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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TX 수서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제안 추진 계획 ·················· 95

민주통합당
[ 박 수 현 위원 ]
1. 적자 공기업인 시설공단이 KTX 민영화 홍보를 위해 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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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총 63회 부분은 결국 추진단이 사설과 오피니언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인지 ············································ 103
4. 국토부를 대신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고 철도개혁추진단까지
만들어 민영화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지
········································································································ 104

5. 역사에서 부본선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운행과 승객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닌지 ······································· 105
6. 공단의 부본선 폐지 방침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는 이유와 공공기관장이
감독부처 장관의 지시를 어겨도 되는지 ······························· 107
7. 호남고속철도의 정상적 건설을 위해 지금이라도 부본선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봄 ···················································· 108
8. 2010년 개통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선로전환기 장애에 대해
그동안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서 정비를 하고 점검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 ············································ 109
9. 선로전환기 도입 당시 BWG 분기기와 호환성이 좋은 S700K
대신 적용한 사례가 별로 없는 하이드로스타를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지 ······························································· 110
10. 계속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선로전환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지 ···································································· 113
11.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한 열차탈선 등 안전사고 발생을 근본적
으로 방지하기 위해 경부2단계 구간의 선로전환기를 재시공
해야 한다고 봄 ········································································· 114
12. 공주역사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에 대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 115
13. 장항선, 경의선 철도역사 이용객 수요예측이 실제 이용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 ················································ 116

14. 과대 수요예측으로 인해 과잉역사 건설에 낭비된 국민 혈세가
얼마쯤 될 것으로 보는지 ······················································· 118
15. 정확한 수요예측에 근거한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119

[ 신 기 남 위원 ]
1. 기 운행중인 KTX-산천을 개선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제작
기간이 30개월은 너무 짧은 것 아닌지 ································ 123
2. 호남고속철도 개통 초기, KTX-산천의 경우와 유사한 고장이
대량 발생할 우려가 높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124
3. 촉박해진 제작기간으로 인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철도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사업자 보다는 지속적으로 철도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125
4. 공단은 올해 2월에는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만에 호남고속철도 레일패드에 대한 하자보증을 5년 동안
신품대비 스프링계수 변화율 25% 이내로 요구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 126
5.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온도변호가 심해 네덜란드 보다 경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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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127

6. 시공 후 5년이 경과된 레일패드가 없어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할 수 없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료로도 충분히
성능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128
7. 금년 2월 궤도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레일패드 스프링계수
변화율 25%가 매우 엄격한 기준이라면 우리의 환경에 맞는
성능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 ······························································································ 129
8. 신품대비 스프링계수 변화율 25%이내라는 현재의 성능기준이
옳다면 하자보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131
9. 현행 타당성평가체계는 도로부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 132
10. 교통수단간 타당성평가체계 형평성을 고려해 철도차량구입비를
비용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133

[ 이 미 경 위원 ]
1. 건설현장 사고 중 인명사고의 경우 사망이 44%를 차지하는
등 높게 나오는 이유는? 건설현장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단과 시공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예방을 요청함 ············ 137
2. 공단의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도 건설사들의 원가절감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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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조한 이유 ·································································· 140
5. 지속적으로 수요예측이 어긋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국토부
등과 수요재조사 등을 건의하거나 협의한 사례가 있는지 ···· 142
6. 수요재조사 등을 통해 건설비 및 운영비 절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 등과 점검할 의사는 없는지 ···· 143
7. 철도공사 출자자산을 국유화 한 이후 공단에 운영권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145
8. 언론 등이 공단을 국토부의 2중대 라고 비판하자, 국토부가
직접 해명자료까지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146
9. 공단과 공사가 다시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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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윤 석 위원 ]
1.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댓글달기를 하는 것은 입법심의
하는 의원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동 아닌지 ························ 153

[ 임 내 현 위원 ]
1. 부족한 지진가속도계 설치와 함께 전반적으로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 157

[ 주 승 용 위원 ]
1.

고객의

편의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부본선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봄 ··················· 161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새 누 리 당

윤 진 식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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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국토 내륙을 통과하는 중부 및 남부연결선 연결에 대한
공단의 입장


답 변
□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의 연결은 내륙지역 발전촉진과
교통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선철도망
이라 생각합니다.

□ 향후 국가철도망 수정 계획 수립시에 문경～김천 구간을 포함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 5 -

질 의
2. 수서～광주～용문간 복선전철을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성남～여주, 중부내륙선 철도와 조기에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단의 입장


답 변
□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단은 중부내륙선
철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계되는 철도망을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 수서～광주～용문 사업은 기재부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요청
하여(‘12.6)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대상사업 선정(‘12.11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이 결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남～여주 : 공사중(공정율 38%), 중부내륙선 : 실시설계 중

- 6 -

이 명 수 위 원

- 7 -

질 의
1. 호남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 구매 및
추진계획


답 변
□ 호남고속철도 분기기는 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로 설계되었고
공단 관리기준공정(IPS 1.7)에 따라 ‘12년 11월까지 계약추진
예정입니다.

□ 고속분기기는 공단 “철도시설성능검증 지침”에 의거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서 안전성, 유지보수성, 경제성, 선로전환기와의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호남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 구매 수량
수량단위 : 틀

품

명

‘12년

‘13년

‘14년

14

-

12

2

F18.5, 노스가동

32

4

24

4

F12, 노스가동

4

-

4

50

4

40

콘크리트궤도용 F26, 노스가동
고속분기기
(UIC 60용)
계

구매시기

구매
수량

규 격

- 9 -

6

비 고

민 주 통 합 당

윤 후 덕 위 원

- 13 -

질 의
1. 호남고속철도 일괄․대안입찰공사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 자료 제출


답 변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중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로 낙찰자를
결정한 6건(일괄 : 1-1, 3-2, 대안 : 1-2, 1-4, 2-3, 4-2)의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작성대상 : 6건
○ 일괄입찰 2건
-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붙임1>
-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붙임2>
○ 대안일괄 4건
-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붙임3>
- 호남고속철도 제1-4공구 <붙임4>
- 호남고속철도 제2-3공구 <붙임5>
-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붙임6>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새 누 리 당

강 석 호 위 원

- 27 -

질 의
1. 단선철도를 부설한 후에 복선철도 및 고속화철도를 건설
하는 방식은 이중투자와 안전성 문제를 유발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됨


답 변
□ 철도건설은 복선전철 및 고속화 철도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상 노선의 기능,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도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단에서는 건설 사업비를 줄임으로써 비용편익 비율을 높혀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초기부터 복선철도 및 고속화
철도 건설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공단은 시설 최적화, 설계VE 등으로 1조1,946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 절감 5,156억원
- 노반 등 시설물 최적화 1,272억원
- 역사, 차량기지 시설 최적화 843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 VE 4,6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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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경춘선 고속화 사업과 진주～광양(경전선) 복선전철
사업의 단계별 추가 투입재원 규모


답 변
□ 경춘선 고속화 및 진주～광양(경전선) 복선전철의 단계별
투입재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춘선 복선전철

: 21,192억원

- 복선전철화

: 20,458억원(‘10.12월 개통)

- 고속화

:

○ 진주～광양 복선화

734억원(‘12. 2월 개통)

: 12,489억원

- 단선→복선(비전철) : 10,976억원(‘15.12월 완료 예정)
- 복선전철화

: 1,513억원

* 전철화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

≪ 참 고 ≫
□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경춘선 금곡～춘천간 71.0km 단선⇒ 복선전철화(64.2km)
ㅇ 사업기간/사업비 : ’97～’12 / 2조 1,192억원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경전선 진주～광양 단선 66.8km⇒ 복선화(51.5km)
ㅇ 사업기간/사업비 : ’03～’15 / 1조 2,489억원 (전철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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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현재 계획 또는 공사 중인 단선철도 구간 현황


답 변
□ 설계 및 시공중인 단선철도 노선 현황은 8개 사업의 424.7km
입니다. <붙임 1 참조>
□ 사업시행 단계별로 분류하면
○ 시공중인 것은 2개 사업입니다.
-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 포승～평택 철도건설
○ 설계완료 후 공사 입찰 공고중인 것은 1개 사업입니다.
- 군장국가산업단지인입철도
○ 설계중인 것은 5개 사업입니다.
- 포항～삼척 철도건설 일부(6․17공구)
- 이천～문경 철도건설
- 울산신항인입철도
-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일부(1․3․4․5․6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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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단선철도 노선 현황
(금액단위 : 억원)

사업명

현 황

총사업비 비고

○사업내용 : 경원선 신탄리~철원간 5.6km 철도복원
○사업기간
: 2006～2012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사업효과
- 남북관계 개선 시 여객 및 화물수송
- TCR, TSR 과의 연계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
○사업내용 : 아산만 포승～평택간 30.3km 단선철도 건설
○사업기간
포승～평택 ○사업효과 : 2007～2019
철도건설
- 평택항과 배후공단 물동량 처리
- 대중국 진출을 위한 물류중심 거점 항과의 연계
○사업내용 : 군산선 대야~군장국가산업단지 28km 철도건설
군장국가산업 ○사업기간 : 2005～2018
단지인입철도 ○사업효과
- 군장국가산업단지 및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에
따른 철도물류 수송체계 확충

549

공사중

5,773

공사중

5,430

설계
완료
(입찰중)

○사업내용 : 동해선 포항~삼척간 165.8km 건설
: 2002～2018
포항～삼척 ○사업기간
○사업효과
철도건설
- 동해안권 관광통행 수요분담 및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
- 환동해권 철도망 구축으로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

29,396

설계,
공사중

○사업내용 : 여주~충주~문경간 94.8km 단선전철 건설
: 2005～2021
이천～문경 ○사업기간
19,248 설계중
○사업효과
철도건설
- 충북선, 경부선, 중앙선과의 연결로 철도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발전 도모
○사업내용 : 울산차량기지~울산신항간 철도인입선 9.34km 건설
: 2010～2016
울산신항 ○사업기간
○사업효과
인입철도
- 울산신항과 연계한 철도인입선 건설을 통하여
수송 효율성 향상 및 일관수송체계 확보
○사업내용 : 포항~영일간 11.34km 인입철도 건설
포항영일만신항 ○사업기간 : 2010～2016
인입철도 ○사업효과
-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사업과 연계, 일괄수송체계 구축
○사업내용 : 보성～임성리간 79.5km 단선철도 건설
: 2002～2020
보성～임성리 ○사업기간
○사업효과
철도건설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기반조성 및 지역개발 촉진
- 운행시간 및 선로연장 단축으로 철도 이용수요 창출
계

총 연장 : 424.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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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설계중

1,815

설계중

13,083

설계,
공사중

77,177

질 의
4. 단선 노선에서의 작업은 차량 운행 시간대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의 전기

작업 등 특수작업도 불가피


답 변
□ 단선노선의 운행선내 작업은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대를 피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역구내 배선변경에 따른 분기기 및 선로전환기 교체작업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작업은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
야간에 시행하고, 추가적인 작업시간이 필요한 경우 열차
운행시각 변경 등을 통해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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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인건비도 할증되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요인이 되는
것으로 당초부터 복선화를 계획한 경우보다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


답 변
□ 운행중인 단선 노선에서 작업을 할 경우, 불가피하게 열차
운행 시간대를 피하여 야간작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어
인건비가 할증됩니다.

□ 타당성 확보시 선로의 효율성, 수송능력 확대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로를 당초부터 복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한정된 국가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노선을 단선
으로 건설한 후 이용수요와 경제성 등을 확보하여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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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 주로 단선철도로 건설하는
사례가 많음


답 변
□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아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는 단선으로 철도건설이 추진되고 있습
니다만, 철도건설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면 단선철도
보다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복선전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5 -

질 의
7. 국토균형발전이 국가발전정책의 큰 틀이나, 철도건설
추세는 그렇지 않은데 동의하는지


답 변
□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사업도 수송수요 등을 감안
하여 수도권과 같은 복선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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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 전반기(‘11～’15) 착수사업 5개 노선 중 3개는 수도권
노선이고, 추가검토 노선 중 수도권은 5개가 복선인
반면 지방은 단선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답 변
□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아 단선으로 철도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재원확보가 가능 하다면 단선철도
보다는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 복선전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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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후반기(‘16～’20) 착수사업 대부분이 지방 노선으로
수도권 중심적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데
이사장의 견해


답 변
□ 후반기 착수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수요를 감안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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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0.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경북 중․북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교통 인프라가 빈약한데, 철도건설시
이러한 점을 반영 필요


답 변
□ 향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 경제성 및 수요 등을 검토
하여 경북 중·북부 지역의 적정한 철도건설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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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1. 동해선 포항～삼척 노선의 차질없는 건설 추진
방안


답 변
□ 동해선 포항∼삼척 노선은 1단계(포항∼영덕, ’14년말), 2단계
(영덕∼삼척, ’18년말)로 나누어 추진 중으로 1단계 구간은
’14년말 완공목표로 금년 말까지 43%의 공정을 달성할 계획
입니다.

□ 2단계인 영덕～삼척구간은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감안, 기재부 및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개요
- 연

장 : 165.8km

- 사업기간 : 2002∼2018
- 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총소요
29,396
1단계 : 7,851

기 투입

'12예산

'13예산(안)

'14이후

3,129

1,100

1,700

< 10.6% >

< 14.4% >

< 20.2% >

2,315
< 29.5%>

1,100
< 43.5% >

1,700
< 65.2% >

23,467
완공
< 100% >
2,736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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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2. 업계에서는 지역에서 발주된 대형공사의 지역건설
업체 참여율이 미미하다고 함


답 변
□ 4대강공사와 혁신도시이전 청사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계약예규」9.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6항2호및 기획재정부 고시(제2010-31호,‘10.12.6)를
통해 20%～40%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공단이 금년에 발주한 원주～강릉사업 5개공구의 입찰
참여업체 및 낙찰업체 기준으로 상당부분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업체 기준으로 5%～30%
- 낙찰업체 기준으로 5%～20%
○ 원주～강릉철도건설 5개공구 지역건설업체 포함현황(입찰참가기준)
공구
총 참여 공동수급체수
지역업체 참여수

제6공구
29개
30개

제7공구
30개
30개

제8공구
29개
27개

제9공구
28개
34개

제10공구
29개
32개

○ 공구별 낙찰자 현황
공구
제6공구
제7공구
대표사
고려개발(주)
지에스건설(주)
지역업체 요진건설산업(주) 태백건설산업(주)
(20%)
(10%)
(지분율)
(주)삼호
(주)우석건설
구성원
(주)대아건설
(주)한은이엔씨
진흥기업(주)

제8공구
제9공구
제10공구
현대건설(주) 한라건설(주) 삼성물산(주)
은파건설(주) 정상종합건설(주) 장원건설(주)
(10%)
(5%)
(15%)
엘아이지건설(주) 대하산업개발(주) 세일이엔에스(주)
이엠종합건설(주) 동아건설산업(주) (주) 태영건설
현대엠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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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
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
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계약예규, 9.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울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
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⑥제5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
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1호,‘10.12.6]『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
약 대상사업(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1.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
로 관리·시행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말한다)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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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3.

도담～영천간

복선전철사업에도

턴키공사

20%,

일반공사 40%를 적용해 발주 가능 여부


답 변
□ 공동수급체의 공동도급비율은 기획재정부령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정해져 있으며,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제5항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 도담～영천간 복선전철사업은 현행법령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단에서 임의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턴키공사 20%와 일반공사 40%로 높여서 적용키는 어렵
습니다.

다만, 공단 P.Q.심사기준에는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율적으로
30%까지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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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4. 공단에서 시스템을 개선하면 지역업체 참여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것 아닌지


답 변
□ 공단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어 국가계약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포함)에 정한 범위내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합니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의 상향조정은 국가 계약예규(기획
재정부령) 및 고시(기획재정부장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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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5. 지역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했다 하더
라도 낙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지역업체
하소연임


답 변
□ 우리공단이 금년에 발주한 원주～강릉 사업 5개 공구에 실제
낙찰업체의 모든 콘소시움에는 지역건설업체가 5%～2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였습니다.
○ 원주～강릉철도건설 5개공구 지역건설업체 포함현황(입찰참가기준)
공구

제6공구

제7공구

제8공구

제9공구

제10공구

총 참여 업체 수

29개

30개

29개

28개

29개

단독업체 참여현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원주～강릉 사업공구별 낙찰자 현황
공구
제6공구
제7공구
지에스건설(주)
대표사
고려개발(주)
지역업체 요진건설산업(주) 태백건설산업(주)
(20%)
(10%)
(지분율)
(주)삼호
(주)우석건설
구성원
(주)대아건설
(주)한은이엔씨
진흥기업(주)

제8공구
제9공구
제10공구
현대건설(주) 한라건설(주) 삼성물산(주)
은파건설(주) 정상종합건설(주) 장원건설(주)
(10%)
(5%)
(15%)
엘아이지건설(주) 대하산업개발(주) 세일이엔에스(주)
이엠종합건설(주) 동아건설산업(주) (주) 태영건설
현대엠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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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6. 실질적인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의향은 없는지


답 변
□ 공단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가․감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시
입찰공고 등을 통해 공동수급체내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적극적
으로 권장하는 등 지역업체의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8조
- 감점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점의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10% 감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강력한 우대조치이며,
- 가점 : 지역업체의 합산참여비율(최소10%이상 최대 30%까지)에 따라
최소 5%부터 최대 15%까지 가점 부여

□ 실질적인 공생발전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의 상향
조정 등 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발굴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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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7. 대구선 등 철도건설사업의 가설교량을 특정업체
(휴먼브릿지)에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사항에
대한 의견


답 변
□ 대구선 등의 가교공사에 특정업체(휴먼브릿지) 제품이 반영된
것은 설계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며,
□ 수의계약 건은 공단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 간에
이루어진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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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휴먼브릿지 보유 가설교량 설치 현황

공사명

발주일자

공사기간

가교
공사비

공사
진척도

호남고속철도
1-2공구

'09.07.30

'09.12.28
~'13.06.27

3,191

완료

호남고속철도
4-3공구

'09.09.22

'09.09.30
~'13.02.28

511

진행

경부고속철도
6-2공구

'09.03.02

'09.03.23
~'14.08.01

5,546

완료

경부고속철도
6-3공구

'09.03.02

'09.03.23
~'14.08.01

2,474

완료

경부고속철도
10-3A공구

'08.11.27

'09.02.11
~'14.08.14

1,684

미착공

울산~포항
1공구

'09.04.27

'09.04.27
~'14.04.25

10,994

미시공

울산~포항
2공구

'09.04.23

'09.04.27
~'14.04.25

2,566

진행

울산~포항
7공구

'09.04.17

'09.04.20
~'14.04.18

1,391

미시공

진주~광양
1공구

'09.04.28

'09.04.30
~'14.04.29

2,308

완료

대구선
1공구

'10.11.02

'11.02.08
~'16.02.07

2,493

진행

대구선
2공구

'10.11.02

'11.03.07
~'16.03.06

1,749

진행

대구선
4공구

'10.11.02

'11.02.28
~'16.02.07

2,882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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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안 효 대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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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서울시가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시․종착역을 바꿔
달라고 한 이유


답 변
□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한전 및 잠실일대
(삼성역 인근)를 미래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삼성역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요구사항
- 삼성역을 KTX, GTX의 통합 시발역으로 변경
․ KTX 수서역을 삼성역으로 완전 이전
․ 계획 중인 삼성~수서간 GTX 노선 공용
- 수서지역에는 KTX 역사 미설치
․ 종전 KTX 수서역 입지 예정지는 제한적 개발추진(복합환승 센터)
․ 필요시, KTX 주박기지 등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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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서울시는 삼성역으로 시․종착역을 옮길 경우 문제점
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됨


답 변
□ 공단에서 삼성역으로 옮길 경우의 문제점을 설명하여 서울시가
장래에 검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봅니다.

<참고> 언론보도 내용(삼성역 이전 시 문제점)
- 지하철 3호선 하부 대심도(40~50m)로 건설하여야 하므로 현재
시공중에 있는 KTX 수서역 인접 구간(2.6km) 재설계 및 재시공에
따른 공사 지연(3년)
- 수서와 삼성지구 용지비를 공시지가로 비교할 경우 약 16배
차이가 있어 부지매입비만 1조원
- 삼성역 출발을 위해 주박선이 필요하며, KTX 수서역은 국제축구장의
8배로 한전부지(2.7만㎡)에는 주박선을 설치하지 못함
- 삼성에서 수서로 주박선을 이용할 경우 10km 이상 뒤돌아가는
지그재그식 운영으로 고속철도 열차안전운행 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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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수도권 KTX 사업에 대해 국민의 편의와 무관하게
발목잡기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


답 변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단에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습니다.(‘12. 9. 4)

□ 위원님께서도 법령 개정 시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법령개정)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지자체가 아닌 국토해양부
에서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 (훈령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국토부 훈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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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초 공사비보다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특별한 사유


답 변
□ 최근 5년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외 11개사업 74건의 공사 중
설계변경 증액은 944억원이며, 이 중 약 10%에 해당되는
98억원은 물가변동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 나머지는 공사 시공 중 경춘선, 전라선의 고속화사업 추가에
따른 정부정책 반영과 철도시스템의 기준변경 및 현장 여건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 공단에서는 총사업비가 절감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공단은 시설 최적화, 설계VE 등으로 1조1,946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 절감 5,156억원
○ 노반 등 시설물 최적화 1,272억원
○ 역사, 차량기지 시설 최적화 843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 VE 4,6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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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공단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설계단계부터 보다
신중하게 추진 필요


답 변
□ 설계단계에서 내․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 설계자문, VE,
심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과잉시설 없는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설계 품질향상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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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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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신 강릉역을 여객전용으로 지하화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답 변
□ 신 강릉역 지하화는 열차운영 효율성, 역사 규모,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상세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 국토부 및 강릉시와 협의
하여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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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경기장 진입을 위한 직선도로 확보는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로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기관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
습니다.
* 경기장 진입도로 추진계획 및 사업비 확보는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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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지하화 결정은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으며, 지하화
검토에 따라 착공시기가 늦어지거나 하는 문제점


답 변
□ 신 강릉역 지하화는 열차운영 효율성, 역사 규모,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세부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 국토부 및 강릉시와 협의
하여, 개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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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환승통로 공사 지연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철도
시설사업에 대한 공단의 직무유기 아닌지


답 변
□ 노량진역 환승통로사업은 '08. 12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
중인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과 연계하여 국철 1호선과 지하철
9호선 환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0. 1월 한국철도공사의 "노량진 민자역사사업"이 취소되면서
서울시에서 설계한 내용이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지장물 이설 등
재설계 및 철도공사의 추가요구(#1, 2 남측 승강장 계단설치 등)
로 인해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나,
□ 서울시의 사업비 추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습니만, 사업비 추가확보와 관계없이 공사가
가능한 강관 압입공사 등은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공단은 앞으로 노량진역을 이용하는 환승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금년말까지 공정 30%를 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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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노량진역 환승통로 건설이 재개되어 예정된 공사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향후 대책 및 추진 일정


답 변
□ 공단에서는 현장여건에 맞지 않은 서울시 설계내용을 일부 보완
완료('12. 8월～9월)하고, 추가사업비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12. 8월 서울시 협의) ‘12. 9월말까지 공단에서 보완설계 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추가확보 하기로 협의

□ 사업비 추가확보와 관계없이 공사가 가능한 강관 압입공사 등은
'12. 8월부터 정상 시행중이며, '12. 9월말 공정률이 10.5%로
금년 말까지 30%를 달성하고 '14. 2월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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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균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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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전체 선로전환기 가운데 33.9%가 사용연한 초과하였고
사용연한보다 10년 넘게 사용한 선로전환기도 8.5%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선로전환기 교체기준은 10년의 내구연한 초과 및 전환회수
40만회 이상으로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선로전환기의 대부분이
건설 중인 구간과 전환회수가 적은 측선에 설치되어 전환
회수는 40만회 미만이며,
또한 주요 부품(전동기, 클러치, 계전기 등)의 우선 교체 및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정상기능을 확보, 열차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용연한이 20년이상(내구연한 10년이상 초과) 노후 선로전환기
257대는 ‘13년 전량 교체(77억) 예정이며, 나머지도 정부 및
철도공사와 예산확보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교체하겠습니다.
□ 연차별 교체계획
단위:대, 백만원

구 분
계
일반철도
고속철도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89,974
950 8,180 9,000 9,000 9,000 9,000 44,844
(3,033)
(50) (288) (300) (300) (300) (300) (1,495)
89,054
500 7,710 9,000 9,000 9,000 9,000 44,844
(2,972)
(20) (257) (300) (300) (300) (300) (1,495)
920
450
470
(61)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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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철도공사의 기준대로라면, 사용연한 10년이상 선로
전환기

가운데

약

40%만

교체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답 변
□ 내용연수 10년이 도래되지 않은 선로전환기 중에서 전환횟수가
많고 고장발생 우려가 있는 선로전환기는 주요부품 교체 및
필요시 선로전환기 교체를 통하여 열차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 우려가 있는 노후된 선로전환기에
대하여는 노후도 및 전환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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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철도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선로전환기

내구연한에

대한

단일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답 변
□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내용연수에 대한
단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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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내구연한이 지난 선로전환기를 2018년 이후에 교체할
경우 장기간 방치가 불가피하여, 안전운행에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내구년한이 경과하여도 선로전환기의 주요부품 교체 및 정비를
통하여 적정 유지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선로전환기의 정상적인
작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순차적 교체를 추진하게 되어 양해 바랍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 된 선로전환기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강화 및 예산기관과 적극적
협의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우려가 없도록
조속히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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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사용연한이 지난 선로전환기를 단기간내에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안전문제가 더 이상 발생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답 변
□ 사용연한이 지난 선로전환기 전체를 단기간에 교체하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기능에 이상이 없는
기기를 교체함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도 있으므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 우려가 있는 노후된 선로전환기에
대하여는 노후도 및 전환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된 선로전환기를 조속히 교체
하기 위해, 관계기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과 적극 예산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연차별 교체계획
단위:대, 백만원

구 분
계
일반철도
고속철도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89,974
950 8,180 9,000 9,000 9,000 9,000 44,844
(3,033)
(50) (288) (300) (300) (300) (300) (1,495)
89,054
500 7,710 9,000 9,000 9,000 9,000 44,844
(2,972)
(20) (257) (300) (300) (300) (300) (1,495)
920
450
470
(61)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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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경부고속철도를 400km/h까지 증속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 산출 결과 최소 1,105억원,
최대 6,831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는지


답 변
□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속도 향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경부고속철도를 320km/h로 증속시 소요사업비는 1,105억원,
400km/h로 증속시 소요사업비는 6,831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 증속에 따른 사업비 산출결과
○ 경부고속철도(연장 398.5km)
(단위 : 억원)
보수․보강
항목별
계
차상설비
방음벽
터널후드
전차선
신호제어

320km/h

증속 속도별
350km/h
370km/h

400km/h

1,105.48

2,877.74

3,569.38

6,831.59

105.79
34.85
511.44
453.40

105.79
131.37
2,011.76
628.82

105.79
510.20
102.96
2,221.61
628.82

105.79
1,123.64
102.96
4,747.77
751.43

* 연구용역
- (용역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주)유신
- (용역기간) ‘10. 7. 1 ～ ’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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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50편성

질 의
7. 경부선 1단계는 자갈이 깔린 레일이고, 2단계 구간은
콘크리트 궤도임. 전 세계적으로 자갈궤도 구간에서
영업속도 320km를 초과한 사례


답 변
□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속도 향상방안 연구용역 결과, 프랑스의
자갈궤도에서 최고시험속도 574.8km/h로 주행사례가 있으며,
○ 외국의 고속철도구간의 자갈도상구간은 대부분 영업최고속도
300km/h로 운영중이며, 프랑스 동유럽선 구간에서 320km/h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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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추정사업비 검토에 경부고속철도 1단계 자갈도상
구간에 대한 보수․보강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답 변
□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속도 향상방안 연구용역 시 프랑스의
자갈궤도에서 최고시험속도 574.8km/h로 주행한 사례가 있어
자갈도상구간의 보수․보강비용을 미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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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용역결과에 따르면 속도향상을 위해서는 전차선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전면적인 개량이 불가능하다고
검토되었는지


답 변
□ 400㎞/h급 전차선로는 시스템의 구성, 자재 및 설계기준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다릅니다. 300㎞/h급 선로에서 400㎞/h
고속열차 속도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 중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전차선 시스템의 장력향상입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전차선, 조가선 및 전철주 개량 등
전면적인 시스템개량이 불가피합니다.
※ 300㎞/h 전차선 장력 : 2ton,

430㎞/h 전차선 장력 : 3.4ton

□ 상업운행 중 전차선로를 전면적으로 개량 할 경우, 선로차단
공사를 위해 장기간(약 3년) 열차운행 축소 등 다소간의 상업
운행 지장은 불가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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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0. 결과적으로 1단계(자갈도상) 구간에 대해서는 320km/h
이상

운행자체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지와 350km/h 이상은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도상으로 전면 바꿔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답 변
□ 경부고속철도 전구간을 기준으로 속도대별(320km/h, 350km/h,
400km/h)로 증속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기술적으로는
시설보완 시 400km/h까지 증속이 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은
320km/h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속도대별 타당성 분석
구 분

전구간 320km

전구간 350km

전구간 400km

타당성(B/C)

2.34

1.75

1.01

□ 자갈도상구간은 프랑스의 자갈궤도에서 최고시험속도 574.8km/h로
주행사례 있으나, 외국의 경우 영업 최고속도가 320km/h 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350km/h 이상의 속도증속은 장기
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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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1. 경부고속철도에 6,800억원을 쏟아부어도 1단계 구간
에서는 해무가 정상적으로 달리지 못하는 반쪽자리
대책임


답 변
□ 경부고속철도 Ⅰ/Ⅱ단계 건설사업은 설계최고속도 350km/h
(운행속도 300km/h) 계획이 ‘90년도에 결정되었으며,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국가 R&D(해무 430km/h) 사업은
’07년도에 최고시험속도 430km/h, 운영속도 370km/h로 결정
되어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 해무 개발을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 경부고속철도 Ⅰ/Ⅱ단계 건설사업(1990.6월 기본계획 및 노선 확정)
*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국가 R&D 사업(2007.7～2012.8)

□ 경부고속1단계 자갈도상 구간은 외국의 주행사례(574.8km/h),
영업운행사례(320km/h)를 고려 할 경우 350km/h 이상은 장기
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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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2. 해무가 최고운행속도 370km/h로 2015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답 변
□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는 2012년 11월부터 열차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여 2015년 6월까지 상용화 할
목적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 개발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상용화는 운영기관과 수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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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3. 2015년 상용화이후 15년 동안 국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인 만큼 해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증속운행을 위한 보수․보강 방안과
시기를 전면 재검토 할 것


답 변
□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국가R&D 사업은 국내기술로
430km/h급 고속열차시스템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무 개발이 완료되면
○ 국내외 철도시장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폭 넓은 속도대의
열차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 (사례) KTX-산천 개발기술을 토대로 EMU-180 차량 개발

○ 개발된 차량시스템을 바탕으로 고속열차 기술개발 수준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게 되어
○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 국내의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고속화
등의 실용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해무는 2015년까지 시제열차 개발을 완료하고, 호남고속철도
에서 시운전을 거쳐 영업운행에 투입할 계획이므로 상기
계획에 맞추어 시운전 과정에서의 제기되는 기술적 보완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속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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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 승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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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경부고속철도 대구선 공사구간에 폐레미콘 납품의혹
으로 경찰조사 중인 것 알고 있는지


답 변
□ 영진레미콘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위원장 외 12명을 대구
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신용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
(‘12.9.5)함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중(’12.11.10 완료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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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폐레미콘이 어느구간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진상
규명하고,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체계를

더욱

강화

하길 바람


답 변
□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 뿐만 아니라 자체
추가조사(‘12.10.15～10.22일)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
하여 문제가 밝혀지면 의규조치하는 한편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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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철도터널 안전시설은 구조물 건설 단계부터 실제 사고
발생시 활용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철도터널은 「철도안전법」,「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의거 화재발생 시 승객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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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철도터널의 소방안전시설은

철도사업

감독체계와

분리될 수 있도록 소방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철도터널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의거 설계․건설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 소방법 적용문제는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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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소방방재청에서 철도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시키는 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터널
건설의 시행 및 소유권자인 공단의 입장


답 변
□ 철도터널은 관제 지시에 따라서 전방의 운행조건을 사전에
탐지하여 운행되는 점과 운행속도 및 제동거리 등을 고려
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며,
□ 철도터널은 도로터널과 달리 철도차량의 불․난연화(화재확산
방지),

최첨단 통신네트워크(차량↔사령실, 역, 차량간 통신) 및 신호

보안(차량위치 파악 및 통제), 기관사, 승무원의 비상시 안전 교육
등을 통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 만약 터널 내 화재가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통제가
가능하여, 소방법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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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터널 내 안전점검 시에도 소방관서가 항상 참여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
하는데 동의 여부


답 변
□ 금정터널은 ‘11.11.10 공단, 코레일 및 부산시 소방본부와 함께
‘KTX 금정터널 사고 공동 대응능력 강화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하여 유사시 상호 기술지원, 사고대응장비 지원 등 소방관서와
공동 대처토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매년 합동 비상대응 훈련 시행(‘11.11.15, ‘12.08.21)

○ 아울러, 터널 내 안전점검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년 1회
작동기능검사를 시행하는 등 터널 내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작동기능검사 : 터널방재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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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현 룡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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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공단은 주요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된
국산제품이 반드시 호남고속철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진행상황을 밝혀주기 바람


답 변
□ 현재 국산화 추진중인 철도용품은 철도건설사업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중에 있으며 개발 완료 후에는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 철도 주요자재 108개 품목을 선정하여 현재 100개 품목을
국산화 완료(93%)하였으며, 나머지 8개 품목도 '13년까지
국산화를 완료(100%)하여 신뢰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면 호남
고속철도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 슬라브궤도는 경전선(반성～진주간 877m)에 설치하여 성능을 검증
(‘12.7～’13.7)하고 결과에 따라 호남고속철도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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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공들여 개발한 국산자재를 호남고속철 뿐만 아니라
2014년 완공되는 수도권고속철도나 향후 신설 또는
개량사업으로 확충되는 고속선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향후 계획


답 변
□ 국산화 개발을 완료한 자재에 대하여 신뢰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면 공들여 개발한 국산자재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신설 또는 개량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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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철도용품 구매는 호남고속철에 적용한 것처럼 공단이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의 입장


답 변
□ 국산화 개발을 완료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신뢰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면 호남고속철도뿐 아니라 고속철도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도 공단이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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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KTX 수서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답 변
□ 수서역세권개발사업은 올해 3월 KDI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국토부와 구역지정제안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KDI)
- 수익성(PI) : 1.44, 사회적편익(B/C) : 0.7, 종합평가(AHP) : 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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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KTX 수서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제안 추진 계획


답 변
□ 수서역세권개발사업은 현재, 국토부와 구역지정제안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제안 추진 절차
①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제안(공단→국토부)
② 관련부서 협의(국토부)
③ 지정제안 수용여부 결정(국토부)
④ 지정제안 수용통보(국토부→공단, 지정제안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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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주 통 합 당

박 수 현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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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적자 공기업인 시설공단이 KTX 민영화 홍보를 위해
6.7억원이나 사용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보는지


답 변
□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으로 고속철도 운영에 경쟁이 도입
되면, 선로사용료 추가 확보와 건설부채 조기 회수 등 공단
으로서는 많은 실익이 있어 추진하였습니다.
* 경쟁도입 시 연간 4～5천억원이상의 부채상환 가능
* 매년 4천억원(‘11년 4,365억원)넘는 건설부채 이자가 발생하나, 철도공사가
내는 상환액은 매년 1천억원 수준(유지보수비 제외)에 불과

□ 경쟁체제 도입은 요금인하, 서비스 향상 등 국민 모두가 다양한
편익을 향유할 수 있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이
기대되는 등 경쟁도입의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홍보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 공단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
방향이 공단의 부채감소 정책에 부합하므로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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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철도개혁추진단은 국토부의 지시로 만들었는지


답 변
□ 공단으로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 정책이
공단에 큰 실익이 있어 자발적으로 비상주 T/F를 구성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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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철도개혁추진단의 활동 실적으로 소개된 언론기고,
사설 및 오피니언 총 63회 부분은 결국 추진단이 사설과
오피니언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인지


답 변
□ 언론 사설 또는 오피니언 기고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언론사 및 대학교수들이 스스로 경쟁도입에 대해 정부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여 기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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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국토부를 대신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고 철도개혁추진단
까지 만들어 민영화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지


답 변
□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고속철도 건설에 투입된 공단
채권재원의 적정 회수를 위한 공단의 선로사용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직접적인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 고속철도 건설부채 감소를 통한 국민부담 완화 및 요금인하,
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철도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것
이라고 생각하며,
□ 공단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
방향이 공단의 부채감소 정책에 부합하므로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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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역사에서 부본선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운행과
승객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닌지


답 변
□ 부본선은 후행하는 열차가 선행열차를 추월할 수 있도록 대피
할 경우, 선행열차가 출발하기 전 후행열차를 도착시킬 경우,
종착 및 시발열차를 착발시킬 경우 등 필요시 설치하는 선로
입니다.

□ 호남고속철도 보다 열차운행 횟수가 많은 경부고속철도 운영
과정에서 선행열차가 후행열차 대피를 위해 부본선을 활용한
사례가 없고,

□ 호남고속선의 역간 평균거리는 45km로 외국사례(독일 90km,
프랑스 64km, 중국 76km) 보다 짧고, 경부고속선에서도 김천
구미역이 개통될 때까지 대전～동대구간 영업거리 127km를
부본선 없이 정상운행하였습니다.

□ 또한 경부2단계 개통 후 선로전환기, 분기기 장애로 분기기
설치구간(경주역, 울산역 인근)은 아직까지 300km/h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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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사항 발생 시 정읍역은 일반철도 선로로 공주역은 인근역
(오송 또는 익산)으로 대피가 가능하고, 일본 신간선의 신고베역
등 5개역은 부본선 없이 운영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부본선은
반드시 설치할 필요성은 적다고 봅니다만,

□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설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의 열차운행계획, 경부
고속선 운영사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시행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 없도록 시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호남고속철도 열차운행계획 및 역간거리(‘06.4월 기본계획)
- 오송～공주～익산 53회/일/편도 (17～18분 시격)
- 익산～정읍～광주송정 33회/일/편도 (30분 시격)
- 역간 평균거리 : 5개역 182km이며, 평균 45km (42km～ 50km)
* 경부고속선 : KTX 여객전용선으로 선행열차가 후속열차를 위해
대피한 사례가 없고, 경부2단계 개통 전 대전～동대구간 127km를
본선으로만 운행
- 경부2단계 개통 후 신경주․울산역의 선로전환기․분기기 장애로
아직까지 300km/h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분기기는 소음․
진동도 증가 시킴
* 해외(일본) 사례 : 신고베 등 5개역에 부본선을 설치하지 않음
- 부본선 없는 역간 평균거리 : 47km (36km～60km)
- 신고베역은 전․후 역간거리가 59.7km이며, 운행시격 4～9분,
시간당 정차 10회/편도(전열차 정차)
* 해외 고속철도 평균 역간거리 : 중국 76km, 프랑스 64km, 독일 9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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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공단의 부본선 폐지 방침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는
이유와 공공기관장이 감독 부처 장관의 지시를 어겨도
되는지


답 변
□ 공단은 철도건설에 대해 국가(국토해양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한정된 정부예산과 공단이 채권 발행하여 조달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과잉시설 없는 경제적 건설과
이용자 편리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모든
철도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 부본선 미 설치시 기대효과
- 사업비 절감 243억원(궤도,전차선,신호) 중 공단부채 122억원 절감
- 신경주․울산역의 선로전환기․분기기 장애로 아직까지 300km/h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여 이용자 편리성 향상
* 부본선 미설치시 여객동선이 약 10m 축소되어 환승 및 승․하차에 편리
-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비용(인건비 포함) 절감

□ 호남고속철도 공정추진상 부본선 설치여부는 금년 12월까지
결정되면 완공일정에 지장이 없고, 열차운행계획․경부고속선
운영사례․해외사례 등을 고려 할 때 장․단기 부본선 설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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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호남고속철도의 정상적 건설을 위해 지금이라도
부본선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봄


답 변
□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설치는 금년 12월까지 설치여부가 결정
되면 완공일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 “5번”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호남고속선의 역간 평균
거리는 45km로 외국사례보다 짧고, 대구～동대구간 영업거리
127km를 부본선 없이 정상운행하였고, 이례사항 발생 시
정읍역은 일반철도 선로로 공주역은 인근역(오송 또는 익산)
으로 대피가 가능하여 부본선은 반드시 설치할 필요성은 적다고
봅니다만,

□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설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의 열차운행계획, 경부
고속선 운영사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시행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 없도록 시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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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2010년 개통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선로전환기 장애에
대해 그동안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서 정비를 하고
점검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


답 변
□ 2012년도 발생한 장애는 선로전환기 일부부품(축압기 불량, 쇄정
실린더 쇄정턱 불량 등)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써 9월말까지 조치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추가 점검․정비할 사항은 11월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1년간 안전관리활동 (‘12.8.10～’13.8.9)과
300km/h 적용성 검증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조속히
정상화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활동 용역시행 현황
- 300km/h 적용성 검증 및 안전성 평가
․용역기간 : ‘12.8.2～‘12.11.30(4개월), 수행기관 : TUV-SUD 독일본사

- 안전관리활동
․용역기간 : ‘12.8.10～‘13.8.9(12개월), 수행기관 : TUV-SUD 코리아
* TUV SUD : 유럽연합(EU) 안전규격 공인인증 서비스 회사로 1866년 독일에서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에 60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제품
인증, 안전성 평가, 검사 및 품질시스템 평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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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선로전환기 도입 당시 BWG 분기기와 호환성이 좋은
S700K 대신 적용한 사례가 별로 없는 하이드로스타를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지


답 변
□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던 S700K 선로전환기는 감사원 지적과
철도공사의 반대(장애발생시 25～40분 소요되어 운영상 문제)로 재검토한
결과 하이드로스타도 BWG 분기기와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되어 공개경쟁 입찰결과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만 2차례 단독
입찰하여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로 계약하게 된 것으로서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대만고속철도에 BWG 분기기와 S700K 선로전환기를 조합하여 설치하였으나
2007년 1월 개통하여 선로전환기 장애로 정상화 될 때까지 4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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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감사원 지적사항>
○ 분기기는 신호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호 연계성에 대한 기술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종간의 경제성과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기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
- 신호장비간 상호 연계성(Interface) 문제로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S700K 선로
전환기가 1단계의 MJ81 선로전환기 보다 장애 발생시 2～4명의 인원이 더 소요
- 전자연동장치는 최대 응동시간이 6초이나 S700K 선로전환기는 13초임에 따라 전자
연동장치 변환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신호호환 장애발생이 염려

<철도공사의 선정반대>
○ 경부2단계 신호공사 설계자문위원회(‘06.10.31)
* S700K 선로전환기는 운영 및 유지보수가 불가능하여 MJ81 선로전환기로
변경 요구(MJ81 선로전환기는 BWG분기기에 적용실적이 없음)
○ S700K 선로전환기 설명회(’07.5.3)
* S700K 선로전환기는 운영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선정
반대(고장시 수동취급에 20분이상 소요)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 적용성 검토>
(신호와의 연계성)
○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는 BWG사의 모 회사인 VAEE사에서 제작한 제품
으로 BWG분기기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전자연동장치 설계 및 제작을 담당하는 Alstom사에서 인터페이스가 가능
하도록 검토 완료(‘07.7.23)
(검증내용)
○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CENELEC)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오스트
리아, 독일 국철 및 스페인 고속철도 등에서 안전성 및 신뢰성 관련시험을
시행하고 인증된 설비임
* 독일 연방철도국(EBA), 안전성 인증(‘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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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철도국(OBB) 안전성 인증(‘05.12.22)
* 스페인 고속철도(350km/h) 공급승인서 취득(‘07.5.9)

○ 경부2단계 적용을 위한 동하중 실내시험 결과 적합(‘08.1월)
* 300km/h 속도 및 KTX 17.5톤 축하중 적용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 선정경위>

○ ’04. 5.28. 경부2단계에 콘크리트궤도 부설 결정
○ ’06. 6.30. BWG분기기와 S700K선로전환기를 궤도 실시설계에 반영
○ '06.11.10. 공단 일상감사 시 선로전환기 경제성 등 재검토 요청
○ ’06.12.11. 선로전환기를 BWG분기기와 분리하여 신호에서 구매 결정
○ ’06.8.~12. 감사원감사 수감(경부2단계 건설사업 추진실태)
* 신호시스템과 연계성 검토하여 분기기 선정 재검토 지시(’07. 7.27)

○ ’07. 4.26. 하이드로스타(Hydrostar) 선로전환기 설명회 개최
○ ’07. 5. 3. S700K 선로전환기 설명회 개최
* 공사에서 수동취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선정 반대

○ ’07. 7.23. 신호설비와 선로전환기 인터페이스 방안 검토
* 신호설비(전자연동장치)와 선로전환기(Hydrostar, S700K)
인터페이스 방안 수립

○ ’08. 4.16. BWG분기기에 적용 가능한 선로전환기의 적용성 검토
* 하이드로스타, S700K 선로전환기 모두 사용가능

○ ’08. 6. 4. 감사원처분 재검토 결과 BWG분기기로 결정
○ ’08. 8.29. 선로전환기구매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 공단, 공사, 철도연, 학계, 용역사 합동

○ ’08. 9.23. 선로전환기 구매 방침 수립
* 하이드로스타, S700K 선로전환기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

○ ’09. 1.30.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 계약체결 (S700K 입찰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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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0. 계속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선로전환기 문제가 근본적
으로 해결될 것 같은지


답 변
□ 선로전환기 장애는 일제정비와 하자조치(축압기 불량, 쇄정실린더
쇄정턱 불량 등)를

완료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나머지 추가 점검․

정비할 사항은 11월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1년간 안전관리활동(‘12.8.10～’13.8.9)과
300km/h 적용성 검증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조속히
정상화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활동 용역시행 현황
- 300km/h 적용성 검증 및 안전성 평가
․용역기간 : ‘12.8.2～‘12.11.30(4개월)
․수행기관 : TUV-SUD 독일본사
- 안전관리활동
․용역기간 : ‘12.8.10～‘13.8.9(12개월)
․수행기관 : TUV-SUD 코리아
* TUV SUD : 유럽연합(EU) 안전규격 공인인증 서비스 회사로 1866년 독일에서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에 60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제품
인증, 안전성 평가, 검사 및 품질시스템 평가 서비스 제공

- 113 -

질 의
11.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한 열차 탈선 등 안전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경부2단계 구간의
선로전환기를 재시공해야 한다고 봄


답 변
□ 선로전환기 장애는 일제정비와 하자조치로 감소(8월 9건, 9월 6건)
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하여 9월말까지 원인분석을 완료하였으며,
11월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 선로전환기 장애발생시 열차지연은 되나 탈선 등의 문제는
없으며, 재시공시 열차를 단선 운행할 수밖에 없어 더 큰
문제가 초래되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재시공은 열차 단선운행시 고속열차의 운행 횟수를 약 50%
축소해야 함에 따라 대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야기 시키고 철도
공사는 약 1,410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는 등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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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2. 공주역사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
사항에 대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답 변
□ 공주역 진입도로(시도 16호선, 리도 207호선) 확장, 공주역
전․후 교량구간 연장, 신영천 쉼터조성 요구에 대해,
○ 진입도로 확장은 공주시에서 용지매수를 하고 공단은 설계
및 공사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 공주역 전․후 교량구간 연장은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크게
훼손되지 않음에 따라 현 설계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공주시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 신영천 쉼터는 역사주변에 민가가 없고 역 이용객은 역구내
시설 활용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역사
전면광장에 역사 규모에 맞추어 조경식재 및 벤치 등을 설치
하고 역구내 시설을 항시 개방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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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3. 장항선, 경의선 철도역사 이용객 수요예측이 실제
이용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


답 변
□ 2003년 이전 당시에는 수요예측기법의 객관성·일관성 부족,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가 구축되지 않아 연구자의 자의적
가정 및 주변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예측
함에 따라 이용객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었습니다.
* 2003. 5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구축 배포

○ 장항선 및 경의선의 경우 수요예측 분석 기준년도가 2002년
이전에 예측된 수요로 실제 이용객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요예측을 보다

과학적인 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1 ] 장항선, 경의선 사업 현황
사업명

개통구간

연장

장항선개량
신창∼군산
천안∼신창 복선전철
천안∼신창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DMC∼문산

개통일자

89.1km ‘08.12.15
21.7km ‘08.12.15
40.9km ‘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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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분석 KTDB
기준년도
적용여부
‘97년
미적용
‘02년
미적용
‘98년
미적용

[ 참고2 ] KTDB (Korea Transport Database,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는 교통통계
정보임
-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로 특정지역 또는 특정항목 대상
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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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4. 과대 수요예측으로 인해 과잉역사 건설에 낭비된
국민 혈세가 얼마쯤 될 것으로 보는지


답 변
□ 공단은 과잉시설 개선을 위하여 예산절감 등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적용 이전(2003년)의 수요예측은
수요예측기법의 객관성, 일관성 및 통일성 부족과 주변개발이
적기에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 과다하게 수요
예측되어 1개역당 평균 679백만원 추가소요 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 2003. 5월 정부에서 수요추정의 기본 자료인 국가교통데이터
베이스(KTDB) 구축 배포 이후,
○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예측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과다 수요예측에 따른 소요액(추정)
사업명

역사수

장항선개량
천안∼신창 복선전철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10역
6역
16역

개통일자 추가가소요액 1역 평균 예측수요 대비
(백만원)
(백만원)
이용율(%)
‘08.12.15
4,387
438
42.2%
‘08.12.15
3,178
530
38.9%
‘09. 7. 1
14,166
885
28.6%

* ´11년말 기준 이용객수 대비하여 산출된 추정금액이며, 수요증가시 추가 소요액은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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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5. 정확한 수요예측에 근거한 설계 및 시공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 철도 수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06. 5월 기획
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수요예측 재조사 시행)에 따라
설계 및 시공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철도건설 단계별 수요예측 재조사 방안’을 수립(‘09. 4, 공단)하여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시기, 요건 등에
대한 시행 기틀을 마련하였고,

○ 공단 절차서에 수요예측 재조사 시행 등을 반영 개정하여 시행
절차(기본 및 실시설계 관리 공단 절차서 개정, ‘12. 6)를 명시
하였습니다.

□ 현재 시행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단계별 수요예측 재조사 시행 및 그
결과를 토대로 과잉설계나 시공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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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요예측 부실방지를 위해 이미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2007.5월) 되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수요예측했을 경우
제재(업무정지, 부실벌점 등)토록 제도개선 되었으나,

○ 수요예측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책임제 도입, 구상권 청구 등
수요예측 부실방지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참고1 ]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시기(총사업비관리지침 제37조)
1.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2. 기본설계 완료 단계
3. 실시설계 완료 단계
4. 시공단계

[ 참고2 ] 수요예측 부실시 제재조치(건설기술관리법)
□ 수요예측 부실시 벌칙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요예측 부실시 업무정지 및 벌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벌점 3점
-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벌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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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 남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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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기 운행중인 KTX-산천을 개선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제작기간이 30개월은 너무 짧은 것 아닌지


답 변
□ 호남고속차량은 개발 완료되어 양산단계에 있는 차량으로서
개통에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 제작사로 하여금 차량 생산라인을 2개로 운영하는 등 조립
기간을 단축하여 시운전기간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하고 영업
운행 개시전에 성능을 충분히 검증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차량이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 1호 편성기준 제작기간
․ 제작 및 시험

: 19개월

․ 시운전

: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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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호남고속철도 개통 초기, KTX-산천의 경우와 유사한
고장이 대량 발생할 우려가 높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답 변
□ 산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호남고속차량 설계 및 제작에 반영
하고 있으며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경부고속철도 KTX 구매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11.7.26)하여 사업 추진 중
* KTX-산천 개선사항으로 호남고속차량에 반영현황(‘12.10.15일 현재)
- 모터블럭, 차상신호장치 등 161건중 132건 완료, 29건 진행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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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촉박해진 제작기간으로 인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철도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사업자 보다는,
지속적으로 철도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사업자가 선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제작과정에서 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KTX-산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량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자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호남고속철도 고속차량 구매계약
․ 계약기간 : ‘12.2.17～‘15.6.30
․ 계약금액(총비용) : 7,360억원
․ 편성당(편당비용) : 334.5억원
․ 차량제작사(판매회사) : 현대로템(주)
․ 주요일정(소요기간) : 설계(‘12.2～9월), 제작(‘12.8～‘15.3월),
시험 및 시운전(‘13.11～‘1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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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공단은 올해 2월에는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만에 호남고속철도 레일패드에 대한 하자
보증을 5년 동안 신품대비 스프링계수 변화율 25%
이내로 요구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답 변
□ 스프링계수 변화율 25%는 ’12년 감사원 처분요구의 하자보증
기준입니다.
□ 호남고속철도 레일패드 입증자료 제출 시 호남고속철도와
동일한 폴리우레탄 레일패드를 네덜란드 고속철도에서 시료
(5.8년 경과)를 채취하여 국내 국가공인시험 기관(한국화학
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계약
조건(5년 동안 스프링계수 변화율 25%이내)을 만족(변화율
4.1%) 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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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온도변화가 심해 네덜란드 보다
경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주)에이브이티에서
제출한 시험결과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 호남고속철도 레일패드 입증자료 제출 시 (주)에이브이티에서
네덜란드 레일패드(PU)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변화 자료로 국내
전라선에 시험부설(5.8년 경과) 된 보슬로사 레일패드(EPDM)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국가공인시험 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검증시험을 거쳐 변화율 21.9%로 충족하는 것으로 검증 받았
습니다.
*

PU(polyurethane)

:

폴리우레탄,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class) : 합성고무
* 폴리우레탄이 합성고무보다 내구성, 내연성 등이 우수함
* 레일패드 경화 주요 요인 : 하중의 크기 및 누적통과톤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고속철도 체결장치 적정교환주기 산정연구 용역_’09.10월_철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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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시공 후 5년이 경과된 레일패드가 없어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할 수 없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료로도
충분히 성능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답 변
□ 호남고속철도의 레일패드 하자보증 기준은 처분에 따라 “5년
동안 스프링계수 신품대비 변화율 25%이내”를 계약조건으로
명기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계약조건을 만족하는 입증자료(시험성적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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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금년 2월 궤도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레일패드
스프링계수 변화율 25%가 매우 엄격한 기준이라면
우리의

환경에

맞는

성능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


답 변
□ 금년 2월 작성한 자료는 내부 토론회 자료로
○ 노천구간에 보슬로 일반용 레일패드가 부설된 것이 없어
경부 2단계 울산역 부근(천전건넘선)에 시험 부설된 분기기용
보슬로 레일패드의 스프링계수 측정결과 변화율 25%가 초과
되어 감사원의 하자보증 기준을 양사(팬드롤코리아, 에이브
이티)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토론회 자료로 작성하였으나,
○ 추후 시험에 사용된 레일패드의 제조사 및 재질이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호남고속철도 레일패드 : 게츠너社, 폴리우레탄(PU)
* 경부 2단계 천전건넘선 레일패드 : 사르-구미社, 합성고무(EPDM)

□ 스프링계수 변화율 25%는 ’12년 감사원 처분요구의 하자보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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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철도 레일패드 입증자료 제출 시 호남고속철도와
동일한 폴리우레탄 레일패드를 네덜란드 고속철도에서 시료
(5.8년 경과)를 채취하여 국내 국가공인시험 기관(한국화학시험
연구원)에서 시험하여 계약조건(5년 동안 스프링계수 변화율
25%이내)을 만족(변화율 4.1%) 한다는 시험성적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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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신품대비 스프링계수 변화율 25%이내라는 현재의
성능기준이 옳다면 하자보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답 변
□ 위원님의 지적대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남고속
철도 궤도공사 계약조건에 하자보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사시방서 : 하자보증기준 명기
* 품질보증각서 : 하자보증기준 명기 및 원 제조사와 공동 날인
* 하자보증 이행각서 : 하자보증기준 명기 및 이행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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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현행 타당성평가체계는 도로부분에 일방적으로 유리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답 변
□ 타당성평가체계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99) 당시부터

국가의 주요 SOC사업이 도로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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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0. 교통수단간 타당성평가체계 형평성을 고려해 철도
차량구입비를 비용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답 변
□ 타당성평가체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토부, 기재부 및 KDI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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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경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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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건설현장 사고 중 인명사고의 경우 사망이 44%를
차지하는 등 높게 나오는 이유는? 건설현장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단과 시공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예방을
요청함


답 변
□ 철도건설현장은 위험성이 높은 교량에서의 고소작업, 터널 및
전차선 작업 등 취약현장이 많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안전사고 분석결과 개인 안전장비
미착용 등 휴먼에러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5대안전사고 : 81%(추락 40%, 협착 14%, 감전 12%, 낙하 11%, 전도 7%)

□ 공단은 “무재해 안전시공”을 위해 시공․품질․안전관리 조직
체계를 일원화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계층별 점검
체계화, 취약개소 중점관리,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체험교육장(자체21, 외부6)을 활용한
체험교육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계층별 점검 체계화 : 시공사→감리단→지역본부(공사관리관, PM부장,
건설처장)→본사

○ 그 결과 금년(’12.7월)에는 작년동기(’11.7월) 대비 인명사고가
56%(9명→4명) 대폭 감소하였으며, 사망자수도 25%(4명→3명)
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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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 공단의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도 건설사들의 원가
절감사유서 위변조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전수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봄


답 변
□ 공단은 최저가 입찰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원가절감
사유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입찰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확인한
결과 위․변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전수조사실시 : ‘11.10.12～’11.12.21(조사자 : 계약처 입찰담당자)

□ 공단은 금년부터 최저가적정성 심사기준을 건설사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는 비계량 평가방식에서 공종입찰
*

**

금액 을 공종기준금액 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계량
평가방식으로 개정․운영하고 있어, 증빙서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전수조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하는 공종별 입찰금액
** 공종설계금액에 70%를 곱한 금액과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의 평균입찰금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제도개선내용
종 전

현 행
공종 기준금액 대비 입찰금액 비율로
절감사유 증빙서류(시공실적 확인서,
계량평가
세금계산서, 품셈단가 등)에 근거한
ㆍ공종가격점수= Σ (세부공종입찰금액/
비계량 평가
세부공종기준금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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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 조달청 등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올초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사면되었는데

위․변조를

눈감아 줘서는 안됨. 제재는 물론 위계에 의한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도 반드시 함께 병행하기를 강력히
주문함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 위․변조행위 적발 시 제재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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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2차례에 걸쳐 ‘수요예측’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개통된 철도 노선의
역사 이용객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답 변
□ 2003년 이전 당시에는 수요예측기법의 객관성·일관성 부족,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미구축 등으로 연구자의 자의적
가정 및 주변개발계획 추진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 2003. 5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구축 배포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08년 이후 개통된 장항선 개량 등 7개
사업 중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2003.5월 배포) 이전에
수요 예측한 5개 사업은 실제 이용객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
니다.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구축(2003.5월 배포) 및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기획재정부에서 수차례 개정작업을
통해 수요예측 방법론 등의 적용기준 강화로,
○ 연구자의 재량이 축소되는 등 과학적이며 신뢰성이 확보된
수요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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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KTDB (Korea Transport Database,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는
교통통계 정보임
-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로 특정지역 또는 특정항목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참고2] 장항선 개량 등 7개 사업 현황
사업명

개통구간

연장

개통일자

수요예측분석
KTDB
기준년도
적용여부

장항선개량

신창∼군산

89.1km ‘08.12.15

‘98년

미적용

천안∼신창 복선전철

천안∼신창

21.7km ‘08.12.15

‘02년

미적용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DMC∼문산

40.9km ‘09. 7. 1

‘98년

미적용

경춘선 복선전철

망우∼춘천

81.3km ‘10.12.21

‘00년

미적용

분당선 오리∼수원 복선전철 오리∼기흥

6.9km ‘11.12.28

‘01년

미적용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덕소∼용문

41.2km ‘09.12.23

‘05년

적용

동대구∼부산 128.1km ‘10.11. 1

‘03년

적용

경부고속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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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 지속적으로 수요예측이 어긋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국토부 등과 수요재조사 등을 건의하거나 협의한
사례가 있는지


답 변
□ 2006. 5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수요
예측재조사 시행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2009년도에 울산～포항 복선전철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시행 : 4개 사업

** 철도공단 시행 : 3개 사업

- 울산～포항 복선전철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 포항～삼척 철도건설

- 덕소～원주 복선전철

- 진주～광양 복선화

- 제천～쌍용 복선전철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참고]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2006. 5월, 기획재정부)
제31조(수요예측 재검증 목적) 수요예측 재검증은 사업구상에서 완공
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수요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앞으로도 수요예측이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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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6. 수요재조사 등을 통해 건설비 및 운영비 절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 등과 점검할
의사는 없는지


답 변
□ 철도 수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06. 5월 기획
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수요예측 재조사 시행)에 따라
설계 및 시공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철도건설 단계별 수요예측 재조사 방안’을 수립(‘09. 4, 공단)
하여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시기,
요건 등에 대한 시행 기틀을 마련하였고,

○ 공단 절차서에 수요예측 재조사 시행 등을 반영 개정하여
시행 절차(기본 및 실시설계 관리 공단 절차서 개정, ‘12. 6)를
명시하였습니다.

□ 현재 시행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요예측 재조사 시행 및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기재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143 -

[ 참고1 ]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시기(총사업비관리지침 제37조)
1.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2. 기본설계 완료 단계
3. 실시설계 완료 단계
4. 시공단계

[ 참고2 ]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
1.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건설이 추진되어 수요에 중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3. 전․후 연결구간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계획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4. 수요예측 방법론상의 변화
5. 민간투자사업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 변경
6.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업
7.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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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7. 철도공사 출자자산을 국유화 한 이후 공단에 운영권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변
□ 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철도의 관리청으로서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공단이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19조(관리청) 제2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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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8. 언론 등이 공단을 ‘국토부의 2중대’ 라고 비판하자,
국토부가 직접 해명자료까지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변
□ KTX 경쟁도입은 고속철도 건설 등에 따른 공단 부채해소와
철도산업 발전 등 공단의 실익이 있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 경쟁도입 시 연간 4～5천억원이상의 부채상환 가능
* 매년 4천억원(‘11년 4,365억원)넘는 건설부채 이자가 발생하나, 철도공사가
내는 상환액은 매년 1천억원 수준(유지보수비 제외)에 불과

□ 공단은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철도건설과 국유 철도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서 공단과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KTX 경쟁도입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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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9. 공단과 공사가 다시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답 변
□ 철도구조개혁은 과거 철도청의 만성적인 적자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철도투자 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며,
○ 구조개혁 이후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철도 투자확대
등 구조개혁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 철도투자 (‘04년) 2.8조원 → (‘12년) 6.5조원 → (‘13년) 7.5조원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제도 개선(‘11.10월) : 경제성 분석기간 연장(30→40년)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 총 88조 투자, 3,557㎞(‘10)→4,934㎞(’20)

□ 철도구조개혁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령과 기본계획에 따라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 국민의 정부 : “철도청 민영화 및 건설 공단화” 국무회의 의결(‘99),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수립(‘01)
* 참여정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03), 철도시설공단법(’03),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04), 철도공사법(‘04), 철도사업법(’05)
* (1단계) 시설․운영 상하분리(‘04) → (2단계) 철도공사 출범(’05) → (3단계)
철도공사 경영개선(‘05～’12) → (4단계) 철도운영 경쟁체제 조성(‘15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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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은 제도나 시스템적인 문제이므로, 철도 운영주체 관련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 우리보다 먼저 경쟁체제를 도입한 일본, 유럽 등 해외 철도
에서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 또한 항공, 해운 등의 경우에도 운영사가 아닌 정부 등에서
안전관리, 관제 등을 하고 있어 안전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오히려, 운영, 유지보수, 관제 등을 철도공사에서 독점하고
있는 現체제가 감독기능 미흡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책임
한계 불분명 등으로 안전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 운영을 다시 통합할 경우 과거 철도청 시절의 비효율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철도투자의 부진만 초래할 것입니다.
□ 현시점에서 공사․공단 통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초 철도
구조개혁 취지를 살리고 유럽 선진철도 모델을 바탕으로 철도
산업(건설, 운영, 차량 등)발전과 철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철도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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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철도구조개혁 주요 추진경위

□ 철도공사화 추진무산 (’85～’95)
○ 세계은행(IBRD) 철도차관 도입협정시 철도공사화 추진․약속(’80)
○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철도공사화 방안 검토 (’85년, 88년)
○ ‘한국철도공사법’ 제정(’89)
○ ‘한국철도공사법’ 폐지 및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제정 (’95)
※ 국영철도 체제하에서 경영개선 추진하였으나 도리어 영업적자 확대

□ 철도산업 구조개혁 재추진 (’99～’02 : 국민의 정부)
○ 국무회의에서 ‘01년 철도청 민영화 및 건설공단화’ 방침결정 (’99)
○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01)
○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국회 제출 (’02)
□ 철도산업 구조개혁 실행 (’03～’05 : 참여정부)
○ 참여정부 인수위에서 구조개혁 수정안(민영→공사화) 발표 (’03.1)
○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 공단법 공포 (’03.7)
○ 한국철도공사법(안) 국회 통과․공포 (’03.12)
○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4단계 개혁 , 04년)
○ 철도사업법 제정(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근거 마련, 04.12월)
□ 4단계에 걸친 철도구조개혁 추진 (’05～현재: 참여정부, 현 정부)
① (상하분리)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족 (’04.1)
② (철도청 → 철도공사화) 철도공사 발족 (’05.1)
③ (철도공사 경영 선진화) 인력 효율화, 사업별 회계분리 등 ( ~‘12년)
④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경쟁사업자 선정(‘12년) 및 운영(’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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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04)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 :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수직적 분리
○ 철도시설자산을 철도청에서 건교부로 이관
○ 철도시설의 건설 및 시설관리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을 설립(‘04.1)
- 철도운영은 2단계 구조개혁 전까지 철도청에서 수행

□ 2단계 : 철도운영의 체제전환
○ 정부기관(철도청)에서 정부전액출자의 공기업인 철도공사 체제로
전환(‘05.1)
-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

□ 3단계 : 철도운영부문의 경영개선 추진
○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경영개선 추진
○ 철도운영사업을 시장별 전문경영을 위해 여객사업과 화물사업
으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 4단계 : 경쟁적 철도시장환경의 조성
○ 철도운영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 제3자의 선로접근 자유화를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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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석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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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댓글달기를 하는 것은
입법심의하는 의원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동 아닌지


답 변
□ 지난 7월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게시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게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한
것일 뿐 철도시설공단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철도시설공단 현원 1,341명 중 3%에 불과한 45명이 반대 의견을 게재한
것을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입법예고된 법안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공개 입법예고제도의 원래 취지라고 생각하며,
공단 직원 중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나 선로사용료 등의
관련업무 관계자들이 관련의견을 게시할 수도 있다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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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내 현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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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부족한 지진가속도계 설치와 함께 전반적으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답 변
□ 개정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한 시설물은 문제없으나,
과거에 건설된 시설물은 내진성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내진성능기준 : (일반철도) '99년 제정, (고속철도) '91년 제정, '00년 강화

□ 내진성능이 미흡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일반철도시설물(926개소)에 대하여 1차 내진평가를 시행 후
보강 필요개소(388개소)에 대해 금년말까지 142개소 보강하고
'14년까지 보강완료 예정이며,
- 나머지 시설물(1,262개소)도 '13년까지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내진기준 강화('00년) 이전에 설치된 고속철도시설물
253개소는 '12년 말까지 내진성능평가 후 '13년부터 순차적
으로 보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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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승 용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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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고객의 편의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호남고속
철도 부본선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봄


답 변
□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설치는 금년 12월까지 설치여부가 결정
되면 완공일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설치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의
열차운행계획, 경부고속선 운영사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시행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
없도록 시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호남고속철도 열차운행계획 및 역간거리(‘06.4월 기본계획)
- 오송～공주～익산 53회/일/편도 (17～18분 시격)
- 익산～정읍～광주송정 33회/일/편도 (30분 시격)
- 역간 평균거리 : 5개역 182km이며, 평균 45km (42km～ 50km)
* 경부고속선 : KTX 여객전용선으로 선행열차가 후속열차를 위해
대피한 사례가 없고, 경부2단계 개통 전 대전～동대구간 127km를
본선으로만 운행
- 경부2단계 개통 후 신경주․울산역의 선로전환기․분기기 장애로
아직까지 300km/h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분기기는 소음․
진동도 증가 시킴
* 해외(일본) 사례 : 신고베 등 5개역에 부본선을 설치하지 않음
- 부본선 없는 역간 평균거리 : 47km (36km～60km)
- 신고베역은 전․후 역간거리가 59.7km이며, 운행시격 4～9분,
시간당 정차 10회/편도(전열차 정차)
- 1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