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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의 대화

일찍 찾아온 더위가 마냥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장마철 피해를 걱정하
는 분위기로 반전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
입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 일들이란 반전과 역전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지만 희망을 놓지 않
게 됩니다.
벌써 7월입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2017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
는 이 달, 공단 사보 「철길로 미래로」를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웃
음과 활기로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금년 하반기를 출발할 수 있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달 16일에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공단
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 종
합평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3년 연속 B를 받았
으니 내년에는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올해 초 세웠던 계획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파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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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의 대화

하반기에는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착실한 사업관리, 원주∼강릉 철도의 성공적 개통, 자카르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차질 없이 LRT

LRT 2·3단계 수주를 위한 타당성 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수익창

1단계 사업을 완수하고 2·3단계 건설사업도 우리 공단이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출을 위한 자산개발 사업 추진, 새 정부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공약 사업의 추진 계획,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나름의 노력 등 기존의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도 창의성과 사명감을 발휘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꽤 많은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건설사 사장단과 간담

장마철 집중호우로 토사유실, 붕괴사고,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회도 갖고, 업체 차원에서 책임지고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최근 대통령께서도 어느 행사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하셨

용지매수전담반과 민원해결전담반을 꾸려 집행부진 원인을 찾아 족집게처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

고,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사와 발주자의 책임 문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기

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재정집행은 목표 대비 97.6%를 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주

준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관리임을 항시 잊지 않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단의 노력이 국민경제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과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좀 더 고민하며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푹푹 찌는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모두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여
올해 말 우리 공단은 대한민국 철도역사에 또 다른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순간인 원주∼강릉 철

름 휴가는 권리이자 의무이니 반드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장마로, 더위로 짜증이 많으시겠지만 우

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원주∼강릉 철도가 시속 250km라 하더라도 해당 구간에는

리 공단이 건설하는 철도가 일구어 나가는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며 보람차고 활기찬 7월이 되시기를

LTE-R 등 HI-FIVE 국내기술이 적용되어 우리 공단의 역량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떨쳐 알릴

기원합니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창·강릉까지 내·외국인의 발이 되어줄 그날을 위해 앞으로 남은 종합시험
운행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호남고속철도·수서고속철도
의 성공적인 개통신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포항∼영덕 등 개통사업, 진행 중인 사업들도 공단의 명
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1일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우리 공단 직원 13명이 LRT 1단계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
고 있습니다. 이들이 흘리고 있는 땀방울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뿐만 아니라 LRT
2·3단계 후속사업으로까지의 수주 확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글·사진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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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토목설계 분야에 한국사업단 진출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02

03

카자흐스탄에
한국철도의 우수성을 알리다!

강영일 이사장 릴레이 소통 이후
철도건설현장이 달라진다

여의도 면적 3.5배 크기의
철도유휴부지 활용 나선다

한국철도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열린 소통’ 릴레이로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결 적극 나서

이르면 올해 9월 사업자 선정 예정

작년 8월 말레이시아가 국제 입찰한 말레이시아∼싱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카자흐스탄 동남부 알마티 주의

포르 고속철도사업(이하 말싱사업)의 토목 설계용역(RDC,

주도인 알마티(Almaty)에서 지난 5월 31일(수)∼6월 1

Reference Design Consultant)에 「말싱 고속철도 한국

일(목) 양일간 ADBI와 KIMEP University(카자흐스

강영일 이사장은 지난 5월부터 울산∼포항, 수원∼인천 그리고 호남고

사업단(이하 한국사업단)」이 4공구 낙찰자로 선정됐다.

탄 경영전략 연구대학)가 공동 주관한 ‘국영기업의 효율

속철도 2단계 사업(광주송정∼고막원)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근로

본 과업은 말레이시아 세랑고르(Selangor)주와 네그리

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워크숍에 참석, ‘한국 철

자들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근로여건 및 경영환경 개선 요구를 직접 듣

셈비란(Negeri Sembilan)주 경계에서 멜라카(Melaka)

도 공기업의 개혁 성공사례’를 발표해 한국철도의 우수성

는 ‘열린 소통 릴레이’를 진행했다.

주와 조호르(Johor)주 경계까지 약 108km 노선 고속철도

을 알렸다.

토목구조물의 설계를 시행하게 되며, 용역금액은 40여억

04

공단은 워크숍 두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04년 경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강영일 이사장의 ‘열린 소통 릴레이’ 이후 철도건
설현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강영일 이사장에게
철도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미사용중인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 ’17년도 철
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를 접수받
았다.
이번 사업 제안 공모는 전체 철도유휴
부지 1,806만㎡ 중에 현재 활용 중인 770
만㎡를 제외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
하는 1,036만㎡의 부지가 그 대상이다.

원이다.

부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시행한 ‘철도 구조개혁의 성과’

주요내용은 ‘여름철 무더위 쉼터 확충과 쉼터 내 편의시설 개선’, ‘샤워

이 활용사업은 ’15년 7월 국토교통부

* 말싱 고속철도 사업 총 연장 : 350km (말 : 335km, 싱 : 15km)

를 소개하고, 작년 12월 도입한 ‘고속철도 운영사 경쟁을

장 확충 등 하도급사 근무환경 개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개인보호

훈령으로 제정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성과’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로

장비의 지급’, ‘체불e제로 시스템 개선’, ‘장비 조작원의 노임단가 현실화’,

침’에 따른 것으로, 공단은 제안서 접수

말싱 사업은 토목, 역사분야(InfraCo)와 궤도, 시스템
및 차량분야(AssetsCo)로 분리 발주되며, 본 사업의 수
주를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중심으로 23개 회사가
「한국사업단」을 구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입찰은 작년 5월 한국 사업단 대표(한국철도시설
공단 강영일 이사장)와 협력 MOU를 체결한 말레이시아
현지기업 Ranhill社가 동반 참여한 것이 해당 사업의 수
주경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궤도공사용 특수 장비의 확보 어려움’ 등이다.

후 현지조사와 학계, 연구기관, 국토교

이번 워크숍에는 ADBI 이철주 부소장과 카자흐스탄

※ 체불e제로 시스템 : 자재·장비 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통부, 공단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

중앙은행, 카자흐스탄 경영대학, 중국 국유자산 감독관리

원·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流用)할 수 없도록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자기 몫 이

된 ‘철도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심사

위원회 주요 인사와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

외에는 인출을 제한함으로써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를 거쳐 빠르면 올해 9월 사업자를 선정

아시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영일 이사장의 ‘열린 소통 릴레이’ 이후 공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할 계획이다.

특히, 1990년대 초 (구)소련에서 독립한 CIS국가들은

하여 철도 건설현장의 변화를 추진 중이다.

한편, 공단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최근 국영기업의 효율적 개선에 국가적 관심이 높은 상황

먼저, 전국 243개 철도 노반건설 현장 중 여름철 근로자 쉼터가 미설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7일(목)부터 3회

그 밖에 5개 공구는 프랑스의 Systra(1·3공구), 미국

으로, 한국의 철도시설과 운영의 상·하 분리를 통한 철도

된 34개 현장에 6월 중순까지 현장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냉온수

에 걸쳐 12개의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활

의 Jacobs(2공구), Aecom(6공구), 말레이시아 HSS(5공

투자 확대 및 여객 서비스 개선 등의 사례에 많은 관심을

기, 에어컨, 제빙기와 각종 음료를 비치한 근로자 쉼터를 설치토록 했다.

용방법과 사업요건에 적합한 활용계획 수

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사업단은 세계 유수 기

보였다.

업과 국제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겨루게 되어 기술력을 인
정받게 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를 맡은 해외사업본부 최윤정 사
업지원팀장은 “이번 워크숍 참석으로 중앙아시아의 주요

하도급사 사무실 환경 개선과 장비 조작원 노임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
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했고,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더 안
전하고, 더 편리한 개인보호장비를 구매·지급하기로 했다.

립 등을 직접 설명해, 지자체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여의도 면적의 3.5배

강영일 이사장은 “공단은 금년 말 발주 예정인 말싱 고

국가들에 한국철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며, “중앙

체불e제로 시스템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근로자가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지자체와 함께

속철도 AssetsCo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유력사와의 전략

아시아 주요국가의 인사들과 교류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있도록 개선했으며 시스템 이용을 위한 동영상 매뉴얼 제작도 진행 중이다.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의 생활

적 파트너십 구축, 한국고속철도의 코리아 브랜드 홍보 등

향후 중앙아시아 철도시장에 한국철도의 진출을 추진하겠

수급이 어려운 궤도공사용 특수 장비는 공단이 ’18년까지 추가로 확보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

수주 경쟁력 강화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하기로 했다.

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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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수도권 130개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원주∼강릉 철도 시운전 열차 투입 위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이상 無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2, 3단계 수주 발판 만들어
자카르타 주정부 요청으로 철도전문가 파견,

설계단계에서 개선사항 도출로
상반기 1,434억 절감

중앙선 4개역 사용 시작으로

오는 7월 말 KTX를 투입해

지난 6월 사업설명회 갖기도

공단 내·외부 전문가 300여 명이 제안,

승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3개월 이상 시운전 시행 예정

3,300개의 아이디어 통해 성과 이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중랑역, 양원역, 도농역, 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금년 12월 개통할 예정인 원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상반기 설

정역에 설치한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공사를 완료하

강릉 복선철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열차의 안전 확보를

계 성과물에 대해 총 66회의 설계 경

고, 지난 6월 19일(월)부터 사용을 개시했다.

위해 분야별 철도시설물의 사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KTX

제성 검토와 설계 심사를 시행하여 약

를 투입해 본격적인 시운전에 돌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

1,434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

위 4개역의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는 모든 현장이 철도
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야간작업(1:00am∼4:30am, 3시간

공단은 철도유관기관의 전문 인력과 함께 사전점검 팀

30분)으로만 시공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어려웠으나,

을 구성하여 노반, 궤도, 전차선, 신호 등 총 12개 분야

‘설계경제성 검토’는 시설물의 가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무사고·무재해로 시공을 마무리

277개 항목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약 1달간 시운전열차가

향상을 위해 설계 공정 60%단계에서

했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시설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점

시행하며, ‘설계심사’는 설계 성과물의

공단은 전철 승강장에서 추락·투신 등 안전사고를 예

검했다.

두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약 5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2, 3단계, 총

품질확보를 통한 향후 설계변경요인

연장 110km의 7개 노선’ 건설에 대한 사업 참여를 본격화하기 위해, 공단 LRT

을 사전에 제거하는 절차로 설계 공정

기술협력 전문가를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에 지난 7월 3일(월)자로 파견했다.

90%단계에서 시행하고 있다.

방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착

정밀점검 결과 시운전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

수한 수도권 광역철도(경부선 등 10개 노선, 130개 역)의

점이 발견되지 않아 지난 7월 말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

KTX열차를 시속 250km/h로 운행하면서 전차선과 팬터

공단의 인력파견은 자카르타 주정부의 공식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카르

이 과정에서 공단 내·외부 전문가

로 추진 중이다.

그래프간 접촉력, 전력품질, 자동열차제어시스템, 철도시

타 LRT 2, 3단계 사업은 현재 공단이 참여 중인 LRT 1단계 구간(연장 5.8km,

300여 명이 참여하여 제안하고, 토론

스템과 KTX차량간 연계성, 열차관제시스템 등 총 99종의

18년 8월 개통예정)에 연이은 초대형 철도건설 사업이다.

과정을 거쳐 총 3,300여 건의 아이디어

승강장안전문과 열차 사이에는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발생이 적은 레이저 스캔센서를 적용했고,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열차 내에서 탈출이 용이하도록 개폐식

시설물검증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10월 말부터는 인천공항~강릉까지 실제 영업상

공단은 금년 말 연장 8.95km인 자카르타 LRT 2단계 사업수주를 목표로 하
고 있으며, 타당성조사는 금년 8월에 완료된다.

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개선사항은 ‘입
지여건을 고려한 구간별 터널굴착공법

황을 가정한 영업시운전열차를 약 한 달간 운행해 열차

한편, 지난 6월 15일(목)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40여명

적용’으로 약 26억 원, ‘공사용 가교 규

수도권 광역철도에 130개의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가

운행체계의 적정성, 열차관제능력과 고객의 열차이용 편

이 참석한 가운데, 자카르타 현지에서 LRT 2단계 타당성조사 중간발표회를 개

모 최적화’로 약 12억 원, ‘승강장 지붕

완료되면, 승강장 안전사고 감소는 물론, 승강장으로 유입

리성 등을 점검하면서 KTX기장의 노선숙지 훈련도 병행

최했고, 질의응답만 2시간가량 이어지는 등 현지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규모 최적화’로 4억 원 절감 등이다.

되는 열차로 인한 바람 차단으로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

해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개통을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

공할 수 있게 된다.

이다.

도어를 설치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공단은 국민들께서 믿고 이용할 수 있

김상태 기술본부장은 “원주∼강릉 철도를 개통하는 날

는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도시설관리자로서의

까지 안전을 위하여 사소한 사항이라도 빈틈없이 점검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와 안전

것”이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찾는 선수단 및 관람

관리로 ’17년 12월에는 수도권 광역철도를 이용하시는 승

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한국철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

객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리겠다”고 말했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LRT 2단계는 민관합작투자 사업(PPP)으로 진행되며, 투자비 회

김영하 KR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최

수가 보장되는 AP(Available Payment)방식이 적용된다.

적의 철도건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 민관합작투자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 민간은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와 보

전문가를 설계검토 단계에 참여시켜 4

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 준다.

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철도산업

※ AP방식(Available Payment) : 투자비 회수가 보장된 방식

이는 자금조달이 용이할 뿐 아니라 한국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등의 참여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기업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을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섹션명
KR
혁신을 잇다

글·사진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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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수한 철도 기술 접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시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자가용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 구간

이용 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동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데, 인도 또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짧은 거리
라도 걷기에 불편한 환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카르타 내 도시철도 시스템
도입은 필수적이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총 연장
약 116km의 LRT 시스템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자 하며 지난해 12월, LRT 1단계 사업으로 그 시
작을 알렸다.

자카르타 LRT,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만든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 현장

LRT 1단계 노선 내에는 6개 역이 있고 사이클 경기장,

스템으로 진행된다. 다만 용인경전철은 무인운전 시스템

주경기장 등이 위치한다. 또한, 노선 내에 규모가 큰 몰과

인 데 반해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은 1년 6개월 기간

병원 등이 있어, 전체 노선 중 가장 먼저 진행하는 시범

에 설계, 시공, 시운전을 완료해야 하므로 패스트트랙으

노선으로 택했다.

로 진행하며 유인운전 시스템으로 운행한다. 신호 시스템

5.8km 노선의 LRT 도입만으로는 수송분담률이 높지
않지만, 전체 노선을 건설하는 데 앞서 처음으로 사업을

도 ATP/ATO시스템이 아닌 ATS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기후를 고려해 에어컨의 용량을 높였다.

진행한다는 것과 아시안게임을 개막하기 전 도시를 정비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도 자카르타 LRT 시

한다는 측면에서 LRT 1단계 사업은 자카르타 내에서 큰

스템에 접목했다. 열차 운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우리나

의미가 있다. 2018년 8월 아시안게임 개막 이전 개통을

라 기업이 진행하며 신호나 AFC/PSD부분에 우리나라

목표로 해 공사기간이 짧은 편이며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

의 IT 기술이 도입됐다.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자카르타 내에서 MRT 건설을 진
행하고 있지만, 개통 시기가 LRT 1단계 사업보다 늦다.
자카르타 주정부와 발주처인 JAKPRO 등 현지의 사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
이다. 이에 자카르타 주정부는 교통 마스터 플랜으로, 자카
르타 시내에 연장 약 116km의 LRT 7개 노선 건설 계획을
지니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하는 LRT 1단계 사
업은 자카르타 내 고가 5.8km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12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해, 2018년 8월 개막하는 아시
안게임 전에 시기를 맞춰 개통한다. 이번 사업은 공단을 주

사업 개요
발주처 자카르타 주 산하 자산관리공사(JAKPRO)
사업 내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 고가 LRT 5.8km 건설사업
(2018년 8월 개통 목표)

자카르타 교통문제 해결의 실마리

업관계자들은 한국 철도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으며 한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에서 공단은 철도시스템분야

국철도시설공단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LRT 1단계 사업

PM/SE, 신호 EPC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수행모델도 한국의 용인경전철 등의 시스템을 좋은 예로

자카르타 현장은 Depot사무소와 인도네시아 지사 RO

삼았다.

사무소로 나뉘어 있다. RO 사무소에서는 대외 업무 및 행

자카르타 LRT의 열차 시스템은 용인경전철과 같은 시

정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사업은 Depot 사무소

- 5.8km, 역사 6개, 차량 8편성(2량 1편성) 포함
사업비 4.3억 불(공단 컨소시엄 0.8억 불)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자동열차 방호장치. 앞 열차와 뒤 열차간 거리를 유지하게 해 주고, 속도 제한 등을 지상시스템을 통해 차량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열차의 운
행속도가 이를 초과하면 기관사에게 경고하고, 그래도 조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 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열차자동운전 시스템 / ATS(Automatic

축으로 민관이 공동 협력해 해외철도사업 EPC 분야(설계·

공단 컨소시엄

자재조달·공사를 원스톱으로 진행)에 진출하는 최초 사례

Train Stop): 열차자동정지장치. 열차가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기관사에게 경고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정지시키는 장치(최고 운행

공단(대아티아이)+삼진일렉스+PT Len(우진산전)

속도는 150km/h)

로서 의미가 있다. 현재 공단은 현지 현장에 직원들을 투입

-철도시스템 PM/SE, E&M(전기·신호·통신),

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2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인
도네시아 지사를 개소했다.

검수설비, 시험 및 종합시운전 EPC
-공단은 철도시스템분야 PM/SE, 신호 EPC 공사관리

AFC(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역무자동화설비. 승객이 역사에 설치되어있는 발권기, 자동발매기 및 충전기에서 구입한 승차권 또는 교통카드 정보를 판독하여 유,
무효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고 자동으로 운임을 징수하며 생성되는 회계 및 통계 데이터를 수집·보관·분석하는 시스템 / PSD(Platform Screen Door): 승강장 스크린 도어
PM(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 / SE(System Engineering): 시스템 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통합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
RO(Reprentitive Office): 대표 사무실

16 + 17

해외 특집
꼭지명

김재홍 차장

“함께 애환 나누는
동료들이 있어 다행이죠”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에서 사업1부와 사업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사업1부는 시스

한 시스템과 제품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

템 어슈어런스(System Assurance) 등을 담당해 철도 시스템

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

이 국제 규격에 맞도록 관리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된다.

활동을 진행한다. 사업2부는 사업관리(PM)를 진행한다. LRT

현재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은 노반공사를 한창

1단계 사업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

진행 중이며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있다. 5.8km의 길지

(Construction)을 원스톱으로 하는 EPC로 진행하는데 이와

않은 구간이지만, LRT 1단계 사업이 불러올 파급력은

관련한 사업관리를 2부에서 하는 것이다.

상당하다. 1단계 사업이 개통되면 역을 중심으로 BRT,

이번 사업은 공기업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분

마을버스, 택시 등이 연계돼 연계 교통망이 개발될 것으

야에 EPC 사업을 진행하는 첫 사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로 예상되며 자카르타 내 교통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은 대아티아이, 삼진일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찾게 될 것이다.

이다. 공단이 사업을 진행하며 신호, 전력, 검수, PSD 등의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에 현지의 관심도 상당하

핵심 제품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1단

다. 특히 교민신문에 공단 주도의 1단계 사업이 소개되

계 사업으로 한 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2, 3단계 사업도 동일

며 교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

현지 근무, 동료간 화합이 필수예요
Depot 사무소 직원들의 한마디
하태길 부장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한국에서는 발주처의 입장으로 사업관리를 하
다가, 이곳에서는 사업수행자로서 발주처도 설득

“일과 쉼의 분리 없이
바쁘게 지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원태주 차장

이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자고 포부를

많아요. 호텔 생활을 하다 보니 밥 먹기도 불편하고요.

갖고 왔는데, 막상 업무를 진행해 보니 어려운 점

퇴근하고도 호텔에 들어가 잘 때까지 업무에 관한 고

이 많습니다. 현지에 나와 있는 직원들도 노력하지만, 본사의

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함께 일하면서 애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무엇

환을 나누는 동료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서로 힘든

보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동료들끼

점은 덜어주고 스트레스도 같이 풀고 하니까 좋죠.

리 서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내서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체력 관리, 영어 공부 필수예요”
가장 힘든 점은 가족과 떨어져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또, 더운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체력이 부족하
다고 느낄 때가 많아 헬스 등으로 체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 수행에는 영어가
최진식 차장

필수여서 쉬는 시간에 공단에서 하는 화상 영어와 개인 레슨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어 능통해 통역도 하고 있어요” - Adhit

“공단 근무, 굉장한 도전입니다” - Ruth

자카르타의 건설관련법을 파악하고 요약해 보고하는 역

공단에서 근무하는 것이 제게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평소 한국에

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분들과는 한국어로 의사소통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단 직원들과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며, 통역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 차이가 있는

Working in KRNA is challenging for me. Since I have always

만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been interested in Korea, It is excieted to work with KRNA.

“공단 직원들과 일하는 게 좋아요”
- Alfina Hafsari

“제 업무에 만족합니다” - Muhammad Iqbal

공단 직원들에게 철도 신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족합니다. 앞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서 공단에 도움이 되는 사

공단 직원들과 일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앞으로가 더 기

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됩니다.

I’m very satisfied working with KRNA staffs because We

I’m learning a lot about new technology of railway

are good at cooperation. I want to become a person who

from KRNA staffs. Personally, I’m very excited and

can help the KRNA by building more experience.

공단 직원들과 잘 협력하고 있어서 현재 제 업무에 굉장히 만

I look forward to work with KRNA staffs.

호텔에서 지내다가 출근해서
일하고 다시 호텔에 들어가 밀린

홍석진 부장

해야 하고 참여사들도 이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게 일상입니다. 바쁘게 지내

현지 직원들과도 언어적·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 어

다 보니 건강 관리에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렵습니다.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다들 강하기도 하고 동료애로 이겨내

직원들과 소통하고 가족과 매일 통화하면서

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Adhit

Muhammad Iqbal

공단 Depot 사무소 현지 직원

Alfina Hafsari

노반건설 업체 WIKA 직원

공단 Depot 사무소 현지 직원

Ruth

공단 Depot 사무소 현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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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도의 우수성,
인도네시아에 알리다

마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카르타 내에 전체 116km, 7개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도네시아 지사 RO 사무소

넘어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기술 지원, 계
약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 LRT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진행하는

저는 직원들에게 인화단결을 강조합니다. 기술력이 부

사업이 LRT 1단계 사업이고요. 이번 사업을 잘해야 공단

족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 되지만, 반목이 생기면

인도네시아 지사 RO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 철도의 우수성을 널리

이 나머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처럼 잘 지내는 것이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자카르타 LRT 1단계 공사 현장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자카르타에 나와 있는 공단 직원들이 책임감을 많이 느낍

중요합니다.

이후 2, 3단계 사업의 수주를 위한 대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니다.

또, 업무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철도 시장이 문을 열려고 하는 시점에 한국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철도를 대표해 자카르타에 와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

그런 면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현지에 나와 있는 직원들

다. 자카르타 LRT부터 시작해 공단이 관련 사업을 이끌어

모두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업무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니다.

본사에서도 해외 사업에 지원을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
니다. 이곳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량의 한도를

어려운 점이 많지만 서로 단결하고 긍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LRT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공단 직원들은 모든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와 환경, 문화 등 많은 것이 달라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많
습니다. 저는 RO 사무소에서 일하기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지낸 경험이 있어, 직원들의 생활
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준 과장

저는 인도네시아에도 적응했고 가족과 함께 지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업무가 바빠 앞
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일 하나에 집중해 나가

박창완 지사장

다가 뒤를 돌아보면, 해 온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화단결, 긍정적인 자세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단 직원들과 일하는 게 즐거워요”
박창완 지사장

저는 한국에 5년간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굉장히 즐기
고 있고 한국 직원들과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창완 지사장님과 노승준

국내 철도 건설 사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며, 해외 사업 진행은 공단으로서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현
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에서 공단이 전체 사업을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철도 사업 전체로서도 중요합니다. 시스템 파트 분야의 해외 진출
은 처음이니,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과장님은 인도네시아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Margaret Lopulisa
공단 RO 사무소 현지 직원

I lived in Korea for 5years so I’m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Therefore I really enjoy my job and
It’s good to work with Korean staffs. But, I think that Mr.Park and Mr. Roh are very difficult to live
in Indonesia since they are not familiar with Indonesian culture.

KR 혁신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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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 고속철도 홍보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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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Korea
01. 인포데스크
02. 다이나믹 코리아
Miracle of Korea KTX
03. KTX 히스토리
04.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철도

KTX for Malaysia
05. 미래를 건설하는 KTX
06. 최첨단 고속철도 건설 기술
07. 말레이시아를 위한 KTX
08. 빠르고 쾌적한 KTX
09. 똑똑하고 안전한
열차제어시스템

Growing Together
10. 고속열차 속도 체험
11. KTX 탑승체험 4D 영상관
12. 디지털 방명록
13. 디지털 트릭아트(찰칵! 고속철도기관사와 함께)
14. LED 글라스
15. 사무공간(회의실)

KR, 한국 고속철도를 소개하다
말레이시아 한국 고속철도 홍보관은 2015년 11월에 문
을 열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

한국 고속철도로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그리다
말레이시아 한국 고속철도 홍보관

속철도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한국 철도를 홍보하는 홍보
관을 만든 것이다.
홍보관은 기차를 연상시키는 외관과 공단의 고속철도 기
술력이 집약된 수서고속철도 현장을 방문한 런닝맨 ‘감옥

’16년 9월 11일 인기리에 방영된 런닝맨 ‘감옥행’ 편의 영
문자막 하이라이트 영상이 방영되고 있다.
런닝맨 ‘감옥행’ 특집은, 출연진들이 고속철도 위를 누
비며 감옥으로 향하는 고속열차에서 탈출하는 콘셉트로
방영됐다. 방영 이후, 말레이시아 내 한국 철도에 관한 관
심이 높아졌으며 홍보관에서도 관련 전시물을 배치했다.

행’ 편 출연자들의 등신대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173.9㎡로

대형 모니터 오른쪽으로 펼쳐진 전시장으로 들어가면

크기는 아담한 편이지만, 전시 관람만으로 한국 고속철도

먼저, KTX의 역사와 세계 속의 한국 철도에 관한 정보를

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터치 모니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물론 한국
기업의 해외 철도 시장 진출 내역을 검색해 볼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L SENTRAL역 주변은 쿠알라룸푸르의 교통 및 쇼핑의 중심지다. 이곳을 중심으로 기차, 버스 등 다양한 교

홍보관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왼쪽의 인포데스크가 방

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KL NU SENTRAL이라는 몰은 역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식사, 쇼핑, 환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해결

문객을 반기며 홍보관을 안내한다. 정면의 대형 모니터

이어 철도 건설 과정과 한국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할 수 있어 매일 많은 사람으로 붐빈다. 이 몰 4층에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국 고속철도 홍보관이 자리한다. 다채롭고

에는 ‘다이나믹 코리아’를 설명하는 영상이 방영된다. 한

고속철도 관련 건설 기술 및 차량 기술, 운영 시스템 등에

흥미로운 콘텐츠로 말레이시아인은 물론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국과 한국 철도를 홍보하는 영상이다. 홍보 영상에 이어

관한 전시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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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은 전시 관람 후기와 메시지를 모니터를 통해 전자
방명록으로 남길 수 있다. 전자방명록에 남겨진 메시지는
모니터 위에 전시된다.
홍보관이 문을 연 이후 30만 명을 웃도는 수의 방문객
이 이곳을 찾았다. 홍보관은 한국의 고속철도를 홍보하
는 곳이지만, 더불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홍보하는 역

“한국 철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한국 고속철도 홍보관 매니저
Herwani Bt Mohd Nasir

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해 합동 홍보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에 관
광 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KTX 할인쿠폰, 티머니 카드 등
각종 유용한 쿠폰을 수록한 쿠폰북을 홍보관에서 배포하

Q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레이시아 홍보관을

Q 한국에 방문하여 KTX를 시승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

방문합니까? (How many people visit in this exhibition hall

다. 개인적인 견해로 경쟁국과 비교하여 한국철도의 강점은

은 시간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홍보관을 통해 많은 사

on average?)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s I know you visited in Korea

람을 만나며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알리며 말레이시

A 현재 매일 평균 627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시간대에

and experienced KTX, personally what is the strength of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On average 627 people

Korea rail compared to Japan or China?)

visit the exhibition hall at the moment, the number

A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인천공항-대전 간 KTX를 탔

는 것이다.
홍보관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남

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 수주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
로 진행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한국 고속철도 홍보관은 고속철도를 매개

goes up and down little bit time to time.)

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의 공간과 사람을 잇는
다. 한국의 고속철도를 체험하며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그
려보는 홍보관은 긍정적인 활력으로 가득하다.

습니다. KTX를 타면서 많은 산을 지나쳤습니다. 한국
은 국토의 75%가 산이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Q 런닝맨 비디오 상영과 이광수, 김종국 등신대를 설치

철도를 건설하는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했습니
다. 산이 많은 지형에서도 300km의 고속열차를 10년 넘

한 후 어떠한 변화를 느꼈나요? (After setting the Running

게 운행했다는 점에서 한국철도의 기술이 놀라울 만큼 발

Man video and the picture of Lee Kwang-soo and Kim

전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일본이나 중국의 철도

의 이점과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코너에 관심

Jong-kuk, what changes have you felt?)

가 더 좋다는 방문객들에게 한국은 국토의 75%가 산임

을 둔다. 말레이시아 지도 위에 도시 정보와 교통을 모션

A 런닝맨 비디오와 이광수, 김종국 등신대는 방문객

에도 300km 고속철도가 잘 운영된다고 말하며 한국철

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홍보관을 방문하

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When I traveled on

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의 건설 예정 모습을

는 대다수는 런닝맨을 좋아하는 말레이시아인들입니

KTX from Incheon Airport to Daejeon, I passed lots of

볼 수 있고 각 정차 지역 정보, 타 교통수단과의 비교 정보

다. 사진이 굉장히 사실적이라 방문객들이 정말 좋아합

mountains. I thought that It is really difficult for KR to

등을 볼 수 있다.

니다. 방문객들은 런닝맨 멤버들의 실물을 보고 싶어서

construct railway, since 75% of the country is made up

런닝맨 멤버들이 홍보관을 와 주기를 바랍니다. (They

of mountains. Even in this environment, the 300km

definetely create a lot of curiosity from visitors. A

high-speed train has been operating for more than 10

홍보관은 여러 체험 코너도 운영 중이다. 해무-430X

large percentage of visitors are native Malaysian who

years, and I thought that Korea’s railway technology

의 기관석에서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운행 속도를 체감해

are very interested in Running Man. Visitors really

has developed remarkably. Sometimes there are a few

보는 코너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KTX 탑승체

like the pictures because the pictures look quite real.

people who the railways of China and Japan are better

험을 할 수 있는 4D 영상관도 운영 중이다. 8분 동안 실감

They have even hope that members of Running Man

than Korea. I always tell them the excellence of the

나는 4D 영상을 감상하며 직접 고속철도를 탑승한 것 같

come here to look at the real members of Running

Korea’s railway technology by explaining that Korea

은 체험을 할 수 있다.

Man.)

operates a 300km high-speed railway, even though

특히 말레이시아인들은 말레이시아에 건설될 고속철도

그래픽으로 연출해 정보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코너

철도를 매개로 공간과 사람을 잇는 곳

관람객이 직접 창작자가 되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75% of the country is mountains.)

KR 혁신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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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철도산업 전시회를 주최하다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벡스코에서 2017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열렸다. 부산국제철도

“KR 철도기술”
국제사회가 주목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철

기술산업전은 세계 4대 철도산업 전문전시회 중 하나로 전 세계 다양한 철도 관련 회사가 모여 각 사

도로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의 기술력을 알리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2017 부산국

가 주최했으며 벡스코, 메쎄프랑크푸르트코리아, 한국철도협회,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등이 주관했

제철도기술산업전을 주최했으며, 지난 6월 16일

다. 행사 동안 총 22개국 163개사가 참여해 830개의 부스를 설치했으며, 바이어 650여 명을 비롯한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 AIIB 연차총회

국의 철도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썼다.

부터 18일까지는 AIIB 제주 연차총회에 참여해 한

관람객 1만 8,000여 명이 방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철도공단 해외사업본부 김도원 본부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의 역사와 철도공단이 우수한 철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경과, 해외사업 현황
과 우수한 기술력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이 축적한 지식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태국 교통부 차관과 이집트 교통부 차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 부
지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각국의 철도 사업 현황과 철도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공단은 행사 기간에 벡스코 제1전시실에 홍보관을 꾸려 한국의 우수한 철도기술을 알리기도
했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해 공단의 HI-FIVE 기술인 한국형 선로배분시스템1), 전차선로시스템2), 레
일체결장치3), 철도무선통신시스템4), 열차제어시스템5) 등을 설명해 관람객이 쉽게 철도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홍보관에서 가장 눈에 띈 건 VR을 도입한 체험 시스템이었다. 터널 공사 과정 VR
체험 시스템, 궤도 공사 과정 VR 체험 시스템 등을 운영해 관람객이 온몸으로 철도공단의 기술력을
실감하게 했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절벽 해소를 위해 힘쓰다
행사가 이어졌던 지난 6월 16일에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일자리창출에 힘을 쏟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용 절벽으로 고통 받는 취업준비생에게 취업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서다. 채용설명회를 준비한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 장세왕 과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단의 역사 등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용한 팁을 전달했다”라며 “가장 최근
에 취업한 신입직원이 멘토로 참여해 준비생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멘토로 참여한 신입직원들은 맞춤형 채용설명을 준비했다. 자신의 취업 노하우는 물론 채용계
획과 공단의 다양한 해외사업을 소개해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멘토로 참여한 영남본부 동
해남부사업단 송호진 사원은 “취업준비생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올해 입사한 신입직원들
인 것 같다”라며 “취업 경험담을 바탕으로 취업준비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계획이다. NCS 공부법, 최신

1) 한국형 선로배분시스템(KR LAS): 1899년 한국철도 개통 이래 철도경쟁체제가 처음 도입되는 수서고속철도에 적용해 운영자간 공정
한 배분 및 선로 이용을 극대화했다. 2) 한국형 전차선로시스템(KR ECS): 고속철도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최고 400km/h
까지 개발해 호남 및 수서고속철도에 설치했다. 3) 한국형 궤도레일체결장치(KR RFD): 레일과 침목을 일정하게 고정해 안정적인 고속운
행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에 설치해 2017년 실용화 중에 있다. 4) 한국형 철도무선통신시스템(KR LTE):
세계 최초로 4세대 통신방식을 기반으로 개발한 철도무선통신시스템으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에 설치해 2017년 실용화 중에 있
다. 5)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R TCS): 국제 표준방식과 호환되는 시스템으로 2017년까지 실용화를 위해 성능검증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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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취업 준비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날,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오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이번 총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장을 찾아

통해 공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고, 더 열심히 취업을

축사를 전했다.

준비해야겠다는 자극도 받았습니다. 참여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축적된 인프라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
여러 이웃 국가와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

취업 정보,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하는 철도공단의 모습 등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힘을 쏟다

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인프

을 상담자 상황에 맞게 조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와

한편,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는 AIIB 연차총회

라 투자 확대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함께 아시아 경

함께 공단을 대표해 멘토로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는 말

가 열렸다. AIIB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제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AIIB의 주요

도 덧붙였다. 신입직원들은 취업설명회 내내 예비 철도공

위해 중국이 설립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다. 지난 2014년

회원국으로서 물적, 인적 기여를 높일 수 있도록 최

단 직원에게 진지한 조언을 전하며 취업 비결을 귀띔했다.

21개국이 중국 베이징에 모여 MOU를 체결해 설립됐다.

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준비해 첨삭을 받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77개국이 AIIB 회원국이다. 가입국은

철도공단은 이번 총회에서도 홍보관을 준비해 각국

열정을 보였던 영진전문대 윤정욱 씨는 설명회를 통해 많

자본금 일정 부분을 AIIB에 보태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정상에게 한국 선진 철도 기술을 홍보했다. 홍보관을

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를 받는다.

둘러본 정상들은 철도공단의 우수한 기술에 감탄하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을

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철도기술을 알리고 새로

기회가 없는데,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

운 해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IB는 중요한

전 세계에 한국 철도기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습니다.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기구다. 이에 철도공단은 한국 철도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단은 지금도 ‘철도로 세상을

채용정보를 얻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대부분이라

기 위해 제주 ICC에서 열린 AIIB 총회에 참가했다. 행사

연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철도공단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기도 했다.

KR 혁신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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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 현장
방송 타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부르면~ 간다!’ 출연

먼저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안전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서해선 복선전철 현장이 KBS2 생방송 아침

충격 체험을 했고요. 두 번째로 추락 체험을 했습니다.

이 좋다 ‘부르면~ 간다!’ 코너에 소개됐습니다. 2020년 개통 예

낙상 방지를 위해 안전띠 착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고요.

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을
잇는 고속화 철도입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부르면~ 간다!’는

“오정태 부르신 분~”

개그맨 오정태 씨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는 코

공사 구간 중 약 17%에 해당하는 터널 구간입니다.
이곳에서는 폭약 발파 과정을 직접 진행해 보았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촬영을 진행했고요.

▼

▼

너인데요. 지난 5월 22일 방영분에서는 우리 서해선 복선전철 현
장을 찾아와 현장을 둘러보고 일손을 도왔습니다. 방송을 못 보

▼

오정태 씨가 서해선 복선전철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4공구 터널 현장으로 향합니다.

저요

저요

신 분들을 위해 그날의 즐거운 시간을 소개해 드립니다.

출발~ 고고고
이제 드디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

다음으로는 충남 아산호~평택호 관광단지를 통과하는 5공구
로 향했습니다. 총 교량길이 5.9km의 수상 교량 구간입니다.

열심

공단과 협력사 직원들이 오정태 씨를 반깁니다.
앞으로 오정태 씨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

열심

▼
먼저 10개 공사 구간 중 고가 교량 시공이 한창인
3공구로 향합니다. 주변 생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40%(44km)를 교량 공사로 진행합니다.

▼
현장 근처 강에 떨어져 있는 부유물과 쓰레기를 줍습니다.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개그맨 오정태 씨에게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잘 좀 해...

바로 강영일 이사장의 영상 편지인데요.
강영일 이사장은 “오정태 씨가 저를 대신해

현장을 방문하려면 먼저 안전체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웃음꽃을 나눠 주시고 격려도

안전체험 교육장은 모의시설, 교량, 터널 등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4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ㅠ.ㅠ

이렇게 ‘부르면~ 간다!’ 일정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오정태 씨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직원들도
열심히 달려나갈 거죠?
서해선 복선전철의 무사 완공을 기원합니다!

직접 철근 뼈대를 단단히 고정하는 조립작업도 해 보고요.

KR 혁신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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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
‘안전한’ 현장을 만들다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I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4차 산업혁

강원본부는 먼저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은

명을 대비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기존의 방문 지도·점검에 IT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이용해 신개념

계약자별(시공사별) 안전관리 시스템이 달라 일원화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안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 사례나 근로자, 장비 등에 대한 이력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다. 또한, 사고 예방보다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공단은 안전관리의 통합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단 강

는 사후 처리 위주로 시스템이 운영됐다. 근본적 대책보다는 보고·처벌 위주의 운영으로

원본부는 지난 4월 28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5월에는 시스템 개통식을 실시한 후 관

사고 발생 개연성이 존재했던 것이다. 강원본부는 이러한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내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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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관내 전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통합된다. 각
현장의 근로자, 장비 현황 정보가 강원본부로 보내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강원본부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는 이후 각 현장에서 공유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장비의 이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안전 관리 실패 및 개선 사례를 즉시 공유해 안전을 장려하
고 동일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다.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과 PC에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취약 개소 및 위험 구간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예방한다. 취약 개소
점검기준을 준수해 위험 요인을 사전 인지하고 대처하며, 빅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위험 개
소에 선제적 조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 규모를 최소화한다.

통합 관제
시스템

강원본부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폰과 PC 모두
사용·확인 가능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신
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보고가 이루어진다. 재난알
리미가 사고보고 계통도에 따라 보고체계를 운영
하며 근로자 위치파악 및 관리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
안전점검 서류작성을 간소화해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도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이점이다.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각종 점검 제출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시스템화한다.
현재 강원본부는 시스템 미등록 현장을 독려해 전 현장에 시스템이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터널시공 현장은 터널 내 근로자 위치 추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강원본부는 시스템 운영 중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완벽한 시스템으로 진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안전 확보
는 물론, 이를 통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이루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제일(Safety First)’을 중시
통합 모바일 App

강원본부 App

현장 App

하는 공단은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의 선두자로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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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청렴 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업무 우수소속 담당자들이 오스트리아로 떠났다. 이들은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이곳에서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맞춤형 강의를 수료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대해 고민했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해외 선진 청렴사례를 기반으로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더 나아가 청렴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방소

현

유 등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이

이 기업 청렴문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진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맞춤형 강의에 참여했다. 국제반

청렴에 대해 한국 기관끼리만 경

부패아카데미는 UN부패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협약의

쟁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단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세계적 기구로

이 해외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

반부패를 연구하고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

교육에 참여한 영남본부 재산지원처 손경환 사원은 아

오스트리아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를 가다

민해야 할 때입니다.”

손경

기획재무본부 경영성과처 방
소현 과장은 수많은 해외 부패
사례 중 오스트리아와 루마니

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다양한

아 국경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

청렴 정책을 배울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한다. 추상적인

장 인상 깊었다고 말한다. 오스트

단어인 부패를 확실하게 정의하고 명시할 때 청렴문화를

리아 트럭 운송회사가 루마니아 국경

확립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교육의 밑바탕이었다.

을 지나갈 때, 루마니아 국경 담당관이 법적인 통행료 외

“‘부여된 권한을 개인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는 것’이 부

에 뇌물 통행료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업무 효

패의 정의입니다. 기업이 부패했다는 건 본질적으로 구성

율을 위해 한두 번 이를 지급하자 청렴과 부패에 관한 가

원이 부패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모든 구성원이 부패에 경

치관이 무너지고 말았다. 트럭 운전사들은 뇌물 통행료를

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배로 청구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실 이옥경 사원은 부패의 가장
큰 화두가 청탁이라고 말한다. 또한, 청탁의 기준이 불분
명하기에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며 부패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는 운송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줬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을 미쳤다.
“많은 기업이 청렴을 가치에 두고 있지만 부패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는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렴제도는 강요하는데 왜 인간이 부패하는

글로벌 청렴문화로 국가 경제를 이끈다

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에서 제시한 국가별 청렴지수와 각국 청렴 정책 비

청렴교육은 왜 청렴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원론적인 접

교는 세 사람에게 큰 자극을 줬다. 선진국이 선진국으로

근 교육을 진행하여 본질적인 청렴과 부패에 대해 전 직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원이 함께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사원

렴 우수 제도, 반부패 정책, 선진 사례 등을 배웠습니다.”

제는 글로벌 청렴문화에 대해 고
환

하고자 이번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반부패 해외 사례, 청

이옥
사원

“이번 교육에 참여하며 그동안
경

본사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이어

방지 방안을 습득해, 자율적인 청렴 제도와 분위기를 구축

그들이 꿈꾸는
청렴한 KR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한 이

지난 6월 21일 방소현 과장, 이옥경 사원, 손경환 사원

“청렴지수가 높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부패

과장

청렴 선진문화를 경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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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지난 6월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1층 로비에서 ‘2017 사랑나눔 바자회’가 열렸다. 다양한 사
회적기업이 이른 아침부터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본사 로비로 모이기 시작했다. 천연오
일 허브제품과 쿠키, 천연조미료, 천연세제, 에코백 등 사회적기업이 내놓은 물건들은 제각각 다른
특징을 뽐냈다. 바자회를 시작한 아침 10시부터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대전에 소재한 살레시오수녀회 대전나자렛집, 한울타리, ㈜산바들, ㈜보리와 밀,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대덕구 시니어클럽, ㈜이엠에코 등 총 7개 업체가 참여했다. 섭외는 경
영지원본부 경영노무처 정대호 사원이 맡아 직접 진행했다.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에 등록된 업체
목록을 꼼꼼히 보고 사랑나눔 바자회에 어울릴 만한 업체를 선정했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매년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단 각 본부에 요청해 물품을 기증받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했고요.”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5회에
걸쳐 사랑나눔 바자회가 이어졌고 이제는 공단의 상징적인 행
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 수익금은 추후 진행할 다양한 나눔 활동에 사용할 예정
이며, 직원들이 기증해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복지 기관에 다시
기증할 계획이다.

직원이 나눈 물건으로
풍성한 바자회를
공단 직원들도 다양한 역할로 바자회에 참여했다. 사회적기
업과 한 팀을 이뤄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 임직원이 기부한 물

우리가 나눈 손길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길

품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직원, 직원이 내놓은 특별물품 경매 제

2017 사랑나눔 바자회

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이날 물품 판매대에는 없는 물건

품을 정돈하는 직원까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웃음
꽃이 활짝 폈다.
사랑나눔 바자회는 공단 직원의 나눔을 바탕으로 한다. 매년
직원들은 의류, 서적,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기부해 지역사
이 없다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물건이 진열됐다. 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6월 30일 ‘2017 사랑나눔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조금 더 가치 있게 물
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의 희망찬 행보에 힘을 보탰다.

증품 약 2,100여 점이 모여 풍성한 바자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공단 직원들과 사회적기업이 한 팀을 이뤄 물건을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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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삶이 밝아졌습니다
기술본부 전자통신처 박성준 사원
기술본부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이니 솔선수범하고 싶어 자원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입사해 처음으로 사랑나눔 바자회에 참여하는데요. 한국철
도시설공단 일원으로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합니다. 내년
에도 꼭 참여하려고요.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양재정
올해가 벌써 세 번째 참여네요. 저희는 노인이 손수 만든 수세미와 에코백 등을 판매합
니다. 에코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사에서 사용했던 현수막을 활용해 만들었어요. 매
년 사랑나눔 바자회에 참여하며,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해요.
복지관과 공단이 함께해 너무 좋습니다.

충청본부 충청권사업단 신진도 차장
제 취미가 산에서 약초를 캐는 겁니다. 심마니라고 하죠(웃음). 오늘 민주지산에서 직접
캔 삼으로 담근 약주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매년 하는 연례행사 같은 거죠. 사실 약주
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 좋은 약초를 캐야 하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약술을 담가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사회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선뜻 내놓게 되더라고요.
것은 사랑나눔 바자회의 오랜 특징이다. 익숙한 얼굴이 물건을 판매해 동료의 발길을 끌고, 동료가 전
달한 사회적기업의 좋은 뜻은 감동으로 다가간다. 그 덕인지 바자회를 찾은 공단 직원의 손은 금세 무
거워졌다.
사랑나눔 바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바로 특별물품 경매다. 직원들이 기증한 귀중한 물

㈜산바들 전우석 부장

건을 경매로 구입하는 시간이다. 이날 행사에는 직접 산에서 캔 약초로 담근 약주, 삼지서각회가 기증한

사회적기업은 홍보에 많은 제약이 있어요. 공공기관 행사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

작품, 해외에서 구입한 귀중한 차 등이 경매에 올랐다. 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물건은 직원들의 적

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매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지난 2013년

극적인 참여로 금세 낙찰됐다. 물건을 내놓은 사람, 물건을 낙찰한 사람, 모두 행복한 특별한 경매였다.

부터 사랑나눔 바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회사도 홍보하고 좋은 일에도 참여할 수 있어

이날 행사장을 찾은 강영일 이사장은 “사회적 기업과의 상호협력 및 연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
고, 사회적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공단의 특별
한 행사에 기쁨을 내비쳤다.

좋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기업과 팀을 이뤄 홍보, 판매를 함께해 주니 힘도 나고요. 나
눔을 실천하는 공단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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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년 몽골군이 또다시 고려를 침입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고려는 1236년 대장도경을 설치하고, 불경
을 목판에 새기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
한 목수와 서예가, 불교인이 작업을 담당했다. 이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세 번씩 절을 했다고 전해
진다. 16년 만인 1251년, 마침내 작업을 마무리했다. 총 8만 1,258개의 목판 양면에 5,233만 152자를 새겼다.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은 모든 목판의 글자체가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새김이 고르고 오탈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서각가들은 팔만대장경에서 서각의 정신을 찾는다.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집중하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의 삼지서각회 동호회실은 언제나 고요하다. 점심시간이면 많게는 열
댓 명, 적어도 대여섯 명이 모여 각자의 작업을 이어가지만 결코 소란스럽지 않다. ‘토각토각’, 망치
로 끌이나 칼을 치는 소리와 ‘수걱수걱’, 끌이나 칼로 목판을 후비고 파내는 소리만 조용조용 들릴 뿐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다

이다. 삼지서각회 회장을 맡은 강원본부 재산지원처 유영남 차장은 “이 시간만큼은 물아일체가 되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한다.
“보통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 한 시간 정도 개인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다 보면 복잡한 상념이
없어져요. 오전에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온전히 작업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작업 끝내고 사
무실로 올라오면 오후 내내 그 집중력이 이어져요. 최소한 두세 시간은 최고의 집중력으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서각은 취미활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수양이기도 해요.”
2007년 창단한 삼지서각회는 그러한 매력에 빠진 회원들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회
원들의 단체전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2009년 강원본부에서 첫 번째 단체전을 열었고, 2010년에는
본사 하늘마당에서 제2회 단체전을 진행했다. 본사 직원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전시회장을 다녀
갔다. 유영남 차장은 올해 제4회 단체전을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아직 총무부와 협의 중이긴 한데, 연말에 본사에서 단체전을 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는 서각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사진 동호회, 서예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시를 준비해 볼 계획
입니다. 전시하게 되면 많이들 관람해 주세요.”
나의 역사이자 나의 열정으로 잉태한 결과물
1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삼지서각회. 도대체 서각의 매력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회원들은
서각에 빠져 지내는 걸까. 유영남 차장이 말한 것처럼 ‘정신수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걸까. 서각의
매력이 그것뿐이라면 어쩐지 따분하다. 서각을 시작한 지 7개월가량 됐다는 강원본부 재산지원처
이영주 처장은 “서각은 결코 따분한 취미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서각의 진짜 매력은 ‘칼맛’에 있다
는 것이다.
“서각은 제재소에서 나무를 켜 오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제재소에서
나무를 켜 오면 나무 고유의 결이 서서히 살아나죠. 서각은
그 결을 평도나 칼로 도려내는 작업이에요. 끌이 지나가면
거친 면이 남습니다. 나무 고유의 결과 끌로 도려낸 거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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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생을
즐기세요”
<유영남 개인전> 하던 날

지난 6월은 유영남 차장 개인에게도, 삼지서각회 회원
들에게도 매우 뜻 깊은 때였다. 서울 종로 한복판, 그것도

보다도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런 때에 우연한 기회
가 찾아온 것이다.

전시 메카라고 하는 인사동에서 유영남 차장의 개인전이

“지난봄에 경상북도 울진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전을 열

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끌로 결을 도려냄으로써 면이 잘리는 과정, 우리는 그걸

열렸다. 전시는 갤러리 라메르에서 6월 14일부터 20일까

기는 했지만, 정식적으로 개인전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

‘칼맛’이라고 하는데, 그 ‘칼맛’에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 일주일 간 진행했다. 갤러리에는 삼지서각회 회원들은

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주저했었는데 막상

물론이고 공단 직원, 관계자 등 수많은 사람이 다녀갔다.

일을 벌이고 나니 전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유영남 차장은 감사인사를 먼저 전했다.

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발전

‘칼맛’에 빠지면 손가락을 베고 아물고, 또 베고 아물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회원들은 그렇게 수차례 피를
봐야만 비로소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농담처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면 마치 아기

“저 때문에 멀리 원주에서 삼지서각회 회원분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

“큰 작품이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각은 글자가 작을수록 더욱 어려워요. 아무래도 더 섬세한 작

와주셨고, 그밖에 동료분들과 친구들도 많이 와 줬는데 고

싶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더욱 작품 활동에 매진해

업이니까요. 글자가 작으면 하루 종일 작업해도 열 글자를 못 새겨요. 어떤 작품은 6개월가량 걸리는 경우

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삼지서각회 회원분들에게는 동

서각협회에서 인증하는 명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5년 정

도 있어요. 완성된 작품 하나가 그야말로 나의 역사이고, 나의 열정으로 잉태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남

호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개인전을 열어봄으로써 누구나

도 남은 공단 직원으로서의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

들 눈에는 아류작처럼 보여도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 것 같아 뿌듯하고요. 다른 분들에

선이겠죠.”

를 낳은 기분이라고. 그래서 유영남 차장은 초창기에 완성한 서툰 작품도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없단다.

어쨌거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칼맛’, 직접 느끼고 싶다면 언제든지 삼지서각회 문을 두드려
달란다. 동호회 회장으로서 물심양면 서포트해 주겠다는 유영남 차장. 한 가지 공약도 걸었다.

게도 취미활동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린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새기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면, ‘글자나 형
상을 파다’라는 뜻도 나오지만,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속

“만약 신입사원이 삼지서각회에 가입하면 빈대떡과 막걸리는 무한정으로 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최

사실 이번 개인전이 유영남 차장에게는 매우 특별한 전

에 깊이 기억하다’라는 뜻도 나온다. 유영남 차장은 바로

고의 선물 아닌가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에 본사에서 바자회 했었잖아요. 그

시였다. 2008년 서각을 시작해 2010년 한국미술협회 주

이 지점이 서각의 정신이자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한다.

때도 제 작품을 기증해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돕는 데 보탰거든요. 삼지서각회에서는 이처럼 매

관 대회에서 입선도 하고, 이후에도 여러 대회에서 동상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글귀를 찾고, 그것을 목판에 새

년 바자회 때마다 작품을 기증해서 불우이웃 돕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싶

입선, 특선 등을 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지만 개인

김으로써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 그리하여 조금은 더

다면 삼지서각회 문을 두드려주세요.”

전을 여는 건 쉽지 않았다. 마땅한 기회도 없었지만, 무엇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말이다.

KR 사람을 잇다

글·사진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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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잠가라
새는 예산 잠가라
예산을 지키는 우리는 ‘예산 가디언즈’!

젊은 시각으로 날카롭게,
참신한 생각으로 색다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 절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으로 예산 절감, 예산 누수방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

펼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예산

안한다. 공단 홈페이지와 SNS, 대학교 홍보 등을 통해 지

절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절약센터를 개설했다. 교

원자를 모집했으며, 그중 가장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와 시민으로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예산

학생 23명을 선별했다.

을 편성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한다. 공단

지난 6월 26일에는 공단 본사에서 본격적인 예산 가디

지구를 지키는 가디언즈보다 더 강력한, 예산을 지키는 예산 가디언즈가 나타났다. 예산

은 이에 멈추지 않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6월

언즈 활동을 알리는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공단

가디언즈는 특별한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이다. 가디언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부터 예산 가디언즈를 구성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소개와 예산 절감 성과소개, 가디언즈 활동 안내, 가디언

와 예리한 눈썰미로 색다른 예산 절감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예산 가디언즈는 대전권 대학교에 재(휴)학 중인 학생

즈 심사기준 안내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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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가디언즈가 제안한다

“이 방법은 어때요?”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강영일 이사장도 함께 자리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예산 가디언즈 활동에 힘을 보탰다. 예산 가디언즈와 악수를 나누고 눈을 맞추며 격려의 말을 전하
기도 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모인 예산 가디언즈들을 축하합니다. 날카로운 젊은 시각과 참신
한 생각으로 공단 예산 절감 방법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활동은 취업절벽으로 힘들
어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송대학교
실질적인 예산 절감 방법으로
효율적인 KR을 만든다
위촉장 수여식 후에는 공단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이어졌다. 공단 소개를 맡은 기획예산실
차두표 차장이 공단의 역사와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예산 가디언즈가 공단의 특성을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예산 절감 성과 등
을 소개해 예산 절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박상은

한남대학교

이지희

저는 철도건설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평소에서

취업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과 예산

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

가디언즈에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예산

팀은 에너지 마일리지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절감 방법은 총 네 가지인데요. 국내 철강 기업

을 생각했는데요. 전기 등을 많이 절약한 부서

MOU, 4차 산업을 위한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에 특별 보상을 주는 겁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서울역 복합시설 활용 방안, 비정규직 정규직 전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앞으로도 창

환을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이번 기회로 한국철

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할 계획입니다.

도시설공단 예산 절감에 힘을 보태고 싶어요.

이어 28층에서 예산 가디언즈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질
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가디언즈들은 직원들에게 자신
들이 구상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직원
들은 제안서를 꼼꼼히 확인하며 젊은 생각이 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예산 가디언즈로 참여한 배재대학교 김주원 씨는
“다양한 폐선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방법을 고민하고 있
다”라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기쁘

우송대학교

강준모

충남대학교

차시윤

다.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성실히 하겠다”라고 예산 절감
저희 팀은 드론을 활용한 예산 절감 방법을 고

저희 팀은 불어불문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

발대식을 마친 예산 가디언즈는 오는 12월까지 활동

민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방법

습니다. 철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양한

을 이어나간다. 공단은 이 기간에 예산 가디언즈가 부서

인데요. 이 방법은 학교 내 아이디어 경진에서

생각이 만나 색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업무현황과 현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멘토링

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의 실

고 생각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생각의 전환을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KR 청년중역이 멘토를 맡아 예

현 가능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회사 운영에서 소비되는 예

산 가디언즈 과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철도정책 강의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

산을 절감을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예산을 편

와 현장교육을 실시해 예산 가디언즈가 효율적인 제안을

고 싶어요.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성하는 직원을 만나 부족한 방법을 보완하고 실

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하겠습니다.

행 가능한 방법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에 대한 포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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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땅 쿠알라룸푸르에서 찾은 기회
윤치만 차장 가족은 쿠알라룸푸르 내 외국인이 많이 사
는 한 아파트 단지에 머문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로 빼곡
하게 둘러싸인 곳이다. 단지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차로 이
동해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갈 수 있다. 덥고 습
한 기후 때문에 단지 내에 사람이 걷는 동선 구조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이다.
윤치만 차장 가족의 집을 방문한 때는 지난 4월, 우리나
라 강원도에는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다. 윤치만 차장
의 아내 장미아 씨는 “한국에는 아직도 눈이 와요? 항상 더
운 나라에 사니까 우리나라 겨울이 그리워요.”라며 한국에
서 온 손님들을 반겼다.
쿠알라룸푸르에 살게 될 거라곤 미처 생각도 못했던 장
미아 씨는 윤치만 차장의 열정을 응원하며 함께 쿠알라룸
푸르에 왔다.
현재 윤치만 차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
철도시설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 수주 지원 업무를 한다. 발주처에
공단을 홍보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한다. 또한, 2015년
11월에 문을 연 한국 고속철도 홍보관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철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홍
보하는 말레이시아협력관인 것이다.

더운 날씨 속 비타민,
우리 가족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3처TF 말레이시아 협력관 윤치만 차장

윤치만 차장은 2010년부터 해외사업본부에서 근무했고
해외 고속철도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사업 파견자로 지원했다. 2008년부터 2년간 휴
직을 하고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경험도 해외 파견에
도움이 됐다.
“말레이시아에 가게 됐다는 걸 알고 정말 기뻤죠. 힘들
겠지만 큰일을 하게 된 거니까요. 아기도 어려서 학교나 여

전형적인 열대우림 기후의 말레이시아에서는 밖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륵 흐른다. 그와
반대로 실내에서는 저온으로 에어콘을 가동해 외투를 챙겨야 한다. 실외와 실내의 온도 차와 높은 습

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기회로 삼고
가족이 함께 왔어요.”

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쉽게 지치며 탈이 나기도 한다.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3처TF 말레이
시아 협력관 윤치만 차장은 2016년 3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말레이시아협력관 역할을 하기 위해

보물처럼 찾아 온 송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왔다. 이곳에서 1년 이상 지내며 어느 정도 적응을 마쳤지만, 여전

2006년에 결혼한 윤치만 차장과 장미아 씨가 함께 쿠알

히 업무와 생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을 따라 함께 쿠알라룸푸르로 온 가족을 생각하면

라룸푸르에서 지내게 되기 전, 둘은 ‘주말 부부’, ‘학기 말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윤치만 차장은 생각한다.

부부’로 지내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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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가 상하는 경우도 많고 현지 물이 몸에 맞지 않아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 항상 조심한다.
일 년 내내 더운 날씨가 이어지니 생활도 이에 맞추어
돌아간다. 휴일에 야외에 놀러 나가기보다 쇼핑몰 등 실내
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계절의 변화가 없다 보니 시간
관념이 달라지기도 한다.

“남편은 가정적이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아이도 잘
돌봐 주고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
는데 다른 엄마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우리 남편이 가
정적인 편이라는 걸 알게 돼요.”
현재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고 있는 장미아 씨는 한국으
로 돌아가 송이가 조금 크면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이다.

낯선 땅에서 생활하는 어려움도 송이의 웃음 앞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실전 육아는

사르르 녹아든다. 송이의 애교가 부부의 얼굴에 웃음꽃을

어렵기만 하다. 하루하루 송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는

피운다. 부부는 송이가 행복한 아이로 자라 주기를 바란

장미아 씨다.

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착하고
긍정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한다.

윤치만 차장, 장미아 씨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각자의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가족
“저는 애정 표현에 서툰 가정에서 자라서 어떻게 보면

장미아 씨는 강원도 영월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윤치만 차장은 대전
본사에서 근무해 ‘주말 부부’로 지내다 윤치만 차장이 미국 유학을 가면서 ‘학기 말 부
부’로 지냈다. 이후 장미아 씨가 일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한동
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다 선물처럼 딸 송이가 찾아왔다.
“살면서 착한 일도 많이 안 했는데 복을 선물로 받았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윤치만 차장이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세 살 송이는 부부에게 보물 같은 존재다. 송
이의 작고 뽀얀 얼굴, 올망졸망한 이목구비를 보고 있으면 부부의 얼굴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진다. 함께 외출하면 현지인들이 송이에게 와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기도 한다.
현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한다.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
기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도 좋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를 제외하곤 가
족이 현지인과 어울리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생활에
어려운 점이 많다.
“처음에 와서는 피부병이 나서 힘들었어요. 음식도 입에 잘 맞지 않았고요. 처음에
는 로컬음식을 먹었는데 잘 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식으로 해 먹으
려고 해요.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걸 느껴요.”
장미아 씨가 살림을 꾸리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음식이다. 날이 더워

걸 안다. 윤치만 차장은 가족 덕분에 더 힘을 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좀 냉정한 편이었는데 아내는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집안

“처음에는 외국 기자들이나 발주처, 현지 기업을 상대

에서 자라나서 밝아요. 그 점이 좋았어요. 지금 우리 가족

로 혼자 미팅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도 화목하고 행복하고요. 우리 딸도 ‘알러뷰’를 잘해요. 잠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제 뒤에 공단

잘 때도 ‘아빠 알러뷰’ 하고 자곤 해요.”

이 있고 한국 컨소시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윤치만 차장은 여전히 약간은 과묵한 가장이다. 그렇지
만 장미아 씨는 윤치만 차장의 본심을 안다.

또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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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쉼표
사용 후기

충청본부 충청권사업단 권순민 사원
올해 대통령 선거일로 뜻밖에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직접 감

KR을 이야기합니다

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고향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이달의 쉼표일을 이용했다.

이달의 쉼표 사용 후기

작년 4월 철도공단에 입사한 후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버이날에 직접 감사
하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을 챙겨드릴 수 있어 행복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키워 주신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어버이날 휴식을 통해 부모님과 마주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여가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의 쉼표일’ 제도를 도입했다.
‘이달의 쉼표일’은 특정 월일(연간 12일~15일)을 자유로운 휴가 사용일로 지정해 예측
된 휴가 및 장기 휴가를 권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단은 연차 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의 쉼표일, 공단 직원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달의 쉼표일에 휴가를 보낸 직원들이 생생한 후기를 전해왔다.

며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 내가 철도공단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
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하며 내가 조금이나마 우
리나라 철도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다음날인 선거일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투표장으로 향했다. 이달의
쉼표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했을 테지만, 직접
부모님과 함께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하니 더욱 의미가 깊었다. 앞으로
도 이달의 쉼표를 뜻깊게 활용해 다양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을 만들고 싶다.

시설본부 시설계획처 최승엽 대리
호남본부 시설관리처 정찬용 과장
5월은 가정의 달!! 업무를 잠시 접어 두고 가족을 위해 이달의 쉼표일을 정했다. 2월에 아
이가 태어난 후 가족과 제대로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터라 이번 휴식은 아내, 아이와 함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조직문화란 게 바뀌기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달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아이가 아직 100일도 안 된 터라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설상가상으로

의 쉼표일’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부서 내에서 돌아가며 쉼표일을 이용

연일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 집안에서 봉사하기로 했다.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나는 5월 2일과 4일에 쉴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다

연휴 첫날, 인근 마트에서 거금을 들여 장을 보고 끼니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맛
있는 음식을 만들어 줬다. 수유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를 전적으로 보살폈다. 가족과 함
께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지만 집안일은 쉽지 않았다. 아침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 바로 점

른 부서원들이 이해해 준 만큼 나 또한 그들이 쉼표일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 편하
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므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베트남 다낭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어렵사리 마카오 환승항공권을 구해, 마카오도 체험하는 행

심을 준비해야 하고, 점심을 먹고 좀 쉬자면 아이가 놀아

운을 누렸다. 마카오에서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갈 때, 버스 노선을 몰라 타게 된 택시가 제일 인상적이다. 좁은

달라고 보챘다. 조금 놀아주고 나면 다시 저녁을 준비하

일방통행 도로, 퇴근하는 시민들, 민첩하게 차를 모는 택시 드라이버

고, 설거지 후에는 청소와 빨래 등 정말 할 일이 태산 같

등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항상 의외의 시간에 찾아온다.

았다. 그동안 퇴근하고 들어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안

1년 만에 다시 찾은 다낭은 조금 분주해진 느낌이었다. 호이안을

일을 많이 도와주지 못했는데, 아내에게 몹시 미안한 마

잠깐 갔다 온 것 말고는 계속 빌라에 머물렀는데 날이 더울수록 놀

음도 들었다. 다음에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회

기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는 걸 보면 확실히 여행은 일상과 다르

사와 가정이 모두 만족하는 슈퍼맨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다. 아이들은 3박 4일 내내 수영장에서 살았으며 어른들은 모처럼

느끼는 귀한 휴식이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섹션명
KR
사람을 잇다

글·사진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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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착공 이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 이사장은 완공 시까지도

ON-THE-SPOT
NEWS

무사고 무재해로 사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사 체불을 막기 위해 공단에서 ’16년 자체 개발
한 ‘체불e제로’의 정상 작동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단 한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K R

수도권본부

전국

5 개

본부

N E W S

강영일 이사장, 수인선 현장근로자와 릴레이 소통행보

영남본부

부산~울산~포항 철도건설사업 현장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및 임금체불 점검

수도권본부 수인선 현장 안전체험,
안전 협업, 일자리 창출 노력 강조

강영일 이사장, 현장근로자와 릴레이 소통행보!

영남본부, 포항~영덕 간 44.1km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고속화 사업

12월부터 열차가 달린다!

마무리에 박차

개통운영전담반 구성하여

기존선 분기기 고속화로

개통준비 본격 돌입

KTX 운행속도 향상 및 안전성 강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본부장 김효식)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본부장 이현

는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중 ’17년

정)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지

12월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44.1km)’의 전

원을 위해 시행 중인 수색∼서원주 간 기존선

구간에 걸쳐 철도운영자와 개통운영전담반을

고속화 사업의 주요 공정인 분기기 개량을 지

운영해 지난 6월 13일(화)부터 20일(화)까지

난 6월 30일(금)에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지난 5월 22일(월) 부산∼울산∼포항 철도건설사
업 현장을 방문, 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지난 5월 26일(금) 수도권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국토부의 ‘철도건설사

이번 자리는 최일선 현장에서 철도건설의 일익을 담당하는 현장

본부 관내 수인선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업 시행지침’에 따라 개통 6개월 전에 노반, 궤

근로자들의 숨은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

안전체험훈련에 참여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건축, 전기 등 전 분야에 대해 설계도서와

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현장 근로자들은 하도급사나 근로자의 권

강 이사장은 이날 편안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수인선

의 적합성, 필요시설 설치여부, 승하차 동선과

익보호를 위해 공단에서 시행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질문

현장 국내·외국인 근로자 25명의 근로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편의시설 위치의 적정성, 고객안전설비 상태

했고 이에 강 이사장은 “대표적인 개선사례로 하도급사나 현장근로

수색∼서원주 간 기존선 고속화 사업은 현

‘여름철 무더위 쉼터 및 화장실 확충’ 등 근로자 처우 개선 사항을

등 개통준비 상태와 안전을 집중적으로 점검

자들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체불e제로 시스템’과 일선

재 공정률 96.1%로, 궤도, 신호, 전차선 등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했으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

했다.

근로자들도 국가사업 추진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포상 기회

주요공정 대부분을 완료했으며, 지난 7월 초

울여 정기적인 소통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마무리했다.
올림픽 기간 중 KTX가 운행할 기존선 수색
∼서원주 간(108.4km)의 분기기 총 82틀을
고속용으로 개량함에 따라 운행 시간이 70분
에서 52분으로 18분 단축될 예정이다.

공단은 합동점검 후 7월 종합시험운행 계획

를 확대했다”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더불어 간담회’

철도 운영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

또한, 강 이사장은 수인선 현장에서 운영 중인 ‘안전 체험장’에

수립, 8월 시험운전열차의 단계별 증속시험 등

을 시작으로 시설물 검증과 시운전 등 절차를

서 안전벨트 및 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낙하 및 추락 훈련에 참여해

분야별 성능검증을 위한 시설물검증을 거쳐

또한, 이날 방문한 개도국 근로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회사 내

거칠 계획이다.

근로자의 안전벨트 및 안전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부터 영업시운전 시행 후, 12월 개통 예

또는 건설현장에서 인격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있는지를 소상히 살

정이다.

펴 푸대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를 다시 한 번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정 본부장은 “전차선 정밀조정 등 마

더불어, 공단에서 안전중점사항으로 매일 오후 3시에 시행하는

무리 작업과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 준

3·3·3 안전운동의 지속적 추진 및 관심을 당부하고, 안전 관리

김효식 본부장은 “이 구간이 개통되면 포

특히, 철도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

비를 철저히 하여 수색∼서원주 간 기존선 고

자가 사고발생 요인을 분석해 예방대책을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실

항·영덕 지역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과 지

록, 현재 사업이 종료되면 그 즉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속화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제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단-협력사-근로

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점 등을 개선하여 마지막 공사대금까지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철도 수송지원에 차

자 간 안전협업을 강조했다.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안전하고 완벽한 개통을

‘체불e제로 시스템’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총 348개 철도건설 현장 중 203개 현장 ‘체불e제로 시스템’ 적용 중

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인선(수원∼한대앞)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3·3·3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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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강영일 이사장, 중소기업 철도 건설현장

년 7월부터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애로사항 청취

인근의 정동지하차도를 6월 말 우선 개통

강원본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기존선 고속화 구간

철도건설사업의 중소기업 대표 및

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와 적극 협의할

강원본부,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공사현황 주민설명회 개최

현장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정착 선도

계획이다.

ICT기술 활용하여 상시 공사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철도와 지역이 어우러지는 사회적 가치 실현
경부고속철도변 정동·소정지하차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전희광)는 지난 6월 26일

6월 30일 개통!

(월) 전남 나주시 노안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 및 이장 등 50명과

대전도심 동·서 교통난 해소 및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고막원 간 기존선 고속화사업’에

주거환경 개선효과 극대화 기대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2017년부터 본
격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기존선 고속화사업’과 관련해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

속화사업의 기대효과, 공사 추진현황, 건설장비의 공사 중 소음·

강영일 이사장은 지난 5월 29일(월) 호남고속

진동 등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

철도 2단계 광주송정∼고막원 간 기존선고속화

리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사업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및 현장근로자

전희광 본부장은 “열차운행을 마치고 야간 시간대에 공사를

30여 명과 소통의 장을 열었다. 위 현장은 열차운

시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

행이 중지된 야간에만 공사를 시행하고, 주간에

기 위해 한발 먼저 다가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고충사항을

는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시행

귀담아 반영하는 등 주민 친화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사

해야 하는 현장으로, 궤도·전차선·신호·통신

업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분야는 중소기업이 시공을 맡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기존선 고속화 사업은 광주송정∼고막

이에 강영일 이사장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원 구간의 기존 호남선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호남권 동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중소기업 대표자 및

남부 지역의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전국의 실질적인 반나절

근로자들은 이 자리에서 ① 공단과 협력사간 상생

생활권 실현을 위해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공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② 우수현장 및 근로자에

단은 ’1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생활환경 피해예방을 위해 방음

대한 보상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

벽 설치, 열차속도 상승과 안전을 위한 궤도 중량화, 신호 및 통
신 설비 구축, 전차선 가선교환공사를 추진 중이다.

인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도육교 지하화 위해 7월부터 기존 시설물 철거
철도 하부 구간은 공단 충청본부에서 시공, 교통통제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

충청본부

동렬)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정비사
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체교차 시설
16개소 중 ’16년까지 13개소(지하차도 10
개소, 지하보도 2개소, 고가 차도 1개소)
를 완료하고 지난 6월 30일(금)에 정동,
소정지하차도 2개소를 개통했다.
지난 6월 30일에 개통한 정동지하차도
는 경부선(고속선, 일반선) 철도 하부를 통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관내 모든 건설현장에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난 5월 22일(월)
부터 도입했다.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은 현장 작업자 관리, 건
설 장비점검, 부적합 관리, 취약개소 점검, 사고보고 및 복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강원본부 관내 모든 공
사관계자는 웹과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점검·관리할 수 있으며, 강
원본부 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관내 모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
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Wi-Fi(무선데이터 전송 시스
템)를 활용하여 터널공사장 내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간을 파악할 수 있
어, 사고예방 조치는 물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 신속한 대처로 피해
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병국 본부장은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걸음 향상시키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해 삼성시장1길과 솔랑1길을 연결하는
484m(지하차도 305m·접속도로 179m)

원주~강릉 간 전차선로 전기 공급 개시!

길이의 4차선 지하차도로 2011년 10월 착

고속열차 투입을 위한 전차선로 전기(25,000V) 공급

공하여 총 3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소정지하차도는 경부선(일반선) 철도 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를 통과해 동구 판암로 철도변 좌·우측

지난 6월 21일(수) 원주

을 연결하는 40m길이의 4차선 지하차도로

∼강릉 간 전차선로에 고

2009년 3월 착공하여 총 56억 원의 사업비

속열차 운전에 필요한

가 투입됐다. 공단은 정동, 소정지하차도

25,000V 전기를 공급하는

개통으로 대전도심 정비사업 입체교차 시

행사를 횡성전철변전소에서 개최했다. 원주∼강릉 철도에는 순수 국내

설 16개소 중 2019년 개통 예정인 홍도 제

기술로 개발한 전차선로 신기술(Cako250, Catenary of Korean 250km/
h)을 최초로 적용한 만큼 성공적인 전기공급이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는 경부고속

760m 길이의 지하차도 가운데 경부선과 대전선 철도 하

2지하차도 1개소 개통만 남게 되고, 15개

철도 대전도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홍도육교(대전 동구)

부를 통과하는 181.6m 구간은 공단 충청본부에서, 나머지

소 모두 개통되어 도심교통 편의제공에 크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영일 이사장은 “전차선로 전기공급이 성공적

를 지하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기존 시설물 철거에 들

578.4m 구간은 대전광역시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업무를

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시와

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오는 12월 적기에 개통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긍

어갔다.

분담했다.

병행하여 시행 중인 홍도 제2지하차도 공

지를 갖게 되었다”면서 현장 근로자와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공단은 현재 왕복 4차로의 고가도로로 되어있는 홍도

충청본부는 기존 홍도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체증을 최

사가 완료될 까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

원주∼강릉 철도는 전기, 신호, 통신공사를 마무리해 오는 8월부터

육교를 왕복 6차로의 지하차도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 해

소화하기 위해, 경부선 철도 바로 아래 39.4m에 대한 공사

편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양해

KTX를 투입하여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월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신설되는 총

는 교통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비개착 공법을 활용해 2015

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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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말레이시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

함께 여행하면
더 많이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 남부와 보르네오에 걸쳐
있는 나라다. 면적은 약 33만㎢이고 인구는 3천만을
웃돈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다. 쿠알라룸푸르는 말
레이반도 서해안 중부의 산록 지대에 위치한다. 1957
년, 수도로 지정된 이후 국회의사당, 궁전, 회교사원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까지

등 근대적인 건물이 건설됐고 이후 다양한 초고층 빌
딩이 건설되면서 현재의 도심 모습을 갖추게 됐다.
다양한 건축미를 뽐내는 건물들과 함께 자연환경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국경을 마주한 나라지만,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전형적인 열대기후로 무덥

잘 보존되어 있다. 도심 곳곳에 녹지가 형성돼 있어

고 습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풍광, 문화 등 많은 것이 다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떼려야 뗄 수 없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여행자들이 쿠알라룸푸르에

는 관계다. 1963년, 싱가포르 자치령과 영국령에 있던 보르네오가 합쳐져 오늘날의 말레이시아가 탄생했으며,

기대하는 것도 화려한 도심과 웅장한 자연의 조화다.

1965년 싱가포르가 분리 독립했다. 현재 두 나라에는 비행기, 기차, 버스가 오간다. 여행자들은 두 나라를 여
행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에 빠져들고 두 곳의 역사적 접합점을 반추한다.

➋

쿠알라룸푸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쌍
둥이 빌딩’으로 불리는 페트로나스 타워다. 88층의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타워는 멀리서도 눈에 띌 만
큼 존재감을 자랑한다. 건축 당시의 이야기도 흥미
롭다. 페트로나스 타워는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 왼
쪽은 한국의 건설사가 오른쪽은 일본의 건설사가 지
었다. 한국과 일본의 건설 회사가 자존심을 걸고 경
쟁하며 건축했던 것이다. 한국 건설 회사는 일본 건
설 회사보다 35일 늦게 착공했지만 완공은 6일 앞섰
다고 알려졌다.
‘여행자 거리’로 불리는 부킷빈탕 거리는 쿠알라룸
푸르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다. 쇼핑몰이 몰려
있고 노점상이 늘어서 있어 쇼핑과 식도락을 즐기고
싶은 여행자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다. 특히 잘란 알로
거리는 밤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 ‘푸드 스트리트’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말레이시아 로컬 푸드를 즐
길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밤을 즐기는 가장 멋있는 방법은 반
딧불이 투어가 아닐까.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의 쿠알라 셀랑고르에서는 강을 따라
불을 밝힌 반딧불이 무리를 볼 수 있다. 작은 나룻배
를 타고 강을 따라 천천히 수풀 사이를 오가며 반딧불
이를 관찰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야경

➊ 쿠알라룸푸르의 낮, 고층 빌딩과 함께 녹지가 보인다.
시내 어디에서든 페트로나스 타워가 눈에 띈다.
➋ 페트로나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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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싱가포르

➌

➍

➎

➏

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리조트다. 다양한 기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능으로 건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여행자들은 주로 호텔과

650㎢, 인구는 570만 정도에 이른다. 수도는 싱가포르로

스카이파크를 찾는다. 이곳에서 하루 묵으며 스카이파크

도시 자체가 나라인 도시국가다. 1965년 독립하면서 싱가

의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여행자들의 로망이다. 특

포르는 금융과 물류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또한, 문화 예

히 스카이라운지에서 야경을 보며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여

술을 통한 성장 정책을 써 2002년 10월 예술 종합 단지

정에 활력을 준다.

에스플러네이드의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마이
스 산업의 메카인 마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했다.

마리나 베이 샌즈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가든즈 바이
더 베이는 거대한 정원이다. 싱가포르에는 유독 정원이 많

에스플러네이드는 극장과 콘서트 홀, 리사이틀 스튜디

은데 특히 가든즈 바이 더 베이는 색다른 볼거리로 즐거움

오, 연극 스튜디오가 있는 예술 종합단지이다. 싱가포르

을 준다. 밤이 되면 가든즈 바이 더 베이의 랜드마크인 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민과 여행자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퍼트리의 조명을 활용한 공연이 펼쳐진다. 음악에 맞춰 모

공연을 선보인다. 그중 해변극장은 한쪽이 뾰족하게 튀어

습을 바꾸는 조명은 밤하늘의 은하수 같기도 하고 반딧불

나온 돔 형태로 눈길을 끈다.

이 무리 같기도 하다.

2010년에 문을 연 마리나 베이 샌즈는 싱가포르 시내

센토사 섬은 싱가포르 여행자들의 필수 방문 코스다.

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중 하나다. 세 개의 빌딩 위에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한 센토사 섬에는 해양수족관과 오

배가 놓여 있는 듯한 독특한 모습이다.

키드 가든, 아시안 빌리지, 워터파크 등 볼거리와 즐길거

마리나 베이 샌즈는 호텔, 박물관, 공연장, 쇼핑, 웨딩,

➌ Woodlands역에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열차가 서 있다.
➍ 가든즈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쇼
➎ 말레이시아 역사는 Sempang Airport에 세워질 예정이다.
➏ 싱가포르 역사가 세워질 Jurong Country Club, 입구에 미래 개발
을 위해 문을 닫았다는 안내글이 붙어 있다.

리가 많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로 이어진다!
여행자들은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

간이 소요되나 출입국 수속 등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

르를 연이어 여행한다. 현재 두 나라는 비행기, 기차, 버

고, 이외에도 기차는 6시간 40분, 버스로는 5시간 이상의

스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긴 여행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고속철도가 개

특히, 두 나라를 오가는 기차 KTM Intercity는 두가지

통되면 약 90분이면 두 나라를 오고갈 수 있다.

노선이 있다. 하나는 말레이시아 북서쪽의 Padang Besar

한편, 현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역사는 현재 공

에서부터 말레이시아 중심지들을 경유해 말레이시아의

군기지인 Sempang Airport에 세워질 예정이며, 싱가포르

Gemas역과 Johor Bahru 등을 거쳐 싱가포르의 최북단

의 Jurong East 역사는 과거 골프장으로 쓰였던 Jurong

국경지역인 Woodlands역까지 이어지는 노선과 다른 하나

Country Club에 들어선다. 싱가포르 Jurong Country

는 말레이시아 북동쪽의 Tumpat에서 Gemas를 거쳐 싱

Club 입구에는 “이곳은 주정부의 자산으로 미래 개발을

가포르 Woodlands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위해 보존중”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이 지역을 통제하

한편, 2026년부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고

해 질 무렵의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이동은 비행기로는 1시

고 있다.

속열차가 달릴 예정이다. 고속열차 노선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함께 여행하는 것은 두 나라

Bandar Malaysia역에서 Putrajaya, Seremban 등 7개 역

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발견하고

을 지나 싱가포르의 Jurong East역까지를 이으며 총 연장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나

은 약 350km에 이른다.

라가 우리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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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그려낸
광기서린 밤 풍경
호생관 최북의 <풍설야귀도>
최 견 한국서예신문 사장

한 귀인이 호생관에게 그림을 요구했는데 이를 이룰 수 없게 되자 호생관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호생관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남이 나를 저버린 게 아니고 나의 눈이 나를 저버린 게야”하며 한 눈을
찔러 실명하고 말았다. 늙어서는 돋보기를 한 쪽만 걸쳤다.
이밖에도 광기에 가까운 그의 기행은 수도 없이 전해진다. 남공철의 <칠칠전>에 기록된 금강산 유람
의 한 장면을 보자. “천하의 명인 최북은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라며 몸을 던져 못으로 뛰어 들
었으나 구하는 사람이 있어 죽음만은 면했다.

눈보라 치는 밤은 깊어가는데       
이슥한 밤, 눈보라까지 휘몰아치니 겨울 산중은 얼음처럼 냉랭하다. 깎아지른 산봉우리들은 흰 눈을
호생관 최북(豪生館 崔北, 1712~1786경)에게

덮어쓰고 있으며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이 산에서 불어온다. 드센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춤을 추듯 흔들

빠지지 않고 붙어 다니던 수식어가 있었으니 바로

린다. 외딴 산중 초옥도 흰 눈에 덮여있기는 마찬가지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허술한 담장. 열린 사립

술주정뱅이, 미친놈, 고집스런 환쟁이 등 보통사람

문 앞에서 검둥개 한 마리가 무엇에 놀란 듯 무엇을 쫒으려는 듯 황망히 짖어대고 있는데 방한모를 쓴

에게는 웬만해서 붙이기 거북한 별호들이었다. 여

허리 꼬부라진 한 노인이 긴 지팡이를 끌며 무연히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 뒤따르는 동자의 모습 또한

기에다 수많은 기행(奇行)까지 세간에 회자되던 그

애처롭기 짝이 없다. 얼어붙은 개울가에 아무렇게나 놓인 바위들도 스산하기만 하다.

였지만 우리미술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화가로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화폭 전체로 시선을 돌려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소략하면서도 강렬한 필선의 나뭇가지와 풀잎 그리
고 원경의 산이 전부다. 황량한 풍경에서 처연한 마음마저 일게 하는 그림이 아닐 수 없다.

호생관의 부친 최상여(崔尙餘)는 호조(戶曹)에서

필선을 유심히 살펴보면 섬세한 붓 맛 대신 강한 동선이 먼저 느껴진다. 이는 호생관이 당시의 심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계사(計士, 종8품)로 종사하

정, 허필 등 몇 안 되는 화인들처럼 지두화법(指頭畵法)을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손가락 끝에 먹을 묻혀

였으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한편에서는 한미한

육중한 동선을 표현하고 손톱을 이용해 날카로운 필선을 나타내는 것이 이 화법의 특색이다. 이를 통해

가문 출신으로 경성의 여항인이라고도 한다. 따라

농묵과 담묵을 거리낌 없이 구사해낸 호생관인데 특히 이 작품에서는 그 기법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서 중인 출신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호생관은 처음 식(埴)이란 이름을 사용하다가 나

그림의 우측 상단에는 ‘눈보라치는 밤에 돌아오는 사람’이란 뜻의 ‘풍설야귀인(風雪夜歸人)’이란 화제
(畵題)가 손톱으로 쓴 듯 날카로운 형상으로 걸려 있다.

중에 북(北)으로 개명하였다. 자(字)도 북(北)자를
좌우로 파자한 칠칠(七七)로 바꾸었다. ‘칠칠맞다’는

호생관은 왜소한 체구와 폐쇄된 사회에서의 신분적 제약 등에 대한 울분을 삭이면서도 가식과 위선

야무지고 반듯한 데가 없음을 일컫는데 이를 자신

으로 치장한 세상 사람들을 거침없이 질타하고 조롱할 줄 알았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통쾌한 반향을

의 호칭으로 하였으니 그 기이한 성품을 짐작할 수

불러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있다. 호생관이란 아호도 ‘붓으로 삶을 꾸려가는 사

하루에도 대여섯 되의 술을 마셔야 했다는 호주가 호생관이었는데 그의 말년은 매우 비참했다. 열

람’이란 뜻으로, 순수한 겸사만이 아닌, 세상을 향

흘을 굶던 끝에 그림 한 폭이 팔렸다. 그 날 크게 취해 밤길을 돌아오다가 눈 쌓인 성곽 모퉁이에 주저

한 다소 냉소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이렇듯 그의 자와 아호에서 이미 그의 범상치 않은 성품과 생애

앉고 말았으며 얼어붙은 시신은 다음날에야 발견됐다. 신광하의 ‘최북가(崔北歌)’에 나오는 이야기인

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데, 그의 향년은 75세쯤으로 추정된다. 곤고한 생애에 비해 의외로 길었던 천수라고 할 수 있다.

호생관의 체구는 매우 작달막하고, 한 쪽 눈이 먼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 눈이 멀게 된 사연이
조희룡의 <호산외사>에 나타나는데, 그의 불같은 성미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눈보라치는 들판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야죽(野竹)처럼, 기개로 재주를 키우고 풍류를 즐겼던 최
북, 그가 남긴 작품들은 이 혼탁한 시대에도 한 줄기 청량한 바람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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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명
IT
따라잡기

음성인식 기술
말 한마디가 생활을 바꾼다
영화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음성인식 기능으로 인간의 삶
이 달라지고 있다. 영화 <Her>는 음성인식 기능으
로 달라질 미래의 모습을 잘 그려낸다. 주인공 테오

음성인식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성큼 다
가와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애플 시리, 삼
성 빅스비, 네이버 음악검색 등이 음성인식 기술
이다. 앞으로 음성인식 기술은 인공지능과 융합해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세상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도르는 고객을 위해 대신 편지를 쓴다. 그는 음성인

음성인식 기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식 기술을 사용해 감정이 듬뿍 담긴 말들을 늘어놓

2000년대 후반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시리를 들

고, 컴퓨터는 이를 인식해 로맨틱한 편지를 써 내려

수 있는데, 시리는 사용자의 명령을 바탕으로 모바일 검색,

간다. 하지만 사랑을 속삭이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

일정관리, 메모, 음악재생, 전화 연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는 테오도르의 일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외롭다. 길

제공한다.

고 긴 이혼 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지칠 만큼 지쳐

최근 음성인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많은 IT기업이 통역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오도르는 인공 지능 운영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사용자가 한 말을 단순히 처

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된다. 진짜 사람과 대화를

리하는 것을 넘어, 음성을 인식하고 이를 다른 언어로 변환

하듯 일상을 공유하던 테오도르와 사만다는 사랑에

한다. 이와 함께 음성인식으로 작동하는 보안장치를 개발해

빠지고, 그의 일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

다양한 IT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다.

영화 <Her>의 이야기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
이다. 이미 우리 삶은 음성인식으로 변화했다.

음성인식을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4월에 열렸던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은 소리를 해당 문자열로 바꾸는

음성합성기술 개발 동향과 도입방안 및 전략 세미나’에서는

기술로 음향 신호를 추출한 후 잡음을 제거하는 과

음성인식 기술 도입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

정을 거쳐 데이터를 분석한다. 음성 데이터 하나만

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녹취 및 헬스케어 음성인식 기술, 스

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더욱 쉽고 명확하게 사용자

마트카 음성인식 기술, 금융 및 콜센터 음성인식 기술, 가전

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대화를

제품 음성인식 기술 등이 논의됐다.

넘어 마치 비서와 같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일을
미리 처리하는 인공 비서도 등장했다.

산업에 본격적으로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얼마나 명확하게 사용자 목
소리를 구별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개발
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음
성인식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꿔 놓으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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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따라 떠나는
음식여행

도시의
역사를 살리다
인천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 중 하나
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이

한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현재 인천문화재단이 운영
하고 있다.

기 때문이다. 1899년에는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1900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걸어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

년에는 노량진에서 서울까지의 노선이 완공됐고 이후

에 차이나타운이 위치한다. 인천아트플랫폼과 마찬가지

1974년, 수도권 전철화계획으로 전철화됐다.

로 인천이라는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인천역은 경인선 철도의 종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3년 개항 이후 중국인들이 모여

착역이다. 1900년에 문을 열었고 1960년에 신축했다. 인

살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곳이다. 중국의 불안한 정국을

천역 인근에 인천아트플랫폼,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등이

피해 노동자부터 중산층까지 모여 만든 다른 나라의 차이

위치해 한 번에 둘러보기 좋다.

나타운과 달리 인천 차이나타운은 근대화 과정에서 상업

인천아트플랫폼이 위치한 중구 해안동은 1883년 개항

을 위해 인천으로 온 중국인들이 이루었다.

이후 건립된 건축문화재,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

6.25 전쟁 이후 위축됐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역

이 잘 보존된 구역이다. 인천광역시는 등록문화재 제248

사성과 문화성이 재조명되면서 인천의 관광 명소가 되었

호인 舊일본우선주식회사를 비롯해 근대 개항기 건축물

다. 인천광역시와 중구청은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및 1930~40년대에 건설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창작스

관광시설 확충, 자장면 박물관 조성, 거리 예술제 실시,

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중국어 마을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에는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 전통차, 엔

동의 건물로 인천아트플랫폼을 구성했다.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며 이를 문화적으로 활
용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시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틱 도자기 등을 파는 상점, 든든한 한끼를 선사하는 중국
요리집이 즐비해 있어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다.

인천아트플랫폼

개항의 역사,
활력의 도시

여름 휴가철에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는 바다가 아닐까. 우리나

인천

리가 반기는 곳이다.

라 3면을 둘러싼 서해, 동해, 남해는 각각 다른 풍광과 문화를
보여 준다. 이번 여름에는 도심의 모습과 함께 시원한 바다의
풍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인천으로 떠나 보자. 개항의 역사부터
현재의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으며 민어, 꽃게 등 다양한 먹거
인천역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 차이나타운 자장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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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따라 떠나는
음식여행
➊ 1970년대부터 운영을 이어온 아벨서점에서는 다양한 문
화 행사가 열린다.
➋ 배다리마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배다리안내소가 있다.

인천의

➊

활력을 만나다

인천 여행의 꽃
민어와 꽃게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자장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고 바다

여행의 꽃은 아무래도 먹을거리다. 지역의 제철음

를 볼 수 있는 자유공원으로 이동해 보자. 차이나타운 뒤편의 응

식을 맛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인천은

봉산 일대에 있는 자유공원은 188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예로부터 민어와 꽃게가 잘 잡혔고 이를 재료로 한

근대식 공원이다. 각국공원, 서공원, 만국공원 등으로 여러 번 이

요리가 발달했다.

름을 바꾸다 1957년 맥아더 장군의 동산이 응봉산 정상에 세워지

➋

여름이 제철인 민어는 비린내가 없다시피 하며 맛

면서 자유 공원이라는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자유공원에서는 인

이 담백해 예로부터 제상이나 혼례상에 오른 고급

천 시내와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관광객도 많이 찾지만,

식재료다. 회, 탕, 구이, 마른포, 민어 무침, 민어 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도 사랑받는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릴 것 하나 없이 먹는다. 민

인천 배다리 헌책방 골목은 자유공원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

어의 부레와 껍질은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좋은 부위

린다. 인천아트플랫폼과 차이나타운, 자유공원과는 다른 소소한

다. 특유의 쫄깃함과 담백함이 좋다.

매력이 있는 곳이다.

민어는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좋아 보양식으로

배다리 헌책방 골목은 1960~70년대 마음껏 새 책을 사 보지

사랑받는다. 어린이 성장발육 촉진, 노화 방지, 피부

못했던 때 많은 이의 독서에 관한 갈증을 해소해 준 곳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헌책방이 사라

탄력 유지 등의 효능이 있다.

지기도 하고 카페 등 다양한 상점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희미하게나마 옛날의 헌책방 골목을 상

인천에서 꽃게는 가장 사랑받는 식재료 중 하나

상할 수 있는 정취가 남아 있다. 이곳 헌책방들은 단순히 헌책만 취급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 행

다. 특별히 제철이라고 할 것 없이 사계절 내내 먹을

사를 진행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의 이야기를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곳 배다리마을을 중심

수 있다. 양념 없이 꽃게찜을 해 먹거나 매콤하게 쪄

으로 예술 공간 등 활력 있는 공간들이 위치하며 다양한 마을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다.

먹기도 하고 꽃게찌개를 끓여 먹기도 한다. 게살을
발라 전유어를 부쳐 먹기도 한다.
꽃게는 다양한 해물과 어울려 많은 요리에 쓰인
다. 간단하게는 라면에 쓰이기도 하고 해물찜이나
해물탕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꽃게 껍질의
키틴이라는 성분은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콜레스테
롤을 낮추는 작용을 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맛있는 요리로 마무리한 여행은 더 오래 기억되기
마련이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일 것만 같은 기
억은 사람들을 다시 그 지역으로 부르곤 한다. 인천
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공간들만큼, 인천의 맛은 다
양한 매력을 발산한다. 이번 여름, 꼭 한 번 인천을
방문해야 할 이유다.

자유공원에서 내려다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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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놀이의 소재가 되다
놀이 속 등장하는 기차
어렸을 적 자연스럽게 익혀 해 오던 기차놀이를 기억하는 사람
이 많을 것이다. 앞 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앞 사람들이 이끄
는 빠르기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때론 줄을 이용해 역할놀이
를 했다. 노래를 활기차게 흥얼거리며 친구들과 놀다 보면 어느
새 해가 뉘엿뉘엿 졌다. 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들어온 놀이 소재이기도 하다.

기차놀이는 구한말 이래 아이들이 기차에 호기심을 갖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북 지방 편에 이 놀이가

기차놀이를 더 그럴 듯하게 할 때는 “두 아이가 마주서

형태를 만드는 데 있다. 그렇기에 기차놀이는 협동심과 사

고 지어낸 놀이라고 할 수 있다. 1889년 우리나라에 최초

소개되는데, “어린 아이 대여섯이 짝을 지어 새끼 양끝

서 왼손을 상대의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놓아 기관차를 꾸

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동네 이곳저곳을 다

의 철도가 놓였다.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이다.

을 매어 그 속에 일렬로 늘어서서 ‘뛰뛰 칙칙 폭폭’ 하면

미며, 오른손을 둥글게 흔들어서 기관차바퀴의 시늉을 낸

니며 동네를 파악하고 애착심과 소속감을 기르는 데 도움

이후로 1905년에는 경부선이, 1906년에는 경의선이 차례

서 ‘여기는 서울입니다. 내릴 손님은 빨리 내려 주십시

다”고 한다.

이 되기도 한다.

로 놓였다. 당시만 해도 철도는 신문물이었으며 사람들이

오’ 하며 외치고 잠시 머물렀다 또 떠나곤 한다”라고 쓰

기차에 갖는 관심이 상당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 있다.

기차놀이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

한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기차놀이를 “3∼10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에 따르면, 우리

명의 아이들이 양쪽 끝을 잡아맨 새끼줄 안에 들어가 적당

나라 전역에서 행해진 놀이는 꼬리따기 놀이다. 아이들

한 간격으로 서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논다. 이때는 맨

이 꼬리따기(잡기) 놀이에 재미를 느껴 기차의 모습을

앞의 아이가 기관사의 구실을, 맨 끝 아이는 차장의 구실

흉내 내며 놀이가 만들어졌다.

을 한다”라고 소개한다.

기차놀이를 소재로 한 동요도 존재한다. 이파봉 작사,

요즘 아이들에게 기차놀이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는

박태현 작곡의 “칙칙폭폭 떠나간다 어서어서 올라타라 우

놀이가 아닌 전동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일지 모른다.

리동무 웃음동무 조롱조롱 올라타라”라는 동요는 아이들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의 놀이도 변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기차놀이 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친구들과 몸을 맞대고 우정을 쌓았던 그 시절 기차놀이는

기차놀이는 그 모습을 바꾸며 전해 내려왔다. 꼭 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차놀이를 한다.
다양한 기차놀이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의

앞으로도 노래와 그림으로 남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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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심리학

직장에서
“우리의 행복 찾기”

자아 이상이 높을수록
사람은 우울해진다

타인의 눈에 완벽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작은 실수에도 우울
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 대부분은 자아이상이 높다. 자아이상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이 이상이 높을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이 커진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
괴리감에 크게 상처받아 열심히 일을 해도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괴감에
시달린다.

우리는 하루 중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 회사에서 겪는 인간관계를 비롯한 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성공강박증도 직장인에게 우울함을 느끼게 한다. 치열한 경쟁 속

리적 상황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현대인에게 일

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어느 정도 성공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경쟁에서 승리

과 삶의 균형은 행복한 나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한 자만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성공강박증이 유난히 강한 사
람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실패하면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결국 주변 사람이 자신
을 부정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는 자칫 무엇을 하든 성공만 하면 된다
는 그릇된 생각을 만들어 낸다.
갓 신입사원 티를 벗은 30대 초반도 직장에서 우울함을 많이 느낀다. 88만 원 세대라 불
리는 30대 초반은 일명 낀 세대다. 직장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신입직원을 보살펴야 하
기에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돌보다 보니 쉽
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당신을

직장 내에서 겪는 우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

부정하지 않는다

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당신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
다. 오히려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실수를 통해
성장한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실수를 사과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는 행
동은 인생의 아름다운 과정이다.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회사 내에서 작은 성과
를 달성하면, 자신을 칭찬하고 동료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자. 성공에 대한 강박을 버리
고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훨씬 풍성해
진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잠시 휴가를 내고 훌쩍 여행을 떠나도
좋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혼자서 식사하는 기회를 만들어도 좋다. 잠시 자신에게 숨을 내
쉴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성공에 대한 강박증이 조금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한다. 일에서 오는 성취감과 성공에 취해 이 사실을 잊어
서는 안 된다. 사회적 성공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
다면 사회적 성공도 큰 의미가 없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지자. 일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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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날들

‘외로운 천지 사이에 우리 손암(巽菴, 정약전) 선생만이 나의 지기(知己)였는데, 이제는 잃어버렸으니, 앞

흑산도
아가씨

으로는 비록 터득하는 바가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입을 열어 함께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차라리 진작에 죽는 것만 못하다.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형제
종족들이 모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처지에 나를 알아주던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슬프지 않으랴.’(다
산 시문집 제21권)
정약용은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형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다. 몸이 야위어가고 있을 형을 걱정했고
편지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몰래 만나기로 했으나 뜻을 이루
지 못했다. 정씨는 이런 사연들을 떠올리며 작시를 하기 시작했다.

전 서울신문 김문 국장

‘남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 번 만 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
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한없이 외로운 달빛을 안고/ 흘러온 나그네인가 귀양살인가~’
노래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정약전의 외로운 마음이 잘 와닿는다. 여기에서 육지는 동생이 귀양살이하고
있는 전남 강진을 말한다. 따라서 이 노래는 원래 ‘흑산도 아저씨’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정씨는 생전에
“정약전을 소재로 했기에 따지고 보면 ‘흑산도 아가씨’가 아니라 ‘흑산도 아저씨’인 셈이다”라고 웃으면서
말한 적이 있다.
이미자는 곧 ‘흑산도 아가씨’의 앨범을 냈고 크게 히트를 쳤다. 1966년에는 MBC 10대 가수에 선정됐다.
선배 가수 백설희가 리메이크하기도 한 ‘흑산도 아가씨’는 이미자의 베스트 CD에 빠지지 않고 수록되는 대
1965년 봄이다. 지난해 작고한 작사가 정두수 씨가 작곡가 박춘석 씨와 충무로에서 가수 신
카나리아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만났다. 둘은 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만나 다음 히트곡을
뭘로 할까 하는 고민을 나누곤 했다. 이날은 “다음 이미자 곡은 뭘로 하지”였다. 그런 생각을 하
다가 막 배달된 석간신문을 펼쳤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꽂히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다름 아

표곡이 됐다. 1997년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흑산도 아가씨’의 노래비가 들어섰고, 2012년에는 흑산도
아가씨 동상 제막식 참석을 겸해 이미자가 현지에서 공연을 했다.
여름철이자 휴가철이자 섬에 가고 싶은 계절이다. 불멸의 히트곡이 된 ‘흑산도 아가씨’의 사연을 한 번
떠올려 봄직 아니한가.

닌 ‘흑산도 어린이들과 청와대 육영수 여사의 이야기’였다. 내용은 이러했다. ‘흑산도 어린이들의
꿈, 이뤄지다! 영부인 도움으로 해군함정에 실려와 서울 구경도 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학용품을

이번에는 ‘가슴 아프게’를 뒤적인다. 1966년 어느 봄날이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비를 맞으며 술잔을 기울

받았다’였다. 방학을 이용해 서울로 오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거센 풍랑으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고 있었다. 젊은 여주인이 혼자 라디오 앞에 앉아 열심히 연속극을 듣고 있었다. 그때였다. ‘부웅~’ 하는

는 소식을 듣고 육 여사가 직접 나서서 해군함정을 이용해 소원을 들어줬다는 미담 기사였다.

뱃고동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술집에서 뛰쳐나왔다. 소년 시절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서 보낸 시절이 떠올

정 씨는 무릎을 탁 치며 박 씨에게 “이번 이미자 노래는 흑산도로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랐다. 궂은 날씨 때문인지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절로 ‘무엇이 이토록 가슴을 아프게

서 정씨는 다산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이 조선 정조 때 유배지 흑산도에서 지냈던 내용과 당시

하는가. 바다와 나 사이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써내려 갔다. 19세의 신예 남

전남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도 바다를 바라보며 흑산도의 형을 간절하게 그리워했다는 내용 등을

진이 혜성같이 등장했고 국내는 물론 일본 열도까지 뜨겁게 달군 한류 1호 ‘망향의 노래’가 빅히트했다.

말했다. 정씨는 원래 시인으로 정약전과 정약용의 형제애에 대한 사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터
였다.

“노래마다 대부분 사연이 조금씩 있어요. ‘마포종점’은 마지막 전차에서 이별하는 것이고 나훈아가 불러

정약용은 특히 둘째 형인 정약전을 어린 시절부터 잘 따랐고, 강진에서 유배 생활할 때에도 형

크게 히트시킨 ‘물레방아 도는데’는 어린 시절 헤어진 삼촌과 애틋한 그리움을 담은 것이지요. 1972년에 써

에게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며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는 정약용이 정약전을 떠나보낸 뒤,

서 문주란이 부른 ‘공항의 이별’은 서독으로 가는 광부와 간호사들이 김포공항에서 가족들과 이별하는 내용

애통해 하며 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을 다룬 것입니다. 이미자와 남진한테 약 500곡씩 써 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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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멋진
드라이버를 꿈꾸며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이진영 교수

이러한 노령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경비가

서 노령화에 따른 신체 생리학적 변화를 큰 요인으로 들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손상 부위에 대한 적절한 검

수 있다. 먼저 신체 생리학적 측면을 보면,

사에 따라 질환의 정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응급치료나 수

첫째, 시력 저하를 들 수 있다. 노령으로 백내장, 녹내

술적 치료 등 급성기의 치료를 마치게 되면 바로 재활치료

장 및 황반 변성 등 안질환 발생 발생률이 높아져 시각적

가 병행되어야 한다. 환자의 손상에 따른 적절한 재활 프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운전에서는 근거리보다 원거리의

그램(운동, 작업, 언어, 연하, 통증, 수치료와 같은 특수치

시력이 중요한데 조도가 낮은 상황에서 원거리 시력이 더

료, 사회사업, 영양, 타과와의 병행 진료 등)을 시행해야 한

욱 저하될 수 있다. 사물에 대한 동적 식별능력도 50세를

다. 환자의 재활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족과 진료부가

넘어서면서 급격히 약화되어 운전 중 도로 표지판이나 안

팀을 이루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문을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에 적신호가 켜진다.
둘째, 청력은 50대부터 고음영역이 심한 감퇴를 보이는

재활은 손상 이전의 기능으로 회복하는 데 목표가 있는

데 65세가 되면 고음역의 약 30% 이상에서 청력 손실을

것이 아니라 손상 이후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 이끌어

보이며 70세 이상이 되면 중·저음역에서도 상당 부분 손

내어 일상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한 개인의 삶

실을 보이게 된다. 운전 중 주변 경적이나 소리에 대한 정

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회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적절한 재활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

셋째, 기억력 감퇴를 들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리라 생각된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일어
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운

재활에 있어 좋은 치료는 손상 전 예방이다. 노령의 운

전하는 데는 단순한 기계적 작동은 물론 주변 상황에 맞춰

전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아주 오래전 개봉되었던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영화에

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가입국가

속도를 조절하고 지형과 날씨에 따른 운전조작 조정이 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적 시각을 갖는다면

서는 이지적이지만 고집 세고 까다롭기 그지 없는 데이지

중 65세 고령자 교통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34.6명

요하다. 움직이는 가운데 다양하게 들어오는 시각, 청각

좀 더 사고 위험을 줄이고 즐거운 운전이 되지 않을까 싶

여사가 일흔이 넘은 나이에 혼자 운전을 하다가 전진 대신

으로 OECD 전체 평균인 11.3명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

등 정보를 빠른 시간에 수집·종합·분석하여 대처해야

다. 이런 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후진을 한 바람에 사고가 나고 만다. 이후 아들 불리의 성

치이다.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지적 작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화에 호크라는 운전사를 고용하게 되면서 좌충우돌 에피

넷째, 민첩성 감소가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력은 50세가

소드를 겪다가 두 사람의 따뜻한 우정으로 결말을 맺었던

보통 젊은 층의 운전자들이 출퇴근에 운전 목적을 크게

되면 20대의 약 50%가량이 감소하고 운동의 정확도나 조

영화다. 이 호크 역을 할리우드 국민 배우격인 모건 프리

둔다면, 65세 이상의 노령 운전자들의 운전 목적은 쇼핑,

정 능력도 감소된다. 특히 어깨나 무릎, 허리의 만성통증

먼이 열연하면서 한결 더 따뜻한 추억의 영화로 기억된다.

종교 활동, 병원 이용이 주가 된다고 한다.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장기간의 운전에 어려움이 있고

운전은 단순히 이동의 편리성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민첩한 움직임이 저하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2015년에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성 유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3.2%가 되었고 고령사회로의

수 있다. 노령 운전자의 상당수가 운전의 이유를 출퇴근보

고령자 교통사고 부상은 경미한 손상에서 중추신경계 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는 쇼핑, 종교 활동, 병원 내원과 같은 목적에 두다 보니

상으로 마비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까지 발생되고 있다. 노

교통 현장에서도 전국 운전면허의 소지자 중 60세 이

야외로 외출하기 좋은 시간대에 사고발생이 좀 더 분포되

령의 경우 골밀도도 젊은 층에 비해 낮고 신체 손상에 대

상의 운전자가 2002년 2.1%에서 2012년에 5.9%로 약

어 있다. 운전 법규위반 현황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한 회복력도 떨어져 있어, 사용되는 약물 반응이나 부작용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고령의 교통사고율을 보면

이 52.9%, 신호위반이 12.5%, 안전거리 미확보가 9%로

에 대해 민감하게 된다. 즉 신체적 회복능력이 떨어지는 것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13.8%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전체 70%이상을 차지했다.

이다. 신체적 손상 이외에도 심리적인 충격이나 우울감을

첫째, 충분한 수면을 갖도록 바른 수면습관을 갖는다.
둘째, 장거리 운전은 가급적 자제하고 필요할 때는 중
간 중간 휴게실을 이용하여 휴식을 하도록 한다.
셋째, 주기적인 안과진료를 통해 자신에 적절한 시력보
정을 받도록 한다.
넷째, 충분하고 균형진 영양식을 통해 근력이나 골밀
도, 피로도를 줄이도록 한다.
다섯째, 운전을 할 때에는 혼자 운전하기보다 가급적
동료와 함께 이동하도록 한다.
여섯째,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이 운전에 어려움을 초래
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일곱째, 자신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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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생각한 것이, ‘벽을 동그랗게 하는

아치의 원리

것’이야. 이것에 의해, 적은 재료로 강한

이렇게 원으로 만들면
여러 방향의 힘에도 강함

그러므로 터널을 동그랗게 하면,
여러 방향 에서 힘을 가하여도
부서지기 어렵다.

터널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거지.
그렇다면 어째서 벽을 둥글게 하면 좋은
가? 그것을 알기 위해 원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돌로
아치를 만들면..

만약 사각이라면...

갖는 이상한 ‘힘’에 관해 설명을 해 줄게.
예를 들어, 계란을 손가락으로 잡고 큰

A는 양측의 B에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B는 A와 C에 지지되어 있다.
C는 B와 D에 지지되어 있다.

아치의 구조
아치의 구조

힘을 가해도 잘 부서지지 않지. 계란 껍
쉽게 부서져버림

데기 자체는 얇아서 깨지기 쉽지만 그런
데도 깨지기 어렵지.
다음으로 탄산음료의 빈 캔, 거기에 쓰이

는 금속판은 손으로 간단하게 구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발로 강하게 밟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아.
계란과 빈 캔의 공통점은 단면이 둥글다는 거지. 그런데 어째서 둥글면 강해지는 걸까? 옛날에 돌로 만든 아치교를 보면 그 비
밀을 알 수 있어. 동그랗게 놓인 돌은, 위에서 힘이 가해져도 서로서로 밀어 주는 것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지. 하나의 돌에 가하
는 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다리 전체에 가해지는 힘을 지탱하는 거야. 그 아치의 형태를 동그랗게 붙인 것이 원이야. 터널의
단면이 동그란 것은, 벽에 가해지는 강한 힘을 효율적으로 견딜 수 있어서야.

열차의 단면은 거의 사각형인데, 왜 터널의 단면은 원형인가요?

단, 단면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거의 원형의 것도 있는가 하면, 타원 같은 것도 있지.
말굽형도 많이 존재하고. 말굽형은 둥근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다니는 열차의 형태에 맞춰 가능한 파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생각해 낸 거야.

열차의 형태가 사각형이니, 터널의 모양도 사각형이면 될 것 같은데 터널은 어째서 동그란 건가요?
둥글게 파면, 여분으로 파는 부분이 많아져 귀찮지 않을까요?

또, 철도의 터널에는 동그란 것만이 아니고 네모난 것도 있어. 네모난 터널은 땅 속의 얕은 곳을 달리는 지하철의 터널과 같이,
지반에서 벽에 가하는 힘이 적은 곳 등에 쓰이고 있어.
마지막으로 터널의 단면이 동그랗다면 여분으로 파는 면적이 늘어나진 않는지 질문했잖아?
열차의 단면은 거의 사각형이라서 그것이 지나는 것만 생각하면 터널의 단면은 사각형으로 괜찮아.

바위가 누르는 힘을 분산시켜 터널의 벽을 부서지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야.

다만, 지금까지 말했듯 터널의 벽이 주변으로부
터 받는 큰 힘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터널이 둥근 데는 깊은 의미가 있어. 철도에 한하지 않고, 도

을까?

하지만, 땅 속 깊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는 터널

로 등의 터널 단면은 원이나 타원 모양이 많지. 원이라는 형

하나의 방법으로 벽을 아주 두껍게 하는 게 있어. 하지만 두

공사로 무너질 수 있는 개소에서 콘크리트로 구

태가 이상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껍게 하면 그만큼 시멘트 등의 재료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조물을 만드는데 이러한 경우 경제성을 위해 열

터널 벽에는 주위의 흙이나 바위 등에서 큰 힘이 가해지고

되므로, 막대한 건설비가 들고 말아. 그렇다면 건설비를 가

차와 같은 형태로 터널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

있어서, 그 힘에 벽이 견디지 못하면 터널은 무너지고 말아.

능한 줄이고, 한정된 재료로 강한 터널을 만들려면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터널의 형태에 여러 비밀

하면 좋을까?

이 숨겨져 있지?

그렇다면, 터널의 벽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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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스타그램

Railstagram

Railstagram

Railstagram

김수철 경기도 하남시

레일스타그램에
참여해 주세요!

기차역을 즐기는 방법

주승훈 대전광역시

레일스타그램은 애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지는 코너입니다. 매호
정해진 주제에 맞게 철도 구조물

Railstagram

및 철도 시설물, 철도역 등에서 촬

이승주 대전광역시

영한 사진과 짧은 사연, 재미난 해
시태그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추첨
을 통해 다섯 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겨울의 조치원역은 기차 안에서 바라봐도 아름답습니다.

Railstagram
이연희 인천광역시

#겨울 #조치원역
무작정 떠난 기차여행, 안동역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할지
조금은 막연했는데 역 앞 광장에 널따랗게 그려진 안동 관광
지도를 보면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었어요. (여행은 작년 여

Railstagram

름, 폭염 중 최고의 폭염을 찾아 떠나자 하고 갔던 기억이 있

김설희 경기도 김포시

네요. ^^)
#무작정 #기차여행 #안동역 #역전 #광장 #초대형 #관광지도
#방황금지
전주역 도착! 한국의 멋을 살린 역을 보니 멋지네요!
또한 갤러리가 있어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가족들과 함께 한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 다음주제 철도의 ‘맛’ (기차역 맛집, 기차여행 간식 등

#전주역 #전주역사갤러리 #전주여행

다양한 사진과 사연 보내 주세요.)
✚ 공모부문 사진파일(1MB 이상),

07+08월 호 주제: 기차역을 즐기는 방법

지금은 폐역이 된 능내역.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 위를 아

짧은 사연, 해시태그

슬아슬하게 거닐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잠시라

✚ 접수기간 ~8월 31일(목)

이번 호 주제는 ‘기차역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도전했던 젊은 날의 추억이 떠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mtomating@gmail.com)

지난 05+06월 호 레일스타그램 주제는 ‘기차여행’이었죠.

오르네요.

상품 수령을 위해 이름과 주소를

많은 분이 기차여행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차여행에 ‘기

#기차레일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함께 보내 주세요.

차역’이 빠질 수 없겠죠. 이번 호에는 독자 여러분의 ‘기차역
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몇 년 전 경주 여행을 갔을 때 KTX 신경주역에서 찍은 사진
입니다. 마스코트들과 함께 손 잡고 포토타임을 가졌어요.
남는 시간에 경주빵도 사구요~!!
#경주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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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철도 상식
독자마당

2017
07+08

Quiz

독자 여러분, <철길로 미래로> 07+08월호는 어떻게 보셨나요? 유익했던 기사를 비롯해 앞으
로 만나고 싶은 이야기, 개선해야 할 부분 등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더
욱 알차고 풍성한 <철길로 미래로> 제작을 위한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철도 터널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원형인 것도 있고 타원 같은 것도 있죠. 터널의 여러 형태 중, 둥근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열차의 형태에 맞춰 가능한 파는 면적을 줄이기 위한 형태는 무엇인가요?

독자의 소리

● 김희용 l 경기도 수원시
철길로 미래로 05+06월 호에서 인도를 만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비록 가 보지는 못하지만, 표지 그림과 함께 인도 럭나우 메트로 현장, 양
연종 차장 가족, 인도 여행 기사를 읽으며 인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 현장감이 넘치고 있어 읽는 기분이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철도 기술이 인도까지 펼쳐지고 있음에 자부심도 생깁니
다. KR에 대한 이미지가 고양되고 신뢰가 쌓여갑니다. KR의 발전을 진
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철길로 미래로> 다음 호에서 발표합니다.
● 박숙희 l 강원도 원주시

▶ 정답은 독자엽서를
이용해 주세요.

매호 철도상식 덕분에 철도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쌓게 되어 같이 일하
는 동료나 두 손주한테 만물박사로 통합니다. 유난히 기차를 좋아하는
첫 손주 덕분에 철길로 미래로를 매우 열심히 애독하고 있답니다.

지난호 정답
장거리 주행 / 연료 탑재 불필요 /

<전기기관의 장점>

점검과 정비가 간단 / 경제적
하나만 써 주셔도 정답입니다.

● 한봉윤 l 충남 홍성군  

2017 철길로 미래로

인도 럭나우에 한국의 우수한 철도 기술을 전수하는 소식을 읽고 무척

05+06
독자 Quiz 당첨자

흐뭇했습니다. 특히 럭나우에 온 가족이 체류하고 있는 양연종 차장 가
족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인도에 계시는 KR 직원분들과
가족들이 인도 철도의 희망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장거리를 달릴 수 있음
연료사용 필요없음

연기나 배기가스를 내지 않음
친환경적

에너지 효율이 좋음
경제적

강현숙 경기도 시흥시
안민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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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철도로 세상을 연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VISION 2020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전략목표
철도총연장

재해율

시설개량률

사업수익

이자보상배율

4,980㎞

0.05%

80%

1.4조원

1.05

2017 07+08
한국철도시설공단 문화매거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1588-7270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www.k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