미약한실정이었다. 

고속철도는 시속 300km의 속도에서 발생되는

구조물의 공진현상과 고주파진동에 기인하는 재

료의 피로, 터널 통과시 급격한 공기압의 변화로

인한승차감저하등기존의철도에서볼수없던

여러 가지 복잡한 동 역학적인 현상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고속운행하는 열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엄격한 기술 규격과 품질기준을 만족시

켜야한다.

외국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오랜기간 동안 고속

철도 기술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체계적인 기술과

시속 160~200km의속도 역에대한충분한운

행경험을갖고있었다. 그러나시속 100km 내외

의 운행 경험뿐인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 수준에

서 시속 300km의 철도를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등은어쩔수없는한계와어려움이었다.

이제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

초기에 발생되었던 혼선과 오류등을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 보완하 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

사업을위한교훈으로삼고자한다.

2. 사전준비부족으로시행착오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당시 국내에서 추진

되었던 대부분의 다른 대형건설 공사와 마찬가지



24 技術士 Vol.43 No.6

기획특집

로 사전 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1992년 6

월 착공되었다.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

리 기술로 고속철도 건설을 하겠다는 의욕으로

설계기준과기술시방서를확정한후서울~부산

간 14개공구에대하여실시설계를발주하 다.

고속철도의 기술적 특성이 반 된 핵심 기술사

항은 고속철도 운 국가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

이지만 고속철도 차량이 선정되면 차량 선진국의

경험과 기술을 이전받아 수정, 보완하면 큰문제

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착공을 추진하

던 것이다. 그러나 1991년 8월 고속철도 차량 선

정을 위한 제의 요청서를 발송한 후 차량 선정은

당초계획보다계속늦어져노반공사착공후2년

만인 1994년 6월에야계약이체결되었다.

더욱이고속철도의기술적특성에대한이해부

족으로 일반 철도 설계 개념과 일부 외국 고속철

도의 기술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계된 구조물은

고속차량 선정 후 프랑스 철도 기술진에 의해 전

면적인 수정 보완을 해야만 하 다. 이러한 과정

에서가장큰어려움은전체노선의약 30%를점

하고 있는 교량의 재설계 문제로서 이로 인하여

당장의 공사추진에 큰 혼선과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시속 300km의고속차량에대한동적거

동을 해석한 결과 PC빔으로 설계된 교량 상부는

PC BOX로 변경해야했고, 정차장 구간의 라멘교

는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을 크게 해야

만 하 다. 또한, 고속 열차의 제동력 등에 따른

교량의 종방향 해석 결과 교각의 보강이 필요하

게 되었다. 교각 보강의 경우 상부 구조와 같이

설계보완 작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공사착공후2년이지나공사가상당히진척되어

있었던 시험선 구간에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교각을 재시공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교각의 재시공은 채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으므로 수평력을 완화 분산시키는 클립

커플러 장치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프랑

스 기술진에 의해 전면적인 설계검증을 실시한

결과보완해야했던주요내용은다음표와같다.

▼프랑스 기술진의 설계 검증 결과 보완한

주요 내용

선

형

- 종곡선, 평면곡선, 완화곡선
- 건넘선및분기기설치위치
- 신축이음설치위치
- 정차장내선로중심간격

고속철도
기준에 적
합한지 여
부검토

교

량

- 표준 교량 구조 검토 등 상세 설
계검증

- 특수 교량 구조 검토 등 상세 설
계검증

- 시공상세도검증
- 장대레일축력
- PC BOX 설계관련사항
- 부속설비(받침, 방수, 접지, 신축
이음, 클립커플러, 전차선 기초,
공동구, 방음벽기초)

상세 설계

검토

토

공

- 토공강화노반
- 토공어프로치블록
- 토공 구조물 형상, 배수형식,
절·성토경사도

기준 제공
및 상세 설
계검토

터

널

-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강도 :
240kg/㎠(당초 210kg/㎠)

- 터널 보조도상 콘크리트 : 균열
방지와이어매쉬사용

기준제공

정
거
장

- 분기기설치기준
- 레일신축설치기준
- 정거장내최급구배
- 정거장 형상과 배치, 승강장 길
이, 분기기위치

정거장설계
의 적합성
검토

시
방
서

- 교량(BPEL, BAEL)
- 토공의절·성토
- 터널
- PC BOX 가설공법(MSS, FSM)
- 파일기초, 확대기초
- UIC, EURO, NORM

프 랑 스
TGV 노선
건설에 적
용된 설계
공사시방
서제공

유
지
보
수
지
침
서

- 교량받침(탄성, 포트)
- 리지드커플러
- 클립커플러
- 신축이음
- 방수

교량 부속
설비에 대
한 유지 보
수 지침서
작성

구
분 보완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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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선을 극복하며 얻은 성과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 중의

하나는 외국 기술의 국내적용 과정에서 발생

한 혼선과 시행착오 등을 극복하면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국내 철도기술이 도약하는 기

틀을 마련하 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속

열차 운행시 발행하는 동적 현상에 대한 해

석을 통하여 공진 발생현상을 명확하게 파악

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교량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설계기술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속철도 기술은 고속

으로 운행되는 열차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

지 복잡한 현상에 대한 해결 과정에서 축적

된 기술로서 지난 6년간의 1단계구간 업운

행과정에서 경험한 고속철도 운행실적이 귀

중한 기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

부고속철도 건설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한 국

내 건설업체와 설계 용역사가 대만 고속철도

사업에 진출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는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의 고속철도 건설기

술은세계적인수준에도달하고있다.

또한, 고속철도 사업은 노반, 궤도, 전력,

신호,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집약된

대형 사업으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도

입하 다. 사업 초기에는 미국 벡텔사의 도

움을 받아 국내 기술진과 공동으로 사업관리

를 시작하 다.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

척되면서 국내 기술진만으로 사업 관리를 추

진함으로써 이제는 자립의 단계로 접어들어

중국 고속철도 사업 등 해외 고속철도 사업

에 진출하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되

었다. 

고속철도는 1회 운행시 1,000여 명의 승객

을 싣고 시속 300km로 주행하는 교통수단

으로, 충분한 강도와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

공해야 하는 구조물로서 완벽한 품질이 생명

인 건설 공사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

업초기 미국의 안전진단 전문업체에서 시행

한 고속철도 구조물의 안전 점검 결과는 당

시 국내 여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면서 커다

란 파문이 일어나기도 하 다. 그래서 국내

건설 공사의 고질적 관행이었던 끝마무리 미

흡, 무성의한 시공, 정착되지 못했던 감리제

도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먼저 공단에

서 설계, 시공, 감리, 구매 제조 등 각 단계별

로 ISO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체계를

도입해 완벽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

한, 고속철도 공사가 부실 공사의 대명사라

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 업체의 ISO

요건에 의한 품질 관리, 선진 첨단 공법 도입

및 기계화 시공을 통한 공사 관리, 공사 실명

제 시행으로 책임 의식 고취, 고속철도 건설

경험이 있는 외국의 감리단 투입, 고성능 배

치 플랜트 및 철근 가공장 설치, 가동으로 콘

크리트 품질 향상, 예방적 품질, 안전 관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다. 그 결과



이제는 고속철도 공사가 국내 건설 공사의

관행을 바꾸고 건설 공사 품질 관리에서 현

장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통하여 얻은 또 하나

의커다란성과라할수있다.

4. 향후 사업을 위한 교훈

그간의 사업에서 얻은 교훈은 사업 초기 고

속철도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로 추진하려는 의욕이 앞

서 설계도서나 시방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

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뒤

늦게 차량이 결정되면서 설계의 전면적인 보

완작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혼선과 시행착

오를야기하기도하 다.

인허가 과정과 용지 매수 과정에서 발생되

는 각종 민원과 폐광 인접 지역을 통과하는

상리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품

질보다는 공정 만회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기도하 다.

특히 , 문화재 환경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한

경주 지역 노선 변경, 대전 및 대구 도심 통

과 문제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고속철

도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잇는 위기를 경

험하기도하 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에

서는 이러한 점들을 교훈 삼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해야할것이다. 

그간의 사업 과정에서는 부실 공사의 우려

를 해소하고 고속철도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안전

하고 튼튼한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역점을 두

었다. 그러나 향후 사업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설계를 그

대로 답습하지 말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

조물을시공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또한, 고속철도 상업 운행 결과를 예의 주

시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운 측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설계에 반 해야 한다. 더 나아

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 사항인 방재 기준의

보완 등 안전시설의 확충이나 강화된 환경

기준의적용등을적극수용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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