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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이용객의 불만이 증가함. 국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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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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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는 없음.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예비관제실간 연동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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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년 시설개량 예산확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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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상황임. 대책은? ······························································· 119
8. 일반철도 시설개량의 ‘우선순위 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철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120
9.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보는데,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 대책은?
········································································································ 121
10. 공단에서 국토부에 보고한「운행선 인접공사 철도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이 안전사고 예방의 충분한 조치는 아니라고 봄.
이사장의 향후 실천 계획은 무엇인지? ································· 122
11.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전파교육은 물론,
일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운행선 인접공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123

[ 이 철 우 위원 ]
1. 공단 비리의혹 요약에 대해 각각의 답변 작성 바람 ··········· 127

2. 납품단가 부풀리기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입장 및 해당자료에
대한 설명 ······················································································· 169
3. 호남고속철도 광영상전송설비와 관련하여 업체의 견적서와 적합
등록 필증간의 시간차가 1년임. 제품 없이 견적을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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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는지? ··················································································· 171
4. 담합의혹에 대한 인지 시점, 인지 후 공단의 조치사항, 각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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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단가 부풀리기에 대해 공단 정보통신처 관계자는 이미
UTT와 이노싸인 등의 관련업체가 폭리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데? ······································································· 173
6. 향후 관련업체의 공사 전면참여금지 및 업체 해당자가 소속된
타 업체의 공단 시행 공사참여 제한에 대한 공단의지 및 입장
········································································································ 175
7. 공단 정보통신처에서 근무했던 이규성 처장, 이종연 부장, 권병희
차장의 해당 의혹에 대한 진술 및 자술서 사본 제출 바람
·········································································································· 176
8. 공단 감사실에서 관련 내용 감사시 최초 보고 받았던 사본 내용
일체와 접수 받은 내용의 의혹내용 정리 바람 ····················· 177
9. 접수 받은 내용에 대한 각각의 감사실 처리 현황 및 의혹에
대해 처리 하지 않은 이유 ························································ 178

10. 의혹사건 접수 후 감사실에서 정보통신처 이규성 처장, 이종연
부장, 권병희 차장에게 보낸 메일 전체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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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5년간 재해예방시설개량 추진현황을 보면 재해예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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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낮은 이유는? ·································································· 183
2. 집중호우시 철도피해 방지대책과 철도건설시 향후 강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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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대 연결이 가능한지? ··························································· 185
4.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에 구축중인 선로, 전기, 신호장치가
고속철도 신선구간에 사용되는 장치와 동일한지? ·············· 186
5. 도심통과구간 전용선로를 직선화했을 경우, 연장(㎞)이 얼마나
축소되며,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 187
6. 현재 건설 중인 대구, 대전도심통과 구간 전용선로는 연장 면
에서 기존 노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속도 향상이 가능
한지? ······························································································· 188
7. 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이 일반철도 신호설비로 구축될 경우 고속
차량 운전장치가 고속선 장치에서 일반선 장치로 전환되어
고속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 190

8. 원래의 취지대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심 통과구간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고속 신호설비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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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근절에 노력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실질적인 대안책과 노력은 부족한 것 같음. 근절을 위한
공단의 노력은?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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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체불과 노사문제 관련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주의 조치를
5건 받은 사실이 있음. 앞으로 징계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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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궤도공사 시 자재의 관급화 및 자재 구매의 다변화를 통하여
공사비 손실의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 201
6. 수도권 고속철도와 원주～강릉 복선철도 궤도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해서는 목표공기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궤도공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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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 9～‘13. 9월까지 설계 변경으로 468억원이 낭비됨. 잦은 설계
변경은 공사 금액의 증가와 공사를 지연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203
8. 원주〜강릉철도, 공청회도 끝난 설계를 변경하여 3년째 실시설계만
3번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
라고 보는데? ················································································· 204
9.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할 것 ············································· 209
10. 설계심의위원 및 자문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 외부인사의 선정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 210
11. 철도신호공사 입찰제한 제도 완화에 대한 공단의 입장 ······ 211
12. 수도권고속철도 사고 시 시공업체가 지정병원이 아닌 1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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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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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 213
14.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따르면 발주청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근무자세,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등에
대해서 감리원을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있는데, 성실히 수행
했는지? ························································································· 215

15.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이 시행한 지도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 217
16.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시공업체가 늦장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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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입찰자격 방안 마련 필요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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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감사는 내부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내부 잘못을 발견
못했는지?
[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석지천 (042-607-3041) ]


□ 공단 감사실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전사적 내부통제 관점에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상시 감찰을 실시하는 등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 구체적으로, 2013년에는 연인원 3,051명을 투입하여 82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31명에 대하여 징계 및 경고 등의 신분상
처분을 이사장에게 요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013.10.31일 기준 연간 감사실적 >
구 분
합 계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기타조사

투입 연인원
3,051
1,348
693
1,010

투입 일수
461
77
176
208

(단위 : 건, 백만원)
예산절감액
신분상 조치
82,833
31
63,546
14
779
14
16,598
1,910
3

□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감사실에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겸허히
반성하며 상시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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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 자체감사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 조치 완료하고 향후에는 더욱 치밀한
감사계획 및 착안사항 발굴 등 선제적 감사활동으로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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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호남고속철 위조 시험성적서 책임자 문책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동 건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자에 대하여 감봉 등 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포상자들에 대한 경감을
적용키로 하여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경고 4명, 주의 1명
처분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 참 고 >
□ 철도시설 성능검증 업무처리 부적정
○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경고 3명
□ 성능검증 신청서류 검토 부적정
○ 불문경고 1명, 경고 1명,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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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설계업체가 감리용역 맡는 폐단, 개선책 보고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기획부장 권진수 (042-607-3878) ]


답 변
□ ‘07.10월 기술검토의 연속성 확보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해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부여하던 설계실적
가점을 이미 폐지하였으나,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업체의 감리 수행에
따른 부실감리 문제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
설계업체의 감리용역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10 -

질 의
4. ㈜현대제철 자체시험설비 시행에 따른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자료 및 현대제철에 대한
제재조치 계획?
[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석지천 (042-607-3042) ]
[ 기술본부 궤도처 기준부장 천완길 (042-607-3332) ]


답 변
□ 공단에서는 현대제철의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과 관련한 감사를
시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 다만, 공단 궤도처에서 현대제철 레일제작공장(포항) 품질점검
(‘12.4.19)시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역학분야만 인증
받은 KRTC(주)가 역학인증은 물론 화학인증까지 보증을
시행한 사실이 있어 지적된 바 있으나,
○

현대제철(주)이

그

이전인

‘11.12.5일

국가공인시험기관

(KOLAS)으로부터 역학 및 화학분야 인증을 받았음으로
제재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향후 ‘11.12.5일 이전에 현대제철이 보증자격이 없는 KRTC(주)가
화학분야 시험성적서를 보증서류로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대제철에 “서면경고” 조치 할 예정입니다.

- 11 -

질 의
5. 폐침목 발생부터 최종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
적인 시스템 구축
[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재산관리부장 곽연수 (042-607-3812) ]


답 변
□ 철도건설공사 시행 후 폐선로 등 철거시 발생되는 폐침목은
공단 물품관리규정 제27조 및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부터 매각까지의
처리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폐침목
발생

→

(공사관리관)

￬
폐기처리 ②
(철도역사 발생분)

①
②
③
④

분
류
폐기처리
소요조회
공개매각

분 류

①

:
:
:
:

→

재사용
가능품

공단 내③
→
→
소요조회

재사용
또는

보관관리

(공사관리관)

불용품

→ 공개매각④ →

재활용
(재활용업체)

공사관리관이 재사용품과 불용품으로 분류
폐기물처리업체에 용역을 통해 발생즉시 폐기처분
재사용 가능품에 대한 소요조회 후 재사용 또는 보관관리
재활용 용도로 공개매각

□ 폐침목의 재활용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공단이 직접 처리하지
못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2에 따라
재활용자격업체에 공개매각을 통해 폐기물로 배출하며, 폐기물
배출신고 이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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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임원 추천 심의 기준 및 시스템 개선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재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정관(공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구성되며, 비상임이사 중 1분이
위원장으로 선정되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규정에 따라 모집 해당 직위별(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로 직무수행요건을 선정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결정하고,
○ 서류심사·면접심사를 통하여 최종 후보자를 3～5배수로 결정
하여 우선순위 없이 제청권자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와 기준을 준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률개정 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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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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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누 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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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석 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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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공기연장,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 문제에 대한
공단의 개선 방향은?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기획부장 권진수 (042-607-3872) ]


답 변
□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기간 연장 및 수요를 감안
하지 않은 시설 규모 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 동안 최적 설계를 통해 설계변경을 줄이고 시공방법 개선
등으로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액 억제에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 충분한 사업비 확보와 완공 위주 사업에 선택과 집중
및 민원 등을 조기 해결하여 사업기간 연장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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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정부의 제5차 건설기술진흥계획(2013～2017)에 따라
15년까지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사후평가 환류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방침을 알고 있는지?
[ 기획혁신본부 사업전략처 투자조정부장 김윤양 (042-607-3796) ]


답 변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수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
되었으며,
○ 금번 제5차 기본계획에는 건설공사 준공 후 실시하는 사후
평가 결과 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표준데이터 제공을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정보 분석․환류체계 도입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13～‘17, ‘12.12월)

◦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수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
- 5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건설기술관리법 제 3조)
◦ 기 간 : 2013～2017년
◦ 관련내용
- 건설정보 공유·확인 및 환류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정보
분석 및 환류체계 도입 등 추진

- 22 -

질 의
3. 불필요한 재원낭비 방지대책 차원에서 건설사업의
사후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기획혁신본부 사업전략처 투자조정부장 김윤양 (042-607-3796) ]


답 변
□ 공단은 완공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료 축척 및 분석을 통해 신규사업에 반영할 계획
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3～5년 이내에 실시
< 공단의 사후평가 시행 현황 >
구 분

'05

'07

'08

'09

'10

'11

'12

소계

사후평가
시행 건수

1

3

2

3

3

-

6

18

□ 현재 국토부에서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내용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후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건설공사 사후평가 종합분석․환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13. 6.12 ～ '13.12. 9 (6개월)
◦ 발주처 / 연구기관 :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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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에서 지적한 단체협약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 경영지원안전실 노무복지처 노사협력부장 조복형 (042-607-3632) ]


답 변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11. 2.25～‘13. 2.24)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
노동부 및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19개항)받은 불합
리한 단협조항 개선을 위해
○ 지난 5.22.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본교섭 4회, 실무
교섭 20회를 개최 하는 등 단체교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번 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제고시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단체협약
모델이 되도록 하고,
○ 상생과 협력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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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12년 현재 17.3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직원관리와
관련해 소송으로 5억원의 비용이 든 것은 문제가
아닌지?
[ 경영지원안전실 노무복지처 노사협력부장 조복형 (042-607-3632) ]


답 변
□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 청렴도 향상 및 정부정책 이행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였으며,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신청 대응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송비용이 발생
되었습니다.
□ 그러나, 공단의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엄격한 징계처분 등으로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건수 및
재해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재해율(‘10년 0.128% ⇒ ‘11년 0.142% ⇒ ‘12년 0.082%)
☞ 안전사고 건수(‘04년 이후 연평균 30.5건 ⇒ ‘12년 15건)

□ 또한, 조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불가피한 비용이 발생되었으나,
2012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차질없는 달성, 순수부채 929
억원 상환 및 1조 205억원의 사업비 절감 등 경영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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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지난 6.28일 단체교섭시 정회시간에 전 직원에 배포한
서신이 노조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
청에 고발당한 것은 잘못이 아닌지?
[ 경영지원안전실 노무복지처 노사협력부장 조복형 (042-607-3632) ]


답 변
□ “CEO의 경영혁신레터”는 매월 말일 정례적으로 이사장이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직원들에게 격려와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작성
되는 것으로 노조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지난 6.28일 제2차 본교섭 중 배포한 경영혁신레터는
○ 노사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정부경영
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공단의 대외이미지 제고는 물론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송된 것으로
○ 노조활동에 대해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
에도 전후사정을 무시한 채 노조가 지방노동청에 진정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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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단체교섭

중에 노조비방사건이

발생한 상태에서

상호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지?
[ 경영지원안전실 노무복지처 노사협력부장 조복형 (042-607-3632) ]


답 변
□ 지난 5.22일 제1차 본교섭 이후 단체교섭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에도 노측은 온갖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자신들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노조로서 당연한 행위라 억지 주장하면서
○ 사측 주장은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중 잣대로 일관하는
등 노측의 이러한 구태답습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는 노사가 정상적으로 단체협약 개정 교섭을 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일신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전면 개선하여 상생과 협력의 안정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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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노조는 이사장이 2011년 9월부터 매달 100만원의
판공비를 한국철도협회로부터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노조의 주장처럼 문제가 되는 것인지?
[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장 김공수 (042-607-3202) ]


답 변
□ 한국철도협회 협회장은 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장은
비상임으로 일절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협회장의 직무활동비는 협회 규정에 따라 협회 관련 업무
추진과 대외 활동 및 협회 회원사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 철도협회 보수 및 여비규정 >
제27조 (지급대상 및 집행) ①회장, 상근하는 임원 및 부서의 장에게 협회업무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 내․외빈 접대, 회의, 경조사, 해외출장 지원, 선물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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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노조는 처남이 설계자문위원 등으로 2번의 자문을 시행
했는데도 이사장은 부인했다면 8월 13일 대전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영지원안전실 노무복지처 노사협력부장 조복형 (042-607-3632) ]


답 변
□ 설계자문위원 위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설계심의 분과위원 선정과 마찬가지로 공단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부이사장 전결 사항이며,
○ 부이사장 주재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위촉 명단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또한, 안건별 위원 선정은 해당 소속장 (본부장․실․원장) 전결
사항으로 언론보도 이후 보고를 통해 인지하였고
* ‘12. 6. 5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설계자문(주관부서 : 본사 광역/민자철도처)
* ‘12. 6. 11 :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현장
설계변경 심의 (주관부서 : 영남본부 건설처)

○ 이후 모든 심의에서 제척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위원 선정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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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언론 등에 명백히
밝혔으며, 향후 이러한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참고

설계심의 분과위원 선정절차

□ 턴키 설계심의위원 선정 절차는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시 방침
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로 선정
구성계획
수립

→

후보자
모집

→

서류심사

→ 선정위원회

→

위원위촉

1) 구성계획 수립 : 위원 선임방식 결정(이사장 결재)
2) 후보자 모집 : 자격자를 보유한 관계기관 추천(담당부서 주관)
3) 서류심사 : 모집된 후보자의 자격요건 부합여부, 해촉대상 포함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척(담당부서 주관)
4) 선정위원회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적격자 선정(부이사장 주관)
5) 위원 위촉 : 선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 위원 선정(부이사장 결재)

* 심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위원장

위

원

입 회

직 위
부이사장
경영지원실장
기획혁신본부장
건설본부장
기술본부장
시설사업본부장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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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운영 총괄

전문성 검증

청렴도 검증

김 태 원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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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2011년 9월 청와대
에서 개최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어 설계변경이 이뤄진 건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원주강릉부장 하삼호 (042-607-4712) ]


답 변
□ ‘11. 9월 취임 1개월 지나 기관장으로서의 각오와 현안을 설명
하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에 대해 설계중에 있으나,
대심도 440m(연결통로3.4㎞, 구배14.5%)에 지하 철도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편이성, 이동시간 등의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440m 대심도의 (가칭)올림픽 정거장 설치 시 전세계에 유례가
없고, 지하역에서 지상역으로의 이동수단과 환승 이동시간 과다
등의 문제점과 전 구간의 터널비율 과다로 조망부족 등으로
설계보완이 필요하다고 구두 보고 드렸고,
- (안전성) 대심도, 대규모 지하역사 설치로 인한 화재나 사고 시
방재 및 대피 어려움 등 문제점
- (이동시간) 지하역에서 경기장으로 이동 시 전기버스 환승
및 이동시간은 최소 17분, 최대 30분～1시간 이상이 소요
되어 승객불편 가증
* 특히 동계올림픽기간에 승객이 대규모로 일시에 지하역 하차 시
공간제약에 따른 전기버스 운용 한계로 인한 환승지연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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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부족 시 2～3차례 회송운전으로 장시간 지하역사 내에
대기로 불편 예상

- (역사내 편이성) 열차풍․이명감․기류변화에 따른 불쾌감,
장시간 지하역사에 대기에 따른 불만
- 또한, 강원도 산악지형 특성으로 터널구성 비율(65.5%)이
높아 여행객은 물론, 동계올림픽 기간 중 관계자 및 방문객
에게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으로 이용자의 불편 예상
○ 이에 440m 지하역사는 문제가 많고, 외국관광객 등이 강원의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게 제대로 잘 설계해서 동계올림픽
전에 반드시 완공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검토 결과,
○ 동계올림픽 주경기장(알펜시아)에 근접한 진부역에서 신설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방안이 가능하여 대심도(440m)
지하역사 설치에 따른 방재문제, 승객 이동의 불편 해소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였습니다.
* (진부역 활용 결정) 국토부와 유치위 간 협의로 결정('11.10.12)
* 지하역사 설치로 인한 추가 사업비 465억원 및 년간 운영비
14억원/년 절감가능
* 진부역에서 도로로 경기장까지 이동할 경우(유치위 제시안) 26분
소요 ☞ 지하역 신설 시 소요시간 20분과 큰 차이 없음
* 진부역-지하올림픽역간 KTX운행 3분, 지하역에서 경기장까지
최소 17분, 최대 30분～1시간 이상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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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구성을 축소하여 조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대안
노선 검토결과 최대 지상화율을 67.2%(영동고속도로와 병행
노선, 당초 34.5%)까지 높일 수 방안까지 검토되었으나,
- 사업비, 사업기간, 일부구간 산지 훼손 및 민원 등 종합적인
판단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체 지상화율을 46%로 높일
수 있고
- 노선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횡성〜둔내 구간 주1)만을
지상화(교량화)로 변경하여 둔내역을 지역의 중심으로 변경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였
습니다.(1차 변경)
* 주1) 당초 전체노선 119.8㎞ 중 노선변경구간은 29.8㎞로
24.9% 해당

○ 시설규모는 지형․주요구조물 통과방안, 정거장 입지, 열차
운영계획, 열차주행성능분석, 주요 지장물 저촉․환경보전
지역 통과, 사업비 및 완공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노선에 대한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그 결과, 횡성〜둔내 구간만 고려하면 지상화로 인한 사업비는
28억원 증가하였으나, 전체노선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지상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28억원)를 감안하여도 전체사업비는 약 49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 재수립

□ (노선재변경) 노선 변경 후 지역주민의 당초노선으로의 변경
요구 민원, 경관훼손, 高교각 유지보수의 어려움(H=87m) 등
문제점 제기로 국토부에서 개선대책 수립 지시(‘13.3.26)에
따라 재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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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교각의 경우 실제 운행중인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해외의
경우도 80m 이상 교각이 다수 있는 등 유지보수에 문제점은
없으며, 명품 토목구조물로 국내 건설기술발전에도 상당한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 독일의 경우, 고속철도 교량으로 원주∼강릉의 콘크리트 궤도와
동일함
* 콘크리트 궤도구조의 유지보수는 자갈궤도 구조의 1/7 수준임

○ 정부의 지역의견 수용 및 추가 개선 의지에 따라 공단의
재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변경노선으로 시행 시 개통공정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 공기단축이 필요하고, 6개월 이내
인· 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정부와 협의하였습니다. (‘13.5.7)
* 변경설계(‘13.5∼10 ) → 인·허가(‘13.11) → 용지보상(‘13.12) →
착공(년 내)

○ 또한, 노선 재변경시에도 시설규모 최적화 등 개선으로 약
3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하여 총 790억원의 절감이 가능하였
습니다.
⇨ 최종적으로 노선 변경이 결정(국토부, ‘13. 5.22)된 후, 공단은
개통공정 준수를 위한 특단의 공정대책을 수립하여 2017
년 말까지 사업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3.5.6) 노선변경구간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
시행 (국토부, 환경부, 공단, 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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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재변경 검토노선(2차변경)]
○ (재검토노선) 당초노선과 1차 변경 노선을 활용한 노선

- 둔내 역사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 도로와 연계성 및 지역
개발 등을 고려하여 1차 변경 노선의 역사위치로 도심 생활
권에 설치
* 둔내면 도심 생활권과 이격거리 : 약 600m 이내 (당초 2km)
* 둔내 IC와의 거리 : 2km (당초 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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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안전시공, 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안전시공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원주강릉부장 하삼호 (042-607-4712) ]


답 변
□ ‘11. 9월 당시에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는 없었으며, ‘12.11월 설계완료 후 ‘13. 2.25일
제 1차 총사업비 협의를 시행하였습니다.
□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부구간 노선을 재검토한 경우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4조
(기본원칙)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기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노선 재변경구간(횡성〜둔내)은 ‘13.12월 총사업비 협의 예정임
< 참 고 >
* (총사업비 협의시기)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3조(실시
설계 완료)에 의거 용역이 완료 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조정기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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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안전시공, 주변여건 변화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원주강릉부장 하삼호 (042-607-4712) ]


답 변
□ 공단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에 의거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원주〜강릉 철도사업도 완공시까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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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공단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체불업체 패널티 부과 등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기획부장 권진수 (042-607-3872) ]


답 변
□ 체불의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부실 또는 자금경색이며, 공단은
매월 하도급점검을 통해 대금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불
하고 있습니다.
□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감시는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이며,
하도급대금지급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10.31 완료)
□ 체불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보완 : 현행 하도급사에서 End user까지 모니터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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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지연지급 현항】
（백만원)

연도
계
‘09
‘10
‘11
‘12
‘13

계
19건
(27,081)
5건
(17,126)
6건
(4,679)
1건
(31)
5건
(4,260)
2건
(985)

유형별 지연지급 현황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비, 임금
15건
(22,272)
5건
(17,126)
6건
(4,679)

사 유

조치결과

-

-

4건
(4,809)
-

원도급사 워크아웃 등

지급완료

-

원도급사 워크아웃 등

지급완료

하도급사 자금경색

지급완료

1건
(31)
2건
(4,010)
1건
(768)

3건
(250)
1건
(217)

원도급사 워크아웃 등
하도급사 자금경색
원도급사 자금경색
하도급사 기업회생개시

지급완료
지급완료

○ 상기 19건(16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및 지자체에
고발 또는 경고 조치
구 분

원도급사 (15개 현장 / 12개사)

하도급사 (4개 현장 / 4개사)

워크아웃

경남기업, 풍림산업, 임광토건

-

기업회생

남광토건, 벽산건설, 동양건설산업, 삼환기업

효동건설, 중앙개발

자금경색

대우건설, 서희건설, 울트라건설, 신동아건설, 대제종합건설

이강이엔씨, 진올건설

◈ 해당업체 고발사례
► (원도급사 → 공정위 고발) 풍림산업(‘12.5), 울트라건설(‘13.2) , 삼환기업(‘12.7)
► (하도급사 → 지자체 고발) 효동건설(‘12.8), 중앙개발(‘13.1)

○ 체불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즉시 직불 조치
일반
현장

철도공단

직불
현장

철도공단

원도급사

하도급사

End User

원도급사
하도급사

End User

* (직불대상) 2회이상 대금지체, 파산, 직불합의서 작성, 하도급대금지급 미 보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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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이 계획대비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지연사유는?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고속부장 김용두 (042-607-4742) ]


답 변
□ 정부는 ‘09.9월 LH공사의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 광역
교통개선대책 확정시 광역철도사업비 8,000억원 분담 및 동탄
역사을 별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 ‘09.12월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과정에서 수서-동탄 구간을
광역급행철도와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계획이 결정되었
습니다.
□ 정부에서는 수서～동탄 구간 중간역 등 동시시공 방안을 장관
방침으로 정하고(‘11.11월) 사업비는 LH와 협의하여 추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 LH공사는 삼성～동탄간 기본계획 고시 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정부는 또다시 철도산업위원회(‘13.4월) 의결을 통해 동시시공
사업비에 대해서 LH공사 분담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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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는 정부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로 사업비 납부협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이 지연 된 바 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단과 LH공사가 5:5로 사업비를 분담
하여 추진 할 것을 재지시(‘13. 9월)하였으나 LH공사에서는
현재까지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병행구간의 동시시공 구간(수서접속부, 중간역 2개소, 동탄
정거장) 소요공기를 감안 최소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여,
○ 수도권고속철도의 완공시기를 2014→2015년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의 촉박한 공기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공동사용구간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Fast Track
으로 시행중으로 대국민과의 약속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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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중간역은 어디로 확정되었는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고속부장 김용두 (042-607-4742) ]


답 변
□ 국토교통부에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일원(성남지역)과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일원(용인지역)으로 확정(‘13.7.16) 하였습니다.
<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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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공사비를 계속해서 확보하지 못하면 개통이 더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닌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고속부장 김용두 (042-607-4742) ]


답 변
□ 공단은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기지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시책에 맞추어 공사를 적극 시행중에 있으며,
○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도 금번 정부의 수도권고속철도 기본
계획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분담 및 사업계획을
금년 중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등 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 분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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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은 포화된 KTX수요를 분산
시키고 철도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으로
중요성이 큼. 차질없이 개통되도록 할 것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고속부장 김용두 (042-607-4742) ]


답 변
□ 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의 촉박한 공기를 감안하여
공동사용 구간(GTX 중간역 2개소, 동탄역사)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Fast Track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대국민과의 약속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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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복합역사 점용료 및 사용료 수익이 대부분인 과거의
수익창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잘 활용하면 수익
창출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보는데?
[ 시설사업본부 자산개발사업처 사업기획부장 전공준 (042-607-4222) ]


답 변
□ 경춘선과 영동선의 폐선부지 관광개발사업, 역사 승강장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역사 및 선로변에 광고사업 등 수익
창출 다변화를 통해 신규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경춘선의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경춘선 폐선구간(춘천시계～
김유정역) 약 20km에 걸쳐 레일바이크와 꼬마열차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등 ‘12년부터 본격적
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경춘선 예상수익 252억원/30년

○ 영동선 솔안터널 개통으로 폐선되는 구 영동선(도계역～통리역)은
강원랜드와 협력하여 국내유일의 스위치백구간의 문화재적
가치를 감안하여 인클라인철도 등 관광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가미한 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하여 내년 상반기 중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 영동선 예상수익 60억원/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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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사승강장,

차량기지, 사토장 등 67개소(총393,389㎡)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추진협약을 금년 2월에
민간업체와 체결하였으며, ‘14.2월 착공을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예상수익 145억원/30년

○ 역사의 연결통로 및 선로변에 광고를 유치하고, 역사유휴
공간에 시설투자를 하여 임대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철도시설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신규수익 창출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광고사업수익 47억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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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철도폐선부지 및 유휴부지에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단은 수익창출을
통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 시설사업본부 자산개발사업처 사업기획부장 전공준 (042-607-4222) ]


답 변
□ 수익창출 외에도 숲길, 자전거길,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중앙선(팔당～양평간 25.3km) 및 경춘선(마석우리～구암리간
6.2km) 폐선부지에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국민여가에 활용
하고 있으며, 추가로 경춘선(성북～화랑대간 4.2km) 구간도
‘13.1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향후 발생되는 폐선부지도 국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수익
창출을 병행 개발하고자 부산시와 동해남부선 활용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동해남부선 부전역～동부산관광단지간 22.5㎞(43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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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효 대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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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2009년 이후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41건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연이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 안전실 사고조사부장 김진환 (042-607-3452) ]


답 변
□ 2011년 ‘무재해 안전시공’을 6대 경영방침에 포함하고 안전
점검 제도개선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 다만,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추락, 협착 사고가 전체
안전사고의 54%*를 차지하는 등 안전기강 해이와 구태적인
업무관행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04년부터 '12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190건 중 103건이 추락·협착 사고임

□ 따라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
하고 신상필벌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철도건설현장 사고 발생 현황
구 분

7년 평균
(´04～´10년)

´11년

´12년

´13.9월

사고건수(건)

32

20

15

12

재해자수(명)
[사망/부상]

26
[10 /16]

18
[9 / 9]

20
[11/ 9]

11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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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7월 22일 수도권고속철도 사고 당일에는 이사장이
직접 SNS 메시지로 호우 시 작업을 중지할 것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내린 후 발생한
것이라 더욱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 안전실 사고조사부장 김진환 (042-607-3452) ]


답 변
□ 경기, 영서지역 호우특보 발령에 따라 저지대 즉시양수, 위험시
작업중지, 근로자 즉시 대피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SNS를 활용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특별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
니다.
□ 다만, 당일 철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장비보호를 위해 터널내
가물막이 및 양수작업을 위해 남아있던 작업자가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유입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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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7월 22일 사고 당일 철수지시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들이 남아 있었던 사유는?
[ 안전실 안전진단부장 조수현 (042-607-3442) ]


답 변
□ 사고 당일 작업자 철수지시를 하였으나, 우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됨에 따라 장비보호를 위해 터널내 가물막이 및 양수 작업
때문에 작업자(6명)들이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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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공단은 뒤 늦 게 터 널 의 정밀 안 전 진 단을 시행 해 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 밝히며, 사고대응 매뉴얼에
119 신고 조항을 신설함.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지?
[ 안전실 안전계획부장 유동호 (042-607-3352) ]


답 변
□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하
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철도건설현장의 사고대응 매뉴얼에 대하여는 매뉴얼의 적정성
및 호우대비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13.8.2～8.21)하였으며,
근로자가 숙지 하여야 할 안전대책 등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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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앞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119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절차를 어길 경우 보다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람
[ 안전실 안전계획부장 유동호 (042-607-3352) ]


답 변
□ 철도건설현장 사고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안전점검 시
수시로 확인 하겠으며, 사고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사고를
은폐하거나 119 신고 누락 등 절차를 어겼을 경우 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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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영상감시설비는 시설물 감시와 사고를 방지하고 열차
운행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 맞는지?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영상감시설비는 철도이용객의 안전확보와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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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분당선 등 문제가 된 구간에서 CCTV영상을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문제가 된 구간의 CCTV 영상은 당초에는 국토부 등 유관
기관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으나,
□ ‘13.8.16 이후 철도교통관제센터 서버와 연결하여 현재는 대전
예비관제실까지도 영상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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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지적을 받고나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둘러 조치를 취한 것은 공단 자체적
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 아닌지?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철도설계지침및편람(정보통신편)에 ‘주요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도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설비를 구성하였으나,
□ 지적을 받고 자재사양서의 ‘필요시 예비관제센터 또는 유관
기관에서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가 예비
관제실에 상시 영상을 표출해야 하는지,
○ 아니면, 철도공사의 요청에 대비하여 예비관제센터까지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만 구축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후,
○ 철도교통관제센터 서버와 연결하여 대전예비관제실로 영상이
전송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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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가 정상적
으로 설치․작동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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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 근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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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철도 공사현장에서 매년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교육 철저 필요
[ 안전실 안전계획부장 유동호 (042-607-3352) ]


답 변
□ 철도건설현장 안전교육의 적정성 여부를 안전점검 시 확인
하여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또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는 교재를 작성․배포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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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철도 공사현장에서 매년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함.
공단은 공사현장에 외국어로 된 표시판을 사용하고
외국인을 위험작업에 단독으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기획부장 권진수 (042-607-3872) ]


답 변
□ 공단에서는 언어 및 풍습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점을 우려, 아래와 같이 작업 중 안전수칙을
교육․전파하고 있습니다.
○ 국적에 맞는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현황판을 설치․운영
○ 숙련된 내국인과 함께 작업 투입(외국인 단독작업 금지)
○ 동영상교육 실시(산업인력공단 제작, 번역본)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 모국어로 된 안전교재 및 동영상
제작 배포(베트남어, 태국어 등)
○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안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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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전기분야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공단
출신에게 유리한 배점규정을 삭제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은?
[ 경영지원실 계약처 용역계약부장 강정수 (042-607-3742) ]


답 변
□ 전기분야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단 출신 재취업자
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참여기술자 경력인정과 관련
하여
○ 공단 시행 철도사업과 타기관 시행 철도사업의 경력 및 실적
인정비율을 통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100% 인정하고, 공단
재직 경력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 불공정한 평가기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단
전관예우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참 고 >
용역업체 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현 행
공단 시행한 철도경력·실적 : 100%
타기관 시행한 철도경력·실적 : 80%

개 정
경력·실적 동일하게 인정 : 100%

공단 재직경력을 실적 인정
(1년당 1건으로 최대 15건까지 인정)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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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실효성 없는 행동강령 개정보다 입찰제한 조치가
포함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 경영지원실 계약처 용역계약부장 강정수 (042-607-3742) ]


답 변
□ 설계, 감리 등 용역업체 선정시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단 출신의 재취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기술평가시 내부직원을 배제하고 외부위원으로만 평가를
시행하는 등 공단 퇴직자와의 유착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여
□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단 전관예우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1 > 용역업체 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공단 시행한 철도경력·실적 : 100%
동일하게 인정 : 100%
타기관 시행한 철도경력·실적 : 80%
공단 재직경력을 실적 인정
- 삭 제 (1년당 1건으로 최대 15건까지 인정)
< 참고2 > 설계·감리 기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방법 개선
(SOQ : States of Qualification / TP : Technical Proposal)
ㅇ 현 행 : 평가위원 10명 중 내부직원 70%이내 참여
ㅇ 개 선 : 전원 외부위원으로 선정 (내부직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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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철도건설사업의 예측수요와 실제 이용객을 비교시
큰 차이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기획혁신본부 사업전략처 투자조정부장 김윤양 (042-607-3792) ]


답 변
□ 철도사업 계획시에는 타 교통수단과 연계교통체계 구축, 인접
철도사업과의 연계, 노선 주변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송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철도시설을 계획
하고 있으나,
○ 철도사업 착수 이후 인접 철도 연계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주변 개발계획의 착수 보류 및 지연 등으로 수송수요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에는 외부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교통데이타베이스
(KTDB) 정밀 분석을 통한 수요 모형 개발, 현실적인 철도노선
주변 개발계획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 사업추진 단계에서도 필요시 수요 재분석을 통하여 시설규모를
최적화하는 등 내실 있는 철도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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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공단은 출근도 하지 않는 비상임이사에게 과도한
수당 지급
[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장 김공수 (042-607-3202) ]


답 변
□ 2007년 12월 시행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 동 법률에 임원(비상임이사)의 보수는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단은 ‘연봉제 보수규정’ 제20조에 따라 매월 직무수당 200
만원과 회의 참석수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 산하기관의 경우 비상임이사 직무수당은 매월 150만원～2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회의 참석수당은 회당 50만원～70만원을 지급

□ 공단 비상임이사의 그간 이사회 참석률은 96.6%(참석 169인 /
대상 175인)이며, 매월 개최하는 비상임이사회의와 이사회내

소위원회(5회 개최) 및 비상임이사현장 방문 경영활동(12회
개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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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보금자리주택 부작용 분석을 철저히 하여 행복주택에
대한 문제(문화시설 등 복합개발 필요) 개선 필요
[ 시설사업본부 행복주택사업처 사업개발부장 김정호 (042-607-4142) ]


답 변
□ 행복주택사업은 LH공사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
부지내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 또한, 철도상부 인공데크에 공원을 조성 인근 주민에게 개방
하여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바람길 등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설치, 지구별 특화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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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KTX 의정부 연장 공약은 규범적으로 지켜져야 함.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기획혁신본부 사업전략처 조사전략부장 김종윤 (042-607-3142) ]


답 변
□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KTX 수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동 사업은 현재 사전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최적노선 및 시설규모 최적화 등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
하고, 관계기관(국토부 및 기재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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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공단에서 사전타당성용역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 예타
신청이 필요한데, 이사장의 견해는?
[ 기획혁신본부 사업전략처 조사전략부장 김종윤 (042-607-3142) ]


답 변
□ 사전조사를 통해 최적 사업대안을 검토한 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KTX 의정부 연장사업은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9월)에 미반영
되어 국토부의 수정계획에 우선 반영된 후 예타 추진 필요
< 사전조사 용역개요 >
․용 역 명 : 수도권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용역기간 : ‘13.9～‘14.2 (180일)
․용역수행 : (학술) 서울시립대, (기술) 포스코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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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0. GTX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데,
견해는?
[ 기획혁신본부 사업전략처 조사전략부장 김종윤 (042-607-3142) ]


답 변
□ 기획재정부의 GTX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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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1. 경춘선 폐선부지 자전거길 사업이 올 하반기에 착공
되어 늦어도 2015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재산운영부장 은찬윤 (042-607-3832) ]


답 변
□ 공단은 서울시와 지난해 12월 자전거길 협약(성북～화랑대
4.2km)에 따라 공단이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가 기부채납 승인 요청시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승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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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2. 월계북부역사에 대한 소요비용을 일부 조정하여
월계남부역사내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건설본부 건축설비처 중부권부장 길청섭 (042-607-3322) ]


답 변
□ 위탁기관인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월계북부역사는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개량 공사 중

□ 월계남부역사에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설치는 수탁사업 범위 외
구간으로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계남부역사는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된 운영자산임

< 참 고 >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저촉되는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수탁
사업 (612억원, ‘07～‘14)
* 월계북부역사 과업범위 (92억원)
- 월계북부역사 개량(지상 2층, 2,007㎡) 및 승강장 홈지붕 개량(93M, 88억원)
- 월계남부역사 역무기능 보완 (4억원)
* 수탁사업 범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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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3. 공단의 비위․비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대책은?
[ 기획혁신본부 경영성과처 혁신윤리부장 전진호 (042-607-3462) ]


답 변
□ 11년 11월 공단 제2창립 선언 시 ‘청렴과 신뢰로 공생발전’을
공단의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윤리규범 및 상시 감찰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부패행위는 일벌백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패취약시기(설․추석, 하계휴가, 연말연시)에 집중감찰
활동 및 청렴캠페인을 전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09년에 8명이던 비리행위자가 13년 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부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하여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참 고 >
* 2009년 이후 비위‧비리 건수
구

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리현황

17명

8명

2명

4명

2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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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4. 직원들 윤리의식 재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육성이
필요하다 보는데, 견해는?
[ 기획혁신본부 경영성과처 혁신윤리부장 전진호 (042-607-3462) ]


답 변
□ 11년 11월 공단 제2창립 선언 시 ‘청렴과 신뢰로 공생발전’을
공단의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매년 전 임직원 사이버 교육,
간부진 청렴교육, 청렴 취약분야 집중 교육 등 청렴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에
“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공단은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
서약, 청렴교육 의무이수, 부패취약시기 청렴캠페인 전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기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참 고 >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제도(행동강령 제47조)
- 신규 임용자는 1년 이내 8시간
- 승진자는 1년 이내 8시간
- 년간 부장급 이상 직원은 8시간, 차장이하 직원은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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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5. 공단 직원들의 비위․비리가 심각하여 경각심 환기가
필요하다 보는데, 대책은?
[ 기획혁신본부 경영성과처 혁신윤리부장 전진호 (042-607-3462) ]


답 변
□ 13년 7월 전직원 청렴결의대회를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패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활동 및 청렴캠페인을
전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한 문화가 확산되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단은 13년 7월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전관예우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퇴직자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부패행위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청렴교육 확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비리가 근절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참 고 >
< 임직원 행동강령 >
* 임직원은 공단 퇴직자와 사적인 접촉 금지
* 부장 이상 직원은 1년간 퇴직 전 2년 동안 직무관련업체 취업 자제
* 퇴직예정 부장이상 직원이 직무관련업체에 취업 예정 시 취업 심사
* 부장 이상 퇴직직원은 퇴직 후 1년 간 입찰현장 출입 금지

- 81 -

이 명 수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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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로사용료 이외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재무전략부장 최윤정 (042-607-3702) ]


답 변
□ 공단은 사업비 절감 및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을 통해 건설
부채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불필요․과잉시설 축소 등 시설최적화로 고속철도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공단 채권발행을 축소하고
* ('11년) 988억원 절감 → ('12년) 2,074억원 절감 → ('13년안) 4,000억원 절감

○ 고금리(5.5%) 교특융자금(1조220억원)을 저리상환(3.3%)하여
이자 1,281억원을 감축하였으며, 국내외 신용등급 최고수준
유지로 채권발행금리를 낮춰 연 80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 또한, 국유자산 관리 효율화, 해외사업 확대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난 2년간 1,334억원의 순부채를 상환하였습니다.
* ('11년) 415억원 상환 → ('12년) 929억원 상환 → ('13년안) 806억원 상환

□ 앞으로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 참 고 > 최근 3년 자구노력 재무성과
* 영업이익 증가 : (‘10) 1,227억원 → (‘11) 2,186억원 → (‘12) 3,118억원
* 당기순손실 감소 : (‘10) 3,174억원 → (‘11) 1,913억원 → (‘12) 932억원
* 순수 부채상환액 증가 : (‘11) 415억원 → (‘12) 9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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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공단은 차장과 과장이 75.6%를 차지하는 기형적
인력구조를 띠고 있음. 인력구조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공단은 ‘04년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고속공단과 철도청 건설
부문 인력이 고용 승계된 전환인력으로
○ 양기관 전환인력 중 실무자인 차장·과장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불가피하게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출범하였고, 실무자인
차장·과장에 대하여 간부로 오해받기도 하였습니다.
□ 공단 간부는 부장이상 직책을 가진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장과 과장직급 직원은 간부가 아닌 부서원으로서 ‘13.9월말
현재 부장이상 간부 15%, 차장·과장 70%, 사원 15% 입니다.
□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온 근속승진제도는 ‘11.2.25일 이후
채용된 직원부터는 근속승진제도를 ‘11.4.29일 폐지하였고,
○ 기존 직원은(대리에서 과장으로 근속승진) ‘12.12.5일 노사
합의를 통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대상자 중 60%만
승진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86 -

□ 인력구조 선순환을 위해 간부직의 명예퇴직, 조건부승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13.9월 단기근무조건부 퇴직제도를

차장이하에서 처장이하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규채용 확대를 통한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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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단의 12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2등급, 외부청렴도는
5등급임. 청렴도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하다보는데, 대책은?
[ 기획혁신본부 경영성과처 혁신윤리부장 전진호 (042-607-3462) ]


답 변
□ ‘13년 1월 공단은 “반부패 윤리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 조직체계 강화,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OneStrike Out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부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13년 7월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전관예우 행위를 부패
행위로 규정하고 퇴직 후 1년간 업무관련업체 취업제한 권고
및 입찰현장 출입금지 조치를 통해 퇴직자 윤리의무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협력사의 부패행위에
대하여도 현장퇴출제를 도입(‘13.7월)하였으며, 입찰 심사 시
감점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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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투명성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과제(25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옴부즈만(외부전문가)을 통한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 고 >
< 임직원 행동강령 >

* 임직원은 공단 퇴직자와 사적인 접촉 금지
* 부장 이상 직원은 1년간 퇴직 전 2년 동안 직무관련업체
취업 자제
* 퇴직예정 부장이상 직원이 직무관련업체에 취업 예정 시
취업 심사
* 부장 이상 퇴직직원은 퇴직 후 1년 간 입찰현장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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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1조원이 넘는 공사비 증액 및 동일공사에서의 설계
변경은 혈세 및 행정력 낭비로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로 설계변경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책은?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기획부장 권진수 (042-607-3872) ]


답 변
□ 철도건설사업은 대부분 장기간(5년이상)에 걸쳐 추진되어 물가․
지가․현장 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향후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한 여건 반영 및 공정 60% 단계에서
설계VE, 공정 90% 단계에서 설계심사를 시행하고 내실있는
자문회의 운영 등으로 설계 품질을 향상 하겠으며,
○ 충분한 예산확보와 완공 위주 사업에 선택과 집중 및 민원,
용지 보상 등을 조기 해결하여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설계변경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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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선로전환기 감시시스템과 CCTV 설치로 상시 모니
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면

선로전환기

장애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 설치 계획은?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개량부장 정한욱 (042-607-3782) ]


답 변
□ 제2차 개량사업 중기계획(‘13년～‘17년)수립시 선로전환기 감시
시스템 및 CCTV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위 : 역)

구분

대상

감시시스템

기 시공

‘18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66

34

44

54

64

74

172

157

34

44

54

64

74

81

(‘11～‘12년)

이후

508
CCTV

□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열차안전운행과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개량사업 중기계획에 따라 선로전환기 감시시스템 및
감시 CCTV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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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수인선 총 19개 역사 중 지하 8개 역사에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지상역사는 설치가 안됨. 지상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은?
[ 건설본부 건축설비처 설계부장 조동환 (042-607-3952) ]


답 변
□ 수인선 구간의 미 개통 구간 역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14년 이후) 스크린도어 반영하여 총사업비 협의 예정이며,
□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기 개통 구간(월곶～송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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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철도 건설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협착, 감전,
낙하 등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 안전실 사고조사부장 김진환(042-607-3452) ]


답 변
□ 철도건설 중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
시설 강화를 통하여 책임의식 및 안전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추락, 감전 등 주로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사고는
안전체험교육장을 활용한 지속적 교육 시행 및 신규자․외국인
근로자 특별교육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근로자 안전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안전이 최우선되는 문화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 또한, 협착, 낙하 등 주로 작업환경의 불안전 조건에 기인한
사고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작업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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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철도역사의 주차장 관리가 공단과 공사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용객의 불만이 증가함. 국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관리규정 마련 필요
[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재산운영부장 은찬윤 (042-607-3832) ]


답 변
□ 공단이 사용허가한 역 주변 주차장에 대해 향후 신규 사용
또는 갱신 허가시 주차장 설치지역의 지자체가 제정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해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이내로
요금을 책정하고,
□ 코레일 주차장과 동일한 철도이용 고객 할인제도를 적용하도록
허가조건(공개경쟁입찰시 입찰조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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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서해안시대를 맞아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빠른 추진을 위한 방안은?
[ 기획혁신본부 사업전략처 조사전략부장 김종윤 (042-607-3142) ]


답 변
□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권 철도는 대곡～소사～원시～
홍성(화양)～익산(대아)～광주송정～목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교통이용편의 증진 및 물류산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선철도망입니다.
□ 신창～홍성～대야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현재 ‘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대상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서해안권철도 연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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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0.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소음,
악취, 진동, 점용료 산정 등 문제해결이 필요함.
행복주택 사업에 관한 공단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 시설사업본부 행복주택사업처 사업개발부장 김정호 (042-607-4142) ]


답 변
□ 행복주택사업은 LH공사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사업 시 우려되는 소음․악취․진동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토부, LH공사와 적극 협력하여 역사, 차량기지,
폐선부지 등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다양한 철도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철도전문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발휘 열차 안전운행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철도부지 내 인공데크 설계 및 공사
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행복주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96 -

질 의
11. 분당선 죽전～기흥, 기흥～수원, 경의선 가좌외 3개
역사의 CCTV 영상이 예비관제실까지 전송되기는
하지만 선택하여 볼 수는 없음.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예비관제실간 연동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위원님 지적대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예비관제실간 연동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3.12월말 분당선 기흥～수원 영상감시설비 준공시 소프트
웨어를 보완하여 예비관제에서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예비관제실 영상전송 여부 >
구간

해당역

예비관제실 전송여부

죽전～기흥

보정, 구성, 신갈, 기흥

◎

상갈, 청명, 영통, 망포

◎

매탄, 매교, 시청

‘13.11.30 개통예정

공덕, 서강, 홍대, 가좌

◎

기흥～수원
가좌외 3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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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2. 경의선 가좌외 3개역사 영상감시설비 구매설치 제작
사양서와 반입결과보고서의 사양이 다른데, 설계변경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제작사양서에는 AXIS COMMUNICATION사의 P7210모델이
아닌 ㈜티엔엑스시스템즈의 NVS-16모델을 승인받았으며, 반입
결과보고서에도

㈜티엔엑스시스템즈의

NVS-16모델이

반입

되었습니다.
○ 다만, 제작사양서(장비제작 및 구매사양서)에는 모델명을 표시
(NVS-16)하였고, 반입검사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모델의 규격을
표시(16CH, IP통신)하여 다른 사양으로 보일 수 있으나 동일
제품입니다.
붙 임 : 1. 제작사양서 승인본
2. 반입검사결과보고서
3. 장비납품사 공문
4. 현장설치 사진대지

- 98 -

붙임 1 : 제작사양서 승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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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반입검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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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송장치는 당초 25대가 계약되었으나 16대로 계약변경(‘12.12.10)
사유 : 카메라 수량 조정에 따른 영상전송장치 설치수량 조정
＊검사수량은 공단 절차서(시관절-41, 별표-1 샘플수량)에 의거 5대만
검사함(검사수량이 16～25대일 경우 5대를 샘플로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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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장비납품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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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현장설치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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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진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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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공단은 임시방편으로 움직이는 레일의 접촉부분에
도유를 시행해 장애를 해결하려 했지만, 특별보수는
구조적으로 완벽한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운행제어부장 오준호 (042-607-3032) ]


답 변
□ 경부2단계 분기기 및 선로전환기 46개소 중 43개소는 레일의
접촉부분에 도유를 시행하지 않고 정상사용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울산역 3개소(8450, 8404, 8458)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첫 전환시 불일치가 발생하여,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점검․보수TF팀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별점검․보수TF팀) 국토부, 공단, 공사, 분기기/선로전환기 제작사․
시공사․감리사

□ ‘13.11월 말까지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참 고 >
○ 특별점검·보수TF팀 활동계획
- 기간/개소 : ‘13.10.1 ～ ‘13.11.30 / 울산역 8450, 8404, 8458
- 목적 : 청소·도유, 스터드, 선형조정 등 단계별로 시행하고 결과분석
후 인터페이스 정상화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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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특별보수 이후에도 장애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전면 재시공할 계획이 있는지?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운행제어부장 오준호 (042-607-3032) ]


답 변
□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제품을 보완하였으며,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TUV-SUD 독일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시행
하여 장애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가용도(99.88%)가 UIC 정시율 기준
(99.80%) 이상으로 개선되어 전면 재시공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UIC : 국제철도연맹
* 가용도 : 선로전환기 정상동작시간 / 전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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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장기 미수채권 비중이 높은데 미수채권 회수노력을
방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
[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재산운영부장 은찬윤 (042-607-3832) ]


답 변
□ 미수채권은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납부독려를 통해
회수하여 ‘13.8월 현재 327억원으로 22%가 감소되었으며,
□ 앞으로도 부동산은 연 2회 이상, 금융자산은 수시로 조회하여
압류하는 등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회수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압류조치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
건수

금액

3,491

20,245

부동산
건수
금액

금융자산
건수
금액

차량 등
건수
금액

1,085

2,304

102

9,570

10,391

284

○ 회수노력
(단위 : 건수)

15,895
17,765
27,099

부동산
조 회
3,304
3,869
2,700

금융자산
조
회
2,238
3,593
7,049

독촉장
발 부
5,411
4,415
7,812

25,868

4,595

3,640

8,015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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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독려
(전화,SMS 등)

4,942
5,888
9,538
9,618

질 의
4. 미수채권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악성채권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효과적인 미수채권 회수 대책은?
[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재산운영부장 은찬윤 (042-607-3832) ]


답 변
□ 재산이 있는 악성채권은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회수하고
○ 고액체납(5백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자별 전담직원을 지정
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체납액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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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를 위해 최선을

질 의
5.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와 어쩔 수 없이
납부를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의 대책은?
[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재산운영부장 은찬윤 (042-607-3832) ]


답 변
□ 고의 체납인 경우 부동산과 예금압류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 체납사항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하겠으며,
○ 생계곤란에 의한 무재산자의 경우 채권소멸시효(5년)가 경과
되면 결손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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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일반철도의 노후시설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 시설
개량은 계획 대비 투자 실적이 낮음.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우선순위 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한지?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개량부장 정한욱 (042-607-3782) ]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시설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교통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철도노후 취약시설개량, 안전대책 추진 보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13년도에 추경으로 500억원을 투자
하는 등 일반철도 시설개량 투자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도 ‘13.10월에 시설개량사업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 투자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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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2014년 시설개량 예산확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노후화 시설 등의
조기개량 및 설치가 곤란한 상황임. 대책은?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개량부장 정한욱 (042-607-3782) ]


답 변
□ ‘14년도 개량사업 예산은 당초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3,277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부(기재부)에서 ‘13년 추경예산(500억원)을

감안하여 2,600억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단에서는 우선 투자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량이
시급한 교통약자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그리고 노후 시설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투입하고,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반철도 시설개량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참 고 >
* ‘14년도 편성 예산(안)
구

분

일반철도
시설개량

금액단위 : 억원

계

‘13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2,797

2,297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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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예산(안)
국토부
기재부
2,797

2,600

비고
(‘13년대비)

92.96%

질 의
8. 일반철도 시설개량의 ‘우선순위 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철도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개량부장 정한욱 (042-607-3782) ]


답 변
□ 금년에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일반철도 시설개량에
50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앞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투자확대 공감대를 확산
하는 한편, 투자확대를 위하여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
습니다.
□ 또한,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한 사업우선순위를 재정립 하여
개량의 시급한 개소에 사업비를 우선 투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고 >
* ‘13년도 일반철도 배정예산
구

분

일반철도
시설개량

금액단위 : 억원

계

본예산

추경예산

2,797

2,297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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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예산대비 증감율)

129.69%

질 의
9.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보는데,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 대책은?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개량부장 정한욱 (042-607-3782) ]


답 변
□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은 당해연도 상반기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공사시행으로 연도 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 앞으로 사업개시 전에 설계를 완료하여 예산배정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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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0. 공단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운행선 인접공사 철도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이 안전사고 예방의 충분한
조치는 아니라고 봄. 이사장의 향후 실천 계획은
무엇인지?
[ 안전실 사고조사부장 김진환 (042-607-3452) ]


답 변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 및
지속적 점검 강화 등을 통하여 운행선 인접공사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강화 대책
- 전차선로 1m이내 장비작업 금지 및 건축한계 외측에 안전
울타리 설치 후 작업 시행
- 관련규정에 따른 운행선 작업 사전협의 철저
- 운행선 인접공사 현장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지속적인
점검 실시
- 감리, 시공사, 하도급사 합동 일일점검 후 작업시행
- 신상필벌 원칙에 의거한 사고 관계자 문책으로 책임성 및
안전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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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1.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전파
교육은 물론, 일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운행선
인접공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안전실 안전계획부장 유동호 (042-607-3352) ]


답 변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고조사 후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전 현장에
전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행선 인접공사 현장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 시행 및
지속적 점검 등을 통하여 운행선 인접공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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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우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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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공단 비리의혹 요약에 대해 각각의 답변 작성 바람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공단의 비리의혹 13가지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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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비리의혹 13개 항목에 대한 답변

 09년도 대비 12년도 특정제품 근거없는 설계가 194% 부풀리기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영상감시설비 추가 사업』의 설계단가
금액이 27,700,000원으로 견적서가 제출되었으며,
설계견적가 제출현황
구 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역무용통신설비 실시설계
(07.2 ～ 08.7)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영상 감시
설비 설치 기본설계
(10.10 ～ 11.3)

호남선고속철도
역무용 통신설비
실시설계
(10.6 ～ 12.12)

광영상전송장치

15,000,000원

27,700,000원

27,700,000원

광영상처리장치

16,500,000원

27,700,000원

27,700,000원

견적 제공사

서교정보통신,
디엔에스테크놀러지,
한국씨텍 3개사중 최저가

유티티, 지엔텔
2개사중 최저가

이노싸인네트웍스,
유티티, 한국씨텍
3개사 중 최저가

○ 호남고속철도 적용규격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시 적용된
제품보다
○ 광신호 Bypass 기능, 온도와 습도 표시기능, LCD 표시부
개량, 전원부 이중화, 음성증폭기(AMP) 추가, 오디오 입력
단자 축소 등 총 6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격상승의
요인이 있어 가격 부풀리기가 아니라고 검토 하였으며,
□ 6개 추가기능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은 있으나, 경부고속 2단계
사업시의 견적가와 납품가격을 감안하여 견적가격이 동일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하여 공단 제 규정과 절차대로 조달청의
조사단가로 발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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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경부고속철도 vs 호남고속철도 적용규격 비교표]
구 분

경부고속철도 자재규격
(2009년)

호남고속철도 자재규격
(2012년)

실장형태

Rack Mount Type - 2U

Rack Mount Type - 2U

전송방식

CWDM(파장분할전송방식)

CWDM(파장분할전송방식)

사용파장(nm)

1510, 1530, 1550, 1570

1510, 1530, 1550, 1570

구성방식

Linear Add-Drop

Linear Add-Drop

최대연결수

전송/처리 각 6EA

전송/처리 각 6EA

소요케이블

Fiber 1 core

Fiber 1 core

Video In

BNC 4CH

BNC 4CH

샘플링

10Bit

10Bit

Bandwidth

15MHz

15MHz

데이터
전송량

150Mbps

150Mbps

이더넷

Giga 2Port

Giga 2Port

시리얼

RS232/485

RS232/485

Audio IN

4

1

Audio OUT

1

1

EMS

지원

지원

관리 주체

통합운용소프트웨어

통합운용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LED 세그먼트

LCD

개선

Amp기능

X

Amp기능 지원

개선

전원부
이중화

X

전원부 이중화 지원

개선

광신호
우회기능

X

광신호 Bypass 지원

개선

기타

X

온, 습도 표시기능 지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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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선

 가격부풀리기 담합(유티티, 이노싸인네트웍스, 한국씨텍)
○ 공단과 설계사는 위 3개 회사에 대해 제품견적서를 제출받은
이후 주요제품임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차원에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사생산증명을 추가로 제출받아 각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회사들로 검토 되었고,
○ 호남고속철도의 제품단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영상감시
설비 추가 사업』의 설계단가 금액과 비교하여 동일한 견적
금액 이었으며,
설계 견적가 제출현황
구 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역무용통신설비 실시설계
(‘07.2 ~ ‘08.7)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영상감시설비 설치 기본설계
(‘10.10 ~ ‘11.3)

호남선고속철도 역무용
통신설비 실시설계
(‘10.6 ~ ‘12.12)

광영상전송장치

15,000,000원

27,700,000원

27,700,000원

광영상처리장치

16,500,000원

27,700,000원

27,700,000원

견적 제공사

서교정보통신,
디엔에스테크놀러지,
한국씨텍 3개사중 최저가

유티티, 지엔텔
2개사중 최저가

이노싸인네트웍스,
유티티, 한국씨텍
3개사 중 최저가

○ 설계자가 가격견적 및 기술자문을 각 회사 별로 의뢰하였기에
담합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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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담합 및 설계담합 비호
○ 공단 관계자는 이노싸인네트웍스, 유티티, 한국씨텍 3개사가
제출한 카달로그를 기초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영상감시
시스템의 완벽한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고품질의
자재사양서를

만들고자

설계용역사와

합동검토회의(3회)를

통하여 각 제품별 공통자재사양을 확정하고,
○ 제품가격은 조달청의 조사단가 대로 발주하였습니다만, 가격
및 설계담합 등의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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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사양서에 특정업체가 독점할 수 있는 독소조항 삽입
○ 납품실적증명서는 공단 시공관련 절차서와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이며,
규정상
구 분
전기분야
공사표준전문시방서
근 거 기준심사처-1933호
조항
TZ030202(자재관리)
1 사업자등록증
2 공인기관 품질시험성과표
3 납품실적증명
4

-

5

-

6
7
8

시험성과대비표
KS 허가서 사본(필요시)
제품설명서
-

9
10
11

견본품(필요시)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필요서류
시공관리절차서
2011.11 개정
시관절-25
사업자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납품실적증명
-

실제 요구서류
호남고속철도
자재사양서
2012.9.12 발주방침
1.7.5(자재관리)
사업자등록증
공인기관 품질시험성과표
납품실적증명
제조면허증서
(공장등록증,직접생산증명)

원제조자의 납품 후 7년간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시험성과대비표
시험성과대비표
품질보증각서, 품질시험성적서 KS 허가서 사본(필요시)
제품설명서
방송통신기기인증서
방송통신기기인증서
(상세시험성적서 포함)
견본품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

○ 현재 국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외국 2개사(영국COE,
미국Opticomm)와 국내 1개사(유티티)가 있으며,
* 서울메트로 1,2,3,4호선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외국사
(2호선 : 미국 Optocomm, 1,3,4호선 : 영국COE)
* 경부고속철도 2단계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국내사 : 유티티

- 국내사는 사실상 1개 사 뿐이어서 사실상 독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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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부풀리기 검증업무 직무유기(조달청)
○ 공단은 ‘12.3.16.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 공사비에 의한 예정
가격의 결정) 제1항(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따라 조달청에 총사업비 사전심사(단가심사 등)를 의뢰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검토수수료를 지불하였고,
○ 조달청이 공식 통보(‘12.3.28)한 조달단가로 발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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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개발제품을 허위로 카탈로그 및 견적서 작성 제출
(유티티, 이노싸인네트웍스, 한국씨텍)
○ 일반적으로 시중에 범용으로 상용화되지 아니한 제조 물품
(미개발 제품)인 경우, 제품설명에 대한 카탈로그,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사생산증명, 견적서 등을 참조하여
제조능력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해당 제품 보유여부는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 사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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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서류 제출사실을 알면서도 설계반영
○ 호남고속철도 설계시 해당 견적서를 제출한 유티티, 이노
싸인네트웍스, 한국씨텍 3개사에 대한 제품 카달로그와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사생산증명을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허위서류 제출인지 여부에 대해 감사
요청하였습니다.

- 135 -

 독점회피를 위하여 담합협력사를 통한 유사제품 위장등록
(이노싸인네트웍스외 3개사)
○ 담합 협력사를 통한 유사제품 위장등록 사실여부는 사인간
거래관계로 공단이 파악하기 어렵지만, 철저히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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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후 제조사, 공급사의 역할분배를 통한 이익분배
(유티티, 이노싸인네트웍스)
○ 담합의혹과 역할분배를 통한 이익분배 여부는 사인간 거래
관계로 공단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조사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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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하지 않고 결과를 조작한 시험성적서 제출

(유티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사급자재공급원 승인과정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제품공급자가 시공사에 납품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
으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후 그 성적서를 발급받아
감리단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제품이 바로 현장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 감리단의 승인과 시공사의 선택에 따라 선정된 제조자는
제품제조 완료 후 공단에 공식 공장검사를 신청하게 되며,
- 공단과 감리단은 검사자를 지정하여 자재사양서에 요구되는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시험성적서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공단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에 공식 질의와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적합한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적합하게 시험
성적서가 발급되었다는 KTL의 공식 답변을 통보를 받았
습니다.(붙임2 참조)
○ 또한 민원의혹에 대한 누락된 3가지 시험항목(실시간 통신
제어기능, 온․습도 표시기능, Fan 속도저하 관리기능)은
해당 제조사가 추가 시험성적서(TTA 시험성적서번호 :
TTA-B-13-0217)를 발급 받아 감리단에 추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붙임3 참조)
○ 시험성적서 대상항목, 조사 누락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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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사급자재공급원 승인절차 업무 흐름도]

[ 시 공 사 ]

[ 감 리 단 ]

계약체결, 공사착수,
자재공급사 시장조사
(2개 업체 이상)

자재공급승인원 접수

자재공급원승인원 제출

계약 후

(공인기관시험성적서 포함)

90일

보완제출

수정ㆍ보완

적정성 검토
No, 보완요구

Yes

계약 후
120일

자재공급사 자체 선정

승인 통보
(2개 업체 이상)

(2개사 이상 중 1개사)

장비제작 -> 공장검사
현장설치 ->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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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자재공급원 승인시 주요 13개 시험항목 및 결과]
No

항 목

주 요 기 능

시 험
결 과

일자

시 험
기 관

1

영상의 실시간 전송

다수의 감시카메라 영상 등을 파장분할다중화(CWDM)하여
광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광영상처리장치와
양방향통신이 가능한 장치이어야 한다.

적합

‘13. 4.19

KTL

2

건넘선, 취약개소, 변전설비, 무인통신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카메라 실시간 원격감시 광영상전송장치를 통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 변전소, 정보
통신사업소에서 실시간으로 원격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

‘13. 4.19

KTL

3

장비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광영상전송장치는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적합

‘13. 4.19

KTL

4

설비간 Ethernet 통신

각 설비간의 Ethernet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적합

‘13.10.18

TTA

5

TNMS와 연동

장비의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TNMS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적합

‘13. 4.19

KTL

6

EMS와 연동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1공구 시행자가 공급하는 철도교
통관제센터내 영상감시설비 통합운영소프트웨어(EMS)와
연동하여 TNMS로 상태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적합

‘13. 4.19

KTL

7

운영소프트웨어에서
장비상태 관리

통합운영소프트웨어에서 장비 상태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적합

‘13. 4.19

KTL

8

고장시 영상신호의
Bypass 기능

현장에 설치되는 광영상전송장치가 전원 및 장비내부의
치명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광영상전송장치에 인가되는 광신호를Bypass 시켜
카메라 영상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적합

‘13. 4.19

KTL

9

장비 내부에 2개의 Power Supply를 내장하여 하나의
Power Supply 이중화 Power Supply가 고장이 나더라도 즉시 대체가 되며
및 EMS연동 기능
Power Supply가 고장이 발생하면 EMS를 통해 관리자에
게 통보하여 신속한 수리 및 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적합

‘13. 4.19

KTL

10

내장 Fan의 Setting 및
EMS 연동기능

내장된 Fan의 구동을 운용자가 구동조건을 Setting 할 수
있게 하여 Fan수명을 연장시키거나 Fan의 속도가 저하
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EMS를 통해 관리자에게
통보가 가능하여 한다.

적합

13.10.18

TTA

11

온/습도 EMS 통보기능

장치 내부에 온/습도를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EMS를 통
해 데이타를 관리자에게 통보가 가능하여 한다.

적합

13.10.18

TTA

12

기설 System과 연동기능 기 구축운영중인 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적합

‘13. 4.19

KTL

13

광영상전송장치가 현장에 설치되거나 운영중 일때 East
및 West 측에 수신되는 광신호 및 장비 자체에서 송신되
광신호 송/수신 상태표시
는 광신호를 전면 LCD창에 표시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
및 EMS연동 기능
관리를 원활하여야 하며, EMS을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
여야 한다.

적합

‘13. 4.19

KTL

- 140 -

[참고 4 : 공장검사시 주요시험 항목]
No
1

2

검 사 항 목
수량

외관

합격 불합격 판정기준

1.수량검사

광영상전송장치의 장비 수량 확인

2.표면 및 이물질 여부

표면이 고르고 얼룩등의 이물질이 없을것

3.스크래치 및 흠 여부

스크래치 및 흠 등이 없을것

4.찌그러짐 및 파손 여부

찌그러짐 및 파손이 없을것

5.19인치 Rack 실장 여부

19인치 Rack 실장 가능할것

6.시리얼 번호 확인

시리얼 번호는 정확할 것

7.외부 인터페이스 규격
8.내환경 조건 시험
(온,습도 조건)
9.파장분할 다중화 기능

SFP : 1Port,NIC : 2Port,RS-232/485 : 1Port
BNC : 4ch,Audio : 1 In/1 Out,전원포트 확인
온,습도시험(챔버)시 영상 출력 확인
(온도: -20~40℃, 습도: 20~80%)
광 Total Power : –5dB 이상
4개 파장 사용 : 1510, 1530, 1550, 1570nm

10.실시간 영상전송기능
광영상처리장치와 양방향
통신 가능
11.Ethernet 통신 기능
12.장비 상태정보 전송기능

13.통합운영소프트웨어
망관리 기능

14.광신호 Bypass 기능
15.Power Supply 이중화
기능
3

및
성능

기능 및 통보 기능
16.Fan 구동조건 및
관리자 통보 기능
17.장치 내부 온/습도
확인 및 통보 기능
18.광신호 LCD 창 표시 및
EMS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
19.F/O Port 에러율
20.Ethernet Port 에러율
21.Serial Port 에러율
22.Video Input 에러율
23.Audio Input/Output 기능
24.Transmit Type 광파장
25.Sampling Resolution 기능
26,Bandwidth(채널당 대역폭)
27.EMS 및 전면 LCD 표시 기능
28.30W Audio 증폭기능
29.최소 수신레벨
30.입력 전원 시험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 및 양 방향 통신이 가능
Smartbit에 의한 10/100/1000 에러율 확인: 10E-6 이하
온.습도 수치 정상표출,FAN 구동상태 학인 : off, Low, Hight, Auto
광모듈 송.수신 파워 수치 확인,전원상태 확인 : 정상(Green), 이상(Red)
온.습도 수치 확인
FAN 구동상태 학인 : off, Low, Hight, Auto
광모듈 송.수신 파워 수치 확인
전원상태 확인 : 정상(Green), 이상(Red)
광영상전송장치(ID1) 전원 차단시 광영상전송장치(ID2)의 입력 영상이
광영상처리장치(S)에서 출력되는지 확인
Power Supply A의 퓨즈 탈거 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광영상처리장치에서 영상이 출력되는지 확인 및
EMS 프로그램에서 Power Supply 동작상태 확인
운영장치 EMS에서 광영상전송장치의 Fan 속도 설정에 따른 정상 동작
확인 및 FAN 구동이 off 시 EMS 프로그램에 FAN 상태 표출 확인
EMS 프로그램에서 광영상전송장치 온.습도 수치 확인
전면 LCD를 통해 East 및 West 광신호 표시 및 EMS 프로그램을 통해
광 파장 별 레벨을 확인
광출력 레벨 : -5dB 이상
Smartbit에 의한 10/100/1000 에러율 : 10E-6 이하
Smartbit에 의한 10/100/1000 에러율 : 10E-6 이하
RS-232 통신분석기에 의한 비트 에러율 : 10E-6 이하
DG 0.5%이하, DP 0.5°C 이하)/SNR 65dB 이상
Audio 신호의 입력 및 출력 확인
광통신 테스터에 의한 CWDM 출력 파장 확인
Sampling Resolution 10Bit/Ch
Bandwidth : 15 Mhz/Ch 이상
운영장치를 통한 EMS 지원 확인, LCD 표시 상태 확인
스피커 출력 30W 확인
최소수신감도 -20dB 수신 확인 후
Smartbit에 의한 10/100/1000 에러율 확인 : 10E-6 이하
입력전원 220VAC, 60Hz 입력 후 영상 표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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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자재사양서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의도적인 품질시험 의뢰(유티티)

○ 사급자재공급 승인원에 제출하기 위한 시험성적서는 해당
제조사가

KTL(한국산업기술연구원)과

TTA(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에 시험을 자체 의뢰한 사항이며,
○ 민원의혹에 대한 누락된 3가지 시험항목(실시간 통신제어
기능, 온․습도 표시기능, Fan 속도저하 관리기능)은 해당
제조사가 추가 시험성적서(TTA 시험성적서번호 : TTA-B13-0217)를 발급 받아 감리단에 추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붙임3 참조)
○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시험성적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
·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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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서 자격요건이 불충분하나 시험성적서 발부(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
○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단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공식
질의 및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적합한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였다고 공식 통보받은 사항입니다.(붙임2 참조)
○ 다시 철저히 조사 ·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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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단은 시험성적서가 조작되었고, 자격요건이 불충분한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업체를 비호하여 승인서류를 승인함.
이 과정에서 공단 제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단독승인하고
특별감사중임에도 승인함
○ 감리단은 공인시험성적서를 시공사로부터 제출 받았고, 납품
실적증명이 아래와 같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주처 (사업명)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영상감시설비
구매설치)

제출서류

공급
(협력사1)

원도급사

←

←

에스케이
텔레콤(주)

㈜지엔텔

공급
(협력사2)

←

㈜이노싸인
네트웍스

제조사

←

↑

↑

↑

↑

납품실적증명원 +
원도급납품
실적증명서,
발주처전자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유티티

납품실적 증명서

○ 공단 시공관리절차서-25(전기분야 자재품질관리)에는 자재
공급사는 2개사 이상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사는 3개사
(티엔엑스, 유티티, 포링크)를 감리단에 제출 하였습니다
○ 2개사(티엔엑스, 포링크)는 납품실적요건에 부적격하여, 감리
단의 추가보완 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아 위 절차서 22.2항
(예외 조항)에 따라 감리단은 부득이한 경우에 속한다고
판단, 단독 승인하였고,
○ 호남고속철도 관리기준공정표 IPS 1.8 에 따른 개통사업일정 준수를
위해 감사중임에도 사급자재검토 승인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만,
○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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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시험성적서 위조관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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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추가시험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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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납품단가 부풀리기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입장 및
해당자료에 대한 설명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영상감시설비 추가

사업』의 설계단가

금액이 27,700,000원으로 견적서가 제출되었으며,
설계 견적가 제출현황
구 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역무용통신설비 실시설계
(‘07.2 ~ 08.7)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영상감시설비 설치 기본설계
(‘10.10 ~ ’11.3)

호남선고속철도 역무용
통신설비 실시설계
(‘10.6 ~ ’12..12)

광영상전송장치

15,000,000원

27,700,000원

27,700,000원

광영상처리장치

16,500,000원

27,700,000원

27,700,000원

견적 제공사

서교정보통신,
디엔에스테크놀러지,
한국씨텍 3개사 중
한국씨텍 최저가

유티티, 지엔텔 2개사 중
유티티 최저가

이노싸인네트웍스,
유티티, 한국씨텍 3개사
중 유티티 최저가

□ 호남고속철도 적용규격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시 적용된
제품보다
○ 광신호 Bypass 기능, 온도와 습도 표시기능, LCD 표시부
개량, 전원부 이중화, 음성증폭기(AMP) 추가, 오디오 입력
단자 축소 등 총 6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격상승의
요인이 있어 가격 부풀리기가 아니라고 검토 하였으며,
□ 6개 추가기능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은 있으나, 경부고속 2단계
사업시의 견적가와 납품가격을 감안하여 견적가격이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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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었다고 판단하여 공단 제 규정과 절차대로 조달청의
조사단가로 발주 하였습니다만,
○ 보다 철저히 조사 ·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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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호남고속철도 광영상전송설비와

관련하여

업체의

견적서와 적합등록 필증간의 시간차가 1년임. 제품
없이 견적을 받았다는 것인데, 감사실에 보고가
있었는지와 이 내용을 알고도 납품을 추진했는지?
[ 감사실 시스템감사부장 박민주 (042-607-3062) ]


답 변
□ 감사실은 2013.05.15일 민원인(포링크 최경숙)으로부터 감리단의
자재공급원 승인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와 실존하지 않은
제품을 설계 반영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 위 민원에 따라 감사실은 2013.05.27일부터 2013.07.19일 까지
민원에 초점을 둔 조사를 실시하여 자재공급원 서류 중 납품
실적증명서와 시험성적서의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였고,
○ 2013.08.14일 해당 공사 주관부서(공단 호남본부, 충청본부)와
경영지원실에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 아울러, 감사실은 제품 없이 견적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감사 처분 요구서는 별첨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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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담합의혹에 대한 인지 시점, 인지 후 공단의 조치사항,
각 장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모두 같은것에
대한 문제제기 여부, 독점은폐를 위한 납품담합에
대한 공단인지 시점 및 해당의혹에 대한 처리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CWDM 방식의 영상전송처리장치에 대한 제조는 국내 유티티
이외에도 한국씨텍, 이노싸인네트웍스, 외국 2개사 등 업체가
제조할 수 있다는 설계사로부터의 보고로 설계시에는 담합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으며,
○ 광영상 전송장치와 광영상 처리장치(M), 광영상 처리장치(S)는
동일계열의 장비(파장 다중화와 역다중화)로 설계시 제품내부의
상세구성품을 확인할 수 없어 가격이 동일하여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고,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 독점은폐를 위한 업체간 납품담합 의혹은 사인간 거래관계로
공단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3.5월 민원인
(포링크사)의 민원제기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공단 감사실의
특별감사가 착수되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13.10.7일에 공사를 전면 중지토록 조치하고, 설치 필요성,
설치효과, 최소화 시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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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납품단가 부풀리기에 대해 공단 정보통신처 관계자는
이미 UTT와 이노싸인 등의 관련업체가 폭리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데?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08년에 설계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시 CWDM 방식의
비압축 광영상전송장치는 서교정보통신(주)외 2개사 중 한국
씨텍의 최저 설계단가(1대당, 16,500천원)를 적용하여 조달청
단가 심사(1대당, 15,180천원) 후 발주하였고,
＊ 유티티는 설계과정에 미 참여

○ ‘11년에 설계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추가사업에서는 유티티외
1개사 중 유티티의 최저 설계단가(1대당, 27,700천원)를 적용
하여 설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액 조정(1대당, 15,548천원)
하여 발주하였습니다.
□ ‘12년에 설계된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는 이전 사업인 경부
고속철도 2단계 추가사업 설계시 견적가격(1대당 27,700천원)과
동일하고,
○ 호남고속철도에 적용된 제품사양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시
적용된 제품보다 광신호 Bypass 기능, 온도와 습도 표시
기능, LCD 표시부 개량, 전원부 이중화, 음성증폭기(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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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오디오 입력단자 축소 등 6개 추가기능에 따른 가격
상승요인은 있으나,
○ 경부고속 2단계 추가사업의 견적가격이 동일하게 제출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 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따라
○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 조달청의 조사단가(1대당, 24,930천원)로
발주하였으므로 관련 업체가 폭리를 취할 것이라는 의심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 보다 철저히 조사․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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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향후 관련업체의 공사 전면참여금지 및 업체 해당자가
소속된 타 업체의 공단 시행 공사참여 제한에 대한
공단의지 및 입장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통신부장 김선국 (042-607-3562) ]


답 변
□ 관련업체는 공단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시공사에 사급자재공급사로 참여하려는 업체이므로 관련법 및
공단규정에 의한 제재 조치가 어려우나,
○ 법률자문을 시행하여 해당 관련업체에 대하여 제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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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공단 정보통신처에서 근무했던 이규성처장, 이종연
부장, 권병희차장의 해당 의혹에 대한 진술 및 자술서
사본 제출 바람
[ 감사실 시스템감사부장 박민주 (042-607-3062) ]


답 변
□ 정보통신처에 근무했던 이규성처장과 이종연부장의 진술 및
자술서는 없으며, 설계용역 감독자인 권병희차장의 해당 의혹에
대한 진술 및 자술서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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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공단 감사실에서 관련 내용 감사시 최초 보고 받았던
사본 내용일체와 접수 받은 내용의 의혹내용 정리
바람
[ 감사실 시스템감사부장 박민주 (042-607-3062) ]


답 변
□ 민원의 주요 내용은 감리단의 자재공급원 승인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과 실존하지 않은 제품을 설계 반영하였다는
것으로,
□ 2013.5.15일 민원인(포링크 최경숙)으로부터 최초 접수된 민원
문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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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접수 받은 내용에 대한 각각의 감사실 처리 현황 및
의혹에 대해 처리 하지 않은 이유
[ 감사실 시스템감사부장 박민주 (042-607-3062) ]


답 변
□ 감사실은 민원내용에 따라 감리단의 자재공급원 승인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와 실존하지 않은 제품을 설계에 반영했는지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감사실은 2013.05.27.부터 2013.07.19일까지 민원 조사를 시행
하였으며 민원조사결과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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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0. 의혹사건 접수 후 감사실에서 정보통신처 이규성
처장, 이종연 부장, 권병희 차장에게 보낸 메일 전체
[ 감사실 시스템감사부장 박민주 (042-607-3062) ]


답 변
□ 민원 접수 후 감사실 직원은 정보통신처 이규성처장, 이종연
부장, 권병희차장에게 보낸 메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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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 승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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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최근 5년간 재해예방시설개량 추진현황을 보면 재해
예방 대상시설 1,041곳 중 21%인 221개소만 완료
되었음. 시설개량 실적이 낮은 이유는?
[ 기획혁신본부 시설계획처 개량부장 정한욱 (042-607-3782) ]


답 변
□ ‘09년부터 1차(´09～´13) 중장기 시설개량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시설개량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한정된 예산투입
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획
실 적

최근 5년간 재해예방시설개량 투자현황
´14년 이후
소 계
´09
´10
´11
´12
´1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114 9,638 198 1,582 56 229 23 271 22 462 49 295 48 325 916 8,056
1,114 9,638 292 1,684 137 244 28 258 22 445 57 412 48 325 822 7,954
전 체

□ 공단에서는 시설개량 사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2차
(´13～´17)

중기계획(´13.5월) 및 시설개량사업 투자전략(´13.10월)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개량사업 이전에는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철도 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해예방시설개량 예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설개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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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집중호우시 철도피해 방지대책과 철도건설시 향후
강우량을 예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의 견해는?
[ 안전실 안전계획부장 유동호 (042-607-3352) ]


답 변
□ 집중호우시 철도 시설물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집중호우 특보
발령 전에 재해 취약개소에 대한 사전 일제점검을 하고,
○ 집중호우 중에는 경계근무 실시 및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
하는 등 집중호우에 의한 철도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철도 시설물 설계시 현지 여건, 예상 강우량 등을 면밀히
검토 및 반영하여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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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 대구 도심통과구간 건설
사업이 준공되면,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을 300㎞ 이상
으로 주행하여 전국 90분대 연결이 가능한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고속부장 김용두 (042-607-4732) ]


답 변
□ 대전, 대구도심 통과구간의 속도향상을 위해 고속철도 전용선을
건설하고 있으며,
○ 완공 시 도시화로 노선 직선화가 곤란한 서울·대전·대구·부산시를
제외한 전 구간 300㎞ 이상 주행이 가능 합니다.
□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완성되는 2020년 이후
전국 90분대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90분대 연결의미) 특정 지역간 90분대 연결이 아닌 지역간 이동특성을
감안하여 혜택지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의미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4월) >
* 2020년까지 계획이 완료되면 경부․호남․수도권고속철도 개통과 주요
일반철도 노선의 고속화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가 90분대로 연결되어
철도 수혜지역 확대
* 90분대 혜택 : 인구 60% → 83%, 면적 30% → 7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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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에 구축중인 선로, 전기,
신호장치가 고속철도 신선구간에 사용되는 장치와
동일한지?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운행제어부장 오준호 (042-607-3032) ]


답 변
□ 도심구간은 기존 경부선과 동일하고, 고속선과 연결되는 시․
종점부는 고속화 노선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2006년 기본계획 변경(지하→지상) 결과 반영

□ 도심통과구간(대전조차장․대전역,

대구․동대구역)과

고속

철도 신선구간의 신호장치는 다른 방식입니다.
구 간

신호방식

신호장치

운행최고속도

비 고

고속철도 신선구간 차내신호1)

ATC2)

300km/h

철도공단 설치

대전조차장․대전,
대구․동대구
정거장 구내

ATP3)

300km/h

철도공사 설치

차내신호

* 경부선(도심구간 포함) ATP사업은 철도공사에서 개량사업으로 ‘03년
부터 시행하여 ‘11.4월 완료

1) 차내신호 : 기관사가 기관차 모니터로 운행속도를 보면서 운행하는 신호방식
2) ATC(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 : 자동열차제어장치
- 운행속도정보를 레일에서 기관차로 연속해서 정보 제공
3)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 자동열차방호장치
- 운행속도정보를 선로변에 설치된 발리스가 기관차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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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도심통과구간 전용선로를 직선화했을 경우, 연장(㎞)이
얼마나 축소되며,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고속부장 김용두 (042-607-4732) ]


답 변
□ 현재의 지상 계획노선은 기존역(대전, 대구) 정차 및 도시발전적
측면과 연계하여 낙후된 선로주변 도심지역의 도시재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노선으로,
○ 완공되면 연장은 6.9㎞ 축소, 소요시간은 8분이 단축됩니다.
(서울～부산 : 138분 → 130분)
□ 고속철도 전용선을 고속철도 선형기준에 따른 별도 노선으로
건설할 경우,
○ 기존 주거 밀집지역 통과로 지역의 양분, 환경피해 등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건물, 토지 등의 보상규모가 과다하게 발생
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상노선으로는 현
계획노선이 최적노선으로 선정되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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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현재 건설 중인 대구, 대전도심통과 구간 전용선로는
연장 면에서 기존 노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속도 향상이 가능한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고속부장 김용두 (042-607-4732) ]


답 변
□ 도심구간은 현재의 기존 경부선과 동일하나, 시․종점부는
고속철도 선형기준에 맞게 건설중이며,
○ 현 경부선은 최대속도 140㎞/h이나, 고속철도 전용선이 완공
되면 구간에 따라 최대 150㎞/h ～ 300㎞/h로 속도 향상되어
현행 운행시간 138분이 130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전도심 : 23.6㎞ → 18.2㎞ (5.4㎞ 감소, 6분 단축)
대구도심 : 28.6㎞ → 27.1㎞ (1.5㎞ 감소, 2분 단축)

< 대전․대구도심 사업현황 >
구 분
대전
도심
대구
도심

기존선 병행

고속철도 신설

계

대전 대덕구 오정동 ～
대전 동구 삼정동

대전 동구 삼정동 ～
충북 옥천군 삼청리

18.2㎞

(L = 7.3㎞)

(L = 10.9㎞)

대구시 서구 이현동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경북 칠곡군 지천면 ～
대구시 서구 이현동

(L = 9.7㎞)

(L = 13.0㎞)

※ 대전․대구도심 구간별 최고속도 현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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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연결선 4.4㎞,
2010년 개통)

[대전도심 구간별 최고속도 현황]
6-4A, 6-4B공구

6-2, 6-3공구

남부연결선
세천역
대전조차장
범

대전역

례

경부선
경부고속+경부선
경부고속

구간별

기존선 병행구간(L=7.3km)

고속철도 신설구간(L=10.9km)

최고속도

150km/h

300km/h

[대구도심 구간별 최고속도 현황]

신동역
동대구역

대구역
범 례
기존경부선

지천역

공구

10-1공구(L=6.3km)

고속신선

10-2공구(5.5km)

10-3A공구(10.9km)

구간별

고속철도 신설구간(L=13.0km)

기존선 병행구간(L=9.7km)

최고속도

240km/h

15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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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이 일반철도 신호설비로 구축될
경우 고속차량 운전장치가 고속선 장치에서 일반선
장치로 전환되어 고속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운행제어부장 오준호 (042-607-3032) ]


답 변
□ 고속선의 ATC 장치나 일반선의 ATP장치 모두 300km/h
이상의 고속운전이 가능한 설비로
○ 고속철도 신선구간과 도심통과구간 경계지점에 운전장치가
자동전환(ATC→ATP, ATP→ATC)되도록 구축되어 선로
최고속도까지 고속운행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 간

신호설비

신호설비 설치

사업완료시기

경부고속철도 1단계
신선구간
(광명～신탄진, 옥천～칠곡)

ATC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3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선구간
(고모～부산진)

ATC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10월

대전도심통과구간
(대전조차장, 대전역)

ATP

한국철도공사

2011. 4월

대구도심통과구간
(대구역, 동대구역)

ATP

한국철도공사

2011.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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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원래의 취지대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심
통과구간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고속
신호설비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운행제어부장 오준호 (042-607-3032) ]


답 변
□

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대전조차장․대전역,

대구․동대구역)에

설치된 ATP 신호시스템은 300km/h이상 고속운행이 가능한
설비로 별도의 고속신호설비를 구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 도심통과구간 신호시스템을 고속신선구간과 동일한 ATC
시스템으로 구축할 경우
○ 기존에 설치된 ATP 시스템 매몰 비용(약74억원)과 ATC
구축 사업비(약 717억원)가 추가로 소요되나, 투자비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선 운행 차량 차상설비 개량에도 대당 5억원 소요)
＊ 도심통과구간은 총 24.364km
- 대전도심구간(10.767km), 대구도심구간(13.597km)
＊ 금액산출
- 매몰비용 : 거리×1km단가=24.3km×311백만원=7,464백만원
- 추가비용 : 거리×1km단가=24.3km×2,951백만원=71,709백만원
<2012년 기술본부 건설단가 기준>
- ATP장치 1km 건설단가(311백만원)
- ATC장치 1km 건설단가(2,95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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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현 룡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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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근절에 노력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실질적인 대안책과 노력은 부족한
것 같음. 근절을 위한 공단의 노력은?
[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공생발전부장 박대근 (042-607-3182) ]


답 변
□ 건설업은 다양한 업무영역과 중층구조 특성으로 불공정 거래
문화가 내재되어 있어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 공단은 협력사간 자금결재 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의 하도급
대금 지급 정보화 시스템을 End User(자재ㆍ장비업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을 10.31일 완료 예정이며,
○ 하도급대금 및 자재ㆍ장비대금 1회 이상 체불 시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을 지역본부는 월 1회, 본사는 년 2회
이상 정기점검과 명절 전 특별점검*을 외부전문가인 하도급
점검 멘토링 위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3년도 총 3회의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47개 현장을 적발ㆍ시정조치하고, 약 68억원의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한 17개 현장에 대해서도 대위변제 등으로 지급 조치
*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4개 현장은 공정위 및 지자체에 고발(울트라건설,
중앙개발, 경연이앤씨, 광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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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 도입, 하도급 심사 시 장비ㆍ
자재대금 체불업체에 대한 감점 신설, 동반성장 메신저*
위촉, 공정한 대금지급을 위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사 직원을 위촉하여 불공정계약
행위 신고, 제도개선 사항 및 애로사항 발굴 등 건설업에 내재된 불공정
행위 타파와 실질적인 동반성장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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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발주처인 공단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는데?
[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공생발전부장 박대근 (042-607-3182) ]


답 변
□ 주기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는 공정위나 지자체에 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공정 행위가 사라지도록 관리ㆍ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ㆍ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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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임금체불과 노사문제 관련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주의 조치를 5건 받은 사실이 있음. 앞으로 징계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거나 징계를 함에 있어서 신중
할 것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공단은 철도를 건설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청렴도 7년 연속
최하위, 지속적 안전사고 발생 등 해이해진 조직기강 쇄신을
위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재해율 및 안전사고 건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청렴도가 중위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 재해율(‘10년 0.128% ⇒ ‘11년 0.142% ⇒ ‘12년 0.082%)
* 안전사고 건수(‘04년 이후 연평균 30.5건 ⇒ ‘12년 15건) 대폭 감소

□ 감사원의 5건 주의처분 중 3건의 지적은 근거법령이 불명확
하고 불가피성 등에 대한 공단의 소명이 충분히 심의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에 의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습니다.
□ 공단은 비위행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징계가 불가피할 경우는 감사실의 징계양정 객관화 등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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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건설본부장 해임은 징계 제도나 절차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징계가 아닌지?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 참고 >
< 해임 경과 >
*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되었고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31조제6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정관 제19조제2항
및 ‘12년도 임원성과계약서 제4조제4항에 의거
* ‘12년도 임원성과평가결과가 저조하고, 건설본부장의 업무수행 부실, 불성실
근무 등 상임이사로서 품위훼손과 자질부족을 감안하여 ‘13.8.29. 제142회
이사회 심의결과 비상임이사 7명을 포함한 이사 전원 만장일치 의결로 이루
어진 조치임

< 임원평가 : 성과지표 계량점수(70점) + 비계량점수(30점) >
* 성과지표 계량점수(70점)는 소관부서 실적점수를 환산 [조직성과]
* 리더십점수(30점)는 경영성과보고서를 기초로 개개인의 업무처리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등 평가 [개인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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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해임관련 법률조항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
-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공단정관 제19조제2항
- 이사장은 공단의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2012년 임원 표준성과계약서 제4조제4항
-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제1항제17호
- 이사회는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7. 기타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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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궤도공사 시 자재의 관급화 및 자재 구매의 다변화를
통하여 공사비 손실의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 기술본부 궤도처 사업부장 황만호 (042-607-4802) ]


답 변
□ 공단은 궤도분야 자재구매 다변화와 주요자재 국산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고속철도용 레일체결장치, 사전
제작식 콘크리트궤도(PST) 국산화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궤도자재 표준화 및 국산화로 가격 및 기술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 독과점으로 인한 폐단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참 고 >
* 궤도자재 국산화 현황
① 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
② 고속철도용 레일체결장치
③ 사전제작식 콘크리트궤도
④ 콘크리트궤도용 레일 신축이음장치
⑤ 교량단부용 레일체결장치

:
:
:
:
:

국산화 완료(삼표이앤씨)
국산화 추진중(공단, 철도연)
국산화 주진 중(공단, 철도연, 삼표이엔씨)
국산화 추진중(공단, 삼표이엔씨)
국산화 추진 중(공단, 삼표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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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수도권 고속철도와 원주～강릉 복선철도 궤도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해서는 목표공기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궤도공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 기술본부 궤도처장 이광도 (042-607-3331) ]


답 변
□ 노반공사와 궤도공사는 기본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개통시기 준수가 어려운 수도권고속철도와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공기단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노반과 궤도공사를 통합발주 하였습니다.
○ 수도권고속철도는 대부분 터널구간(93%)으로 노반․궤도 공종이
서로 간섭되며, 국민과 약속한 개통일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통합발주 하였고,
○ 원주～강릉 철도건설도 대부분이 터널구간(69%)으로 노반․
궤도공종이 서로 간섭되고 준공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일정에 맞추어 당초 18. 5월에서 17. 6월로 단축되어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통합발주 하였습니다.
□ 수도권고속철도와 원주～강릉 철도건설은 이미 통합 발주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궤도공사 분리발주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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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11. 9～‘13. 9월까지 설계 변경으로 468억원이 낭비됨.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 금액의 증가와 공사를 지연 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기획부장 권진수 (042-607-3872) ]


답 변
□ 철도건설사업은 대부분 장기간(5년이상)에 걸쳐 추진되어 물가․
지가․현장 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향후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한 여건 반영 및 공정 60% 단계에서
설계VE, 공정 90% 단계에서 설계심사를 시행하고 내실있는
자문회의 운영 등으로 설계 품질을 향상 하겠으며,
○ 충분한 예산확보와 완공 위주 사업에 선택과 집중 및 민원,
용지 보상 등을 조기 해결하여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설계변경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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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원주〜강릉철도, 공청회도 끝난 설계를 변경하여 3년째
실시설계만 3번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는데?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원주강릉부장 하삼호 (042-607-4712) ]


답 변
□ ‘11. 9월 취임 1개월 지나 기관장으로서의 각오와 현안을 설명
하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에 대해 설계중에 있으나,
대심도 440m(연결통로3.4㎞, 구배14.5%)에 지하 철도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편이성, 이동시간 등의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440m 대심도의 (가칭)올림픽 정거장 설치 시 전세계에 유례가
없고, 지하역에서 지상역으로의 이동수단과 환승 이동시간 과다
등의 문제점과 전 구간의 터널비율 과다로 조망부족 등으로
설계보완이 필요하다고 구두 보고 드렸고,
- (안전성) 대심도, 대규모 지하역사 설치로 인한 화재나 사고 시
방재 및 대피 어려움 등 문제점
- (이동시간) 지하역에서 경기장으로 이동 시 전기버스 환승
및 이동시간은 최소 17분, 최대 30분～1시간 이상이 소요
되어 승객불편 가증
* 특히 동계올림픽기간에 승객이 대규모로 일시에 지하역 하차 시
공간제약에 따른 전기버스 운용 한계로 인한 환승지연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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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부족 시 2～3차례 회송운전으로 장시간 지하역사 내에
대기로 불편 예상

- (역사내 편이성) 열차풍․이명감․기류변화에 따른 불쾌감,
장시간 지하역사에 대기에 따른 불만
- 또한, 강원도 산악지형 특성으로 터널구성 비율(65.5%)이
높아 여행객은 물론, 동계올림픽 기간 중 관계자 및 방문객
에게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으로 이용자의 불편 예상
○ 이에 440m 지하역사는 문제가 많고, 외국관광객 등이 강원의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게 제대로 잘 설계해서 동계올림픽
전에 반드시 완공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검토 결과,
○ 동계올림픽 주경기장(알펜시아)에 근접한 진부역에서 신설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방안이 가능하여 대심도(440m)
지하역사 설치에 따른 방재문제, 승객 이동의 불편 해소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였습니다.
* (진부역 활용 결정) 국토부와 유치위 간 협의로 결정('11.10.12)
* 지하역사 설치로 인한 추가 사업비 465억원 및 년간 운영비
14억원/년 절감가능
* 진부역에서 도로로 경기장까지 이동할 경우(유치위 제시안) 26분
소요 ☞ 지하역 신설 시 소요시간 20분과 큰 차이 없음
* 진부역-지하올림픽역간 KTX운행 3분, 지하역에서 경기장까지
최소 17분, 최대 30분～1시간 이상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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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구성을 축소하여 조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대안
노선 검토결과 최대 지상화율을 67.2%(영동고속도로와 병행
노선, 당초 34.5%)까지 높일 수 방안까지 검토되었으나,
- 사업비, 사업기간, 일부구간 산지 훼손 및 민원 등 종합적인
판단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체 지상화율을 46%로 높일
수 있고
- 노선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횡성〜둔내 구간 주1)만을
지상화(교량화)로 변경하여 둔내역을 지역의 중심으로 변경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였
습니다.(1차 변경)
* 주1) 당초 전체노선 119.8㎞ 중 노선변경구간은 29.8㎞로
24.9% 해당

○ 시설규모는 지형․주요구조물 통과방안, 정거장 입지, 열차
운영계획, 열차주행성능분석, 주요 지장물 저촉․환경보전
지역 통과, 사업비 및 완공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노선에 대한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그 결과, 횡성〜둔내 구간만 고려하면 지상화로 인한 사업비는
28억원 증가하였으나, 전체노선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지상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28억원)를 감안하여도 전체사업비는 약 49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 재수립

□ (노선재변경) 노선 변경 후 지역주민의 당초노선으로의 변경
요구 민원, 경관훼손, 高교각 유지보수의 어려움(H=87m) 등
문제점 제기로 국토부에서 개선대책 수립 지시(‘13.3.26)에
따라 재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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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교각의 경우 실제 운행중인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해외의
경우도 80m 이상 교각이 다수 있는 등 유지보수에 문제점은
없으며, 명품 토목구조물로 국내 건설기술발전에도 상당한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 독일의 경우, 고속철도 교량으로 원주∼강릉의 콘크리트 궤도와
동일함
* 콘크리트 궤도구조의 유지보수는 자갈궤도 구조의 1/7 수준임

○ 정부의 지역의견 수용 및 추가 개선 의지에 따라 공단의
재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변경노선으로 시행 시 개통공정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 공기단축이 필요하고, 6개월 이내
인· 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함을 정부와 협의하였습니다. (‘13.5.7)
* 변경설계(‘13.5∼10 ) → 인·허가(‘13.11) → 용지보상(‘13.12) →
착공(년 내)

○ 또한, 노선 재변경시에도 시설규모 최적화 등 개선으로 약
3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하여 총 790억원의 절감이 가능하였
습니다.
⇨ 최종적으로 노선 변경이 결정(국토부, ‘13. 5.22)된 후, 공단은
개통공정 준수를 위한 특단의 공정대책을 수립하여 2017
년 말까지 사업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3.5.6) 노선변경구간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
시행 (국토부, 환경부, 공단, 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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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재변경 검토노선(2차변경)]
○ (재검토노선) 당초노선과 1차 변경 노선을 활용한 노선

- 둔내 역사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 도로와 연계성 및 지역
개발 등을 고려하여 1차 변경 노선의 역사위치로 도심 생활
권에 설치
* 둔내면 도심 생활권과 이격거리 : 약 600m 이내 (당초 2km)
* 둔내 IC와의 거리 : 2km (당초 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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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할 것
[ 경영지원안전실 노무복지처 노사협력부장 조복형 (042-607-3632) ]


답 변
□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있었으나,
지난해 12.7일 임금 및 보충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간 갈등
요인은 완전 해소되었으며, 금년 3월 노조집행부도 새로 출범
하였습니다.
□ 정부정책을 위탁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합리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노조위원장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노조원과의 만남의
기회 확대,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추진,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일체감 조성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번 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제고시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단체
협약 모델이 되도록 하고, 상생과 협력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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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0. 설계심의위원 및 자문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 외부인사의 선정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기획부장 권진수 (042-607-3878) ]


답 변
□ 처남 문제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향후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 선정 시에는 위원님이 제시한
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공단 임원과의
친인척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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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1. 철도신호공사 입찰제한 제도 완화에 대한 공단의
입장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열차제어부장 김영준 (042-607-3192) ]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 및 참여업체
다변화를 위하여 철도신호공사 입찰제한 제도 완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공단에서는 입찰제한 기준 완화를 위하여 철도신호공사
시공실적 대신 시공능력과 보유기술력을 평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 주요 변경내용 >
○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시공실적이 아닌 시공
능력평가공시금액 및 전기공사실적금액으로 완화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수, 등급, 근무기간(신호분야)
등을 합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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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2. 수도권고속철도 사고 시 시공업체가 지정병원이
아닌

119에 곧바로

신고하였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부장 김용두 (042-607-4732) ]


답 변
□ 유가족에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가지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재난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사고 발생 시는 119 구조를 요청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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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3. 사고발생 현장이 책임감리를 적용하고 있어 공단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책임감리 공사
현장은 관리하지 않는 것인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부장 김용두 (042-607-4732) ]


답 변
□ 책임감리 공사현장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6조) 및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제6조) 따라

현장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 단계별 취약개소를 지정하여 공단에서
직접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취약개소별 점검기준 〉
구

분

공사관리관

PM부장

건설처장

본부장

위험단계

1회/주 이상

2회/월 이상

1회/월 이상

1회/격월 이상

경계단계

2회/월 이상

1회/격월 이상 1회/분기 이상 1회/반기 이상

주의단계

1회/월 이상

1회/분기 이상 1회/반기 이상 1회/반기이상

직 책
직감독자

주 요 업 무
-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
감리 업무를 총괄

점검주기
수시점검

- 해당 공사수행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지원
및 의사결정, 용지보상 등 건설지원업무
월1회 이상
공사관리관
- 감리원 지도․점검, 안전진단기관 관련업무
＊ 비상주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PM 부장

- 소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관리(계획, 분석, 조정, 분기1회 이상
통제, 보고 등) 및 책임

건설처장

- 지역본부내 소관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

지역본부장 - 지역본부 모든 사업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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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1회 이상
반기1회 이상

□ 또한, 수시로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등을 통하여 책임 감리
현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
제10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제6조) 〉
제6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공사관리관의 업무범위) ① 발주청은 감리
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 감리용역비중 직접경비(감리대가기준)의 현장지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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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4.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따르면 발주청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근무자세,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등에 대해서 감리원을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있는데, 성실히 수행 했는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부장 김용두 (042-607-4732) ]


답 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배치를 관리하며,
○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및
지시 이행사항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감리원의 기술수준, 현장관리능력, 감리업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여 감리원의 기술향상 도모 및 철도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에 기여목적으로 감리원 평가를 시행하고, 지속적
으로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붙 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감리원의 관리)

- 215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감리원의 관리) 〉
① 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1. 통보의무자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2. 통보사유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나.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다.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 경력
3. 감리원 보유 현황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
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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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5.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이 시행한
지도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부장 김용두 (042-607-4732) ]


답 변
□ 주 1회이상 취약개소 현장점검을 통한 전반적인 품질․안전
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절별․공종별로 정기점검 및 수시로
특별 점검을 시행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 정
점 검

점검종류

시기

근

거

품질적정성확인
년1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품질적정성평가)
계절별 점검

(해빙기,우기,
동절기,설,·추석)

주 관

업무분장
점검대상

지역
본부

- 소관사업 준공 2개월전
까지 평가

년5회 교통안전법 제16조
국토부 건설안전과-679(2012.2.8)

지역
본부

- 소관사업 전 현장

품질안전평가처-2653(’12.8.27)
품질안전평가처-372(’13.1.31)

지역
본부

- 소관사업 전 현장

지역
본부

- 개소별 관리단계별
(위험,경계,주의단계)

건설장비 실태점검 매월
자 체 취약개소 점검 단계별
점 검
이행실태 확인 6,12월

(필요시 철도공사 합동)

- 지역본부 건설/시설처
(주요현장 샘플확인)

철도건설현장 품질․안전관리
품질기획점검 4,10월 체계개선(품질환경처-2506호)
등
안전실 - 중점관리대상 현장 중
선정
안 전 정기안전점검 3,7,11월
진 단
적정성
초기점검
“
- ‘13년 개통 건설현장
확 인

레미콘․아스콘
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
년2회
공장
점검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1-396호)
국토부
지 시 상시관리 현장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매월 (국토부 훈령 제2009 -538호)
점검
자 율 자율관리현장
점 검
자체점검

매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품질경영절차서 품경절-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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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본부

- 소관사업 전 현장
(주요재료 및 레미콘 공장)

지역
본부

- 상시관리 전 현장

시공사/
- 자율관리현장
감리단

질 의
16.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시공업체가 늦장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경부수도권부장 김용두 (042-607-4732) ]


답 변
□ 사고발생 즉시 119 구조요청토록 사고보고 계통도 등 매뉴얼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장사고 발생시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늦장
대응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늦장대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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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7. 일부 안전사고는 주의‧경고 수준이고 다른 곳은
징계를 받고, 공단이 직접 관리한 곳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책임관리제 수준의 직원
징계를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데, 징계 기준은
무엇인지?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공단은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담당
직원 및 재해자의 과실 여부와 위규 사항의 경중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처분수위를 양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접 감독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로
부터 해당 본부장에 이르기 까지 엄중한 처분을 통하여 공단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재해율 및 안전사고 건 수가 대폭 감소
하고 있습니다.
* 재해율(‘10년 0.128% ⇒ ‘11년 0.142% ⇒ ‘12년 0.082%)
* 안전사고 건수(‘04년 이후 연평균 30.5건 ⇒ ‘12년 15건)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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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8. 안전사고에 대한 징계의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공단은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 전문부서의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직원의 위규 사항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직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사고원인 및 위규 사항을 명확히 규명하여
징계 등 직원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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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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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 춘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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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안산역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합의서로
약속한 추가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조속히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재산운영부장 은찬윤 (042-607-3832) ]


답 변
□ 공단은 사업자와 기존 기부채납 관련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업자가 신청한 추가 기부채납
사업에 대해 합의서에 따라 ‘12.4.20일 국토부에 신청했으나,
○ 국토부에서 추가 기부채납 시설에 행정목적의 시설을 추가
하라는 보완요구(‘12.8월)가 있었으며,
○ 사업자가 공단이 허가한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사용요율
(7%)에 대해 국권위에 민원조사 및 심의가 진행(‘12.11～
‘13.9월) 중에 있어 추가 기부채납 사업의 협의가 유보되었
습니다.
□ 공단은 사업자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국권위 의견표명 및
공단의 조치의견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기존 기부채납
사업관련 민원이 마무리 되면,
○ 추가 기부채납 사업의 무상 사용요율 등 구체적인 기부조건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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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광역철도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비율 만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입찰자격 방안
마련 필요
[ 경영지원실 계약처 공사계약부장 임연민 (042-607-3722) ]


답 변
□ 공단은 자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PQ심사시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최소
10% 이상 참여시 가점을 적용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 감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되는 광역철도사업 중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지방비 분담
비율(25%)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PQ기준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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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공단 입찰참가사전심사기준 제8조]
③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자외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 시 “별표2”에서 정한 평점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
하고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7.5.)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와 지역업체가
아닌 구성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평점에 합산시공비율의 100분의 50을 가산 평가한다. 다만, 가산
평가비율은 10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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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경춘선 폐선로에 방치되고 있는 폐침목 등으로 도시
미관을 헤치며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재산운영부장 은찬윤 (042-607-3832) ]


답 변
□ 폐선로 폐침목은 철도 개량사업시 대부분 철거 하였으며,
폐선로 전체 12개 노선, 546km 중 2개 노선(경춘선,

수인선)

13.3km에 2만 여개가 있습니다.
＊ 의왕역 폐침목 적치장에 대해 의왕시에서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통보(‘13.10월) 되었음

□ 폐침목이 존치되어 있는 수인선은 현재 시행중인 수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병행하여 전체 철거할 계획(‘15년까지)이며,
○ 경춘선(성북～화랑대)은 서울시와 자전거길 조성 협약이
체결된 구간으로 자전거길 조성 공사시 함께 철거할 예정
(‘14년도) 입니다.
＊ (‘13.7월, 남양주시 시행) 경춘선 남양주시 구간(퇴계원～마석, 6.2km)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강유역환경청에서 폐침목
으로 인한 토양오염 저감대책 수립은 요구하지 않음

- 228 -

박 수 현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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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장애 문제는 공단과 공사의
이견으로 정확한 장애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책은?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운행제어부장 오준호 (042-607-3032) ]


답 변
□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는 총 46개소이고,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 지시(‘13.9.11)로 공단과 공사간의 이견해소를 위하여,
공단·공사 합동으로 특별점검․보수TF팀을 구성(‘13.10.7)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별점검․보수TF팀) 국토부, 공단, 공사, 분기기/선로전환기 제작사․
시공사․감리사

□ ‘13.11월 말까지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 고 >
○ 특별점검·보수TF팀 활동계획
- 기간/개소 : ‘13.10.1 ～ ‘13.11.30 / 울산역 8450, 8404, 8458
- 목적 : 청소․도유, 스터드, 선형조정 등 단계별로 시행하고 결과분석
후 인터페이스 정상화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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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철도시설 설치자와 운영자의 입장을 떠나 선로전환기
장애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로전환기
교체 시공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운행제어부장 오준호 (042-607-3032) ]


답 변
□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제품을 보완하였으며,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TUV-SUD 독일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시행
하여 장애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가용도(99.88%)가 UIC 정시율 기준
(99.80%) 이상으로 개선되어 전면 재시공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UIC : 국제철도연맹
* 가용도 : 선로전환기 정상동작시간 / 전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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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정부와 공단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역사에
신속하게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함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개량부장 정한욱 (042-607-3782) ]


답 변
□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157개역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 233개역 중 ‘12년까지 58개역에 스크린도어 설치완료
‘13년에 8개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중

□ 위원님께서도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233 -

질 의
4. 폐레일 등 철도시설물을 몰래 내다 파는 등 청렴
의식 및 도덕적 해이 심각
[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재산관리부장 곽연수 (042-607-3812) ]


답 변
□ ‘13년 4월 재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레일 무단반출
사실을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관련자를 파면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 문제가 된 CCTV는 기능 및 설치장소를 일제 점검하고 자격
미달 경비원을 즉시 교체 하였고,
○ 재발방지를 위하여 ‘13.7월 전 직원 청렴결의대회 시 실패
사례로 공유하고, 물품보관방법 개선, CCTV 관리지침 수립,
경비 용역 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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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궤도회로 장치 등 주요 신호제어장치가 내구연한이
지남.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개량 할 것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개량부장 정한욱 (042-607-3782) ]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량사업 확대를 통해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교통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 현 정부에서도 ‘철도 노후 및 취약시설 개량’을 국정과제로 선정
하고, ‘13년도에 추경으로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일반

철도

시설개량 투자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13.10월에 시설개량사업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투자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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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 용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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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으로 연간 153억원씩
지급함은 도덕적 해이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영지원실 노무복지처 복지기획부장 이성기 (042-607-3672) ]


답 변
□ 상여금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과 매월 급여에 포함
되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으로 구분됩니다.
□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결정․통보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총 100억원
(연평균 20억원, 1인당 15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정기상여금은 처․부장 등 연봉제 직원은 기준급의 380～
400%(성과에 따라 차등)를, 차장이하 호봉제 직원은 기본급의
325%[추석월에 자체성과급(기본급의 약 80%)별도 지급]를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총 668억원(연평균 134억원,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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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2012년도 기관별 경평성과급 비교표(1인 평균지급액 기준)
구분
경평
성과급
비 고

인천공 대한주 공항
항공사 택보증 공사
9,860

6,287

9,629

(단위 : 천원)

도로 수자원 철도
공사 공사 공사

제주
센터

철도
공단

교통 시설안
평균
공단 전공단

9,778

2,907

1,012

1,054

9,742

2,801

공기업

1,004

5,404

준정부기관

□ 공단 보수규정 제14조(상여금)
- 상여금은 정기상여금(연 기본급의 325%), 자체성과급(기준월봉의 100%),
경영 평가성과급(전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 반영)으로 구분
□ 공단 연봉제보수규정 제23조(성과연봉)
- 성과연봉은 자체성과연봉(차제성과급을 포함하여처장은 기준급의 400%,
부장은 기준급의 380%)과 경영평가성과급(전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 반영)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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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부채를 절감해도 부족할 판에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은 보편적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전
임직원이 최소한의 상여금만 받고 인센티브 등은 자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경영지원실 노무복지처 복지기획부장 이성기 (042-607-3672) ]


답 변
□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경영평가제도에 관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령과 제도를 검토하여 접근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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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전체 임직원 수의 16% 정도에 불과한 부장 이상
간부에 대한 징계가 많은 이유는 ?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안전사고 및 골프향응 등 비위행위가 주로 간부직에서 발생
하여 간부직 징계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 공단은 7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기관으로 기강쇄신을 위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과오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한 반면,
성과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242 -

< 참 고 >
□ 처장이상 징계(16건) 내용 및 3년간 직위별 건수
* 안전사고 10건, 향응수수 2건, 업무처리 부적정 3건, 장기결근 1건
* 총 82건(3년간) : 처장 16, 부장 17, 차장 28, 과장 16, 기능직 3,
전문직 2
□ 직원포상 내역
외부

이사장 표창
내부

계

前 CEO 부임후 2년간
(‘08.09 ∼ ‘10.08)

223

170

393

現 CEO 부임후 2년간
(‘11.09 ∼ ‘13.08)

327

181

508

구 분

비고

내부직원 표창
6.4% 증가

＊ 현 CEO 부임 후 2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이사장 표창은 전 CEO
부임 후 2년간 표창 대비 약 6.4% 증가
□ 성과급 지급 내역
구분
2011.9∼
2012
2013
계

계
금액
37.8
80.8
9.7
128.3

인원(명)
39
112
22
173

예산절감
금액
인원(명)
35
30
61.5
92
96.5
122

성과공유대회
금액
인원(명)
2.8
9
19.3
20
9.7
22
31.8
51

＊ 현 CEO 부임 후 예산성과금, 성과공유 포상 등 총 173명에 128백만원
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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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이사장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법적근거가 없는 직권
면직 등의 길들이기 식 징계를 남발한 것이 가장 큰
사유일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직권면직은 4건 시행하였으며, 그 중 1건은 휴직기간 만료 후
업무복귀 통보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복직하지 않음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직권면직 조치한 것이며,
○ 나머지 3건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업무
부적격 및 저성과자를 선정하여 교육 후 현업에 배치하였
으나,
○ 업무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인사규정 제38조의 2(성과부진자
평가에 따른 조치)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 의결로 직권
면직 조치한 것으로 근거 없는 직권면직을 한 바 없습니다.
□ 또한, 청렴도 7년 연속 최하위였던 공단의 청렴도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위행위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 하였고,
○ 이는 조직기강을 쇄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징계
사유도 본인 부임전 발생된 비위가 5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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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직권면직 건수(4건) : 휴직후미복귀 1건, 업무저성과자(복직) 3건
□ 이사장 부임 전․후 비위발생 현황
(‘11.08.23 ～)
구

[단위 : 명]
분

발생건수
부임 前
부임 後

합 계
73

37

(51%)

36

비리 등 비윤리 행위

11

10

(91%)

1

안전사고 발생, 직무상의무 위반

33

2

(6%)

31

(94%)

업무처리 부적정

29

4

(14%)

합 계

25 (86%)

비 고

(49%)
(9%)
*안전사고 31
*직무의무위반 2

＊ 불문경고 제외

□ 재해율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재해율(‘10년 0.128% ⇒ ‘11년 0.142% ⇒ ‘12년 0.082%)
* 안전사고 건수(‘04년 이후 연평균 30.5건 ⇒ ‘12년 15건)
□ 연도별 청렴도 현황
연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

순위

종합청렴도

점수

순위

점수

2004년

6.72

15/15

2005년

7.86

33/35

2006년

8.82

30/40

2007년

8.68

69/72

2008년

8.12

32/38

2009년

8.01

69/69

9.54

7/24

8.55

16/20

2010년

8.15

75/76

8.88

23/77

8.35

72/76

2011년

8.98

47/78

8.55

23/79

8.81

33/78

2012년

8.31

68/73

8.72

5/73

8.22

54/73

미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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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미측정

질 의
5.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통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
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7.25일 재심의를
요청을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임.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것인지?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감사원의 주의처분 5건 중 정당한 처분요구 2건은 겸허히
수용하였으나,
□ 3건은 지적에 대한 근거법령이 불명확하고 불가피성 등에
대한 공단의 소명이 충분히 심의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한
것입니다.
< 참 고 >
* 재심의 3건
① 임금협약 체결 업무처리 부적정
- 중노위 문언 명확화는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임
② 비감사부서의 불합리한 감사업무 수행
- 근거법령 불확실 및 불가피성 미반영
③ 직권면직 업무처리 부적정
- 정부정책이행을 위한 공단의 회피노력 미반영
* 수용 2건
① 감사의 징계요구 업무처리 부적정
②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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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박근혜 정부의 실세와 가깝다는 점을 악용해 안하
무인격으로 처신하는 것인지?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철도 및 공단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 위원님의 지적을 감안하여 오해가 없도록 더욱 신중히 매사에
임하겠습니다.

- 247 -

질 의
7. 지난 8.13일 공단 노조는 김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함. 이사장의 비리의혹에 대해 법적조치를 받고,
공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 경영지원안전실 노무복지처 노사협력부장 조복형 (042-607-3632) ]


답 변
□ 지난 8.13일 집중교섭 기간(8.12～14)중에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언론 등에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검찰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 ‘11. 8월 취임이후 감사원 지적사항인 기본급에 부당 편입된
실적급수당 제외, 자동근속승진제 등을 노조와 협상․설득
하여 ‘12년말에 개선하였고,
○ 청렴도 7년 연속 꼴찌기관을 중상위로 도약, 안전사고 및
재해율 대폭 감소, 2012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차질없는
달성, 순수부채 929억원 상환 및 1조 205억원의 사업비
절감, 대외신용도 2단계 상승 등 경영성과를 거두어 공단의
대국민 신뢰도와 공공성을 높였습니다만,
□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일부 불이익 처분자와 노조집행부 등이
사실과 다른 사항들을 유관기관 등에 제출하고 있어, ‘혁신에는
저항과 음해가 따른다’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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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연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공단의
수장으로서 대국민 신뢰도와 공공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데, 견해는?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사장으로서 철도산업 및 공단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고객만족도는 3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청렴도도 부임 전 7년 연속 최하위 기관에서 중위권으로
도약시켰고, 건설현장 안전사고도 대폭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 또한, 고속철도 건설로 발생한 건설부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절감, 고금리 채권을 저리의 채권으로 차환,
국유재산 활용 및 해외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지난 2년간 1,334억원의 순 부채를 상환하는 등
○ 공단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와 공공성을 크게 개선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 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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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8/13일 노조의 대전지검 진정건은 해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이미 사실관계를
밝힌바 있음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1건 중 인정 4건, 기각 7건
* 임금체불 고소사건
- 대전지검, 대전고검 : 협의없음, 재정신청(고법) : 기각결정
단, 노조 주장 실적급 미지급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심리 5회)
□ 고객만족도 평가 현황
연도
평가
등급
결과

만족도

2008
양호

2009
양호

2010
우수

2011
우수

2012
우수

88.4

89.3

93.2

95.4

94.0

□ 재해율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재해율(‘10년 0.128% ⇒ ‘11년 0.142% ⇒ ‘12년 0.082%)
* 안전사고 건수(‘04년 이후 연평균 30.5건 ⇒ ‘12년 15건)
□ 연도별 청렴도 현황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외부청렴도
점수
순위
6.72
15/15
7.86
33/35
8.82
30/40
8.68
69/72
8.12
32/38
8.01
69/69
8.15
75/76
8.98
47/78
8.31
68/73

내부청렴도
점수
순위

종합청렴도
점수
순위

미측정

미측정

9.54
8.88
8.55
8.72

7/24
23/77
23/79
5/73

8.55
8.35
8.81
8.22

16/20
72/76
33/78
54/73

□ 최근 3년 자구노력 재무성과
* 영업이익 증가 : (‘10) 1,227억원 → (‘11) 2,186억원 → (‘12) 3,118억원
* 당기순손실 감소 : (‘10) 3,174억원 → (‘11) 1,913억원 → (‘12) 932억원
* 순수 부채상환액 증가 : (‘11) 415억원 → (‘12) 9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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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독단적 회사 운영 및 최악의 노사관계 등 이사장의
자격으로는 미달이라고 보이는데,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공단을 선진 공기업으로 발돋움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난 2년간 순수부채 1,334억원
상환과 1조 20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성과가 있었고,
□ 노사관계도 정상화하여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 간 교섭을
정상 진행 중입니다.
□ 위록지마 고사성어와 역사적 교훈에서 보듯 일방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과거의 공단으로 회귀되지 않도록 성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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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0. 퇴직 임원의 재취업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고, 각종 비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행부에서 매년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을
연도 말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안전행정부 고시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법인>
-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이상 업체

(2012.12.28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3,887개 업체)
-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2012.12.28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44개 법인)
※ 다만,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가능

□ 최근 2년간 퇴직 임원 9명 모두 취업제한대상이 아닌 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하였으며, 공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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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준수하여 2년간 퇴직임원의 취업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취업제한 기업이 아닌 취업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취업제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공단은 ‘13.7.17.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전관예우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퇴직자 윤리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전·현직 임직원의 커넥션에 의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참 고 >
< 임직원 행동강령 >
*
*
*
*
*

임직원은 공단 퇴직자와 사적인 접촉 금지
부장 이상 직원은 1년간 퇴직 전 2년 동안 직무관련업체 취업 자제
퇴직예정 부장이상 직원이 직무관련업체에 취업 예정 시 취업 심사
부장 이상 퇴직직원은 퇴직 후 1년 간 입찰현장 출입 금지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퇴직임직원은 5년 이내 공단 출입 금지, 소속 회사에
통보, 행위사실의 공단 내부 공개 조치
* 부장이상 퇴직예정 직원은 퇴직 전 위 관련사항에 대한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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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1. 임원 등 공단 퇴직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전관
예우 차원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문제에 대한 대책
[ 경영지원실 계약처 용역계약부장 강정수 (042-607-3742) ]


답 변
□ 설계 등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적용대상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우려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관련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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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2. 퇴직 임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을 영입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계약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경영지원실 계약처 용역계약부장 강정수 (042-607-3742) ]


답 변
□ 공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2년간 퇴직
임원의 취업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업제한 기업이 아닌
취업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취업제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2013.7.17일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전관예우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퇴직자 윤리의무를 강화 하였으며,
○ 전․현직 임직원의 유착에 의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계약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합리적인 제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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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3. 정부지원금으로도 금융부채는 줄지 않고 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해명해 주기 바람. 정부지원금 확대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는지?
[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재무전략부장 최윤정 (042-607-3702) ]


답 변
□ 고속철도 건설로 발생한 건설부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일체
없는 실정입니다.
□ 공단 금융부채의 지속 증가 이유는 고속철도 사업비의 50%
이상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나, 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선로사용료는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등 선로사용료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한
투자비 회수와 함께 수서發 고속철도 제2사업자 조속한 선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참 고 > 사업별 재원분담비율
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민자철도
수탁사업

재원분담비율(공단)
경부1단계 65%, 경부2단계․호남 50%,
수도권60%
국고 100%
국고지원 75%, 지자체분담금 25%
국고지원 약 20%, 민자사업자 약 80%
수탁사업자 100%

비고
금융부채 증가
금융부채와 무관
〃
〃
〃

* 공단 채권 차입금은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로 상환토록 정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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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4. 민간기업이라면 파산선고 수준인데,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는 부채절감 노력보다 고강도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재무전략부장 최윤정 (042-607-3702) ]


답 변
□ 공단은 사업비 절감 및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을 통해 건설
부채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불필요․과잉시설 축소 등 시설최적화로 고속철도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공단 채권발행을 축소하고
* ('11년) 988억원 절감 → ('12년) 2,074억원 절감 → ('13년안) 4,000억원 절감

○ 고금리(5.5%) 교특융자금(1조220억원)을 저리상환(3.3%)하여
이자 1,281억원을 감축하였으며, 국내외 신용등급 최고수준
유지로 채권발행금리를 낮춰 연 80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 또한, 국유자산 관리 효율화, 해외사업 확대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난 2년간 1,334억원의 순부채를 상환하였습니다.
* ('11년) 415억원 상환 → ('12년) 929억원 상환 → ('13년안) 806억원 상환

□ 앞으로도 부채감소를 위해 더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 참 고 > 최근 3년 자구노력 재무성과
* 영업이익 증가 : (‘10) 1,227억원 → (‘11) 2,186억원 → (‘12) 3,118억원
* 당기순손실 감소 : (‘10) 3,174억원 → (‘11) 1,913억원 → (‘12) 932억원
* 순수 부채상환액 증가 : (‘11) 415억원 → (‘12) 9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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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5. 선로사용료 회수 실적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은?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투자비부장 정대호 (042-607-3772) ]


답 변
□ ‘07년 “철산위”에서 선로사용료 부과구간을 당초 서울～부산
구간에서 시흥～부산구간(고속 신선구간)으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 선로사용료 징수금액이 당초보다 35% 감소되었습니다.
□ ‘04년 개통 후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부채상환에 쓰이는 純 선로
사용료는 이자비용의 22%에 불과하여 이자상환에 쓰이는
채권을 발행하는 등 악순환 지속과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등 선로사용료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한 투자비 회수와 함께 수서發 고속철도 제2사업자 조속한
선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참 고 >
* ‘04년~‘12년 선로사용료 징수금액의 축소조정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고속철도
94,013
영업수익
서울～부산구간
29,144
선로사용료 (A)
시흥～부산구간
18,872
선로사용료 (B)
축소 조정금액
10,272
(A-B)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5,512

8,376

9,048 10,149 10,458 10,183 11,387 13,844 15,056

1,709

2,597

2,805

3,146

3,242

3,157

3,530

4,292

4,667

1,056

1,598

1,821

2,006

2,004

1,808

2,106

3,002

3,471

653

999

984

1,140

1,238

1,349

1,424

1,290

1,196

* ‘04~‘12년까지 징수한 선로사용료는 이자비용 3.2조의 약 22% 수준
- 선로사용료(1.7조, 부가세 제외) - 유지보수비(1.0조) = 0.7조 / 3.2조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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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6. 공단에서는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국토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철도요금 인상
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투자비부장 정대호 (042-607-3772) ]


답 변
□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납부
하고도 영업이익이 4,686억원(‘11년, 영업이익율 33.8%)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선로사용료를 현실화하더라도 철도요금을 인상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 ‘11년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율 5.38%(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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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7. 공단의 주요 수입원인 선로사용료 및 복합역사 점용료
등으로는 부채절감에 한계가 있음. 적극적인 해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보는데, 공단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은?
[ 시설사업본부 해외철도사업처 사업총괄부장 고창남 (042-607-3272) ][


답 변
□ 공단은 2005년 중국 감리용역을 수주한 이후 현재까지 12개국
31개사업, 약 780억원의 수주를 달성하였습니다.
□ 금년 10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 계약체결에 성공하였고,
카타르, 오만, 케냐 등 6개국 10개사업(약 5,100억원)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평가결과＊를 기다리는 등 해외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가결과 발표일정 : ‘13.11∼12월( 5건), ’14. 1∼3월( 5건)

붙 임 : 해외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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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수주
년도

발주국가
(기관명)

사업명(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성과
(수주금액)

사업
추진현황

2005

중국

수투(시험)선 감리용역

05.06～06.08

10

완료

2006

중국

무광선 감리용역

06.01～10.02

30

완료

08.03～11.12

99

완료

09.11～11.12

21(2.8)

완료

10.05～13.12

38

진행중

10.05～13.12

48

진행중

10.05～13.07

33

완료

10.05～12.10

18

완료

10.05～15.06

38

진행중

10.05～13.06

23

완료

10.09～14.09

70

진행중

10.09～16.02

97

진행중

11.10～12.12

12(1.8)

완료

11.09～13.01

0.5

완료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사업관리자문(PMC) 용역

11.09～13.09

3

진행중

한국수출입 한국 민관협력사업(PPP)
은행
사례 연구용역(1차)

11.10～11.12

1(0.4)

완료

2008
2009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2011

하얼빈~다롄 여객전용선
엔지니어링자문
철도마스터플랜 수립
카메룬
컨설팅
난신선 신강구간
중국
엔지니어링자문
난신선 감청구간
중국
엔지니어링자문
서안～보계 여객전용선
중국
엔지니어링자문
천진～진황도 여객전용선
중국
엔지니어링자문
하얼빈～치치하얼
중국
여객전용선
엔지니어링자문
반금～신해성 여객전용선
중국
엔지니어링자문
장사～곤명 여객전용선
중국
귀주구간 시공감리
장사～곤명 여객전용선
중국
운남구간 시공감리
철도건설 사업타당성조사
카메룬
용역
자보타벡 철도순환선
인도네시아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업관리자문(PMC) 용역
중국

파라과이

2011

캄보디아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업관리자문(PMC) 용역

11.11～14.02

1

진행중

2011

네팔

카트만두 도시철도
타당성조사 용역

12.01～12.11

10(3.6)

완료

2011

네팔

전기철도 실시설계 용역

12.01～13.01

49(3.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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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수주
년도

발주국가
(기관명)

사업명(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성과
(수주금액)

사업
추진현황

베트남

철도개량사업에 대한
중국 감리요원 자문 및
교육

12.04～12.10

3.5

완료

2012

한국수출입 한국 민관협력사업(PPP)
은행
사례 연구용역(2차)

12.05～12.09

1.7(0.5)

완료

2012

인도네시아

철도인사 초청연수

12.05

0.8

완료

2012

캄보디아

철도인사 초청연수

12.09(1차)
13.05(2차)

1.7

완료

2012

인도

고속철도 실시설계 자문

12.10～12.11

1.7

완료

말레이시아 MRT통신사업 PM컨설팅

12.12~17.12

14

진행중

2012

2012
2012

중국

정서선 감리용역

13.01～17.01

26

진행중

2012

네팔

전기철도 실시설계2단계
(Package 1)

13.03～14.02

40(3.6)

진행중

2012

네팔

전기철도 실시설계2단계
(Package 2)

13.03～14.02

37(3.1)

진행중

2013

몽골

초청연수사업

13.1013～10.26

0.2

진행중

2013

미국

켈리포니아 고속철도
자문용역

13.10～17.6

35

진행중

과업착수일로
부터 30개월

17

연내
계약예정

2013
계

방글라데시 동부 신호 현대화 컨설팅
12개국

780.1
(627.9)

31개 사업

* 수주금액의 ‘( )괄호’는 공단지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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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해외사업 추진 계획
구 분

제안서
제출
사업

국가

장거리 철도 설계용역

400

필리핀

마닐라 LRT-2호선 동부연장 토목설계․감리용역

90

우즈베키스탄

전철화사업 (1단계․2단계)

1,100

오만

철도 PMC 용역

2,500

케냐

케냐철도 시공감리 용역

1,100

우간다

철도사업 타당성조사용역

20

전기철도 실시설계 3단계사업(4개)

140

철도사업 타당성조사용역

20

연결철도 및 항만개발 타당성조사용역

20

탄자니아

철도사업 타당성 예비설계 용역

100

모잠비크

설계자문 및 감리용역

50

몽골

몽골 신철도 프로젝트 감리용역

500

잠비아

철도 사업타당성 기본/실시설계

50

동아프리카
공동체
보츠와나 등
3개국

방글라데시

계

사업규모
(억원)

카타르

네팔

사업참여
의향
서(EOI)
제출
사업

사 업 명

파드마 대교 건설감리용역

인도

메트로 실시설계 용역

UAE

아부다비 메트로 및 경전철 사업

14개국

16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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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10
1,500(예정)
9,500

이 윤 석 위 원

- 265 -

질 의
1. 열차제어시스템분야 기술자립과 해외 수출을 고려
한다면, 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에 국산화
된

열차제어시스템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운행제어부장 오준호 (042-607-3032) ]


답 변
□ 호남고속철도에 신호장치 22개 품목 중 경부고속철도에서
국산화된 18품목을 적용하였고, 새로운 신호장치에 대하여도
기술이전을 통하여 약 95.5%를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 경부고속철도 : 열차제어시스템(TVM4)430)/연동장치(SSI5))
○ 호남고속철도 : 열차제어시스템(TVM430-SEI6))
□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간 사업에는 경부고속철도에 설치된
열차자동제어시스템(TVM430-SSI)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
시스템(TVM430-SEI) 모두 입찰 참여가 가능 하도록 하여
국산화된 제품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4)
5)
6)

TVM(Transmission Voie Machine, 佛) : 열차정보 전송장치
SSI(I'solid state interlocking) : 전자연동장치
SEI(System d’Enclenchement Integre, 佛) : 통합연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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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고속철도 사업별 국산화 현황
구분

기술이전 국산화

호남고속
경부1단계 경부2단계 국산화적용

자 재 명

ATC
장치

논리장치

○

○

×

정보전송장치

○
○
○
○

○
○
○
○

선로변장비

-

○
○
○
○

전자연동장치

SSI

×

×

-

역정보전송장치

FEPOL, RTU

선로변기능모듈

TFM

역조작반

LCP

전원공급장치

PSC

유지보수장치

CAMS

×
×
○
○
○

○
○
○
○
○

○
○
○
○

인터페이스 계전기 NS1

×

×

10종류 중
2종류 국산화

제어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궤도회로장치

UM71

불연속정보전송장치 -

연동장치

고
속
철
도

계전기

CTC장치 대형표시반
사령자콘솔

67“
-

차축온도검지장치
지장물검지장치

안전
설비

끌림검지장치

-

기상설비

-

열차접근확인장치 터널경보장치

-

레일온도검지장치 분기기히터장치
원격감시장치

-

비고
호남고속
통합(SEI)

호남고속
통합(SEI)

개발중

○ 고속철도 신호설비 외국산자재 현황
- 국내수요가 적어 개발회사가 없는 계전기 8종(2종 국산화)
- 차축온도검지장치 국가 R&D사업으로 개발 중임
- 호남고속철도에서 ATC 논리장치 및 연동장치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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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합 진 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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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병 윤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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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시설장비사무소 비정규직 문제는 공단이 의지를 갖고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하면 정규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시설장비사무소 무기계약직 21명은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정규직(기능직 6급 상당)입니다.
< 참 고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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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임금문제 4.1% 지급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민사소송 중이나 만약 공단이 패소하면 소송비용, 이자
등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간의 불화,
혈세 낭비 등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 경영지원안전실 노무복지처 노사협력부장 조복형 (042-607-3632) ]


답 변
□ ‘11.11.30. 노사 쌍방이 수락․서명한 중노위 조정서에 의하여
임금을 4.1% 인상하고 기본급에서 전환된 실적급수당을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중노위 조정서 및 견해
제시 결정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송 등을
진행한 것으로 그 비용은 공단의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였습니다.
＊ 13.3.21. 국회 국토교통위 감사요구안 의결에 따라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소송비용이 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의 지급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노조가 이사장을 임금체불 혐의로 ‘12. 1. 3. 검찰에 고소하였
으나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에서 모두 혐의 없음이 결정되었고,
○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13.3.19. 대전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하였으나 ‘13.9.6. 기각 결정됨으로써 임금체불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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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도 그 결과에 따라 이행할 예정이며,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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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원주〜강릉철도, 횡성〜둔내 구간은 2번의 노선변경
으로 설계비 추가투입은 설계업체의 이익을 가져다
주어 배임혐의도 될 수 있는데, 공단의 의견은?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원주강릉부장 하삼호 (042-607-4712) ]


답 변
□ ‘11. 9월 취임 1개월 지나 기관장으로서의 각오와 현안을 설명
하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에 대해 설계중에 있으나,
대심도 440m(연결통로3.4㎞, 구배14.5%)에 지하 철도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편이성, 이동시간 등의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440m 대심도의 (가칭)올림픽 정거장 설치 시 전세계에 유례가
없고, 지하역에서 지상역으로의 이동수단과 환승 이동시간 과다
등의 문제점과 전 구간의 터널비율 과다로 조망부족 등으로
설계보완이 필요하다고 구두 보고 드렸고,
- (안전성) 대심도, 대규모 지하역사 설치로 인한 화재나 사고 시
방재 및 대피 어려움 등 문제점
- (이동시간) 지하역에서 경기장으로 이동 시 전기버스 환승
및 이동시간은 최소 17분, 최대 30분～1시간 이상이 소요
되어 승객불편 가증
* 특히 동계올림픽기간에 승객이 대규모로 일시에 지하역 하차 시
공간제약에 따른 전기버스 운용 한계로 인한 환승지연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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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부족 시 2～3차례 회송운전으로 장시간 지하역사 내에
대기로 불편 예상

- (역사내 편이성) 열차풍․이명감․기류변화에 따른 불쾌감,
장시간 지하역사에 대기에 따른 불만
- 또한, 강원도 산악지형 특성으로 터널구성 비율(65.5%)이
높아 여행객은 물론, 동계올림픽 기간 중 관계자 및 방문객
에게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으로 이용자의 불편 예상
○ 이에 440m 지하역사는 문제가 많고, 외국관광객 등이 강원의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게 제대로 잘 설계해서 동계올림픽
전에 반드시 완공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검토 결과,
○ 동계올림픽 주경기장(알펜시아)에 근접한 진부역에서 신설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방안이 가능하여 대심도(440m)
지하역사 설치에 따른 방재문제, 승객 이동의 불편 해소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였습니다.
* (진부역 활용 결정) 국토부와 유치위 간 협의로 결정('11.10.12)
* 지하역사 설치로 인한 추가 사업비 465억원 및 년간 운영비
14억원/년 절감가능
* 진부역에서 도로로 경기장까지 이동할 경우(유치위 제시안) 26분
소요 ☞ 지하역 신설 시 소요시간 20분과 큰 차이 없음
* 진부역-지하올림픽역간 KTX운행 3분, 지하역에서 경기장까지
최소 17분, 최대 30분～1시간 이상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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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구성을 축소하여 조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대안
노선 검토결과 최대 지상화율을 67.2%(영동고속도로와 병행
노선, 당초 34.5%)까지 높일 수 방안까지 검토되었으나,
- 사업비, 사업기간, 일부구간 산지 훼손 및 민원 등 종합적인
판단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체 지상화율을 46%로 높일
수 있고
- 노선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횡성〜둔내 구간 주1)만을
지상화(교량화)로 변경하여 둔내역을 지역의 중심으로 변경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였
습니다.(1차 변경)
* 주1) 당초 전체노선 119.8㎞ 중 노선변경구간은 29.8㎞로
24.9% 해당

○ 시설규모는 지형․주요구조물 통과방안, 정거장 입지, 열차
운영계획, 열차주행성능분석, 주요 지장물 저촉․환경보전
지역 통과, 사업비 및 완공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노선에 대한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그 결과, 횡성〜둔내 구간만 고려하면 지상화로 인한 사업비는
28억원 증가하였으나, 전체노선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지상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28억원)를 감안하여도 전체사업비는 약 49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 재수립

□ (노선재변경) 노선 변경 후 지역주민의 당초노선으로의 변경
요구 민원, 경관훼손, 高교각 유지보수의 어려움(H=87m) 등
문제점 제기로 국토부에서 개선대책 수립 지시(‘13.3.26)에
따라 재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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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교각의 경우 실제 운행중인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해외의
경우도 80m 이상 교각이 다수 있는 등 유지보수에 문제점은
없으며, 명품 토목구조물로 국내 건설기술발전에도 상당한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 독일의 경우, 고속철도 교량으로 원주∼강릉의 콘크리트 궤도와
동일함
* 콘크리트 궤도구조의 유지보수는 자갈궤도 구조의 1/7 수준임

○ 정부의 지역의견 수용 및 추가 개선 의지에 따라 공단의
재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변경노선으로 시행 시 개통공정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 공기단축이 필요하고, 6개월 이내
인· 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함을 정부와 협의하였습니다. (‘13.5.7)
* 변경설계(‘13.5∼10 ) → 인·허가(‘13.11) → 용지보상(’13.12) →
착공(년 내)

○ 또한, 노선 재변경시에도 시설규모 최적화 등 개선으로 약
3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하여 총 790억원의 절감이 가능하였
습니다.
⇨ 최종적으로 노선 변경이 결정(국토부, ‘13. 5.22)된 후, 공단은
개통공정 준수를 위한 특단의 공정대책을 수립하여 2017
년 말까지 사업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3.5.6) 노선변경구간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
시행 (국토부, 환경부, 공단, 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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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재변경 검토노선(2차변경)]
○ (재검토노선) 당초노선과 1차 변경 노선을 활용한 노선

- 둔내 역사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 도로와 연계성 및 지역
개발 등을 고려하여 1차 변경 노선의 역사위치로 도심 생활
권에 설치
* 둔내면 도심 생활권과 이격거리 : 약 600m 이내 (당초 2km)
* 둔내 IC와의 거리 : 2km (당초 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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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처남을 설계자문위원회 참여, 턴키 분과위원에 선정한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인데, 모르는 일이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
보는데?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기획부장 권진수 (042-607-3878) ]


답 변
□ 처남 문제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설계자문위원과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 위원 선정은 공단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부이사장 전결 사항
으로, 부이사장 주재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위촉 명단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받은 적은 없으며,
○ 안건별 위원 선정은 해당 소속장(본부장․실․원장) 전결
사항으로 친인척 참여사실은 언론 보도 이후 보고를 통해
인지하였습니다.
* ‘12. 6. 5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설계자문(주관부서 : 본사 광역/민자철도처)
* ‘12. 6. 11 :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현장
설계변경 심의 (주관부서 : 영남본부 건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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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설계심의분과
위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위촉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나 자문 시에는 제22조에 따른 제척
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제척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련법령 상으로 위촉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언론보도
이후 특혜로 비추어지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척대상 해당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심의와 자문에서 제척중에
있으며,
○ 앞으로는 공단 임직원과의 친인척 관계에 대해 철저히 확인
하고, 위원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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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1 >
□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요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별표2)
○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 위원의 제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의 해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
○
○
○
○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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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설계자문위원 및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절차
○ 선정 절차는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시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다음 절차로 선정
구성계획
수립

→

후보자
모집

→

서류심사

→ 선정위원회

→

위원위촉

1) 구성계획 수립 : 위원 선임방식 결정(이사장 결재)
2) 후보자 모집 : 자격자를 보유한 관계기관 추천(담당부서 주관)
3) 서류심사 : 모집된 후보자의 자격요건 부합여부, 해촉대상 포함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척(담당부서 주관)
4) 선정위원회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적격자 선정(부이사장 주관)
5) 위원 위촉 : 선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 위원 선정(부이사장 결재)

* 심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위원장

위

원

입 회

직 위
부이사장
경영지원실장
기획혁신본부장
건설본부장
기술본부장
시설사업본부장
감사실장

비 고
운영 총괄

전문성 검증

청렴도 검증

<참고 3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별표1]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OOO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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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이사장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비서실 비서실장 권오혁(042-607- 3021), 총무부 박종구(042-607-3595) ]


답 변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는 언론, 현장근로자의 격려 등에 사용
되며, 지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외업무를 수행하면서 언론, 현장 근로자 등에게 격려금
으로 소액의 금일봉을 지급하는 등 영수증을 직접 받아 처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부서장의
증빙을 첨부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2011
(8.23～12.31)

2012년
(1.1～12.31)

2013년
(1.1～9월)

합계

8,000

24,000

18,000

50,000

＊ 현 이사장 취임일자 : 2011. 08. 23

별 첨 : 1.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집행내역
2.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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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이사장이 철도협회장을 겸직하면서 매월 100만원을
수령하고 영수증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바람
[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기획총괄부장 김공수 (042-607-3202) ]


답 변
□ 한국철도협회 협회장은 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장은
비상임으로 일절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협회장의 직무활동비는 협회 규정에 따라 협회 관련 업무
추진과 대외 활동 및 협회 회원사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 철도협회 보수 및 여비규정>
제27조 (지급대상 및 집행) ①회장, 상근하는 임원 및 부서의 장에게 협회업무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 내․외빈 접대, 회의, 경조사, 해외출장 지원, 선물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철도협회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내역
영수증(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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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장애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운행제어부장 오준호 (042-607-3032) ]


답 변
□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는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부품을 보완
하여 가용도가 UIC 정시율 기준(99.80%) 이상으로 개선되었
습니다. (가용도 99.88%)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장애 및 하자조치 적정성 용역 결과에도
원인분석․대책이 모두 정상적으로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울산역 2개소(8450, 8404)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첫
전환 시 불일치가 발생하여, 구조적으로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특별점검․보수TF팀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별점검․보수TF팀) 국토부, 공단, 공사, 분기기/선로전환기 제작사․
시공사․감리사

□ ‘13.11월 말까지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참 고 >
○ 특별점검·보수TF팀 활동계획
- 기간/개소 : ‘13.10.1 ～ ‘13.11.30 / 울산역 8450, 8404, 8458
- 목적 : 청소․도유, 스터드, 선형조정 등 단계별로 시행하고 결과분석
후 인터페이스 정상화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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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공단 인사가 영남지역에 편중되고 있음. 지역별 안배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장 이수준 (042-607-3642) ]


답 변
□ 임원 및 처장급 이상(직무대리 포함) 출신현황은 서울․경기권이
42%로 가장 높습니다.
* 이사장, 감사는 임명직으로 제외
* 서울․경기권 : 42%, 영남권 : 34%, 호남권 : 14%, 충청권 : 11%

□ 부장급 이상의 경우에도 수도권 출신이 50%로 가장 높고,
영남권은 22%에 불과, 영남권으로 편중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금년 중에 비영남권 상임이사 3명이 퇴직(2명 의원면직, 1명
해임)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위직 이상에 영남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인사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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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지역별 현황 (이사장, 감사 제외)
구 분

소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상임이사
(직무대리 포함)

6

1
(13%)

2
(25%)

-

-

1
(25%)

2
(38%)

고위직
(직무대리포함)

6

-

2
(33%)

-

1
(17%)

3
(50%)

-

고위직이상 계

12

1
(7%)

4
(29%)

-

1
(7%)

4
(36%)

2
(21%)

처장급
(직무대리 포함)

54

7
(13%)

16
(30%)

7
(13%)

8
(15%)

13
(24%)

3
(6%)

처장급 이상 계

66

8
(12%)

20
(30%)

7
(11%)

9
(14%)

17
(26%)

5
(8%)

부장급
(직무대리 포함)

190

34
(18%)

66
(35%)

23
(12%)

31
(16%)

20
(11%)

16
(8%)

부장급 이상 계

256

42
(16%)

86
(34%)

30
(12%)

40
(16%)

37
(14%)

21
(8%)

전직원
인력분포

1,339

287
(21%)

327
(24%)

195
(15%)

240
(18%)

141
(11%)

14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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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북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