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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연구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 문화유산등록제도와 근대 철도교통문화유산 발굴 작업 등에 

국한되어 왔다. 한편 철도관련 단체 등의 노력은 미비하였고 철도공사에서 철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

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철도문화유산 중 철도차량유산을 중심으로 보존 및 활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차량유산의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

의 보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널리 알리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유산들은 한 장소에서 보존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 차량의 개방 및 관람대를 제공

하여 관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이나 무형문화재와 같이 철도를 하나의 문화재 범주로 인식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

을 통해 문화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sns 및 블로그와 카페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문화유

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법령 및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철도차량유산을 관

리하고 이를 운영할 예산, 전담부서, 전담인원의 충원은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철도문화유산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법적 조항을 만들어 철

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존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차량유산은 그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의 상징이자 역사의 흔적이

며, 삶의 기록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및 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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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의 철도사(鐵道史)는 대한제국기인 1899년에 개

통된 경인선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경부선(1905년), 경의선

(1906년), 호남선(1914년), 경원선(1914년) 등의 간선철도가 개

통되었으나 이는 일제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의 자원 수탈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1960-70년대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철도는 우리나라의 산업 및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변화와 혁신은 국민들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

다. 철도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 가치 또한 높

게 평가받게 되어 철도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일부로서 다음 세대에도 전승하

고 보존해야 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존

은 가치 확산 및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정상우 외 2013: 4). 2018년 현재 문화재로 지

정된 철도유산은 총 66점이며,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역 1건

을 제외하면 나머지 65건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이

는 현재 등록된 전체 등록문화재 700건 중 약 9.3%를 차지

하고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철도유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 철도문화유산의 가치를 제

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복원하려는 노력도 미흡하였다. 

그 동안의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연구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 문화유산등록제도와 근대 철도

문화유산 발굴 작업 등에 국한되어 왔다. 철도관련 단체 등

의 노력은 미비하였고 철도공사에서 철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

다(한국철도시설공단 외 2012: 13).

현재 철도문화유산 보존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철도문화유산 보존제도 비교연구를 한 이용

상, 정병현(2011: 174)은 일본의 철도 문화는 민영화 이후 변

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철도 문화가 관리되고 있는 점을 평

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철도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보

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

본과 영국의 철도문화유산 보존제도 및 운영에 관한 비교연

구(이용상·정병현 2012: 399)에서는 양국의 비교를 통해 철

도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법과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는 점과 잘 정비된 철도박물관,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의 지원정책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에

서도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현정(2010: 357)은 철도역사 급수탑 주변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근대사의 현장성과 예술 작품의 배경 지역을 

이용할 것과 주변 장소와 연계한 공원화, 산업유산의 전시

시설, 지역의 역사유적, 급수설비의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아울러 지방 자치단체의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지역 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며, 급수탑 활성화

가 도시정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혁과 이영란(2015: 133〜135)은 등록문화재 철도 역

사의 지역청소년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철도차량유산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래프팅 활성화, 놀이기구 및 문화거리 확충, 마을

벽화, 역사체험관 조성 및 전시, 생태체험 공간 조성 등의 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성을 알리고 청소년

을 위한 철도문화유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현재 철도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등

록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한 철도차량 현황 및 구체적인 철도

차량유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철도문화유산은 역사, 선로 구조물, 전기·통신, 건축

물, 차량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철도차량1이 가장 중

요한 요소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우리 근·현대 생활의 한 단

면이라 할 수 있는 철도차량유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철도차량은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철도차량을 구체적 실물로 전시해서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1 철도차량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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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철도차량유산 보존의 의의이다. 그러나 철도차량은 자

신의 역할이 끝나면 폐차되거나 양도되는 방식으로 사라졌

다. 이로 인해 철도차량유산은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멸실 위기에 있어 이를 보존하여 계승 발전시킬 방

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문화유산 중 철도차량유산

을 중심으로 보존현황을 확인하고, 철도차량유산의 보존 및 

활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에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 차량

유산의 현장 답사를 통하여 보존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철도차량을 소개하고 해외(일본과 영국)의 철

도차량유산 보존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

량유산을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및 비교연구, 그리고 

현장답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해외의 철도차량유산 보존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철도문화 유산 보

존현황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및 활성

화 대책을 제시하여 철도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Ⅱ. 한국 철도차량의 시기별 특징과  
 역사적 의미 

1. 도입기(1899-1905)

한국 철도 초창기 동력차는 주로 미국에서 도입한 증

기기관차가 운행되었다. 경인철도에 사용한 한국 최초의 증

기기관차인 모가형 탱크증기기관차2(1899)와 푸러형3, 소리

형4 텐더, 터우형5 복식6 텐더증기기관차7들을 미국에서 제

작한 후에 한국에서 조립하였다(1901~1906). 이와 같이 초

기의 차량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차량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 20세

기 초반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폐차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

아 있는 차량은 없고 당시 차량의 부품만 남아 있다. 반면

에 이번 논문에서 비교 논문으로 제시하는 일본의 경우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초기의 차량들이 일본 각 지역

에 있는 철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석민재 2015: 14).

2. 일제 간섭 및 강점기(1905-1945)

러일전쟁을 전후로, 일제의 주도하에 경부선, 호남선, 경

원선 등이 부설되자 장거리 운행을 위해 대형 증기기관차들

을 대량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후 한반도 철도를 남만주철도

(이하 만철)에서 위탁경영하면서 한반도와 만주 직통의 장거

리용 기관차의 필요성에 따라 화물용 기관차인 미카형8(1919)

과 여객용 기관차인 파시형9(1921, 1922)을 미국에서 도입하

였다. 이로서 한국철도는 화물과 여객전용 증기기관차를 운

용하게 되었다. 

그 후 일본에서 파시3형을 제작하여(1923) 한국에 공급

하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한국철도용 증기기관차를 제작한 

효시가 되었다. 

만철의 위탁경영(1917-1925)을 거친 후에 조선총독부 산

2 물과 연료(석탄) 등을 차체에 적재하는 방식의 증기기관차로 중소형이 많다.

3 급구배 및 급곡선 구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볼드윈(Baldwin)사로부터 18량을 수입한 것이 최초이다. 초기 한국철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차량이다. 거의 모

든 선구에서 운용되었으며, 형식 구분도 가장 많은 8종이나 되었다.

4 1894년에 미국에서 제작하여 일본에 수입되었다가, 이를 한국에서 운용하기 위해 1904년부터 도입한 기관차이다.

5 한국에서 운행된 차륜배열이 4-6-0인 증기 기관차의 통칭으로, 후륜이 없다. 한국에서 사용된 터우형 차량은 전부 텐더식이다.

6 실린더 증기의 팽창을 2회 이상 활용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7 탄수차를 연결하여, 대량의 물과 연료(석탄) 등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기관차를 말한다.

8 한국에서 운행된 차륜배열이 2-8-2인 증기 기관차의 통칭으로, 화물용 증기기관차이다.

9 한국에서 운용된 차륜배열이 4-6-2인 증기 기관차로 모두 텐더식이다. 파시 5형은 한국에서 운용된 증기기관차중 최고속도가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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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철도국을 설치하여(1925) 증기기관차의 자체설계와 국

내제작을 하였다. 그 후 여객용 파시4형, 화물용 미카3형, 여

객과 화물 겸용인 터우4형 증기기관차를 한국에서 처음 자체 

제작하게 되었으며(1927), 계속해서 푸러7형(1931), 8형(1932), 

산악선 급구배용으로 견인력이 높고 대형인 사타형10(1934), 

한국철도 최대의 여객열차용 증기기관차였던 파시5형(1939)

과 화물열차용 마터형11 증기기관차(1939) 들을 국산 제작하

였다. 협궤선의 개통(1927)에 맞춰서 협궤증기기관차를 일본

서 제작, 한국서 조립 운행하였다. 

현재 한국에 있는 철도차량 및 장비 가운데 등록문화

재로 등록된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이 

시기 제작된 증기기관차들의 대부분이 디젤전기기관차로 대

체(1967)되기 전까지 운행하였다(석민재 2015: 14).

3. 광복-산업화 이전(1945-1970)

8·15광복 당시 한국철도는 증기기관차 1,167량을 보

유하였으나, 남북분단으로 534량으로 축소되었다. 한국전쟁

을 겪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철도차량이 파손되었

다. 이후 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UN군이 군사수송 목적으

로 사용하던 2000대 35량 가운데 4량을 기증(1955. 3월)받

아 운행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국제협력처(ICA)차관에 의해 

2000대(1957), 3000대(1958~1960), 5000대(1957~1958)가 도

입되었다. 1960년대에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미

국 국제개발처(AID) 차관에 의해 3100대(1966~1967), 4000

대(1963), 4100대(1966), 4200대(1967), 6000대(1963), 6100대

(1966), 6200대(1967)가 도입되었다. 또 차관 회사의 변경으

로 미국 수출입은행(EXIM/BANK)차관에 의해 새마을호 견

인을 목적으로 7000대(6300대형으로 차호변경, 1969)와 입

환전용 2100대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동력이 근대화 되면서 

68년 동안 숱한 사연을 함께한 증기기관차의 종운식을 하였

다(1967.8.31.). 

디젤동차는 일본에서 도입(1961~1969)하였고, 협궤동

차도 국내에서 6량 제작(1961) 운행하였다. 이 시기에 도입

된 차량들은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

여할 수 있지만,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2001호 디젤전기기관

차와 현재 보존 중인 일부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들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멸실되었다. 일본에서는 비

슷한 시기에 제작된 신칸센 차량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

다(석민재 2015: 18).

4. 경제개발과 산업화 시대(1971-1999)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경제개발이 진행됨

에 따라 철도는 대량수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내 산업이 발전되고 수송물

량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차량보다 성능이 향상된 고성능의 

디젤전기기관차인 7500대(1971~1978), 7100(1975~1978)대

를 세계부흥개발은행(IBRD) 차관과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 차관으로 도입하였고, 양회협회로부터 2100대(1971)

를 기증받아 운행하였다. 1979년에 현대정공에서 7581호12

를 국내 최초로 제작하면서 디젤전기기관차의 국산화시대가 

열렸으며, 차량구입 예산도 국가예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와 비슷한 시기에 7100대(1980~1985), 7300대(1989~1996), 

7400대(1997~2000), 7500대(1980, 1996~1997), 7000대형

(1986~1987)이 도입되었다. 

전기기관차는 중앙선 전철화(1972)를 시작으로 8000

대(1971~1977)가 차관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태백선에서 탈

선한 전기기관차를 복원하면서 전기기관차의 국산화가 진

행되었고 1986년부터 90년까지 국내에서 8000대 4량(8091-

10 구배가 심해 일반 증기 기관차로 운행이 힘든 혜산선에서의 마그네사이트와 목재 수송을 위해 도입되었다.  구배선 운행을 위해 견인력을 키우고 터널이 많아 

퇴행 운전에 용이하도록 탱크식으로 제작되었다.

11 자동급탄기 설치를 비롯한 보일러 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로 구배선 화물 및 여객 수송에 널리 투입되어 한국철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증기기관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2 7211호로 변경 되었으며, 2009년에 폐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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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를 제작하면서 디젤전기기관차에 이어 전기기관차의 

국산화에도 성공하였다.

기존에 일본에서 수입하던 디젤동차 또한 국산화하였

고, 중장거리용 디젤전기동차인 우등형 디젤전기동차(DEC, 

1980)를 도입(5량×2편성)하여 새마을열차(서울~남원)로 운

행하고, 무궁화호 디젤동차(NDC, 1984~1990)를 도입 (1편

성:2량, 3량, 4량)하여 경춘선, 경부선 및 장항선에 운행하였

다. 또한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선형 디자인의 

전후동력형 새마을호동차(1987~1994)를 도입(1편성:6량 또

는, 8량)하면서 디젤동차의 새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단거리 

지선용으로 도시통근형 디젤동차(CDC, 1996~1998)를 도입 

운행하였다. 

전기동차는 서울 지하철1호선이 개통(1974.8.15.)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일본에서 전기동차(1974)를 

도입(6량×21편성)하여 운행하다가, 국내제작에 성공(1975)하

여 국내산 1호선 전기동차(1980~1989)를 도입하였다. 또한 

장거리 전기동차인 우등형 전기동차(1980~1981)를 도입(10

량×2편성)하여 청량리~북평13 사이를 운행하였다. 

1986년에 성북14~의정부 구간의 복선 전철 개통을 시

작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안산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이 

개통되었다. 그 후 경부선(수원~천안), 중앙선(청량리~용문), 

경원선(의정부~소요산), 경의선(서울~문산)의 전철화가 계

속 되면서 수도권 전기동차가 대량으로 도입되었다. 이 때 도

입된 수도권 전기동차는 기존에 사용되던 저항제어 방식15이 

아닌, 인버터제어 방식16을 사용하면서 전기동차의 기술적 

향상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시기별로 다양한 차량이 도입되면서 21세기인 

현재 디젤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전기동차 등 모

든 동력차들이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 도입된 차량 가운데 현재 철도박물관에 전시 중인 수

도권 전기동차 1001, 1115, 1315호와 디젤전기기관차 3102호 

및 우등형 전기동차 9904호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2001호 

디젤전기기관차 및 철도기념물로 지정된 7001, 7301, 8001호

와 전국 각지에 보존 중인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이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되거나 중고 또는 고철로 매

각되었다 (석민재 2015: 21~22). 

이상과 같이 변화해온 철도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근대

화·산업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특히 철도차량은 과거에 사

용하였던 낡은 기차가 아니라, 각각의 시기에 발휘할 수 있었

던 기술력이 응축되어 있으며, 각 시기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그러므로 각 시기의 대표적인 철도차

량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과

거를 기억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

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철도차량을 어떻게 보관하

고 있는지, 또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철도차량은 어떤 것인지

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Ⅲ.  철도차량유산의 보존현황

1.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유산의 현황

현재 철도차량유산 중 13건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

어 있다. 이들을 등록 시기별로 보면, 2004년에 1건, 2008

년에 10건, 2010년에 1건, 2012년에 1건으로 집계되며, 철도

박물관이 있는 경기도에 7건, 서울과 부산에 각각 2건, 대

전과 제주에 각각 1건씩 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

차량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3 지금의 동해역이다. 북평까지 운행된 사유는 당시 북평∼강릉 구간의 전철화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 지금의 광운대역이다.

15 전동자와 직렬로 넣은 저항의 값을 바꿈으로써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

16 직류(DC)를 교류(AC)로 바꾸기 위한 전기적 장치인 인버터(inverter)를 사용하여 유도전동기를 구동하는 방식



43  Seok Min-Jae  철도차량유산의 보존현황과 활성화 방안

2.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의 보존현황 1) 경의선 장단역 구내 증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 78호,  

 경기도 파주시 평화 누리공원 소재) 

1950년 12월 31일에 피폭된 이후 반세기 넘게 비무장

지대 안에 방치되어 있다가, 2004년에 남북분단의 역사적 

상징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최초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2006년에 임진각으로 이전하여 약 3년에 걸

친 복원 끝에 2009년 6월 25일에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보호각을 설치하였으며, 2012년과 2016년에는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피폭 이후의 모습 그대로 전시하고 

있으며, 차량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전시관 한 쪽에는 별

표 1.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

문화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제작시기 비고 

미카 3형 증기 기관차 304호 78 2004 .02.06 경기도 파주시 일제강점기 기관차화통 1식, 길이 15m, 폭 3.5m, 높이 4m.

미카 3형 증기 기관차129호 414 2008 .10.17 제주도 제주시 일제강점기
동륜직경17 1.45m, 길이 22.09m, 폭 3.7m, 높이 4.507m, 

중량 90.65톤.

2001호 디젤 전기기관차 415 2008. 10.17 대전 유성구 일제강점기
동륜직경 1.450m, 길이 22.09m, 폭 3.7m, 높이 4.507m, 
중량 90.65톤.

파시 5형  416 2008. 10.17 부산 부산진구 해방 후
동륜직경 1.016m, 길이 16.0m, 폭 3.054m, 높이 4.570m, 
중량 94.5톤.

증기기관차23호 417 2008. 10.17 경기도 의왕시 일제강점기
동륜직경 1.850m, 길이 22.09m, 폭 3.5m, 높이 4.750m, 
중량 112.0톤.

협궤 11형 증기기관차 13호 418 2008. 10.17 경기도 의왕시 일제강점기 동륜직경 0.9m, 길이 14.5m, 폭 3.2m, 높이 2.4m.

대통령 전용 객차 419 2008. 10.17 경기도의왕시 일제강점기 길이 24.5m, 폭 3..0, 높이 3.4m, 자중18 55톤.

주한 유엔군 사령관 전용객차 420 2008. 10.17 경기도 의왕시 일제강점기 길이 23.2m, 폭 3..0, 높이 3.4m, 자중 55톤.

협궤 무개화차 421 2008. 10.17 경기도 의왕시 해방 후 길이 8.204m, 폭 1.981, 높이 1.676m, 궤간거리 0.762m.

협궤 유개화차 422 2008. 10.17 경기도 의왕시 해방 후 길이 8.204m, 폭 1.981, 높이 2.794m, 궤간거리 0.762m.

전차 363호 426 2008. 10.17 서울 종로구 일제강점기 길이 13.0m, 폭 2.0, 높이 4.0m. 

전차 381호 467 2010 08.24 서울 종로구 일제강점기 길이 13.7m, 폭 2.4, 높이 3.2m. 

부산전차 494 2012. 04.18 부산 서구 일제강점기 길이 14.0m, 폭 2.4, 높이 3.2m. 

출처) 문화재청 자료(2017), 『www.cha.go.kr. 문화재 검색』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17 전동자와 직렬로 넣은 저항의 값을 바꿈으로써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

18 빈차(공차) 상태에서의 무게

사진 1. 장단역 증기기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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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화통 주변에 있던 파편들을 함께 전

시하고 있다.

2) 미카 3형 증기기관차 304호(등록문화재 제414호,  

 제주도 제주시 삼무공원 소재)

미카 3형 증기기관차 304호는 일본(1944)에서 제작되

고 경성공장에서 조립한 텐더식 증기기관차로, 한국 철도

의 주요 간선에서 운행되었다. 1967년에 운행이 종료된 이

후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의 위치로 오게 

되었다. 이 차량은 섬에 보존 중인 유일한 증기기관차19이면

서 국내 유일의 수동급탄식 증기기관차20라는 점을 인정받

아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보존 현황을 보면 기존에는 

별다른 보호 설비 없이 노천에 전시되었으나, 2013년부터 

제주시와 문화재청의 협력으로 차량의 복원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실행하였고, 2014년에 보호쉘터를 설치하였다.

3) 미카 3형 증기기관차 129호(등록문화재 제415호, 

 국립대전현충원 소재)

일본(1940)에서 제작되었고, 경성공장에서 조립한 기

관차와 탄수차로 구성된 텐더식 증기기관차이다. 경부선 

등 주요 간선에서 운행되다가 디젤전기기관차의 등장(1967)

으로 운행이 중단되었다(석민재 2015: 46). 보존현황으로는 

2012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져서 일반인들에 공개되

었으며, 2013년에는 통일호 객차 2량을 추가하여 한국 철

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6.25전쟁과 철도를 주제로 하는 

호국철도기념관으로 재단장 하였다.

4) 2001호 디젤전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416호, 부산  

 부산차량융합기술단 소재)

미국(1951)에서 제작되었으며, 6.25전쟁 중 증기기관차

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어 주로 구내 입환용21으

로 운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디젤전기기관차22라는 역사적

인 사실을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보존현황은 

사진 3. 미카 3형 증기기관차 129호.

사진 4. 2001호 디젤전기기관차.

19 이 차량과 비슷한 시기에 혀기형 증기기관차가 흑산도로 보내졌으나 이후의 행방을 알 수 없다.

20 기존에는 국내 유일의 수동급탄식 증기기관차로 알려져 있으나 구 화랑대역에 있는 미카 5형 증기기관차 56호가 수동급탄식 증기기관차로 확인되면서 국내

에 수동급탄식 증기기관차가 2대 또는 그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1 열차의 조성, 차량의 해결, 전선 등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22 디젤유(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의해 발전한 전기동력을 이용하여 모터를 돌려 열차를 견인하는 동력방식이다.

사진 2. 미카 3형 증기기관차 304호 / 출처) 문화재청 자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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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동태보존23중인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정비를 

시행하여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5) 파시 5형 증기기관차 23호(등록문화재 제417호,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 소재)

일본(1942)에서 제작되고 경성공장에서 조립한 기관

차와 탄수차로 구성된 텐더식 증기기관차이다. 경부선 등 

주요 간선에서 운행되다가 디젤전기기관차의 등장으로 운

행이 중단(1967)되었다.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파시 

5형 증기기관차이며, 한반도에서 운행된 증기기관차 중 유

일하게 최고속도가 110km/h로 급행·특급열차의 견인기로 

충당되었다(석민재 2015: 49). 현재 철도박물관 실외에 별도

의 보호 설비 없이 전시되고 있다. 그러나 외관 및 도장 상

태 등이 원형대로 되어 있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6) 협궤 11형 증기기관차 13호24(등록문화재 제418호,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 소재)

일본(1937)에서 제작되어 1978년까지 수인선(수원~송

도~인천)과 수려선(1972년 3월 폐지, 수원~용인~이천~여

주)에서 운행되었다. 한국에 남아 있는 텐더식 협궤 증기기

관차 6량 가운데 유일하게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차량이다

(석민재 2015: 49). 현재 철도박물관 실외에 별도의 보호 설

비 없이 전시되어 있다.

7) 대통령 전용객차 (등록문화재 제419호,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 소재)

경성공장(1927)에서 제작된 전망형 1등 침대차를 서

울공작창(1955년)에서 대통령 전용으로 개조한 차량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용하였다. 객차 내

에 각종 시설·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화려한 의장이 돋보이

는 등 전직 대통령 관련 유물로 상징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

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석민재 2015: 50). 현재 실외전시장

에 전시되어 있으며, 외부 및 도장 등이 잘 관리되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사진 5. 파시 5형 증기기관차 23호.

사진 6. 협궤 11형 증기기관차 13호. 

사진 7. 대통령 전용객차.

23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일컫는다.

24 차량에는 혀기 11형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 등록 시에 협궤 11형으로 등록되었음. 혀기는 협궤의 일본식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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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객차(등록문화재 제420호,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 소재)

경성공장(1936)에서 제작한 전망형 2등 침대차를 서

울공작창(1958)에서 개조 후 주한 유엔군 및 미8군사령관 

전용객차로 운행되었다. 대통령 전용 차량과 달리 폐쇄형 

전망공간을 채택하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망

형 2등 침대차이다(석민재 2015: 50). 현재 철도박물관 실외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으며, 외부 및 도장 등이 잘 관리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9) 협궤 무개화차 (등록문화재 제421호,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 소재)

미국(1955)에서 제작되어 협궤노선인 수인선과 수려선

에서 운행되었다. 수인선 화물열차 운행이 폐지(1977)되면서 

사용 중지되었다. 주로 석탄이나 광물 등을 수송하였다. 한국

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협궤 무개화차이다(석민재 2015: 52). 

현재 철도박물관 실외에 별도의 보호 설비 없이 전시되어 있

으며, 외부 및 도장 등이 잘 관리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10) 협궤 유개화차 (등록문화재 제422호,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 소재)

미국(1955)에서 제작되어 협궤노선인 수인선과 수려선

에서 운행되었다. 수인선 화물열차 운행이 폐지(1977)되면서 

사용 중지되었다. 농산물과 소금을 수송하였다. 한국에 유일

하게 남아있는 협궤 유개화차이다(석민재 2015: 52). 현재 철

도박물관 실외에 별도의 보호 설비 없이 전시되어 있으며, 

외부 및 도장 등이 잘 관리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11) 전차 363호 (등록문화재 제426호, 서울특별시 국립 

 어린이과학관 소재)

사진 9. 협궤 무개화차.

사진 10. 협궤 유개화차.

사진 11. 전차 363호.

사진 8.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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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1930)에서 제작된 반강제 보기대차25의 궤도차량

으로 서울시내를 운행하였다(1930~1968). 그리고 서울전차 

381호와 함께 2대만 남은 서울전차26이다. 보존현황을 보면 

초기에는 내부 전체를 공개하였기에 차량 내부에 낙서가 있

는 등 열악하였으나, 보수 후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

경하였으나,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재단장 할 때 내부에 밀

랍인형을 설치하여 당시의 정경을 재현하였다.

12) 전차 381호 (등록문화재 제467호, 서울특별시 서울역사 

 박물관 소재)

일본(1930)에서 제작된 반강제 보기대차의 궤도차량

으로 서울 시내를 운행하였으며(1930~1968), 서울전차 363

호와 함께 2대만 남은 서울전차이다. 보존현황을 보면 처음

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방치되어 전시 중이던 차량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옮겨와(2007.12)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근거로 복원하였다. 현재 야외에 전시 중이지만 관리직원 및 

감시카메라를 배치하여 차량의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 내·외부에 밀랍인형을 설치하여 당시 전차에서의 주

변 상황을 재현하고 있고, 차량 내부에는 1960년대의 반공

광고를 재현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13) 부산전차27 (등록문화재 제494호, 부산광역시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소재)

미국 신시내티 차량회사(1927)에서 제작하여 애틀란타

에서 운행되다가 무상원조로 부산과 서울 전차에 도입(1952)

되었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산전차로 미국식 전차

이다. 부산전차가 폐지(1968)된 이후 동아대학교에서 보존하

고 있다가 2010년에 지금의 자리인 동아대학교 부설박물관

으로 이설해 왔다. 또한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산전차 

및 미국식 전차라는 점에 주목하여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호 쉘터와 CCTV를 통해 차량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차량 공개도 제한된 시간에만 하고 있으며, 날씨가 나쁘면 공

개를 하지 않았으나(석민재 2015: 54), 차량보수 및 안정성 문

제로 인해 2018년 현재 내부관람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

3.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철도차량

철도문화유산의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제작한지가 

50년 이상 되었으며, 그리고 멸실 위기에 있거나, 철도발전

과 관련한 역사성, 문화적 가치, 교육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

는 공통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25 차체에 대해서 수평방향으로 회전 가능한 장치를 가진 대차(臺車)를 말한다.

26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운행했으며, 대부분의 노선이 현재 서울지하철 노선과 일치하거나 비슷했다. 대표적인 구간으로 청량리~동대문~세종로~남대문 

구간이 있다.

27 1915년부터 1968년까지 운행했으며, 온천장~동래~거제리(부산시청)~서면~범일동~부산진~중앙동~남포동~토성동~구덕운동장 구간과 중앙동~영

도대교~영도(영선동) 구간으로 운행했다. 이 가운데 온천장~구덕운동장 구간의 대부분은 부산지하철 1호선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선형이 일치했다.

사진 12. 전차 381호.

사진 13. 부산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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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혀기 8형 증기기관차 28호(국립어린이과학관 소재)

차량제원은 길이 9.0m, 높이 3.2m, 중량 32톤이다. 

일본(1934)에서 제작되어 1978년까지 협궤선(궤간거리 

0.762m)인 수인선(수원~송도~인천)과 수려선(1972년 3월 

폐지, 수원~용인~이천~여주)에서 농산물, 소금, 석탄이나 

광물 등을 운송하였다. 이 차량은 협궤차량으로 제작한지

가 80년 이상 되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혀기 

8형 증기기관차28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2) 디젤동차 672호(철도박물관 소재)

차량제원은 길이 21.5m, 폭 2.783m, 높이 3.885m, 중

량 51톤이다. 일본 니가타철공소(新潟鉄工所)29에서 제작

(1963)되어 경인선(서울~인천)에서 전동차가 운행되기 전까

지 여객수송 전용열차로 운행되었다. 이후 전국 각지의 지

선에서 운행하다가 차량의 노후화로 운행 종료(1987)하였

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형 액압식 디

젤동차이다30. 그리고 운행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여

객용 디젤동차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3) 대통령 전용 디젤동차(철도박물관 소재)

차량제원은 길이 25.0m, 폭 3.0m, 높이 4.378m, 중량 

73.32톤이다. 국가원수 의전용으로 일본(1969년)에서 특수

차량으로 제작되어, 대통령 전용열차로 운행되었다. 이 차

량은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디젤동차 가운데 유일하게 디

젤전기식 동력구조31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역대 여러 대

통령들이 이용하였던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사진 14. 혀기 8형 증기기관차 28호.

사진 15. 디젤동차 672호. 

사진 16. 대통령 전용 디젤동차.

28 본래 혀기 8형은 해당 차량과 흑산도에 전시되었던 차량 2량이 남아 있었으나, 흑산도에 있던 차량은 차량부식으로 폐차되었다. “혀기”의 표현은 우리나라에

서는 “협궤”로 표현한다.

29 지금은 니가타 트랜시스(新潟トランシス)로 개명했다.

30 디젤유(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회전력을 액체변속기를 이용하여  역전기를 돌려 열차를 견인하는 동력방식.

31 디젤유(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의해 발전한 전기동력을 이용하여 모터를 돌려 열차를 견인하는 동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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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젤전기기관차 3102호(철도박물관 소재)

차량제원은 길이 14.65, 폭 2.822m, 높이 3.670m, 중

량 71.5톤이다. 미국 ALCO사(1966)에서 제작한 차량이

다. 우리나라에서 운행한 디젤전기기관차들은 대부분은 미

국 EMD/GMC사에서 제작된 차량이나 3100호대만 미국 

ALCO사에서 제작한 차량이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 유일하

게 남아있는 ALCO형 디젤전기기관차라는 점에서 문화재

적 가치가 크다.

5) 협궤 디젤동차 163호(철도박물관 소재)

차량제원은 길이 14.1m, 폭 2.153m, 높이 3.2m, 중량 

28톤이다. 한국 인천공작창(1965)에서 제작되어 협궤노선

인 수인선(1965~1995)과 수려선(1965~1972)에서 운행되었

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협궤 디젤동차

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6) 디젤난방차 905호(철도박물관 소재)

차량제원은 길이 13.9m, 폭 3.004m, 높이 3.937m, 중

량 42.9톤이다. 한국 한국기계(주)(1965)에서 제작되어 겨울

철에 증기를 이용하여 객차 내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

작된 난방차이다. 차량 가운데에 난방용 보일러가 있으며, 

바닥이 목재인 것이 특징이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 유일하

게 남아있는 디젤난방차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7) 증기 기중기(철도박물관 소재)

차량제원은 길이 8.077m, 높이 4.7m, 권상속도32 42m/

min, 선회각도33 360°, 암 길이34 9.3m이다. 일본(1927)에서 

사진 17. 3102호 디젤기관차. 

사진 18. 협궤 디젤동차 163호.

사진 19. 905호 디젤난방차.

사진 20. 증기 기중기.

32 물체가 줄에 매달려 움직이는 분당 거리를 말함.

33 기중기 차체의 회전 가능한 각도(좌측 한계선에서 우측 한계선까지 이르는 각도)

34 기중기의 붐(지렛대)의 길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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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었다. 선로위에서 차량탈선 시 차량을 복구하기 위한 

사고복구 장비이다. 이 장비는 제작한지가 90년 이상 되었

으며, 현재 남아있는 철도 장비 및 철도박물관에 전시 중인 

차량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한 현재 드물게 남아 있

는 일제 강점기의 장비이며,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

기 기중기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위에서 살펴 본 차량들을 보면 제작한지가 50년 이상 

되었고, 각 차량마다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

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철도차량으로 역사와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만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한 차량들에 대하여 소

개를 하였다.

Ⅳ. 해외 철도차량유산 보존사례

1. 일본

일본의 철도 문화유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정하는 중요문화재와 일본국유철도에서 지정하는 철도·준

철도 기념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회에서 지정하는 

제도와 경제산업성 주관으로 지정하는 근대산업유산이 있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문화재35, 사적36, 등록유형

문화재37로 철도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근대산업유산

으로 지정된 철도유산으로는 도쿄역과 철도 연락선, 철도 

시설, 산림철도, 사철연변문화권, 철교 등이 있다. 

또한 일본국유철도가 철도 기념물(1958)과 준철도 기

념물(1963) 제도를 만들어 지정, 해제, 관리를 하고 있다. 또

한 등록 철도 문화재 보호규정을 제정, 기념물의 후보를 지

정, 관리하여 귀중한 철도문화유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석민재 2015: 62~63).

1) 교토 철도박물관

교토 박물관은 오사카에 있던 교통과학박물관과 우

메코지 증기기관차관을 통합한 곳으로 교토부 교토시 시

모교구 간키지초(교토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

년 4월에 개관했다. 박물관 한 쪽은 우메코지 기관차구로 

사용되고 있어서 차량기지와 박물관이 같이 있는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우메코지 공원에는 교토시영전차 일부

(1978 폐차)를 전시하고 있다. 전차의 보존 상태가 원형 그

대로이면서 상시개방을 하고 있다. 박물관 입구에는 오사카 

교통과학관에서 이전해 온 차량들이 있는데, 운행 당시의 

모습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였다. 

실내전시관에는 JR서일본을 대표하는 열차인 500계 신

칸센, 세계 최초의 침대·좌석 겸용차량인 583계 전차, 489

계 전차가 1량씩 전시되어 있다. 또 증기기관차관이 선형(扇

形)차고로 되어 있으며, 이곳에 전시 중인 차량과 차고는 전

체가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 차량은 지금도 

정비만 하면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관람객이 직

접 증기기관차 내부에 들어가 운전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선형차고 밖에는 SL스팀호라는 이름의 열차가 있는데 

박물관에서 우메코지 공원 인근까지 왕복 약 1km 남짓의 

거리를 증기기관차와 개방형 객차 2량이 운행하고 있다. 

이 박물관의 특징은 관람객이 직접 체험을 통해 철도 

및 철도시설의 원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박물관이 

단순히 전시의 공간이 아닌 직접 체험하면서 이해하는 공

간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2) 철도박물관

철도박물관은 도쿄에서 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에 위치하고 있다. 철도차량기지를 활

용하여 건립한 점이 특징이며, 철도자료, 현물, 기록을 보관

35 일본에 소재하는 건축물, 미술공예품 등 유형문화재 중 문화사적 가치,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다.

36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분류중의 하나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사적, 천연기념물), 문화적 경관, 전통적 건축물 등이 있다.

37 문화재보호법 개정(1996)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재등록제도에 기초해 문화재등록원부에 등록된 유형문화재이며, 건축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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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도박물관이다. 또한 차량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산업

박물관이며, 시뮬레이터 등을 갖춘 교육박물관이다(석민재 

2015: 67). 전시된 차량의 특징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

는 차량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최

초의 증기기관차인 1호 기관차와 황실열차를 들 수 있다. 

전시관에 있는 차량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의 차량들은 실내를 공개하며, 최근에는 전시 중인 기관

차의 운전실을 공개하고 있다. 운행 당시의 상황들을 그대

로 재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시관 중앙에 있는 485계

38·455/475계39 전동차 구역은 1970-80년대의 예전 모습을 

전시하고 있고, 레무후 10000형(レムフ10000形)40 화물열차

도 운행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2차 대전 이후 철도가 일시 국유화되기까지 사

설 철도가 수송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많은 사철들이 각자

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군소도시에까지 많은 지선들을 

건설하였고, 수익성이 있는 간선루트는 복수의 회사가 경쟁적

으로 비슷한 노선을 부설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세계에서 유

례없이 철도노선의 밀도가 높은 국가가 되었다. 국유화 이후, 

전국적인 자동차 교통의 신장은 중복노선과 비 수지노선이 

많은 영국철도망에 타격을 주었고, 1960년대 철도 합리화 정

책이 시행되면서 과소노선과 중복노선의 철거가 빠르게 이루

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철도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영국 국민

들에게 철도를 문화유산으로 인식케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

으며, 이는 박물관 건설이나 보존철도의 운행에도 이어졌다. 

영국의 철도 보존의 시작은 1951년 웨일즈의 Talyllyn 

Railway 였다. 영국에서의 철도차량 보존은 꾸준히 증가했

고, 현재 108개소의 보존철도 단체가 영국에 있으며, 유명

한 관광지에서는 보존철도가 없는 곳이 드물다. 영국에서

는 철도 관련 박물관 또한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영국 

철도 유산 보존제도는 정부의 주도하에 철도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있다(이용상·정병현 2012: 399).

1) 영국 국립 철도박물관

영국 국립 철도박물관은 기차 단일 박물관으로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영국 북부 

노스요크셔 주 요크역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실

내 전시실과 전시실을 겸한 소장품 수장고, 체험관 그리고 

실외 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유물의 보존·복원 및 전

시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거와 현대의 철도를 관람객들

에게 보여주면서 살아 있는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시 증기기관차 정비창으로 쓰였던 건물을 모두 박

물관으로 개조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증기, 디젤. 전기기관

차와 객차(왕실 전용객차 포함) 및 화차를 포함한 철도관련 

소장품을 전시, 보관하고 있다. 각종 모형에서부터 실물크

기의 모조품들과 그리고 야외 전시관 선로를 운행하며 관

람객을 태워주거나 만질 수 있게 하는 실제 기관차와 객·

화차들은 관람객들을 150여년의 시간여행이 가능하게 해

주는 체험공간의 장소가 된다(박기춘 2013: 175).

2) 세번 벨리 레일웨이(severn valley railway)

세번 벨리 레일웨이는 1948년 철도국유화 이후 폐선 

되었으나, 1970년부터 다시 관광객들을 위해 노선과 열차

를 보존하고 있는 유산적 철도[Heritage Railway]로 운영되

고 있다. 세번 벨리 레일웨이는 스롭셔(Shropshire) 와 우스

터셔(Worcestershire)의 문화유산 철도로, 9개의 역과 27

개의 증기기관차, 18개의 디젤기관차, 60개의 객차를 보유

38 일본을 대표하던 특급형 전동차로 교류/직류 구간에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하였으나, 차량노후화 및 철도환경의 변화로 2017년에 운행 중지하였다.

39 일본을 대표하던 급행형 전동차로 485계와 원리는 비슷하지만 급행열차의 감편 및 철도환경의 변화로 인해 완행열차로 운행되었으며, 2015년 3월에 호쿠리

쿠 신칸센(나가노-죠에츠묘코-이토이가와-토야마-가나자와)의 개통과 동시에 차량 노후화로 인해 운행 중지하였다.

40 냉장실이 있는(レ) 14-16톤(ム)급의 화물열차에 차장실(フ)이 딸린 구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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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철도 관련 시설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각종 관

광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폐선이 된 철도관련 시설물들과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을 

활용한 사례이다(배수빈 2017: 33~34).

Ⅴ. 철도차량유산 활성화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 영국에 비

해 철도문화유산 보존의 역사가 짧고, 철도문화유산 보존

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철

도차량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관광 상품으로의 활용 방안과 관련 법령의 확충, 전략적 홍

보, 관리역량 제고 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광 상품으로의 활용 방안

철도차량은 그 자체만으로 보존적 가치가 높으며, 관

광적 가치 또한 적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들이 있

는 도시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면서 철도차량유산을 활

성화 할 수 있다. 철도차량유산의 관광 자원화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문화

적으로 가치가 있고 역사성을 가진 철도문화유산을 지역

의 관광 상품으로 특색 있게 활용할 경우 각 지방의 특징 

및 명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다(이용상 외 2009: 1). 이

러한 철도차량유산의 관광자원 활용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소비의 증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문화에 대한 향유의 기회

를 갖는 동시에 공간의 수혜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게 한다(김공양 2016: 18〜19).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 곡성군을 들 수 있다. 구 곡성

역은 전남 곡성군에 위치해 1999년 신 역사 이전을 통해 

섬진강 나들이 관광열차 행사가 시작된 이래 새롭게 관광

명지로 부상했다. 현재 한국의 관광명소 100선으로도 꼽히

며 곡성군은 자연 생태공원 및 섬진강기차마을을 통해 많

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구 곡성역의 활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철도

차량은 지역의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철도관련 자료 및 지자체의 자료를 전시할 수 있다. 그

리고 주변의 경관을 활용하여 조망대를 세우고, 철도차량과 

관련해 이벤트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철

도차량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진각은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장소인 만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6.25전쟁의 참상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전쟁의 비극성과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

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장단

역 증기기관차와 함께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전시실이나 상황을 재연하는 밀랍인형 등을 통하여 안보의식

을 고취시키도록 활성화 하여야 한다. 

둘째, 미카 3형 증기기관차 304호는 제주도 삼무공원에 

전시되어 객차를 서로 연결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철도를 소재로 하는 소규모 전시관을 조성하여 차량이 

제주도까지 오게 된 경위, 또 당시 수송 경로 등을 소개하여 

이 차량과 관련된 사연을 관람객들이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대통령 전용객차와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객차

는 몇 대 남지 않은 일제강점기의 객차이면서 의전용 차량이

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전용 디젤동차와 같은 곳

에 전시하여 대통령 의전차량의 변화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해당 차량의 내부를 공개하거나, 별도의 모형이나 도면

을 통해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체험의 교육장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서울 전차 363호와 부산 전차는 전시만 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 전차들은 1950~1960년대의 서울시

와 부산시의 발전을 함께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운행되었

다. 당시의 의상이나 신발, 스타일 등 모습을 재연한 인형을 제

작하여 그 시대의 승객들이 지녀온 추억과 애환을 당시 전차

를 이용했던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

로 보여주면서 세대 간의 교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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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들에게 관심과 향수의 추억을 담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활성화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의 확충

앞서 해외의 사례에서 확인한 결과 일본은 민영화 이전

에는 국가의 등록문화재 제도와 국철내의 보존제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된 철도회사에서 철도문

화재를 보존하고 있다. 영국은 민영화 이전부터 국가에서 철

도문화재를 보존했으며, 철도문화유산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를 제도적으로 보존하는 장치로 국립철도박물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의 등록문화재에서 철

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보호활동은 최근

(2011년)에 들어서야 철도공사에서 철도문화재 관리 기준

을 마련하고 보존활동을 시작하였다. 박물관도 의왕에 위

치한 철도박물관만 있을 뿐이며, 그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유지를 위한 법 제도가 미흡한 현실이다. 해외의 사례와 비

교 할 때 우리는 철도와 관련된 법 및 철도문화유산을 보

존하기 위한 규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영국에는 세계 최대의 철도박물관으로 알려진 영국 국

립철도박물관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 철도박물관이 있으며, 

일본에도 약 100여개의 철도박물관과 중소규모의 차량전

시관이 여러 곳에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철도차량

유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기

업의 지원 체계로 지원금에 의존하여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이용상·정병현 2012: 400). 

우리나라에서도 철도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관련 법령

을 정비하고 지자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

화유산을 보존하고, 등록문화재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철도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문화

재 지정위원회의 발족 및 등록문화재의 추가 지원과 함께 문

화재 보존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국립

철도박물관의 건립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문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예술 활동의 지원과 더불어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지닌 철도차량유산에 대한 법령의 

확충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를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3. 홍보역량 제고

『2012 문화유산 향유 및 관리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에서 ‘관심 있음’ 이상으로 

답한 사람이 33%로 나타났으며, 이는 휴양지보다는 낮게 나

타났으나 ‘지역 축제’, ‘지역문화제’ 혹은 ‘영화제’에 비해 관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3%의 관심도는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전체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므로 이 중 철도유산은 그 비율이 더 적은 것으로 확

인된다(문화재청 2012: 17〜22).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화유산에 대한 방문 요인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철도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된 수집

경로는 TV/라디오가 88.4%, 인터넷 블로그와 관련카페가 

22.8%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TV/라디오의 

광고 및 sns와 홈페이지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람을 마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해 지

속적인 재방문 및 관심도의 증가를 위해 힘써야 한다. 역사

적, 시대적 가치를 지닌 유산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사람

들이 관심이 없다면 이는 지속적으로 보존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그에 따른 가

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전략적인 홍보 및 마케팅의 

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 

4. 문화재 관리역량 제고

문화재의 관리에서는 예산부족 및 관리인원 부족, 전담

부서 조직구성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전체 문화유산과 관련

한 예산 또한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0.9〜1%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유산을 관리하

는 인력 또한 지자체에서 평균 3.4명 정도로 인력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문화재청 2012: 25〜26).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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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및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등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설 서비스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점

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전체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와 철도차량유산 또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

로 예산과 인력문제에 따른 문제점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철

도문화유산의 활성화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다. 

Ⅵ. 결론

철도는 인간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삶의 

형태와 질을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사건이며, 교통수단을 넘

어 근대적 시공간을 탄생시킨 주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철도차량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전

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차량유산 전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리 현황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이면서 체계적인 보존

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 상품으로의 활용 및 관련 법령의 확

충, 홍보역량 제고, 관리역량 제고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유산들은 한 장소

에서 보존 전시만 되고 있는 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보존차량을 개

방하거나 관람대를 제공하여 관람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

한 그 당시의 유물이나 유산 등을 전시하거나 모형들을 제작 

하여서 그 시대의 애환과 사연들을 담아 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철도차량유산은 각 차량마다 고유의 사연과 역사적

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역사적인 가치와 

운행하였던 시절의 자세한 사실(史實)을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철도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관리되기 위해서

는 철도를 하나의 문화재 범주로 인식하고, 문화재보호법 개

정을 거쳐 천연기념물이나 무형문화재와 같이 철도와 관련된 

문화재 항목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등록문화재 및 

철도기념물·준철도기념물과 같이 분산되어 있는 소유권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문화재와 동격이거

나 이에 준하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sns 및 블로그와 카페 등의 전략적 홍보를 통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

가시키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

체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에 힘써야 한다. 

넷째, 법령 및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철도차량유산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할 예산, 전담부서, 전담인원의 충원은 

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철도차량유산들은 해

방 이전부터 운행해온 많은 사연을 가진 근·현대의 역사성

을 지니고 있는 유산이다. 철도차량유산은 그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의 상징이자 역사의 흔적이며, 삶의 기록으로서 사

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차량유산을 실생

활에 필요한 교통수단 또는 오래된 기념물로만 볼 것이 아니

라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상, 애환, 역사,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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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tudies on the cultural heritage of railways have merely 

focused on modern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and on excavating the cultural heritage of modern rail 

transportation. Endeavors of institutions relevant to railways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of railways 

were not sufficiently made. Only the internal guideline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of railways made by 

the railway corporation is being implemented. This study aims to assert the need to examine the protective 

measures of the heritage of railroad cars and to vitalize plans of conserving the heritage of railroad cars. Also, 

plans to protect the heritage of railroad cars and methods to invigorate schemes of protecting the heritage of 

railroad cars will be suggested. 

The current situation of protecting the heritage of railroad cars was investigated via a field trip. Through 

exploring overseas examples of protecting the heritage of the railroad cars, ways to vitalize plans of widely 

publicizing the heritage of the railroad cars with their historical values were suggested.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way of openly exhibiting conserved railroad cars by setting up stands other 

than the way of exhibiting and conserving in one site was necessary. Second, in order to properly preserve and 

manage the cultural heritage of railways, railroad cars, much like natural monuments 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eed to be perceived as cultural properties. Also,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to include railway heritage. Third, the percep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railways should 

be heightened, and SNS, blogs, and cafes need to strategically promote this heritage in order to increase the 

public’s interest. Fourth, in addition to enacting legislations and gain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railways, the budget to operate the responsible department, and employing staff for the heritage 

of railroad cars should be resolved as a priority in order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managing this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rationally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of railways and invigorate plans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of railways, it is necessary to garne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enact the appropriate 

legislation. The heritage of railroad cars is priceless and has a social value in terms of regional icons, histo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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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s, and the record of life. It is considered that in this situation, the standard of amending both policy and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for the heritage of railroad cars should be urgently established.

Keywords  Railroad, The heritage of the railroad cars,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The conservation of the heritage of the railroad cars,  

 Vitalization the heritage of the railroad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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