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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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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사업 추진계획


답 변
□ 고속철도 광명역의 연계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교통
편의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07년부터 “광명역 복합
환승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 ’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투자환경 악화로 임차자
유치 및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규모축소, 단계별 개발)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당초 337,911㎡ 동시개발 → 변경 138,822㎡ 단계별 개발
․1단계 : 환승시설, 판매시설(2012년)
․2단계 : 물류시설, 환승부대시설(2015년)
․3단계 : 업무시설(2018년)

○ 현재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지자체 인허가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11.11월 착공하여 ’1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 (1단계) 환승시설 및 판매시설 건축허가 신청(’11.7.7) 및 경기도 건축허가
사전 승인(8.25)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으로 10월에 인허가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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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사업 추진현황

□ 개발규모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63-3 일대 철도부지 76,216㎡

○ 용

도 : 버스터미널, 물류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 사업시행 : 건설 2007 ～2012, 운영 2013~2042
○ 사업시행자 : 광명역복합터미널(주)
○ 사업방식 : BOT로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점용허가 방식으로 추진
○ 규

모 : 연면적(138,822㎡)/ 투자비(1,860억원)

기존

[단위 : ㎡]
3단계(’16~’18)

2단계(’15)
물류시설
KTX
환승시설 판매시설 환승부대시설
업무시설
(A동지상3)
광명역 (지하1,지상2) (지상5) (지하1,지상12)
(지하7,지상28)
(B동지상1)
78,495

1단계(’11~’12)

7,489

34,019

18,190

8,519

70,605

계
138,822

* KTX 광명역 연결통로 : 1,281㎡(388평) (연면적에서 제외, 별도 설치)

□ 추진실적
◦ ’03. 4

: 경부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국토부)
* 고속철도 광명역에 버스터미널, 역사연결통로 설치 제시

◦ ’05.12. :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경기도)
◦ ’07. 2 : 출자회사 설립 [광명역복합터미널(주)]
* 설립자본금 30억원, 공단 5억원 출자(16.67%)

◦ ’09～’10. : 투자자 유치 및 재원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부진
◦ ’11.6. : 재무투자자 유치 및 사업계획 변경
* 당초 337,911㎡(3,515억원) ⇒ 변경 138,822㎡(1,860억원)

◦ ’11. 7. 7 : 건축허가 신청 및 경기도 건축심의(SPC)
◦ ’11. 8.25 : 경기도 건축허가 사전 승인 완료(SPC)
◦ ’11. 9 현재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중

□ 향후 추진계획
○ ‘11.10 : 인․허가 완료
○ ‘11.11 : 점용허가 및 착공(‘13.1 환승시설 및 유치시설 준공)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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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과거 천성산 도룡뇽 사건같이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무시한 공사방해 등 대안 없는 국책사업 방해 행위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방지책 마련 필요. 이사장 견해


답 변
□ 철도건설사업 중에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08년부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 기본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조사․설계와 지역 및 환경단체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야기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 정당성 없는 공사방해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철도분야 갈등관리 실무매뉴얼(2007.12. 건교부)
- 공단 사업관리절차서-15(갈등관리)
<주요 추진 실적>
- ‘08～’10년까지 11개 사업장 갈등해소
- 사내전문가 양성 :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69명)
- 갈등해결 정보 공유 : 갈등해결 우수사례집 제작 배포(‘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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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갈등관리 해결 현황 및 대상사업장
□ 갈등관리 해결 현황[‘08년～’10년]
구 분

사 업 명

1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구간 환경 갈등

2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노반 교량요구 갈등

3

울산～포항 경주시 소현2리 통과노선 갈등

4

포항～삼척 철도건설 성곡리 노선 요구 갈등

5

신리～순천 복선전철 송전탑 건설반대 갈등

6

호남고속철도 청원군 갈산리 노선변경 갈등

7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이전 갈등

8

수인선 논현택지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민원 갈등

9

포항～삼척 제4공구 토공구간 교량화 민원요구 갈등

10

용산～문산 복선전철 강매역 조치요구 갈등

11

수인선 소래철교 존치 및 철거 갈등

참고 2

비 고

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발생 현황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 중단기간
- (초기) 현장점거 농성(13-4공구) : 100일(‘04.3.4 ～ ’04.6.11)
- 합의에 의한 공사중지(13-3, 4공구) : 189일
․ (1차) ‘04.8.26 ～ ’04.11.29 (96일) : 소송기간
․ (2차) ‘05.8.29 ～ ’05.11.29 (93일) : 환경영향 공동조사기간

□ 공사중단으로 인해 철도공단에 실제 발생한 손실금액(51억)
- 설계변경증액 : 13-3공구(25억), 13-4공구(26억)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공사의 일시중지) ④항에 의거 지급
※ 당초 검토되었던 개통지연 시 사회ㆍ경제적 편익감소 비용은 2010년
11월 개통함에 따라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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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선로사용료 관련
2-1. 철도공사에서 금년 하반기에 철도산업위원회에 선로
사용료 개선(안)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결정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매년 선로사용료 차액 및 추정 손실액
규모 제출(일반/고속 구분)


답 변
□ 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고속철도) 고속철도 건설부채 상환과 유지보수비용에 지출
* 고속철도 사용료 : 시흥-부산(고속신선) 영업수입의 31%

○ (일 반 철도) 유지보수비용으로 상계처리
* 일반철도 사용료 : 년간 유지보수비 총액의 70%

□ 철도공사는 매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요율 과다를 이유로 선로
사용료 산정체계 개선 요구함에 따라 철도산업위원회(‘07.9)에서
요율은 31%로 현행 유지, 부과구간 변경(서울～부산 → 시흥～동대구)
하되 적정요율은 재검토 용역을 시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선로사용료 산정기준 정립방안 연구』용
역을 시행(국토부 주관, ‘08.7～’09.1, 한국교통연구원)하여 “단위선로
사용료*(1km당 사용료 단가)” 제도를 선로사용료 산정체계 개선
(안)으로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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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로사용료 = 「단위선로사용료」× 열차별 운행거리
구 분
고속

현

행

개 정(안)

- 시흥～부산간 총수입의 31%
* 단위선로사용료로 환산할 경우

철도

- 단위선로사용료
* km당 사용료 단가 × 운행거리

17,000원/km

(14,000원/km)

- 유지보수비 총액의 70%
일반

* 단위선로사용료로 환산할 경우

철도

- 단위선로사용료
* km당 사용료 단가 × 운행거리

새마을 2,900원/km

새마을 2,300원/km

무궁화 2,600원/km

무궁화 2,000원/km

□ 단위 선로사용료 적용 시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12～’17년까지는
현행기준보다 매년 25～103억원 정도로 줄게 되어 총 3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위 : 억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계

개선안(a)

2,846

2,918

2,919

3,532

3,619

3,689

19,523

현행기준(b)

2,881

2,943

2,975

3,627

3,722

3,763

19,911

증감 (a-b)

△35

△25

△56

△95

△103

△74

△388

□ 일반철도에 단위선로사용료 적용 시 선로사용료가 70%에서
55%로 낮아지므로 15% 만큼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게
되며, 정부가 이를 전부 지원하지 못할 경우 철도유지보수가
부실해져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위: 억원)

구 분

‘12

‘13

‘14

‘15

계

개선안(a)

3,664

3,862

3,989

3,731

15,246

현행기준(b)

4,538

4,642

4,749

4,858

18,787

추가지원 (a-b)

△874

△780

△760

△1,127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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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선로사용료 관련
2-2. 공단의 부채 증가규모를 감안할 때 유지보수비 집행 후
이자상환을 최소 50% 정도는 보전되는 방식으로 선로
사용료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


답 변
□ 현행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유지보수비 집행 후 이자비용의
약 19% 수준이어서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충당을 위해 다시
부채를 얻어야 하는 악순환으로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속철도의 경우 개통이후 2010년까지 철도공사의 누계 순이익
(수익-비용)이 1조 1,279억원이 발생한데 비해 현행 선로사용료는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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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년도

계

2004

2005

2006

고속철도 연도별 수익․비용현황

구분

수익(A)

비용(B)

고속철도 계

5,372,639

4,244,788

1,127,851

79.0

경부선

4,947,004

3,690,877

1,256,127

74.6

호남선

425,635

553,911

Δ128,276

130.1

고속철도 계

551,238

585,155

Δ33,917

106.2

경부선

508,228

492,324

15,905

96.9

호남선

43,010

92,831

Δ49,822

215.8

고속철도 계

837,598

698,155

139,443

83.4

경부선

767,771

599,320

168,451

78.1

호남선

69,826

98,835

Δ29,009

141.5

고속철도 계

904,773

671,128

233,646

74.2

경부선

826,741

579,706

247,035

70.1

호남선

78,033

91,422

△13,389

117.2

1,014,975

759,472

255,503

74.8

경부선

937,423

671,163

266,261

71.6

호남선

77,552

88,310

Δ10,758

114.0

1,045,758

762,126

283,631

72.9

경부선

966,304

674,112

292,192

69.8

호남선

79,454

88,014

△8,561

110.8

1,018,297

768,751

249,546

75.5

경부선

940,537

674,252

266,285

71.7

호남선

77,760

94,499

△16,739

121.5

고속철도 계

1,138,710

818,523

320,187

71.9

경부선

1,068,923

722,938

345,985

67.6

호남선

69,392

94,676

△25,284

136.4

경전선

395

909

△514

230.1

고속철도 계
2007

고속철도 계
2008

고속철도 계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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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A-B)

(단위: 백만원, %)
영업계수
비고
(B/A)

참고 2

경부고속 1단계 부채규모 및 선로사용료 징수 현황

□ ’10.12월말 경부고속철도 총부채는 약 11조7,435억원
□ 현 선로사용료는 유지보수비 집행 후 이자비용의 19% 수준
○ 부채 계속 증가로 ‘20년 19.8조원, ‘45년 77.7조원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선로사용료 (A)

12,399

1,056

1,598

1,821

2,006

2,004

1,808

2,106

유지보수비 (B)

7,958

1,178

1,712

1,630

802

889

781

966

부채상환재원(C=A-B)

4,441

△122

△114

191

1,204

1,115

1,027

1,140

이자비용 (D)

23,449

2,003

2,764

3,084

3,555

3,305

4,111

4,627

부채상환율(C/D)

19%

6.2%

33.9%

33.7%

25.0%

25.2%

부족분(B+C)-A

△19,008 △2,125 △2,878 △2,893 △2,351 △2,190 △3,084 △3,487

누적부채

56,446 62,899 69,530 80,908 94,245 107,338 117,435

□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선로 사용료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
1,056

5,139

5,288

6,629

6,146

5,960

6,008

6,936

-

3,541

3,467

4,623

4,142

4,152

3,902

4,096

-(유지보수비 계)

5,058

4,954

6,606

5,917

5,931

6,194

6,137

․정부출연

1,517

1,487

1,983

1,775

1,779

2,292

2,041

․공사 부담

(3,541)

(3,467)

(4,623)

(4,142)

(4,152) (3,902) (4,096)

1,598

1,821

2,006

2,004

1,808

2,106

2,840

(1,630)

(802)

(889)

(781)

(966)

(1,083)

191

1,204

1,115

1,027

1,140

1,767

○ 일반철도

○ 고속철도

1,056

-(유지보수비) (1,178) (1,712)
-부채상환 재원

-12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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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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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경의선 공덕역 회차시설 당초 예정대로 2012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으로 문산～공덕
운행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공덕역에 회차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여 2012년 말까지 공덕～
DMC구간을 완공하겠습니다.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사업 중 DMC～문산( 40.6km )
구간은 2009년 7월 개통
○ 공덕～DMC 구간은 2012년 12월 개통
○ 용산～공덕구간은 2014년 개통 추진.

< DMC～공덕 단계별 개통일정 >
- 지장건물 철거 및 궤도, 시스템공정 공사발주(‘11년 12월)
- DMC～공덕 각 분야별 주요 공사추진 : ‘12년 1월～10월
- DMC～공덕간 시설물점검 및 시운전 : ‘12년 9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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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회차시설 설치 계획

< 회차시설 설치 위치도 >

공 덕 역
도착

출발

상선
하선

DMC방면 ⇨

⇦ 용산방면

※ DMC방면에서 공덕역에 도착한 열차를 공덕역에서 승객을 태워 옆의 선으로
이동시켜 DMC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
※ (회차시설) 도착 차량을 출발 홈으로 변경하기 위한 시설

< 회차시설 설치 공사비 >
구
분 야 별
노

반

궤

도

분
내

(금액단위 : 백만원)

금

용

터널 폭 확장

액

1,000

(전철기구간)

분기기(SOC 10#) 설치
차막이 시설 2조
신호 기계설비설치

600
40
370

전 차 선

CTC사령실 시스템변경
신호설비공사
전차선로 교차설비

121
496
273

건

축

공덕역 신호기계실 추가

350

합

계

신

호

비 고

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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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질 의
2. 평창올림픽 관련 국가적 차원에서 인천～평창까지
68분대 단축을 위한 철도노선 대안과 운영방안 관련
기관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계획 확정 필요


답 변
□ 현재로서는 공항철도～수색연결선～신경의선～중앙선～원주
강릉선을 연결하는 기존선 활용(안) 및 신선건설 대안 모두
운행거리(240km 내외) 등을 감안할 때
○ 인천공항에서 평창간 68분대 운행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
으로 판단되나, 국토부, 철도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노선대안과 운영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계획 또는 건설 중인 사업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완공('17.6월)하고,
KTX 직결운행과 중앙선 고속화 등으로 접근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 단축 가능시간 : 감 14분(107분→93분, 무정차 기준)

□ 노선대안과 운영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호시스템 개량 등을
통해 인천공항～평창간 운행시간을 최대한 추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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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계획 또는 건설 중인 사업 현황

○ 인천공항철도 수색연결선 : 공사 중(’12년 완공 예정)
○ 신경의선(수색～용산) : 공사 중(DMC～공덕간 ’12년 개통 예정
공덕～용산간 ’14년 개통 예정)
○ 중앙선(용문～원주)

: 공사 중(’12년 완공 예정)

○ 원주～강릉선

: 설계 중(’17년 완공 예정)

참고 2

인천공항~평창간 운행시간 비교

[인천공항～올림픽역간 연계운행 방안] : 93분(248.7km)
○ 인천공항철도(인천공항～수색) : 18분(45.2km)
○ 신경의선(수색～용산)

: 7.5분(12.2km)

○ 중앙선(용산～원주)

: 40분(99.1km)

○ 원주～강릉선(원주～올림픽역) : 27.5분(92.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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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수도권 고속철도 2014년 개통을 위한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품질, 안전이 우려됨으로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수도권고속철도 사업기간(6년)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이남
구간(9년), 호남고속철도(9년) 보다 짧지만,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
에서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공사 관리를 하겠습니다.
※ <경부2단계 수도권․호남고속철도 사업기간>
사업별

사업구간(연장)

사업기간

비고

경부고속 2단계 동대구~부산(128.6km) 2002~2010(9년) 도심구간
‘14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61.08km)

2008~2014(6년)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182.3km) 2006~2014(9년) 광주이남
‘17년

□ 공사단계별 주요공정 및 품질취약 우려개소 등 확인․점검을
내실화하여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시행(약16개월 단축), 공사 착공 전
용지매수 착수(‘11.6월), 노반공사와 궤도공사 통합발주 등으로
공기를 단축(20개월)하도록 추진 중이며,
○ 각 분야별 후속공정과의 인터페이스 조정, 열차 시운전계획
등 철저한 공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014년 적기 완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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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홍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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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철도건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은 매우 중요,
인구·고객수준에 맞는 철도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답 변
□ 국토해양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 인구구조의
변화, 생활양식의 다양화·고급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수송
수요 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요인,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장래 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11. 4. 4) 하였습니다.

□ 공단은 이에 따라 철도가 지역 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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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기준

□ 진행중인 사업은 고속철도 사업을 우선 추진

□ 신규사업 경제적 효율성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과 정책적 측면
에서 고려하는 사업으로 분류
○ 경제적 타당성이 0.7이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경제적 타당성이 낮더라도 종합적 분석(AHP) 결과 0.5
이상을 확보하는 사업을 정책적 사업으로 반영
□ 평가항목 및 가중치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중치

경제성 분석

B/C

0.433
관련계획 및

정책의 일관성 및

정책방향 일치성

추진의지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정책적 분석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135

0.079

재원조달가능성

0.062

환경성 평가

0.041

지역낙후도

0.131

지역경제파급효과

0.119

지역균형발전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1.04.01),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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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친환경 철도건설 관련
2-1. 환경오염, 소음 등으로 철도차량기지 등 철도에 대한 부
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신설 철도건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정화,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계획(철도차량기지
안전관리실태와 환경오염 실태 분석자료 제출 포함)


답 변 <철도공사 업무로 철도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 기존 철도차량기지는 철도공사에 출자된 자산으로 안전관리 및
정화, 정비 등은 철도공사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태는 철도공사에서 안전관리를 사규ㆍ법령 등을
근거로 철도종합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특별
점검ㆍ안전전략회의ㆍ안전지도사 운용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발굴 및 분석ㆍ평가ㆍ개선
하고 있습니다.
□ 토양관리
○ 철도 토양오염은 기름탱크 주변지역의 유류(TPH)에 의한
오염이 주원인이고, 각 사업장에서는 토양오염방지판 및
선로용유흡착재 설치, 콘크리트 포장, 오염예방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 31 -

시행하여 검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토양오염도검사(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 검사(기름탱크)

2009년도

14개소(적합 14)

1개소(적합 1)

2010년도 41개소(적합 35, 부적합 4, 기시행 2)

-

※ 부적합 4개소에 대하여 정화사업 시행(완료 1, 시행중 3)

□ 폐기물관리
○ 철도차량의 정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기간 준수 및
적법업체를 통한 위탁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폐기물 배출 실명제 실시, 폐기물압착기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등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
구

분

지정폐기물(톤)

사업장폐기물(톤)

2009년도

1,396

1,697

2010년도

1,745

4,092

※ 지정폐기물(폐유, 폐축전지 등), 사업장폐기물(폐합성고무, 폐수처리
오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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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환경관리
○ 또한, 철도차량의 세차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는 전량 폐수
처리장에 유입시켜 기준치 이내로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방지시설을 설치․운용하여
법적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향후 환경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철도 환경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 자가측정 현황(평균값) >
(단위 : ㎎/ℓ)
구분
기준

pH

COD

SS

n-H

5.8～8.6이하 130이하 120이하 5이하

ABS

BOD

T-P

T-N

5이하

20이하

8이하

60이하

2009년도

7.32

15.03

10.03

0.99

0.53

4.94

0.92

4.54

2010년도

7.21

14.24

12.54

0.90

0.53

6.29

0.94

6.99

※ 폐수처리장치 2009년(50개소), 2010년(40개소) 기준치 이내로 관리

< 대기오염방지시설 자가측정 현황(평균값) >
구분

먼지(㎎/S㎥)

매연(도)

SOx(ppm)

THC(ppm)

기준

100

130

180

200

2009년도

10.53

-

-

48.10

2010년도

11.70

-

-

58.25

※ 대기오염방지장치 2009년(12개소), 2010년(11개소) 기준치 이내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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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친환경 철도건설 관련
2-2. 각종 철도시설 친환경적 개발과 기존시설 정화정비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향후 계획


답 변
□ 새롭게 건설되는 철도노선의 차량기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의 이미지와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에 부합 할
수 있도록 2010. 5월 수립된『차량기지건설 선진화계획』에 의거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차량기로 건설하겠습니다.
※ 『차량기지건설 선진화계획』친환경시설 주요내용(2010년5월)
ㅇ 차량기지 검수차고 지붕, 유치선, 유휴부지 등에 기지 여건을 감안
태양열, 태양광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적용
ㅇ 지열설비를 전면 적용하여 냉난방 에너지 절감
ㅇ 친환경 인증자재, 에너지 절감형 제품 반영
ㅇ 조명설비는 전력소모가 적은 LED제품으로 30%이상 반영
ㅇ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시설 건설로 차량기지 이미지 제고
- 부지여건에 따라 유치선, 검수차고 등 시설을 지하화, 데크화 추진 및
녹지공간 확대
- 검수차고 등 건물은 과거의 공장이미지를 탈피하여 획기적으로 개
선하되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
- 기지내 설치될 차체세척기, 부품세척기, 부품도장기, 공기청소기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친환경 시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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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철도안전 관련
3-1. 철도시설물 최적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철도안전
사고 최소화를 위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진행사항, 보완대책


답 변
□ 철도시설물 최적 안전관리 및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네트워크) 구축과 지상 안전설비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철도시설물 감시시스템 : 철도교통관제설비(403역), 전력공급감시
설비(1,260개소), 영상감시설비(2,251대)
※ 지상 안전설비 : 지진감시설비(35개소), 지장물검지장치(170개소), 기
상검지장치(16개소), 끌림물체검지장치(15개소), 레일온도검지장치(18
개소)

□ 신규 사업의 경우도 영상감시설비 등 현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건설하고 철도 절개지에 대해서는 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면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 등
필요한 철도 안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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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철도 안전관리시스템 관련자료
① 철도교통관제설비
철도교통관제설비는 구로 및 대전(예비)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장에 분산되어 있는 신호설비를 실시간 원격으로 감시․제
어 및 열차운행정보를 공유하여 철도교통 안전을 통제하고
있음(설치 403역, 설치 중 129역)
② 전력공급장치 감시설비
전차선 및 건물, 터널 등 부대 시설에 대한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전기실 등의 전력설비를 전력사령실에서 전국 1,260개
소를 실시간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하고 있음
③ 영상감시장치
고속철도 터널, 교량 등에 269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구로
관제실의 영상종합감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일반철
도 선로전환기 등에 1,98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역 및 사
업소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음
④ 지진감시설비
지진감시설비는 고속철도 선로변에 지진계측설비를 설치(약
11Km 간격)하여 지진 발생시 실시간(4초 이내)으로 경보를
발령하여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설비임(35개소 운영)
⑤ 지장물 검지장치
철로상에 어떤 물체(낙석, 자동차, 나무, 토사붕괴 등)의 침입
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자동으로 이상 유무를 검지하여 즉시
전송하하여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장치임(170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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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상 검지장치
선로변 강우량, 적설량, 풍속 등의 기상상황을 집중 감시하여
철도 교통관제센터로 즉시 전송하여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장치임(16개소 운영)
⑦ 끌림물체 검지장치
궤도사이에 부설된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체
하부 부속품 이탈을 검지하는 장치임(15개소 운영)
⑧ 레일온도 검지장치
레일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레일 장출(늘어짐)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하여 레일온도를 검지하는 장치임(18개소 운영)
< 시설 현황 >
※ 철도시설물 감시시스템
구분

감시설비

설치수량(개소)

설비명

계

고속

일반

철도교통관센설비

403

31

372

전력공급장치

1,260

540

720

영상감시설비

2,251

269

1,982

※ 지상 안전설비(경부고속선)
구분

지

상

안전설비

설치수량(개소)

설비명

계

1단계

2단계

지진감시설비

35

21

14

지장물검지장치

170

135

35

기상검지장치

16

11

5

끌림물체검지장치

15

11

4

레일온도검지장치

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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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철도안전 관련
3-2. 각종 철도 부품, 시설 등 안전성 검사결과 제출,

외국의 안전검사 기준 및 방법과 비교


답 변
□ “철도시설 성능검증 지침”에 의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10
종을 심의하였으며,
○ 심의결과 7종은 적합, 1종은 조건부 적합, 2종은 현재 재심의를
위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품 목

신 청 자

심 의 결 과

PST(B형)

삼표 이앤씨(주)

적 합

KCT-Ⅱ

공단 궤도처

적 합

Rheda2000

공단 궤도처

적 합

Vanguard

팬드롤코리아(주)

기술요건 보완중

SFC 분기기(고정)

삼표 이앤씨(주)

적 합

300W 저속분기기

삼표 이앤씨(주)

적 합

300W 고속분기기

삼표 이앤씨(주)

적 합

PST(A형)

삼표 이앤씨(주)

기술요건 보완중

다지형 침목

철도공사

적 합

합성수지 침목

이강솔루션

조건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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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진국(일본, 독일)들도 3단계 검증체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 국내
설계 및 구조 평가

조립시험 및 평가

현장설치시험 및 평가

실내 성능시험

실외/현장시험

실내 성능검증

운행선 시험

※ 일본
해석 및 설계검토

※※ 독일
설계 검증

○ (1단계)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
- 구성품의 형상, 성능요건 및 유지보수 등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 (2단계) 조립시험
- 구성품의 단위 성능을 조립시험을 통해 검토하며, 구성요소
간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조합체로서의 성능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 (3단계) 현장설치 시험 단계
- 실제 열차 주행에 의한 효과, 계절 변화에 따른 영향 등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단계나 조립시험에서 성능을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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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철도안전 관련
3-3. 안전성이 검증된 국산부품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


답 변
□ 철도 주요 자재에 대하여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국산 제품의 사용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 국산화 추진현황 및 계획
○ 철도 주요자재 109개 품목 중 현재 99개 품목(91%)은 국산
화를 완료하였으며,
○ 나머지 10개 품목은 2013년까지 개발 완료하여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에 확대 적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품 목
(일반+고속)

국산화

국산화율

전체

호남
고속

전체

호남
고속

계

109

68

99

58

궤 도

29

20

26

전차선

32

16

신 호

48

32

외산
전체

호남
고속

10

91%

85%

17

3

90%

85%

27

11

5

84%

69%

46

30

2

96%

94%

※ 토목, 건축, 송변전, 전력, 통신 5개 분야 : 범용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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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경전선 마산구간의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방음벽 설치,
열차운행속도 저감, 속도전광판 설치요구 및 근본적인
대책수립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


답 변
□ 경전선 창원역～마산역간 구암고가(구암2동) 강박스 구간의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구암고가 방음벽 높이를 3m에서 4～5m(293m),
1.5m에서 3m(331m)로 조정하였고,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 흡음형을
투명 및 목재형 칼라 흡음형으로 설치하였으며, 소음 저감을
위해 교량 방진 판넬도 400m 구간에 걸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조치 후 주민, 창원시, 시의원 합동으로 2차례(‘11.1월․7월)걸쳐
소음

측정한

결과

56.3dB로

법적기준치(주간70dB․야간

60dB)이내로 만족하였습니다.
□ 열차운행속도 저감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와 협의 예정이며
□ 속도전광판 설치 요구는 현재 소음(56.3dB)이 법적기준치(주간
70dB․야간60dB) 이내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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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소음진동관리법

□ 제25조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한
대 상 지 역

구 분

주거지역

소 음
(Leq㏈(A))

2000. 1. 1～
2009. 12. 31까지
주 간
야 간
(06:00～
(22:00～
22:00)
06:00)
70

65

도
2010. 1. 1부터
주 간
(06:00～
22:00)

야 간
(22:00～
06:00)

70

60

참고 2 민원 관련 조치 현황
□ 소음 저감대책 전문기관 용역 실시
○ 용역기간 : 2010.10.1 ～ 2010.12.31 (3개월)
○ 용역기관 : 고대강구조연구실＋철도기술연구원
○ 용역결과 : 구암고가 교량 방진판넬 설치
- 연장 : 400m(10경간), 기간 : ‘11.1.10 ～ ‘11.1.30
□ 방음벽 높이 추가 설치(540m)
○ 구암2동 상선 L=460m, 하선 L=80m
○ 설치기간 : ‘10.11월 ～ ‘11.1월
□ 방음벽 높이 조정 (624m, 흡음형→투명 및 목재형 칼라 흡음형)
○ H=3m → 4～5m로 조정, L=293m
○ H=1～1.5m → 3m로 조정 L=331m
○ 설치 기간 : ‘10.9월 ～ ‘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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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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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최근 KTX-산천의 잦은 고장은 제작, 시운전기간 부족 등
안정화 기간 부족이 원인임. 국민의 신뢰회복 등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차량선정과 완공시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철도안전위원회’ 에서 KTX-산천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량
제작사가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며
○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량형식,
차량제작사양 등에 대해 협의하여 검토중이며
○ 설계검토, 제작감독 및 단계별 시험․시운전 등 모든 과정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입회확인을 철저히 하고 중요사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등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아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제작사양 및 도면 등 검토․승인 프로세스와 불필요한 행정행위
등을 개선하고, 호남고속선 일부구간(40㎞)을 조기 완료하여
시운전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종전 야간에 영업선로에서
이루어지던 시운전을 주․야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험주행
거리와 시운전기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차량성능을 충분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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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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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08년 이후 내진성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진
성능평가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와 내진보강이 완료
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통한 신속
한 보강작업 필요,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일반철도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적식 교량 등 내진에 취약한
시설을 우선하여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 일반철도 교량․터널 내진성능평가 시행 현황
- 조적식(벽돌식)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 ‘02.02월 (철도청)
- 콘크리트식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 ’05.09.29 ～ ’08.04.30

□ 건설 당시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2,550개소 중 한정된 재원 형편상
우선 시급한 924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강이 필요한 388개소 중 110개소를 보강 조치하고 있으며
○ 나머지 1,626개소에 대한 내진평가와 278개소에 대한 보강을
위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일반철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현황
- (성능평가) 대상 2,550개소 중 924개소 평가완료, 잔여 1,626개소
- (성능보강) 388개소 중 110개소 보강 완료, 잔여 27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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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근속승진제 관련 공단 개선내용에 대해 조직운영
유연성, 성과주의 정착 등을 위해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우선 신규
직원(‘11.2.25 이후 입사자)부터는 적용을 폐지하였으나, 기존
직원은 노동조합의 반대로 개선하지 못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거나 업무 성과를 반영한 승진임용절차를 거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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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공단, 공사 통합 관련
3-1. 철도구조개혁이후 많은 효과가 발생했으나 분리하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분리하지 않았을 경우 철도건설이 국가 책임이 아니라 종전
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합 철도기관에서 철도건설과
시설개량을 할 수밖에 없어 고속철도 건설, 일반철도 전철화
등 건설과 개량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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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구조개혁 후 철도투자 현황

□ 철도투자 확대
○ 철도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0년까지

있으며,

SOC투자의 50%까지 확대하여 전국 주요도시 90분대
생활권화 계획
[단위 : 억원(국고기준)]
2010년
2008년

2001년

2003년

2005년

계

25,121

33,898

32,144

38,869

42,020

철도건설

19,185

26,634

23,639

26,140

31,482

철도운영

5,936

7,264

8,505

12,729

10,538

구 분
합

※ 자료 : 2011년 철도업무편람(국토부, ‘11.5)
※ 철도운영은 철도 안전 및 운영관련 예산임

□ 선로연장 증가 및 현대화
○ '76년～'03년까지 복선 및 전철화에 대한 투자외 신규노선
투자 부족 등으로 철도연장은 변화가 없었음
○ 그러나, 구조개혁 이후 국가의 신규노선 투자 등으로 '10년 현재
3,557km, '14년에는 3,939km 등 약 800km 증가
[단위 : km, %]
구 분

1976년

2003년

2005년

2010년

2014년

철도연장

3,157.8

3,140.3

3,392.0

3,557.3

3,938.5

복선화율

18.44

32.75

39.95

49.5

60.4

전철화율

13.14

21.70

47.0

60.4

74.2

※ 자료 : 2011년 철도업무편람(국토부, ‘11.5), 도 시 철 도 제 외
※ ‘11.4월 수정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0년 4,934km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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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공단, 공사 통합 관련
3-2. 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유지보수 협조체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사장 견해


답 변
□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취지는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비경쟁부문)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경쟁부문)은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복수운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의 업무임에도 운영자인 철도
공사의 반대로 인해 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나, 양 기관간의 협의 미흡 등 일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 국내 타 SOC(도로․항만․해운 등)와 철도 선진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도 시설의 건설․유지관리와 영업을 명확히 분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

□ 따라서 시설물의 건설과 유지보수 권한 및 책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 개선하여 이원화에 따른 현재의 각종 문제점들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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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공단, 공사 통합 관련
3-3. 역세권에 시설 및 운영자산의 분리로 통합개발이 어려
운데 효과적인 역세권 개발을 생산․고용 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재통합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


답 변
□ 구조개혁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행하고, 공단은 위탁받은 국유재산에 대해 시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상호 경쟁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09년 3월 국토부에서 신설노선의
역세권은 공단이, 운영중인 노선에 있는 역세권은 철도공사가
시행하도록 조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공사와 공단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
토록 하는 것이 상호 경쟁을 촉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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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공단, 공사 통합 관련
3-4. 철도사업은 토목-E&M(Electric & Machinery)-운영,
통합발주가 대부분으로 기능분리로 인하여 해외사업의
유기적인 협조부족, 상호견제, 협의창구 이원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되는데, 이사장의 견해


답 변
□ 최근 해외사업의 경우 대부분 재원부담을 우리측에서 하는
PPP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참여와 설계나
감리, 차량, 전기 등 Core 부문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브라질, 캘리포니아 사업도 건설과 E&M(Electric & Machinery), 차량을
분리하여 부문별 참여 추진 중

□ 우리공단은 사업관리, 감리, 기술자문 등의 분야에 진출을 추진
하고 있어 철도공사가 참여하고자 하는 운영 분야와는 무관하며
○ 통합발주 사업의 경우에도 민간건설회사와 엔지니어링회사
및 차량회사 등과 운영자인 철도공사, 사업관리를 위한
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통합여부와 해외진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전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도 한전과 민간회사인 현대, 삼성, 두산
중공업 등 공동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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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공단, 공사 통합 관련
3-5 해외사업, 유지보수 등 유사중복이 발생하면서 조직․
인력 등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재산활용․관리상의
서비스 불편, 복합민원 처리, 안전협의 등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의 문제 발생에 대한 의견


답 변
□ 해외사업에서 철도 운영부문만을 발주한 사례는 없으며 발주
되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분야별 전문회사가 개별적으로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지보수, 재산활용, 관리상의 서비스 불편, 복합 민원처리 등
유사중복의 문제는 양 기관의 소관재산 범위와 기능, 서비스 불편
대상 업무에 따라 각각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며 일부 유지
보수 업무와 복합민원 처리상 문제는 상호 협의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해 나가면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도로, 항공, 항만 등 모든 교통수단은 국가가 건설과 유지보수를 시행
하고, 운영은 전문화된 민간회사가 전담하므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안전협의 등은 지금도 운영자와 상호 협의하여 시행중에 있고
통합된다 하더라도 건설과 운영 간의 협의는 필요하므로
분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구조개혁 당시 철도노조의 반대로 유지보수를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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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3호선과
환승체계 구축에 따른 사업비 8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환승 시설 및 역
신설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 견해


답 변
□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대구도심구간 KTX전용선이 개통되는
2014년 이후 기존 경부선 선로여유용량(35회)을 활용하는 것
으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 기본조사 결과 대구시에서 기존 경부선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과의 교차지점에 환승역을 신설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확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본조사 결과 : 구미～경산(61.9km), 총사업비 : 76억원, B/C=1.05
(환승역 신설 대구시 부담 조건)

○ 기본조사 시 계획된 환승역 설치의 대안으로 대구시에서 제시한
경부선 간이역 신설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316정거장)과의
환승시설 사업비 80억을 대구시에서 부담토록 협의하고 있으며
원만히 타결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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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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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1. 경부 2단계 개통 이후 하이드로스타 총 526건, 일평균
1.73건 장애발생, 원인


답 변
□ 경부2단계 개통(‘10.11.1)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 526건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28건(5.32%)은 2～26분 열차지연을 초래한
반면, 498건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장애이며, 이중
331건은 정비를 위한 점검 시 발생한 장애입니다.
※ 10분미만 16회, 20분미만 8회, 20분 이상 4회 지연

□ 장애발생 주요 원인은
○ 동절기 차량하부에 붙은 얼음 낙하
○ 유압장치 내 공기유입․누유, 축압기․쇄정장치 실린더 불량,
밀착검지기 불량
○ 레일과 침목상판 간 마찰과다, HDD 및 분기기 롤러 동작미흡,
기본레일과 가동레일간 간격(스터드)유지 일정치 않음 등
입니다.
※ HDD(Holding Down Device) : 크로싱부의 가동레일 처짐을 방지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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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선로전환기 장애 현황

□ 발생시간별 장애현황
(’11. 8.31 현재)

장애 원인

계

2010년
2011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5분미만

4

10분미만

12

열차
15분미만
열차
운행
지장
20분미만
시간

5
3

20분이상

4

1

1

1

소계

28

2

2

5

4

3

1

5

3

3

미 지장

167

4

12

9

14

16

31

77

2

1

1

합

195

6

14

14

18

19

32

82

5

4

1

열차 미운행 시간

331

13

7

27

57

53

25

39

31

35

44

합 계

526

19

21

41

75

72

57 121 36

39

45

계

1
4
1

3

2

2
1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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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2.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페인에서
시행한 시험은 실제 상황을 고려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실내 시뮬레이션만 실시한 이유


답 변
□ ‘08.12월 입찰시 삼성SDS가 제출한 스페인 철도기관(ADIF)의
문서(‘07.5.9, ’08.9.4)에 따르면
○ 스페인 료디오에 있는 JEZ(VAE 자회사) 공장에서 분기기 및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를 설치한 후 안전성 및 신뢰성
시험(10주간 19000번 전환) 결과 적합하고
○ 시스템인증서 획득을 위해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CENELEC
2005년도) 및 독일연방철도국(EBA 2006년도)에서 시험을
진행한 결과 만족 하며
○ 스페인 고속선에서 선로전환기 설치 후 ADIF 요구조건에
따라 적용성 시험을 시행하고 인증서를 지급되었다고 명시
되어 있었기 때문에,
○ 계약당시 실내 시뮬레이션만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
웠습니다.
□ 현재, 스페인 철도기관(ADIF)에서 발행한 문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11.7.19일 계약자인 삼성SDS에 아포스티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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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였으며 그 후 2차례에 걸쳐 독촉(’11.9.3, ‘11.9.28)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삼성SDS에서 ‘11.10.7일까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삼성
SDS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e)란
협약 가입국가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해주는 다자간 협약 확인제도로, 아포스티유가 부착
된 공문서는 협약 가입국가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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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스페인(ADIF) 1차 문서(‘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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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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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스페인(ADIF) 2차 문서(‘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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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수행 중 ADIF 발행문서를
확인한 내용 (E-mail 확인일자 : 11.6.29)

□ ADIF에서 서명한 문서는 공장에서 프로토타입 시험에 대해서
만 언급

□ 이 시험은 ADIF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JEZ(VAE 그룹 제조
업체)의 요청에 의해 시행됨.

□ 공장시험은 신뢰성에 있어 만족함.

그러나 공장시험의 모든

조건이 제한적이고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을 고려
해야 함.

□ ADIF는 현재 하이드로스타 사용할 의도가 없으며, 시험 및 설치
계획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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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3. 300km 이상 고속선로에 처음 가설하여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교체 등 대책과 재원
조달 방안


답 변
□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는 독일연방철도국의 전문위원 입회
하에 KTX 축하중과 같은 열차 축하중 17.5톤과 운행속도
300km/h 조건을 독일 BWG 공장에서 한국고속철도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인증 받은 것으로 계약당시 확인하였습니다만,
문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11.7.19일 계약자인 삼성
SDS에 아포스티유를 요구했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독촉
(’11.9.3, ‘11.9.28)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제작사 해외전문가를 초치하여 정밀 정비작업을 시행
하였고 ‘11.9.27일부터 KTX 차량을 투입하여 현차 시험을
한 결과 장애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현차 시험 종료 후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 경부 2단계 선로전환기 교체 문제는 충분한 정비 시행 후 결과를
보고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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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선로전환기를 교체해야 한다면 비용은 하자 책임이 있는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 분
제1안)
선로전환기만 교체
(BWG+S700K)

안별내용

문제점

교체비용

주간작업 ․고장시 수동취급 어려움 164억원
․열차운행DIA 전면개편
야간작업 ․S700K 장애발생 우려 172억원

제2안)
․교체기간 장기간 소요
분기기+선로전환기 전체교체 주간작업
571억원
․열차운행DIA 전면개편
(삼표분기기+MJ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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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비 고

14개월 단선운행
28개월

-

30개월 단선운행

허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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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춘천～속초 예비타당성 중간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열 차운 영 계 획 , 시발 역

이 원화 문제 등 철저한 검증 필요


답 변
□ 본 사업은 ’10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아
사업이 보류되었다가 '10.12월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기획재정부) 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현재 예비
타당성재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기획재정부 중간점검 결과
오히려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차운영계획 변경,
시발역 이원화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1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11.9.8) 결과

○ 춘천～속초간 수송수요 분석 오류
○ 열차운영계획 오류 등 문제

참고 2

춘천~속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 사업내용 : 춘천～속초간 90.7km 철도건설
○ 총사업비 : 3조 2,648억원
○ 연구기관 : (학술)서울시립대, (기술)동일기술공사
○ 연구기간 : 2011.3월 ～ 2011.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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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일반열차 운행시 전철고상홈 이용관계로 이용자 편의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춘천역에 저상홈 설치 필요


답 변
□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은 전동차전용선으로 계획되어 고상홈으로
설치하였으나
□ 운영과정에서 저상홈 설치가 필요하다면 철도공사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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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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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부산 북항과 원도심을 공간적으로 연결하여 원도심 활력
제고와 북항재개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 연구용역 협조 필요


답 변
□ 부산 북항과 원도심을 공간적으로 연결하여 원도심 활력제고
및 북항 재개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산역 일원 철도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동안 “부산역 KTX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일반
철도 열차취급을 부전역으로 이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 ‘11.8월 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부산시(주관), 철도공단, 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우리공단은 용역비 지원 및 기술적인 검토 등 용역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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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용역 추진현황

□ 그 동안 용역추진현황
○ 부산역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철도공단)

[‘08.12, B/C : 0.07～0.19, 사업비 2.1～3.3조원]
○ 부산역 일반철도 부전역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10.12, B/C : 0.68, 사업비 4,663억원]
□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11년 9월 ～ ´12년 3월
○ 참여기관 : 부산시(주관), 철도공단, 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 용 역 비 : 약 4억원(참여기관이 각 25%(1억원)씩 분담)
○ 용역내용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정비 타당성 조사
․ 부산역 조차장을 가야조차장으로 이전
․ 부산역 일반열차 취급을 부전역으로 이전
․ 부산진역 CY부지 이전(대체 이전지 선정 방안포함)
․ 부산역～부산진역간 단절해소 방안 마련
-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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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대구～부산간 직선 고속철도 노선건설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 검토


답 변
□ 국토부는 ’98년도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시 대구～경주～
울산～부산 노선과 대구～밀양～부산노선에 대하여 수송수요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구～경주～울산～부산
노선으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11월 2단계 대구～부산구간을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 대구～부산간 직선 고속철도 건설은 향후 기존 경부고속선의
수송수요 증가 추이 등 여건 변화시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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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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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철도 노반, 도상 유실과 비탈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설치와 산사태 방지사업 미흡한 이유 및 향후계획


답 변
□ 옹벽설치 및 산사태 방지시설 등 철도 재해예방시설개량은
「일반철도시설개량사업 중기투자계획(‘09~’13년)」을 수립․시행
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 원형 편으로 인하여 계 획 에 비하 여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향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고 재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최대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시설개량사업 현황>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13

158

245

256

462

- 91 -

질 의
2. 철도용지로 선로가 부설되어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등 미등기 철도용지 현황을 확인하여 관리
철저 필요


답 변
□ ‘50～’60년대에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을 하면서 소유권
불분명으로 일부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토지 현황을 확인하여 소유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미등기로 확인된 토지 7건(9필지 3,058m²)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
판결을 통해 소유권 확보 추진중에 있음

□ 의원님이 지적하신 “오류동 133-5번지”에 대해서는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등기 사례(의원실 제시)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33-5번지, 251㎡(철도용지)
- 소 유 자 : 성 주 완(망, 160228-1※※※※※※)
- 편입선로 : 경기화학선(오류선)으로 현재는 ’93년도 일부 폐선되었고,
’10년 4월 꽃길로 조성 관리 중임
- 보상년도 : ‘1958년 구)철도청 매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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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주

당

박 기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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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경춘선 개통 9개월 동안 터널내 비상사태 대비시설
(진입로, 방재구난지역) 없이 운영,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개통과 함께 방재시설 공사완료 조치 바람


답 변
□ 경춘선 개통일정이 1년 앞당겨짐(2011→2010년)에 따라 5개소의
방재시설 설치가 지연되었으나, 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에 의거
2011.9.2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 건설중인 사업은 개통전에 터널 방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 건설중인 9개사업 47개소 중 9개소는 완료, 6개소는 공사중,
32개소는 건설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 운행중인 기존 경부선 등 40개소 중 7개소는 ‘11.10월부터 공사
하여 ’13.12월까지 완료하고, 잔여 33개소는 단계별로 추진 예정
입니다
※ 관련규정 : 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06. 9.22)
- 철도 터널내 비상사태 발생시 소방대 및 구조대가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 및 소방․구조차량 등이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방재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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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

제32조(터널 출입구로의 진입로) 철도시설관리자는 터널 출입구로의
진입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터널 출입구와 대피통로 출구는 소방대 및 구조대의 접근이 가
능하도록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진입로의 폭은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곡선구간은 적절하게 넓
혀야 한다.
3. 바닥은 견고하여야 하고, 차선은 분리되어야 한다.
4. 진입로는 방재구난지역이나 회차 지역에서 끝나게 하여야 하며,
터널 출입구에 최대한 근접하여야 한다.
5. 방재구난지역이 막다른 길과 이어질 경우에는 차량이 회전할 수
있을 정도로 방재구난지역이 넓어야 한다.
6. 도로변 진입로 입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터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방재구난지역) 철도시설관리자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방재구난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터널 출입구 및 경사터널, 수직터널 출구에는 구조․소방차량 등
이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방재구난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터널 출입구, 대피통로 출구까지의 진입이 방재구난지역을 통해
가능하여야 한다.
3. 방재구난지역은 가급적 터널 출입구 및 대피통로 출구에 가깝게
위치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 200미터
이내에 설치 할 수 있다.
4. 방재구난지역의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콘테이너
박스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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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터널 출입구에 있는 방재구난지역은 가능한 선로높이와 비슷한
높이에 있어야 한다.
6. 방재구난지역에 구조용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헬기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헬기장의 H 문자를 표시한 착륙공간은 방재구난지역의 구조용
차량이 쉽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항공법에서 요구하는 헬기
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8. 방재구난지역은 야간 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명기둥을 설치하여
야 하며, 조명기둥들은 적절한 도르래 장치를 갖추거나 구조 활
동에 필요한 그 밖의 다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9. 방재구난지역에는 화재를 진압하고 소화하는데 필요한 소화수조
를 설치하여야 하며, 용량은 40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연결송수관 설비에서 규정하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였을 경우
에는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소화수조의 탱크는 내식성이어야 하며, 동결방지 장치가 설치되
어야 한다.
11. 단선병렬터널의 경우에는 구조용 차량이 터널갱구들 앞을 통과
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 바깥쪽에 구획을 정리하여야 한다.
12. 터널 출입구와 대피통로 출구의 방재구난지역이 궤도 높이와 구
난지역 지면과 표고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대피 및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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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직무관련 비리 등 각종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힘쓰는 등 노력 필요


답 변
□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상시 감찰체계 운영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비위행위자의 상급자 연대
책임 엄격 적용 등을 통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 징계양정 최소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50만원으로 세분화하여
기준 강화(‘11.04.19)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결의대회(‘11.3.7, 9.26), 턴키공사 설계
심의 및 명절․휴가철 청렴취약시기 집중감찰, 설․추석명절
선물안주고 안받기 청렴 캠페인,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에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비위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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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공단․공사의 분리로 유지보수가 이원화 되어 여객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에 대하여 표류하는 등 문제
발생하므로 통합하는 게 옳다고 생각 하는데 대한
이사장의 견해


답 변
□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취지는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비경쟁부문)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경쟁부문)은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복수운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의 업무임에도 운영자인 철도
공사의 반대로 인해 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나, 양 기관간의 협의 미흡 등 일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 국내 타 SOC(도로․항만․해운 등)와 철도 선진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도 시설의 건설․유지관리와 영업을 명확히 분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

□ 따라서 시설물의 건설과 유지보수 권한 및 책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 개선하여 이원화에 따른 현재의 각종 문제점들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편의시설의 경우 기존선은 철도공사가, 신규사업은 우리 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보다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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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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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GTX 사업은 아직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에도
경기도 요청 사항인 GTX 중간역 설치 등에 대해 국
토부에 적극적 업무협의 등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


답 변
□ 수도권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08.7～’09.8) 및 기본계획
(‘08.3～’09.10),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에 수서～
동탄 구간은 GTX와 노선을 공용하도록 반영되어 있고
□ 선로공용으로 인한 GTX 중간 역 및 동탄역, 삼성역 분기구간에
대한 국토부와의 업무협의는 반드시 필요하여 실시하였으며,
수도권고속철도 2014년 완공을 감안하여 KTX 본선상에 설치
되는 GTX 중간역의 우선 시공구간(GTX 승강장 및 정차선)의
착공 시기를 협의 한 바 있습니다.
※ 경제성(B/C) 분석 결과
구 분

수서～평택
광역철도 병용시
단독시행시

예비타당성 (KDI, ‘08.7～’09.8)

0.8578

1.0478

기본계획 (KOTI, ‘08.3～’09.10)

1.17

1.26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전반기 착수사업(일산～수서[동탄))으로
지정, 수서～동탄 구간은 수도권고속철도와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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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월곶～광명～판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 필요


답 변
□ 본 사업은 '10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아
사업이 보류 되었으나, '10.12월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기획재정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현재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우리공단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1

수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근거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16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의거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 2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월곶～광명～판교간 38.5km 복선전철
○ 총사업비 : 2조 2,291억원
○ 연구기관 : (학술) 아주대학교
(기술) (주)유신
○ 연구기간 : 2011. 8 ～ 2011.11(예정)
※ '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B/C 0.77, AHP 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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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신안산선 완공 후, 도시가 건설되면 많은 역사설치
요구 급증이 예상. 설계과정에서 역사 신설 의향이
있는지


답 변
□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10.12월 기본
계획이 고시 되었습니다.
□ 기본계획 고시 이후 사업 시행단계에서의 역 신설은「철도
건설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따라 요구자가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여 경제성이 확보(B/C≥1)되면 가능하며,
○ 재무적 수익성에 따라 사업비 부담주체가 결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역 신설 시행절차
ㅇ 경제적타당성평가(요구자)→국토부에 요구→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 경제성이 확보(B/C≥1)되어야 역 신설 가능
- 사업비 부담
․재무적 수익성 있는 경우(R/C≥1) : 국가 50%, 요구자 50%
․재무적 수익성 없는 경우(R/C＜1) :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는 국가와 요구자가 50%씩 분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요구자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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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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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1. 선로전환기 장애가 ‘10.11월 19건에서 ’11. 5월 121건으로
증가하는 등 도입초기 장애라고 보기에는 증가율이 높은데
도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 변
□ 경부2단계 궤도공사 실시설계(‘06.6.30)에 BWG 분기기와 S700K
선로전환기를 반영 하였으나,
○ 감사원 감사에서 분기기 선정 재검토 통보(‘07.7.27), 철도공사에
서도 S700K 선로전환기는 운영 및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이유로 선정을 반대함에 따라
○ ‘08.4월 고속분기기 재검토시 Hydrostar 선로전환기에 대한
적용성 검토 및 공단의 물품구매 절차에 따라 기술심의위원회
(‘08.8.29)를 거쳐 S700K와 Hydrostar 2종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2차례 모두 Hydrostar만 단독 응찰
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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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2. 감사원의 BWG분기기 재검토 통보에도 설치를 강행
하 였 는데 공단의 오판으로 지금과 같은 장애가 발생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답 변
□ 당초 BWG분기기와 S700K선로전환기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감사원의 재검토 통보에 따라 BWG분기기와 삼표분기기에
대하여「궤도재료적합성검토위원회」심의 및 내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정성이 입증되고 공정 달성이 가능한 BWG 분기기를
선정하였습니다.
※ 내부전문가 검토결과
구 분

BWG분기기

삼표분기기

능

검증 완료

시험단계임

안전성

안전 확보

시험단계임

유지관리 효율성

유지관리 확보

운행선 실적 없음

신호시스템과의
연계성

S700K 및 하이드로스타
모두 적용가능

MJ81

지연 없음

설계기간 필요

910백만원/틀

722백만원/틀

성

공

정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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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46번 분기기

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3. 스페인 운영실적 관련 하이드로스타에 대한 안전성, 적정성
등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도입한 것은 아닌지


답 변
□ ‘08.12월 입찰시 삼성SDS가 제출한 스페인 철도기관(ADIF)의
문서(‘07.5.9, ’08.9.4)에 따르면
○ 스페인 료디오에 있는 JEZ(VAE 자회사) 공장에서 분기기 및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를 설치한 후 안전성 및 신뢰성
시험(10주간 19000번 전환) 결과 적합하고
○ 시스템인증서 획득을 위해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CENELEC
2005년도) 및 독일연방철도국(EBA 2006년도)에서 시험을 진행한
결과 만족 하며
○ 스페인 고속선에서 선로전환기 설치 후 ADIF 요구조건에
따라 적용성 시험을 시행하고 인증서를 지급되었다고 명시
되어 있었기 때문에,
○ 계약당시 실내 시뮬레이션만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
웠습니다.
□ 현재, 스페인 철도기관(ADIF)에서 발행한 문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11.7.19일 계약자인 삼성SDS에 아포스티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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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독촉(’11.9.3, ‘11.9.28)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삼성SDS에서 ‘11.10.7일까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삼성
SDS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e)란
협약 가입국가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해주는 다자간 협약 확인제도로, 아포스티유가 부착
된 공문서는 협약 가입국가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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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스페인(ADIF) 1차 문서(‘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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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스페인(ADIF) 2차 문서(‘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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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수행 중 ADIF 발행문서를
확인한 내용 (E-mail 확인일자 : 11.6.29)

□ ADIF에서 서명한 문서는 공장에서 프로토타입 시험에 대해서
만 언급

□ 이 시험은 ADIF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JEZ(VAE 그룹 제조
업체)의 요청에 의해 시행됨.

□ 공장시험은 신뢰성에 있어 만족함.

그러나 공장시험의 모든

조건이 제한적이고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을 고려
해야 함.

□ ADIF는 현재 하이드로스타 사용할 의도가 없으며, 시험 및 설치
계획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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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4. 점검, 보수로 장애를 해소한 후에도 같은 문제 발생시 공단의
대책과 현 시점에서 대안 모두 안전 확보가 부족하므로
만약을 대비한 관련연구 진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답 변
□ 2011.9.14일 제작사 외국 전문가를 초치하여 장애원인 분석과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선과 부본선간에 있는 F46 분기기
8틀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마치고 ‘11.9.27일부터 KTX 차량을
투입하여 현차 시험을 한 결과 장애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현차 시험 종료 후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운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비 후에도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경우에는 근본
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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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고속철도 지제역 설치 관련
2-1. 6개월 간격 용역결과가 달라진 이유


답 변
□ 당초 ‘고속철도 수도권 수혜지역 확대방안 연구’ 용역에서는
○ KTX 지제역은 설치하지 않고 경부선에서 KTX 지제역간
직결선만 설치하는 조건에서 분석한 결과 B/C가 1.10이고,
○ KTX 지제역이 설치되어 운영 중 직결선을 설치하는 조건
에서 분석한 결과로 B/C가 0.83이었습니다.
□ 6개월 뒤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역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는
○ KTX 지제역만 설치하는 조건에서 분석할 결과 B/C가 3.24이고,
○ KTX 지제역과 직결선을 동시에 시공하는 조건에서 분석한
결과는 B/C가 1.14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 전자의 경우 지제역이 이미 설치 운영중인 조건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우수한 지제역의 수요 등 편익이 제외되어 동시 시공에
비해 편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명
고속철도 수도권
수혜지역 확대방안 연구
(‘10. 4.30～’10.12. 5)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역신설 타당성 검증
(‘10.12. 3～’11. 5.31)

용 역 결 과(B/C)
․KTX 지제역 없다고 가정 시 경부선 직결 : 1.10
․KTX지제역(이미 설치 운영중)+경부선 직결시 : 0.83
․지제역만 설치 시 : 3.24
․KTX지제역+경부선 직결선 동시시공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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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고속철도 지제역 설치 관련
2-2. 지제역과 수원역 중 어느 역이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지


답 변
□ 현재 일일 철도 이용객 현황을 보면 수원역 수요가 많으나,
향후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시 지제역에서 KTX 고속열차를 이용
할 수 있게 되면 지제역 이용객도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제역(860명/일)과 수원역(69,686명/일)은
지하철 및 일반철도, 고속철도 이용객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추정되며,
○ 고속철도 이용객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수도권고속철도 개통
후 지제역 이용객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KTX 정차역별 이용객 현황 (2036년 기준)

(인/일)

구 분

수원역

지제역

계

지제역 설치시

2,403

12,926

15,329

지제역 미설치시

3,543

-

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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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고속철도 지제역 설치 관련
2-3. 지제역 건설과 함께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을 반영한
경부선 직결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답 변
□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이 건설될 경우 수원시 및 화성시 등
수원 인근지역 주민들은 현재 운행중인 경부선 지제역(전철 1
호선)에서 KTX 지제역으로 환승하여 수도권고속철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경부선 직결선은 KTX 지제역 개통 후 수송수요 등 주변 여건
변화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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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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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1. 경부 2단계 구간에서 장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기종을 무리하게 도입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경부2단계 궤도공사 실시설계(‘06.6.30)에 BWG 분기기와 S700K
선로전환기를 반영 하였으나,
○ 감사원 감사에서 분기기 선정 재검토 통보(‘07.7.27), 철도공사에
서도 S700K 선로전환기는 운영 및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이유로 선정을 반대함에 따라
○ ‘08.4월 고속분기기 재검토시 Hydrostar 선로전환기에 대한
적용성 검토 및 공단의 물품구매 절차에 따라 기술심의위원회
(‘08.8.29)를 거쳐 S700K와 Hydrostar 2종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2차례 모두 Hydrostar만 단독 응찰
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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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2. 감사원의 재검토권고와 코레일의 요구를 무시하고 현재
기종을 도입한 이유와 부적합 선로전환기 선정자에 대한
책임 등 향후 계획


답 변
□ 당초에는 S700K로 설계하였으나 감사원에서 분기기와의 연계
성을 재검토 하도록 통보하였고, 철도공사에서도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Hydrostar 선로전환기에 대한
적용성 검토 및 공단의 물품구매 절차에 따라 기술심의위원회
(‘08.8.29)를 거쳐 S700K와 Hydrostar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어 경쟁 입찰한 결과 2차례 모두 Hydrostar만 단독 응찰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사원 권고와 코레일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한 결과 Hydrostar가 선정되게 된 점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시 선정과정에 참여한 자중 퇴직한 자를 제외한 자는 징계
하였습니다.
□ 지난 9.14일부터 제작사 외국 전문가를 초치하여 장애원인
분석과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선과 부본선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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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6 분기기 8틀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마치고 ‘11.9.27일부터
KTX 차량을 투입하여 현차 시험을 하고 있으며, 시험결과
장애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조만간 정비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 우선, 정비를 마무리하고 선정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사장
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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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호남고속철도 차량구입 관련
2-1. 통상적인 차량제작기간을 감안할 때 호남고속철도 2014년
개통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KTX(Alstom) 제작기간(8년)과 KTX-산천 제작기간(3년) 및 그
동안 축척된 고속철도차량 제작기술을 감안 시 금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개통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KTX-산천 제작기간
- 최초 10편성 : ‘06.6～‘10.6 (4년)
- 9편성
: ‘07.12～‘10.12 (3년)
- 5편성
: ‘08.12～‘11.12 (3년)
※ KTX 46편성 설계 및
- 설계
- 시제차 2편성 제작
- 프랑스 10편성 제작
- 한국 34편성 제작
- 인수시험

제작기간
: ‘94. 4월
: ‘95. 6월
: ‘97. 9월
: ‘00.12월
: ‘02. 6월

～
～
～
～
～

’98. 3월
’99.10월
’01. 4월
‘03.10월
‘04. 2월

(약4년)
(4년 5개월)
(3년 7개월)
(2년 10개월)
(1년 8개월)

□ 금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작성은 마무리
단계이며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되는대로 발주하여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11.12월 까지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2. 1월～ : 차량설계
○ ‘13.1월～‘14년말 : 차량제작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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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호남고속철도 차량구입 관련
2-2. 최고의 고속철도 차량 도입을 위해 해외 차량 도입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고속철도시스템과의
호환성, 제작기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답 변
□ 호남고속철도 차량도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운영
경험이 있는 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11.7.26)하여 차량
형식, 차량제작사양 등에 대해 공사의견을 제출받아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등
○ 제안요청서에 기존 고속철도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앞서(2-1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 계약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의 제작기간 감안 시 개통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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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호남고속철도 차량구입 관련
2-3.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KTX-산천을 만약 다시 구입
한다면 현재와 같은 시행착오를 개선 할 방안이 있는지


답 변
□ ‘철도안전위원회’ 에서 KTX-산천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량
제작사가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며
○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량형식,
차량제작사양 등에 대해 협의하여 검토중이며
○ 설계검토, 제작감독 및 단계별 시험․시운전 등 모든 과정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입회확인을 철저히 하고 중요사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등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아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제작사양 및 도면 등 검토․승인 프로세스와 불필요한 행정행위
등을 개선하고, 호남고속선 일부구간(40㎞)을 조기 완료하여
시운전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종전 야간에 영업선로에서
이루어지던 시운전을 주․야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험주행
거리와 시운전기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차량성능을 충분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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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호남고속철도 운영권 관련
3-1. 호남고속철도 운영권의 일부라도 민간업체에 맡길 계획이
있는지


답 변
□ 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느냐의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결정
할 사항입니다.
※ 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
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철도 선진국이나 항공, 해운, 도로와 같이 운영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대국민에게 수준높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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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호남고속철도 운영권 관련
3-2. 민간업체가 철도를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 중심의 경영
으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므로 철도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한 이사장의 견해


답 변
□ 민간업체가 철도를 운영하게 되면 유지보수는 시설관리자가
담당하게 되므로 민간이 철도를 운영하더라도 유지보수는
시설관리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하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
① “---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
한다.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③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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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호남고속철도에 적용할 계획
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철도종합시험선로가 완성될
때까지 국산화 제품검증을 어떻게 하여 적용할 계획인지


답 변
□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인 3단계의 “철도시설 성능검증지침”에 의거
충분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1, 2단계에서 “설계구조평가”와
“조립시험평가”를 시행한 후
□ 현장 설치시험은 기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미운행 시간을
활용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선 일부를 우선 완공하여 검증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해외 철도선진국에서도 신규 개발품의 최종 현장부설 성능검증을
기존선 또는 신설선에서 시행
※ 철도시설 성능검증지침의 3단계 검증체계(선진국 동일)

설계ㆍ구조 평가 ⇒

조립시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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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치시험 및
평가

질 의
5. 중국산 레일체결장치 관련
5-1. 성능검증 및 공급원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부품이 납품,
시공됐는데 감리사와 담당 직원 조치현황 및 계획


답 변
□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하여는 부실벌점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
(’11.10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 또한, 공단 관련자(궤도처장 외 7명)는 징계조치(’11.9.2)를 완료
하였습니다.

※ 추진일정
○ 감사결과 통보

: ’11. 8. 26

○ 이의신청기간

: ’11. 9. 9

○ 부실벌점 부과책정 및 통보 : ’11. 9. 29
○ 부실벌점 부과 확정

: ’11.10월 중

※ 시공사 및 감리사의 부실벌점 부과 계획
○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 3점
[화성궤도(주), 지에스건설(주), 천운궤도(주), (주)대우건설, 범양건영(주), 현대건설(주)]

○ 감리사 및 책임감리원 : 1점
[(주)케이알티씨, (주)동명기술공단, (주)신성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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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중국산 레일체결장치 관련
5-2. 중국산 부품을 빼내고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회사
부품을 같은 계약 건으로 다시 납품 받아 시공한 것에
대한 견해


답 변
□ 중국산 e-클립을 납품한 사실이 있어 곧바로 국산제품(한국철도
표준규격)으로 전량(296,954개) 교체 완료(’11.6.5)하였습니다.

□ 현재 동 사안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공사가 동일회사 부품을 일체 납품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 현재로서는 시공사와 제조 납품회사 간 사적계약이 유효하고,
공기 등을 감안하여 동일회사의 국산 제품을 납품받아 시공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산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납품받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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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섭 단 체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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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1. 입찰공고시 200km/h이상 실적누락, 동하중 시험 생략, 계약
선정과정 등 총체적 문제. 성능검증 하지도 않고 했다고 제출
하여 은폐. 사실 확인 및 관련자 조치 후 보고


답 변
□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 2.1항에

“제안된

선로전환기는

200Km/h 이상 운영선에서 콘크리트 슬라브 궤도용 분기기와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동하중 시험은 공기가 촉박(6개월)한 점을 고려하여 공단이
직접 입회하여 시험하지 않고 독일에서 시행한 시험결과 성적
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관련자는 징계조치 한
바 있습니다.
□ 성능검증에 관하여는 ‘08.12월 입찰시 삼성SDS가 제출한
스페인 철도기관(ADIF)의 문서(‘07.5.9, ’08.9.4)에 따르면
○ 스페인 료디오에 있는 JEZ(VAE 자회사) 공장에서 분기기 및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를 설치한 후 안전성 및 신뢰성
시험(10주간 19000번 전환) 결과 적합하고
○ 시스템인증서 획득을 위해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CENELEC
2005년도) 및 독일연방철도국(EBA 2006년도)에서 시험을
진행한 결과 만족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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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고속선에서 선로전환기 설치 후 ADIF 요구조건에 따라
적용성 시험을 시행하고 인증서를 지급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현재, 스페인 철도기관(ADIF)에서 발행한 문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11.7.19일 계약자인 삼성SDS에 아포스티유를
요 구했 고 , 그 후 2차례에 걸쳐 독촉(’11.9.3, ‘11.9.28)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삼성SDS에서 ‘11.10.7일까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삼성SDS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e)란
협약 가입국가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해주는 다자간 협약 확인제도로, 아포스티유가 부착
된 공문서는 협약 가입국가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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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스페인(ADIF) 1차 문서(‘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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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스페인(ADIF) 2차 문서(‘08.9.4)

- 153 -

- 154 -

- 155 -

- 156 -

- 157 -

참고 3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수행 중 ADIF 발행문서를
확인한 내용 (E-mail 확인일자 : 11.6.29)

□ ADIF에서 서명한 문서는 공장에서 프로토타입 시험에 대해서
만 언급

□ 이 시험은 ADIF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JEZ(VAE 그룹 제조
업체)의 요청에 의해 시행됨.

□ 공장시험은 신뢰성에 있어 만족함.

그러나 공장시험의 모든

조건이 제한적이고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을 고려
해야 함.

□ ADIF는 현재 하이드로스타 사용할 의도가 없으며, 시험 및 설치
계획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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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2. 오스트리아 제출자료 진위 미확인, 속도부설 실적 누락, 8차
심의 등 입찰 전 과정 문제. 최종시험결과 확인도 과거시험
결과를 토대로 납품. 다시 철저히 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하여
보고


답 변
□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자인 삼성SDS에서
아포스티유를 통하여 확인토록 ‘11.7.19일 요청하고 2차례
(’11.9.3, ‘11.9.28)에 걸쳐 독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 삼성SDS에서 ‘11.10.7일까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삼성
SDS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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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3. 경부 2단계 실시설계서에서 1단계 구간의 설빙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같이 하이드로스타의 겨울철 설빙충격 파손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제대로 실시설계서 검토하지
않고 선정 등 문제 발생. 철저한 재검토 등을 거쳐 전면
교체 필요


답 변
□ 경부2단계 실시설계 보고서 65페이지의 “속도제한 조건”항에
“열차에서 떨어지는 눈덩이나 얼음”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속도제한 조건으로만 생각하여 선로전환기의 파손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 선로전환기 파손사고 발생 후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 보강하였습니다.
□ ‘11.9.14일부터 제작사 해외전문가를 초치하여 정밀 정비작업을
시행하였고 ‘11.9.27일부터 KTX 차량을 투입하여 현차시험을
한 결과 장애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현차시험 종료 후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체할 경우 단선운행으로 열차운행을 최대 32분에 1대만
운행할 수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 교체 시 일정기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문제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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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4. 분기기 선정과정부터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책임소재 명확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인
증된 제품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하는 등의
대안 수립 필요


답 변
□ 국토해양부에서 “경부2단계 분기기 및 선로전환기 선정 경위에
대한 조사(’11.7.13～7.21)”를 시행하였으며, “경부2단계 궤도공사
고속분기기 처리방안” 수립 시 분기기와 선로전환기의 호환성
검토 부족의 사유로 당시 기준팀장 및 담당부장(2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외국제품과 국내 개발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성능검증 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 성능검증지침(’10.8.26)”을 마련하였으며,
○ 해외에서 인증된 제품이라도 국내 도입 시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도록 하였습니다.
※ 철도시설 성능검증지침 제4절 현장설치시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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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선로전환기 관련
1-5. 재발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인증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하도록 하는 등 대안 수립 필요


답 변
□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철도용품은
반드시 인증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 2월부터 국내에서 처음 사용하는 모든 철도용품은
선진국과 동일하게 3단계 검증체계를 반영한 “철도시설 성능
검증지침(2011년도 제정)”에 의거 성능검증을 시행한 후 사용
하고 있습니다.
※ 철도시설 성능검증지침의 3단계 검증체계(선진국 동일)
설계ㆍ구조 평가 ⇒ 조립시험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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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시험 및
평가

질 의
2. 일반터널 내 안전시설 미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터널 안전시설 설치 요망


답 변
□ 일반철도 터널 안전시설은 한정된 재원 형편상 고속철도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반철도 터널 안전시설 설치 추진현황>
(단위 : 개소)

총대상

기시행

2011년

2012년 이후

48

1

8

39

□ 향후, 일반철도 터널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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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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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질 의
1. 수의계약 관련
1-1. 금년 5월까지 8건의 물품 수의계약(1.3～133.4억원)처리, 국가
계약법 요건에 충족하는지


답 변
□ 우리공단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단의 수의계약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일반경쟁을 유도하여 수의
계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 1인 생산업체 등 공급업체가 제한적인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 산업보호 및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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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
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
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168 -

질 의
1. 수의계약 관련
1-2.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동법
제26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수의계약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답 변
□「국가계약법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직접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이 동조항의 해당요건에 부합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조 제⑤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은 수의계약관련 사항에 대하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 수의계약 현황을 ‘08년 1월부터 분기․매월별로 현재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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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는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
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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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수의계약 관련
1-3.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가 반복된다면 해당 물품의 품질
저하를 비롯하여 가격상승이 우려됨. 대책


답 변
□ 우리 공단이 현재까지 체결한 수의계약은「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체결한 사항으로
○ 계약 체결후 공단이 사양 등을 통해 요구한 수준의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해 품질조정회의, 공정과정의 감독자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험/검사 등으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혜시비
및 공정한 계약행정을 위해 소액수의, 생산자 1인, 문화재 등은
일반경쟁으로 전환 등 수의계약 사유별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연간 발주
계획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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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수의계약 관련
1-4. 공단이 정부조달협정의 양허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


답 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소관부처(외교통상부) 및「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소관부처(기획제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 공단은 향후 양허기관 포함에 관하여「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소관부처(외교통상부)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소관부처(기획제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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