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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의 대화

「철길로 미래로」 사보를 사랑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일이 즐거워지는 기술을 통해
직장생활에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가는
행복을 경험해 보시길…

4월을 눈이 부시도록 수놓았던 벚꽃 자리를 시나브로 연둣빛 잎들이 차지하며 어느
새 신록의 계절 오월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논밭에는 흙을 고르는 가래질과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중의 사상을 담은 관자(管子) 권수편(權修篇)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1년의 계획
은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한 것이 없으며, 평
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또,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두는 것은 곡식
이고, 한 번 심으면 10배를 얻는 것이 바로 나무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심으면 100배,
1,0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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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의 대화

우리는 지난달 10일에 훗날 공단을 이끌고 지탱해줄 재

읽다 보니 20~30년 전에 접했더라면 더욱 좋았겠구나 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다고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목을 심었습니다. 신입직원 43명이 100배, 1,000배의 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갓 입사한 신입직원부터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사람보다 목표와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찬란한 미래를 위해 스스

확을 얻는 나무가 되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선발 절차와 실

연륜이 있는 경영진까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무자 관점

전략을 세우며 치밀하게 기획하여 일하는 사람이 장애 요

로 주어진 일에 관심을 쏟고 열정적으로 삶으로써 시작되

무 교육과정을 거치며 약 3개월간 인턴생활을 마치고 임

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지, 관리자 관

인에 대한 대비도 잘 하여 시간도 절약하고 스트레스도 덜

는 내면의 변화를 이끌고자 함입니다.

명되었습니다.

점에서는 어떻게 부하직원을 코칭하며 통솔해야 하는지

받는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혼나는 것을 오히려 즐기

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업무 외에 일상적 삶에 대해

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직생활에서는 혼내는 일보다 혼나

서도 대입해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지침을 설명하듯 잘

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

정리되어 있습니다.

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이므로 혼나는 시
간도 잘 활용해 보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독자들이 일이 즐거워지는 기술을 통해
직장생활에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가는 행복을 경

애창곡이 아니라 애청(聽)곡인 김종진의 ‘Bravo My
흔히 공직에 몸담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교적 우수한 인

Life’ 가사를 적어봅니다. “해 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

재들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인재들이

한 걸음 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날, 그

점점 바보가 되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좀 튀는 생각, 남

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

다른 행동이 선배들의 핀잔과 외면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

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

니다.

상 살다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

저도 첫 직장 발령을 받았던 시절에는 꿈도 많고 포부

험케 하는 것입니다. 일에 끌려 다니고 괴로워하면 정신

도 컸었는데 멘토도 없이 그저 도전정신 하나만으로, 무모

건강뿐 아니라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직장 선배들은 꼰대(?)처럼 잔소리

함으로 좌충우돌하며 수많은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었습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하거나 일방적인 ‘티칭(teaching)’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

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니 의미 있는 성숙의 과정이었

20~40%밖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

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자극을 주는 ‘코칭(coaching)’을 해

습니다.

서 이 책은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

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오랜 시간 시행착오로 축적

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라고 설득합니다.

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르치는 후배들에게 지금 하는

지난달 초 출간된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저자:

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
리의 미래를 위해!”
감사합니다.

일과 인생의 목적, 목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일을 통해 조

류랑도)이라는 책을 얼마 전 읽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성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즉, ‘일 잘하는 사람’의

직에 기여할 가치가 무엇인지, 조직에서 어떤 비전을 위해

딱딱하고 여느 자기계발서처럼 뻔한 내용일 것 같았지만

특징을 보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차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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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단행,
건설조직 전진배치로 현장경영 강화
5개 지역본부를 12개 사업단(소)으로 개편,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02

고속열차 운행시간 단축 추진!

03

04

세계최초 고속철도 LTE-R 통신망 시연

고속열차(KTX, SRT)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진접선 복선전철
’19년 말 개통 목표로 순항 중!

역간 운행시간 실측

개통 시 금곡리에서 당고개역까지 14분,

국산화·국제표준화 선도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 역할 강화

철도 무선망의 획기적 기능 향상 및

버스 대비 46분 단축 예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요 철도건설 사업들을 보다 효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열차(KTX, SRT) 운행시간 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를 ’19년 말

적으로 추진하고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축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서울·수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도시 중심의 지역본부 일부를 현장

서∼부산·광주송정 간 고속철도 구간에서 국토교통부 및

진접선 복선전철의 노반공사는 총 4개 공구 중 ’15년

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5월

철도 운영자(코레일, ㈜SR)와 합동으로 고속열차에 탑승해

6월 제1, 3, 4공구를 턴키공사 방식으로 착수했으며, 뒤

금번 시연회는 원주∼강릉 철도현장(평창)과 철도교통

1일 자로 시행했다.

역간 운행시간을 실측했다.

이어 ’17년 3월 말 2공구까지 착수함에 따라 전 구간에

관제센터(서울) 및 철도공단 본사 상황실(대전)을 연결해,

걸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음성 및 영상통화 등 LTE-R 기능시현을 실시간으로 구현
했다.

까지 완료하도록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 기반의 고속
철도급 LTE-R 통신망을 원주∼강릉 구간에 구축하고 기
능구현 시연회를 개최했다.

현재 공단은 서울(수도권본부)·부산(영남본부)·대전

공단은 ‘국가철도망 선로배분시스템’을 이용해 산출한

(충청본부)·순천(호남본부)·원주(강원본부) 5개 대도시

역간 운행시간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 턴키 공사: ‘공장을 가동하는 키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민첩하고 효율적

여객의 승하차 시간과 선로 보수작업 등 다양한 변수를 반

상태로 공사발주자에게 인도한다’는 뜻으로 시공업체에서 설계

인 사업관리를 위해서 이를 현장 중심의 사업단(소) 체제

영해 현장 실측을 시행한 결과 수서역에서 광주송정역까

부터 마무리까지 맡아 처리하는 공사.

용했으며, 고속철도의 경우 외산기술에 의존하는 통신방

로 개편해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지 약 3분(현 최단 1역정차시 1h 27’→1h 24’, 무정차시 1h

진접선 복선전철(총 연장= 14.9km)의 총사업비는 1조

식을 혼용해 3개의 무전기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었으

이에 공단은 현행 5개 지역본부의 주요 건설조직 일부

19’)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선로배분지침에

3,322억 원으로 총 4개의 노반공구와 공동도급 24개 업

나, 4세대 무선통신기술인 LTE를 철도환경에 최적화해

를 현장 중심의 9개 사업단과 3개 사업소로 재편해 공사 관

의거 철도운영자와 협의한 후 열차운행시각을 개정해 운행

체, 시공감리 5개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 연인원 약 10만

LTE-R을 연구·개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인 원주

리관이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여명이 ’17년 말 공정율 30%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강릉 간 철도구간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폭 줄이고 현장 감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국가철도망 선로배분시스템: 운영자의 열차운행계획을 반복적

있다.

그동안 철도무선 통신방식은 단순 음성통신 위주로 사

원주∼강릉 간 LTE-R은 중앙제어시스템 및 현장설비

※ 9개 사업단: 수도권(서울)·민자(서울)·김포철도(김포)·동해

으로 시뮬레이션 해 운행조건에 알맞은 최적의 열차운행 다이어

진접선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일 약 3만여 명이 이용

를 모두 국산화해 구축 완료함으로써, 철도노선에 Big-데

남부(부산)·동해북부(포항)·호남권(광주)·충청권(대전)·중앙

그램을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공단

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사업종점인 진접읍 금곡리에

이터·영상서비스 등의 고품질 통신이 가능케 할 뿐 아니

선(영주)·원주강릉(원주), 3개 사업소: 군장선(익산)·서해선(아

이 자체 개발해 지난 해 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와 SRT

서 당고개역까지 14분이 소요되어, 버스 대비 46분 단축

라, 그간 외산장비 기술종속 문제 및 국내기술의 해외진출

산)·중부내륙(충주)

의 통합운영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바 있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국토교통부가 지

공단은 고속열차의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무정차 고속열

또한, 국도 4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큰 기

또한, LTE-R은 경찰·소방·의료 등이 사용하는 재난

난해 6월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점차

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초부터 산학연 전문가들

여를 하고, 남양주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서울

안전통신망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어, 유사상황 발생 시 철

확대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기능도 강화했다.

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철도운영자와는 선로배분 실

시내로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터널 등 철도구간 내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당초 건설본부 산하의 ‘민자사업부’와 시설본부 산하의

무협의반을 구성해 열차운행 횟수와 시간·정차역 등 세부

‘민자운영부’로 분리되어 있던 본사의 민자 사업 기능이 건
설본부 산하의 ‘민자광역철도처’로 통합·확대되며, 수도

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 해소와 철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진접선 복선전철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 있도록 연계해 국민안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
이다.
공단은 LTE-R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술표준(TTA) 제

권본부 산하에 ‘민자사업단’을 신설해 용산~강남·대곡~

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UIC)와 협의하는

소사·신안산선 등 민자 사업을 관리하는 데에 역량을 집

등 국내 통신시장 활성화 및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사업

중한다.

등 해외철도사업 진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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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6개 역사 국제적 감각으로
디자인 Level-Up!

올해 1분기 예산 3조원 이상 풀어,
목표 초과 달성

변화의 새바람 타고 월례조회도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철도역사 디자인과 색채 개선으로

목표 3조 387억 원보다 82억 원 많은 3조 469억 원 집행,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 토론회 개최하기로

명품역사 구현

목표대비 100.3%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12일, 2018년 평창동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실적을 집계한

올림픽대회에 맞추어 건설되고 있는 원주∼강릉 6개역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당초 집행 목표로 잡았던 3조

철도역사에 대해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자

387억 원보다 82억 원 많은 총 3조 469억 원의 사업비를 집

인 개선 보고회를 가졌다.

행해 1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100.3%)했다.

본 보고회는 ’15년 5월 설계 시에 수립된 철도역사 디자

이 같은 성과는 강영일 이사장이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인을 시공단계에서 되짚어 보고 개선함으로써 국제적 감

조직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 운영하여 예산 조기집행에 전

각과 품격을 갖춘 철도역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게

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되었다.디자인 개선은 여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합실,
여객화장실, 승강장 연결통로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전 직원이 매달 새로운 노래 합창하고

공단은 조기집행의 관건이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속적인
실적관리에 있다고 보고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부터 즉각

대합실과 여객화장실은 미술장식품들을 요소마다 설

적인 계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을 조기에 배정

치해 미술갤러리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했으며, 우리나

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강 이사장은 조기집

라 전통의 서까래를 변형한 루버 천장, 강릉 단오제의 오

행을 독려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집행 부진사업 현장을 직접

방색을 유리에 반영한 측창 등 전통미와 현대미가 어우

방문해 다양한 VOC(Voice Of Customer)를 수집하는 등 애

러진 세련되고 품격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로사항과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에 다방면으로 힘썼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함으

개진과 질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양방향 소통을 실

승강장 지하연결통로 벽체에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특히, 지난 2월에는 강 이사장 주재로 한신공영·SK건

로써 더 일하기 좋은 직장(GWP, Great Work Place)으로

및 특색을 이미지화한 그래픽 장식유리(Art Glass)를 설

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0개 건설업체의 대표와

거듭나기 위해 지난 4월 3일 전 직원이 함께하는 자유 토

치해 여객들의 시각적 지루함을 없애고 밝은 이미지로

삼진일렉스·우민전기 등 시스템 분야 20개 업체의 사장단

론회 ‘Beyond RISKY 2017’을 개최했다.

성 강화’·‘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큰 주제를 두고 공단이

경쾌함을 부여했다.

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열어 철도건설을 담당

※ RISKY: ‘Ready(준비하자!)’·‘Innovate(혁신하자!)’·‘Systemize(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 이사장과 직원들 사이에 열띤

또한, 여객들이 대합실의 종합교통정보 서비스, 화장

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천했다.
‘일할 맛 나는 일터 구현’·‘해외사업 진출 및 업무 전문

계화하자!)’·‘Knock(두들겨보자!)’·‘Yield(성과를 내자!)’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탄

실 이용 상황 모니터, 대기공간에서 IT기기 충전 등 기존

이밖에도 토공·교량·터널 등 공구별 작업장을 당초

이번 토론회는 강영일 이사장이 지난 1월 시무식에서

력근무제 실효성 증진’·‘불필요한 회의 줄이기’·‘직렬 간

역사와 다른 최첨단의 스마트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119개소에서 197개소로 확대해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

제시한 ‘RISKY 경영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

승진인사 불균형 해소’ 등을 강 이사장에게 직접 건의했다.

디자인했다.

하고, 교량받침을 비롯해 일괄제작이 가능한 자재는 사전구

하고 업무성과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강 이사장은 “더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가 자연스레

강영일 이사장은 “본 보고회에서 도출된 디자인 개선

매를 추진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도 조기집행에

전 임·직원이 돈 비식(Don Besig) 작곡의 ‘여유 있게 걷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식의 제도보다 직원들이 권리

은 시공 중인 철도역사에 반영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명

힘을 실었으며, 자체 개발한 ‘체불-e 제로’ 시스템을 활용해

게 친구’라는 곡을 합창한 후 시작한 토론회는 공단 내 다양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자들이 전향적인 사고를

품역사를 만들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일조할 뿐만

영세 중소업체는 물론 개개인의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190여

한 직급·직렬·소속을 대표하는 8명의 직원이 패널로 참여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개선의지를 보였다.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개 건설현장의 조기집행 효과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강 이사장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KR 영

다.”라고 말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상방송’ 시스템과 SNS를 활용해 전 임·직원의 실시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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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약1,680억원 규모 신규발주

광명역 인근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 공사 착공!

동해남부선 신호공사
250억원 등 총 65건

10

주차면수 대폭 확충으로

시설물 내진성능 강화에
2017년 한해 780억 원 투입

‘제253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전국 각지에서 현장점검

광명역세권 주차난 해소 기대

전년 대비 113% 증액된 780억 원 집행,

‘제253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안전한 철도 만들기에 총력

전국 각지에서 현장점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기간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광명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진 발생 시에도 열차가 안전하게

올해 약 2조 8,380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근 주차장 부지를 입체적으로 개발해 주차면수를 496면에

운행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철도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강화

5월에 약 1,680억 원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1,145면으로 대폭 확대하는 사업을 금년 5월 중 착공하

하는 데에 2017년 한 해 동안 총 780억 원의 사업비를 투

여 2018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입한다.

주요 발주 사업으로는 동(東)부산권의 접근성 개선 등을

11

위한 동해남부선 2단계 구간의 신호공사를 비롯하여 수도

광명역 인근 주차장부지 개발 사업은 공단과 ㈜KMH가

이는 지난 해 366억 원이 투자된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권과 중부내륙권 간의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이천∼충

특수목적법인인 ㈜광명역환승파크를 설립하여 현재 운영

2배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공단은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

주 간 역사건축, 중앙선 통신공사 감리용역, 궤도용 지급

중인 광명역 D환승주차장 부지 위에 지상2층, 지하2층의

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해 설계기준에

자재 구매 등이 있다.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본 사업

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해 유사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공단 심중재 계약처장은 “5월부터 중소기업참여 확대를

이 완료되면 주차면수가 대폭 확충되어 광명역 주차이용

이다.

위해 일부 계약제도가 개정·시행된다.”라며, “신호공사의

편의향상과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

경우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기준이 회사채 A+ 이상에서

로 기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53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관

공단은 철도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시 위험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

도·취약도 등을 고려하는 예비평가와 규격·철근배치·

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BBB-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선진 발주제도인 시공책임형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재료성능을 비롯한 기술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상세평가를

CM 시범사업으로 이천~충주 간 역사 신축공사를 발주 예

적극 수용하여 건물 층수와 높이를 낮추고, 건물의 외관을

거쳐 전체적인 보강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내진성

‘안전점검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정으로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서는 관련제도에 대해서 꼼

광명역 및 인근 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하였으며, 기존 주차

능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소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73조의4 조항에 따라 매월 4일로 정해져 있으며, 공단은

꼼히 살펴봐 달라.”라고 말했다.

장 이용자를 위하여 공사기간 중 광명역 북측에 500여 면

를 펼치고 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본

의 대체주차장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작년까지 고속철도는 전체 253개소 가운데 201개소

부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솔선수범하여 매달 ‘안전점검의

공단은 국유철도 재산을 활용하여 지난해 1,227억 원의

(79.45%)가, 일반철도는 전체 3,563개소 가운데 3,409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전(全) 현장의 안전을 일제히 점검하

수익을 창출하여 국유철도 건설에 따른 부채상환 재원으

개소(95.68%)가 적절한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했으며, 올

고 있다.

로 활용한 바 있다.

해에는 고속철도에 510억 원, 일반철도에 270억 원을 집

지난 4월 4일은 ‘제253차 안전점검의 날’로, 영남본부는

중 투입해 그 수를 각각 224개소(88.54%)와 3,520개소

하루 앞선 3일 울산∼포항 1공구 현장에서 김효식 본부장

(98.79%)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관으로 감리사·시공사 등 협력사 관계자들과 함께 행

사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철도 이
용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유재산의 가
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지진 발생 시 지진가속도 등의 정보를 실

사를 개최했으며, 이어 당일인 4일에도 호남본부 전희광

시간으로 수집해 운행 중인 열차의 정지 또는 서행을 유도

본부장과 강원본부 노병국 본부장이 각각 보성∼임성리 7

하기 위한 지진감지시스템도 현재 운영 중인 61개소 이외

공구·원주∼제천 4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의 생활

에 고속철도 역사 4개소(동탄역·김천구미역·신경주역·

화’·‘안전 불감증 청산’ 등을 강조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울산역)와 경부선·중앙선·전라선 등 일반철도 교량 10

기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

개소에 추가로 설치한다.

졌다.

섹션명
KR
혁신을 잇다

글·사진 편집실

2017 May +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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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럭나우 메트로가
불러올
변화의 바람
럭나우 메트로 사업관리 및 시공감리 현장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주도 럭나우는 델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485km 떨
어져 있는 도시다. 도시의 규모가 점차 커지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도로
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그에 따라 도로가 혼잡해지며 대
기 오염에 관한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럭나우시는 점점 증가하는 미래
의 운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다. 고심
끝에 럭나우시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계획인 럭나우 메
트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CCS 공항(럭나우 국
제공항)에서부터 문쉬 플리아(Munshi Pulia)까지 약 23km 구간의 건설 사업
관리 및 시공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명
인도 럭나우 메트로 건설 사업관리 및 시공감리 용역

발주처
인도 럭나우 메트로 공사(LMRC)

계약금액
총 421억 원(공단분 97억 원)

사업 구간
럭나우시 CCS Airport ~ Munshi Pulia 간 23km, 22개 역

컨소시엄
공단, Ayesa(스페인, 주간사), GEODATA(이탈리아), Aarvee(인도)

Mawaiya역으로 들어오는 메트로 노선은 일반철도 노선과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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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나우 메트로, 도심을 잇다
럭나우시의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

장 약 23km이며 역은 고가 구간에 19개, 지하 구간에 3
개로 총 22개이다.

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했다. 시

공단은 럭나우 메트로 건설의 사업관리 및 시공감리를

가 선택한 메트로는 시간 당 4만 명을 수송할 수 있어 매우

실시한다. 준공 확인은 물론 차량 도입 계획부터 협의까지

높은 운송 능력을 자랑한다. 또한,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검토하는 발주처 대행 역할도 수행

않으며 소음도 적다. 도로 기반 시스템과 비교하면, 보다

하는 것이다. 외국 기업으로서 전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안정적이고 편안하며 재정적으로도 월등한 위치에 있다.

데 어려운 점도 많지만, 현지에 나와 사업을 수행하는 직

현재 럭나우시가 추진하는 메트로 건설은 CCS 공항(럭

➍

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우 국제공항)에서 문쉬 플리아까지 남-북을 잇는 구간

남-북 노선은 지난 2014년 9월, 착공에 들어갔고 현

과 Charbagh에서 Vasant Kuni까지 동-서를 잇는 구간

재 Transport Nagar에서부터 Charbag까지 약 8km 구간

으로 나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남-북 노선의 사업관

의 건설을 마친 상태로, 메트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안정

리 및 시공감리를 맡아 진행하며 현재 동-서 구간은 발주

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열차 3편성이 구성됐고 나머지 3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편성은 오는 6월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약

럭나우 메트로의 남-북 노선은 럭나우 중심지를 관통

8km 구간을 개통해 총 6편성을 운영하게 된다. 곧 시운전

한다. 남-북 노선이 만들어지면 CCS 공항, 문쉬 플리아

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운전과 차량 도입이 동시에 진행된

쪽에서 도심까지 메트로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남-북

다.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분야의 시스템이 마무리

노선은 고가 구간 약 19.4km, 지하 구간 약 3.4km, 총 연

되어야 하며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다.

➎
➍ Mawaiya역 플랫폼
➎ 럭나우 곳곳에서 럭나우 메트로 공사 현장을 볼 수 있다. 럭나우의 도로에는 사륜차, 이륜차, 소, 사람이 동시에 다닌다.

해외철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도에서 오랜 기간 사업기반을 구축한 현지 유력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차
별화된 기술 제안 등 럭나우 메트로 수주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발주처인
LMRC(인도 럭나우 메트로 공사)는 공단의 공신력과 대내외 실적, 인적 자원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공단을 사업관리 및 시공관리 용역사로 택했다. 공단은 경쟁업체인 미국의 AECOM 및 프랑스 EGIS
컨소시엄을 따돌리고 기술평가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➋

그동안 공단은 국내업체를 주요 구성원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입찰에 참여해 왔다. 럭나우
메트로 사업은 공단이 한국 업체 단독으로 스페인 등 유럽 및 인도 업체와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
외수주에 성공한 첫 사례다.
또한, 별도의 투자비 없이 순수 기술력을 제공해 421억 원의 사업비 중 공단 지분에 해당하는 97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Low Risk, High Return’의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➊
➊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감리한 차량기지 내에 메트로 열차가 보인다.
➋ 차량기지로 이어지는 선로 옆에서 김진남 차장
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Mawaiya역 앞에서 양연종 차장

➌

인도 럭나우 메트로 사업은 한국의 철도기술력을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앞으로 해외철도시장에서 공단이 경쟁력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주도 럭나우는 이번 메트로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
스템을 갖게 된다. 럭나우에 찾아올 메트로의 새 바람의 중심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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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럭나우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인도 럭나우 메트로 사업 수행의 기점 역할을 하
는 사무실은, 천막촌 바로 앞에 위치한다. 지난
겨울에는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이들을 위해 담
요를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업

“선입견 없애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는 카페, 술집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없어 산책을 즐겨 했습니다. 저녁 이후 깜깜해
졌을 때 산책을 했는데, 들개가 많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 정이 가더라고
요. 항상 배고파서 지쳐 있는 개들한테 먹을 걸 줬더니, 이제는 제가 휘파람만 불어도 오고,
저를 주인처럼 따릅니다. 이렇게 매일 2, 3km씩 산책하면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
다. 처음엔 밤에 산책하기가 무서워서 막대기를 들고 다녔는데, 지나고 보니 위험한 적도 없

김진남 차장

었고 인도가 위험할 거란 생각도 선입견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럭나우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곧 본사로 복귀합니다.

무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역할을 고민한다. 한국의 시간과 인

“메트로 개통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도의 시간이 함께 흐르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인도는 참 열심히 일하는 나라예요. 저희는 주 5일 근무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7일

이야기를 들었다.

근무를 할 때도 많아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 가서도 노트북을 꺼내 앉아서
보고서와 회의 자료를 검토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바쁘고 힘들게 업무 했는데 이제 곧 개통
시기가 다가오니 마음은 좋습니다. 럭나우 메트로가 개통되면 자부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양연종 차장

“인도와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인도에 출장 왔던 경험은 있지만, 이곳에서 산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저는 럭나

“어려움을 감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에 있고 가족은 뉴델리에 머물고 있어 쉬는 날마다 비행기를 타고 뉴델리로 갑니다. 생활

한국에서는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나머지 생활에서 풀 수 있는 반면 이곳에서는 생활하는

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철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을 수

도시설공단 직원들이 럭나우 메트로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 운동으로 해외 사업 수

자부심을 느낍니다. 인도와 함께 윈윈하면서 사업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상 과장

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허정 차장

한국에서 발주처의 입장으로 일하다가 이곳에서는 PM과 감리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처
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

“인도를 위해 힘써 주세요”

니다. 중앙 정부는 현재,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지방정부가

저는 한국어를 20년 정도 썼고 12년 정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맷집을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다. 하루 열두 시간을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근무가 끝나도 한국 사람들과 통화합니다. 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 친구보다 한국 친구가 더 많고요. 지금 공단에서 한국어를 쓰며 일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순일싱 Sunil Singh

진행될 인도의 메트로 사업들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공단 직원 분들,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참아 주시고 인도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인도에 왔을 때는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먹어도 되는지 직접 테스트해 보면서 자주 설
사도 했었는데 지금은 음식 문제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김치도 직접 만들어 직원들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계속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영어도 꾸준히 사용해 와서 인도에 오면서 언어 문제는
한상돈 차장

저도 한국어를 전공해서 한국어에 능숙합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과 일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도식 영어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인도 영어에

즐겁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철도시설

적응해 웬만한 의사 소통은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하거나 회의할 때는 여전히 어
려운 점이 있네요. 인도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힌디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룬 쿠마르 Tarun Kumar

KR 혁신을 잇다

글·사진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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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morning! What do you think of

KR 해외사업을 위한
영어 공부,
Jim이 함께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ind).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생화학자 루이 파스퇴르가
남긴 명언이다. 이 말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은 국가 성
장을 이끌 해외사업 수주를 위해 꾸준히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
다.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영어교육
은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today’s topic?
매일 아침 8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2층 강의실
에서는 경쾌한 영어 대화 소리가 들린다. 강의실에

짐과 함께한 영어 데이트
짐은 지난 3년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직원의 영어
를 책임진 친구 같은 선생님이다. 수업을 마친 오후, 그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앉은 학생은 모두 철도공단 직원. 수업에 참여한 직

고집을 꺾지 않은 한국인은 정말 놀라워요. 저는 한국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이런 기회
는 흔치 않은 데 말이죠. 이 모든 일에 감사해요.
My father served in the Air Force during the Korean
War. Many find that difficult to believe, but he was a

원들은 학생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그날 주제에 대

Q1. 안녕하세요. <철길로 미래로> 애독자들에게 간단한

navigator on a bomber, reaching the rank of Captain.

한 자기 생각을 영어로 말한다. 선생님의 질문에도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He married my mother later in life, and they waited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금세 마칠 시간

안녕하세요. 제임스 존 리도니체입니다. 친구들은 편

a few years to have children. Anyway, the economic

이 다가온다. 아침이지만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다.

하게 ‘짐’이라고 부르죠. 저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

downturn affected practically everyone, and I was no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해외사업 진출을

그 출신입니다. 2002년부터는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로 이

exception. That, coupled with my desire to stop talking

준비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사내 원어민 영어

사했어요. 외가는 지금의 슬로바키아에서, 친가는 이탈리

about traveling and actually start doing it, made the

교육을 실시한다. 일과 교육을 병행하며, 실무에서

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time seem right; I hopped on a plane in August bound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어 배우기에 초점을 맞

후,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2012년

for the country that was at war when my father served.

췄다. 수업 일정은 다양하다. 매일 아침 8시에 학생

8월에 한국에 와서, 2015년 1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I wanted to see Korea and meet her people - people

실력에 따라 3개 반을 편성해 말하기 수업을 하고,

서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who have been through struggle after struggle, never

오후 6시 10분부터는 영어청취 수업과 프리젠테이

My name is James John Lidonnice. Many friends call

relinquishing their identity or losing hope for a better

션 수업을 진행한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생각

me by my nickname, “Jim.” I’m from the U.S., born in

future. The sheer tenacity of the people - in the wake of

으로 이사장과 임원들도 일대일 수업을 받으며 철

Pittsburgh, Pennsylvania. I moved to Miami, Florida in

Japanese occupation, the war between the Koreas, the

도공단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수업은 자율

2002. My mother’s side of the family immigrated to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political challenges of late

적으로 운영된다. 영어를 좋아하고, 좀 더 자유로운

U.S. from what is now Slovakia and my father’s side

- is truly amazing. I have been met with some of the

영어 표현을 배우고 싶은 직원이라면 누구나 수업

of the family came from Italy. I went to school to be a

warmest, most hospitable people I have ever had the good

에 참여할 수 있다.

teacher and spent the bulk of my career at a university.

fortune of meeting in this lifetime. Thank you for that.

점심시간 이후에는 더 실용적인 수업이 시작된
다. 철도공단에서 3년째 영어 강사로 일하는 짐

I came to Korea in August of 2012 and have been at KR
since January of 2015. Nice to meet you!

시작한 거죠?

(Jim)은 1시 30분부터 해외사업본부 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자유 대화를 이어나간

Q3. 언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학생을 가르치기

Q2. 한국에서 살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2014년 10월,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한국철

다. 잦은 출장으로 정규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해외

저희 아버지는 공군 대위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도시설공단의 외국인 강사 모집공고에 대해 알려줬어요.

사업본부를 배려했다. 이 시간에는 업무와 관련한

믿기 어렵겠지만, 아버지는 폭격기 조종사였어요. 그 후

바로 지원했죠. 지금도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

이야기, 업무를 하며 헷갈렸던 영어 어휘 이야기,

에는 어머니와 결혼해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대요. 어쨌

치게 된 게 믿기지 않아요. 가끔 제 볼을 꼬집어 볼 정도라

어제 있었던 일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대화가 오

든 미국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줬

니까요.

간다.

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시기가 잘 맞은 것 같은데,

A former colleague notified me of the position in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더 지속적인 영어 학습을

그때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갈망을 현실로 옮겨야겠다고

October of 2014 and I didn’t hesitate to apply. Since being

위해 공단 업무와 관련한 영어 표현을 게시판에 게

생각했어요. 저는 2012년 8월, 비행기를 타고 아버지가

offered the position, I haven’t stopped pinching myself.

시한다. 매월 말에는 인재육성 게시판에 업무 활용

참전했던 나라에 왔어요.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도가 높은 영어 표현 ‘Pop Quiz’를 출제해 정답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Q4. 어떤 강의가 KR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소개 부탁드

맞힌 직원에게 소정의 선물도 지급하고 있다. 철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 사람도 만나보고 싶었

립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죠. 일제 강점기에서도, 한국 전쟁에서도, 아시아 경제 위

KR 첫 번째 수업은 아침 8시에서 8시 50분까지 진행돼

전 직원에게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 속에서도, 민주정치 확립을 위한 역경 속에서도 순수한

요. 월요일에는 초급반,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심화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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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강의 방식을 기획한 이유가 있나요?

요.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Q8. 마지막으로 더 전하고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따금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철도공단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공단 직원들에게

사실 이건 정식 수업은 아니에요. 직원들 사이를 돌아다

을 먹기도 하고, 운동하는 걸 빼먹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먼저, 철도공단 직원들이 영

니며 직원이 자유롭게 영어로 말하도록 독려하는 거죠. 자

은 건강한 삶을 포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영어도 같아요.

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하신 강영일 이사장님, 진심으

신이 하는 업무 이야기나 그 외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영어는 근육 같아서 사

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직원들이 영어 수업을 들

있어요. 직원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

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수업을 빠졌다고 해서, 영

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언제, 어디서나 저

록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영어는 근육과 같아요.

어 수업 자체를 포기하지는 말아요. 언제든 수업에 다시

에게 도움을 주는 이명환 경영지원본부장님과 경영지원

매일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죠. 해외사업본부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있어요!

본부 직원들도 감사합니다. 모든 임원과 해외사업본부 직

아주 훌륭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친절합니다.

All of my students have been very kind and I really

원, 김도원 해외사업본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

This really isn’t a lecture. I move from person to person

appreciate it. Sometimes, however, a student misses

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반겨준 모든

and engage in free-talking with the staff members about

a class…or two. It happens. Everyone gets busy from

철도공단 직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마지

요일에는 중급반을 가르치죠. 오후 수업은 저녁 6시 10분

what they are working on, etc. The purpose is so they

time to time. What I have always regretted seeing - as

막으로 교육부 유병호 부장님과 조원희 과장님, 지치지 않

부터 7까지 진행돼요. 월요일과 수요일 수업에서는 BBC,

can practice their English a little every day. Language is

a teacher in all stages of my career - is a student quit.

는 노력과 끝없는 지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NN 듣기 수업을 하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프리젠테

like a muscle: if you don’t use it, you lose it. The Overseas

Missing a class, while not something I encourage, is

I am truly grateful to so many KR members for the

이션과 FIDIC 수업을 해요. 프리젠테이션 수업 일부는 학

Staff is a terrific group of people and are all very kind.

understandable. Yet, quitting ought to be avoided. You

opportunity to be here. My heartfelt thanks to Mr. Kang

have all come so far. Don’t quit!

Yeong-il, whose many decisions - like providing English

생이 직접 영어로 발표를 하는 것처럼 진행돼요. FIDIC는
계약법을 영어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이외의 시간 동안에

Q6. 직원들과 굉장히 친해진 것 같습니다. 공단 직원들을

Sometimes we make a mistake in our diet by eating

to KR members - has benefitted so many; Mr. Lee

는 이사장님, 감사님을 비롯한 임원과 일대일 수업을 진행

가르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얘기해주

something we shouldn’t eat, sometimes we skip a workout

Myeong-hwan and his entire staff, who have helped me

하거나, 해외사업본부를 돌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세요.

in the gym; but you do not quit healthy living entirely, do

any time and every time I have needed it. Thank you to

있어요. 또한, 수업 준비를 하거나 KR English 자료를 녹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가끔 직원 회식에서

you? English is the same way. Never quit. Ever. It is like

each of the executive directors, particularly Mr. Kim Do-

음하고 교재를 편집합니다. 물론 공단에서 필요한 영어 문

짧은 대화를 나누곤 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직원들이 제

a muscle, if you don’t use it, you lose it. Please not to feel

won and the entire Overseas Team. And thank you to

서를 작성하기도 해요.

말보다는 음식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like because you have missed a lot of English, you cannot

the entire staff at KR, who has welcomed me as though

KR’s first English class runs from 8:00 to 8:50 every

아주 짧게 말을 하죠. (한국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잘

come back. You can always come back. The door is always

I was a part of the family. Finally, a special thank you to

morning. Monday’s class is for Beginners. Tuesdays and

지내죠? 저도 잘 지내요. 당신도 잘 지내죠?” 라고 말하고

open !

Mr. Yoo Byeong-Ho and Mrs. Jo Won-hee for the tireless

Thursdays are for Advanced students and Wednesdays

나서 모두들 크게 웃죠. 미션 성공!

and Fridays are for Intermediate students. The last

There are so many! During “Sports Day,” I am

class of the day is from 6:10 to 7pm. During this time,

sometimes asked to give a small speech. Since I know

BBC/CNN Listening is on Mondays and Wednesdays;

everyone wants to start eating, rather than listen to me

on Tuesdays and Thursdays, Presentation/FIDIC. The

talk, simply saying,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presentation portion of the class is for students to use

And you?” gets the speech finished in a short time and

English in a, well, presentation-like setting. FIDIC is

gets a laugh. Mission accomplished.

Contract Law. The rest of the day I spend doing one-onone tutoring with executives, chatting with the Overseas

Q7. 수업을 듣는 공단 직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Business Department staff, preparing for classes and

제 강의를 수강하는 직원들은 모두 친절해요. 항상 감

recording and editing KR English, along with any

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간혹 학생들이 한두 번씩 결석을

document editing that may need to be done.

하곤 해요.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학생이 수업을 포기하면 항상 아쉬워요. 수업에 빠지는 건

Q5. 매일 해외사업본부가 위치한 공단 14층을 돌아다니

이해할 수 있지만, 수업을 그만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efforts and never-failing support. 감사합니다!

KR 혁신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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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클로즈업 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17년
철도교통 서비스 확대계획
원주~강릉 철도, 동해선 포항~영덕 철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안에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중
포항∼영덕 구간(44.1km),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를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다. 원주~강릉 철도사업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
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림픽 이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한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은 국가기간철도망 확충 및 동해안 관광통행수요분담 및 지역개발 촉진 등을 목적
으로 삼고 있으며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원주~강릉 철도사업 특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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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클로즈업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수송 지원 사업

릉 철도를 완벽하게 개통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보다 안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10월 개통

원주~강릉 철도 12월 개통 목표

하고 편리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

관광객에게 편리한 철도교통 서비스 제공

했다.
원주~강릉 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수송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는

을 지원하는 중점사업으로 2012년 4월 공사를 시작했

10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주요 공사를 완료한

다. 현재 노반 및 궤도 주요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전

포항~영덕 구간 개통 준비 박차

기·통신 등 후속 분야의 잔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로 국가기간철도망 확충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 5월 10일, 연결철도를 운행하
게 될 공항철도의 투입차량 제작을 모두 마쳤

며, 5월 말까지 공종별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통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1일 고속철도처장

다. 추가투입 차량(일반형 전동차 2편성)의 제

을 반장으로 2개팀(시설점검팀, 운영점검팀) 21개 분야

작을 완료한 것이다. 이번에 제작한 2편성(12

총 58명으로 개통운영전담반을 구성했다.

량)에는 기존 운행하는 공항철도 차량의 개선

강영일 이사장은 원주~강릉 철도사업의 완벽한 개통

사항과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사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10일, 현장 특별점검을 직접 주관

항 등 90개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승객들이

했다. 이사장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

휠체어나 여행용 캐리어를 휴대하고 이동시

며 최근 구성한 개통운영전담반의 합동점검, KTX 투입

불편했던 객실 중앙 손잡이용 수직봉을 제거

전 점검 계획, 종합시험운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는 개통운영전담반이 합
동점검을 시행해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중 포항∼영덕 구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연결철도 투입차량

하고, 실내의자 앞 고정손잡이를 2열로 개선

(44.1km)도 올해 12월 개통을 위한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

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수하물 선반의 수하물 이탈 방지를 위한 방지턱을 개

중이다.

선하는 등 승객들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했다.

합동점검에서는 국토부의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은 동해선 포항~삼척간

공단 김상태 기술본부장은 “승객들의 불편사항과 승무원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

따라 개통 6개월 전에 노반, 궤도, 건물, 전기 등 전 분야

166.3km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2년에 공사를

여 설계했고, 2017년 5월말까지 제작사 공장구내에서 시운전을 완료하고 6월부터 공항철도

에 대해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필요시설 설치여부, 승하

시작했다.

본선에서 차량시운전을 통하여 안전 및 성능을 철저히 검증한 후 영업운행에 투입할 예정”

차 동선과 편의시설 위치의 적정성, 고객안전설비 상태
등 개통준비 상태와 안전을 점검했다.
공단은 합동점검 이후 오는 6월 1일부터 종합시험운행

영남본부는 지난 5월 12일 포항∼영덕 구간에 궤도(철
로)의 품질확인을 위한 각종 검증작업을 완료하고, 궤도부

한편, 지난 5월 11일에는 오전 4시부터 열차운행시험을 위한 전기(25,000V)를 공급했다.

설공사를 완료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연결철도 전력공급설비공사는 2015년 6월부터 평창 동계

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7월

또한, 이 구간에 신설되는 청하역 등 4개 역사의 공정률

31일부터 시운전열차 단계별 증속시험, 궤도·전차선 동

이 71%로 진행 중이며, 지난 5월 15일부터는 신호, 통신 시

적시험 등 분야별 성능검증을 위한 시설물검증을, 10월

스템의 각종 기기 시험이 가능하도록 전기 공급도 이루어져

24일부터 영업시운전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

금년 12월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률 91.6%로 12월 개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
고 있다.

이라고 말했다.

영남본부 김효식 본부장은 “본 구간이 개통하면 기존
버스로 60분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25분으로 35분 단축되

올림픽 개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주·야 24시간 공사를 시행하여 공정을 단축해 한 건의 안
전사고 없이 공사를 올해 5월 초에 완료했다.
이후 내·외부 전문가의 시공품질검사(4.26∼5.8) 및 사용 전 검사(5.8)를 실시하여 공
사품질에 만전을 기했고, 전기가 공급된 후 철도노선의 시설물에 대해 철도종합시험운
행 계획에 따라 사전점검(6.26∼6.28), 시설물검증시험(7.31∼8.17), 영업시운전(8.28∼
9.13)을 거친 후 오는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연결철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

며, KTX 포항 노선과 연계한 관광수요 및 지역투자가 획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역

하여 지난 2015년과 2016년 호남고속철도와 수서고속

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철저한 시설물

까지 KTX가 일일 51회, 공항철도 열차가 서울역까지 일일 131회 운행하여 향후 평창 동

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바 있다.”라며, “이를 통해

검증 및 영업시운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적기

계올림픽 기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

얻은 경험과 노하우로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원주∼강

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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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등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곳은 총 251개 건설현장이
다. 본사 안전품질실의 점검평가부장 외 8명, 지역본부의 공단 직원 228명,
기술지원감리 등 776명, 총 1,004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해빙기에는 동결됐던 지반이 이완되면서 절개지 및 지하굴착부 등의 안전사고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수립(해빙기 포함), 철도 사고

위험이 높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안

보고 체계, 취약개소 관리 실태, 안전관리 조직·교육·점검의 적정성, 건설

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공종에 대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시공실태점검을 실

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적정성 여부, 건설현장 점검관련 지

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했다.

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삼았다. 또한, 동결과 융해로 인한
지반 이완이 우려되는 절개지 및 굴착부 등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
약공종 시행의 적정성,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균열 등의 이상 유무 등을 점
검했다.
현장 점검 결과 보완사항은 299건 발생했다. 현장당 지적건수는 강원본부
가 가장 많았으며(2.67건) 특별 점검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타 지역본부에 비
하여 보완사항을 많이 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과 영남본부는 지적건
수가 점검현장 1개당 1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0.81~0.86건) 점검현장 수가
타 본부에 비해 많은 관계로 집중적인 점검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에 따라 지역본부의 지속적인 확인점검과 집중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활동 강
화가 필요한 상태다.
분야별로는 노반 233건, 건축 33건, 시스템 8건, 시설개량 21건으로 지적
사항이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집중점
검에 따라 안전관리 미흡사항이 가장 많이 지적(187건)되었으며, 특히 안전
난간 설치 미흡 및 안전 교육·점검 일부 미흡, 재난대응 조직개편에 따른 개
정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현재 299건의 보완사항을 완료하여 보완 전 불완
전 요인을 사전에 모두 제거한 상태다.
한편, 공단 강영일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교차점검도 실시했다. 해빙기 점
검 개소 중 지역본부 점검대상에 대해 16개 현장을 교차점검 한 결과 29건의
불완전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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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교량 품질관리 우수사례

✚ 터널 안전관리 우수사례

: 교량 상부 슬래브 타설 후 발생하게 되는 표면박리 및 블리딩 등의 문제 제거를 위해 기계화 장비 사용(테크피니셔 시

부산~울산 복선전철 6공구 노반건설공사

서해선 복선전철 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공)으로 추가적인 표면마감으로 초기균열 방지 및 작업능률 및 품질관리를 향상한 사례다.

: 터널굴착 등 위험작업 중 공사인력 실시간 시스템(스마트 태그)을 활용한 작업자 출입현황 및 위치 관리 등 작업자 안
전관리, 유해가스 자동측정(무선 실시간 가스 측정)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터널 내·외부 발파안내방송(스마트 기기
제어)을 통한 위험관리로 안전관리를 향상한 사례다.

개선전

개선후

✚ 기존 터널공사관제 vs DSC 터널관제 시스템 비교

1. 상부슬라브 시공(인력타설)
2. 쇠, 나무흙손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 2차마감

1. 상부슬라브 시공(기계타설:테크피니셔)
2. 프로펠러 휘니셔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면 2차마감

구분

기존 관리 방법

DSC 시스템

수기/RFID 카드 체크
·차량 하차 후 체크
·기록/체크 관리

출입관리

스마트 태그 자동 인식
·실시간 다수 인식
·차량탑승 작업자 인식

출입 현황판

: 사고율이 높은 추락 및 전도 사고에 대해 원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소작업장인 교량
슬래브 상부 근로자들을 위한 Safety Zone을 설치해 작업 환경을 개선했다.

유선/수동 가스측정
·휴대용 측정기
·유선 센서 측정

모니터링
휴대용 측정기

무선 실시간 가스 측정
·IoT 가스센서
·이동/설치 간편
IoT 무선 가스센서

개별제어/수신호
·개별 제어의 불편함
·신호 전달 오류

제어 및
정보전달
수신호

스마트 기기 제어
·모바일 원격 제어
·정확/실시간 전달
발파안내방송 제어

개선전

개선후

무분별한 자재야적으로 작업자들의 통로 미확보

세이프티 존 설치로 안전한 통로 확보 가능

KR 혁신을 잇다

글·사진 편집실

청렴뉴스

젊은 아이디어,
청렴을 생각하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젊은이들이 모였다. 지난 3
월 출범한 청렴동아리 ‘청아한’은 입사 3년 차 직원으로 구성돼있으며,
다양한 청렴 문화 확산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아침, 에너지바를 손에 든 직원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출입문으
로 향한다. 직원들이 손에 쥔 에너지바에는 ‘받아라 청렴에너지’, ‘너에게로 가 청렴이
되련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이 에너지바는 청렴동아리 ‘청아한’(청렴하고 아름다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줄임말이다)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다. 이번 이벤트는 경영노무처
백지은 대리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청렴 문제가 식사 대접입니다. 에너지바를 먹으며 식사대접이
청렴 문제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랐어요. 배고픔을 해결하며 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청렴 문구를 새겨 전 직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
다. 출장을 가는 직원들도 에너지바를 먹으며 청렴 에너지를 가득 채우길 바라요.”
지난 3월 만들어진 ‘청아한’은 입사 3년 차 동기가 모여 만든 동아리다. 젊은 아이디
어로 청렴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철도공단을 이끌어 갈 신입직원 스스로가 청렴 문
화를 구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이와 함께 위에서부터 의견을 전달하는 문
화보다 아래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가 대를 이어, 철도공단이 더
유연한 기업문화를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회원은 1년 임기로 활동을 한
후, 다음 입사 차수에게 동아리를 물려줄 계획이다. 현재는 본사 직원 9
명, 각 지역본부 직원 5명 등 총 14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렴동아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적이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분
위기에서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어떻게 직원에게 부담 없이 청
렴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청렴동아리에서 간사를 맡은 경영성과처 신동희 사원의 말이다. ‘청
아한’은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수시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3월에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렴
마인드’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했으며, 다른 기업과 단체의 청렴 활동을 조사해
벤치마킹하기도 한다. 동아리 회장은 맡은 남궁동 대리는 올해 말에도 특별한 이
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올 말에는 ‘찾아가는 청렴 신문고’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에요. 앞으로 색다른
청렴 이벤트를 꾸준히 이어나가 무겁고 딱딱한 청렴 문화가 아닌 재밌고 친숙한 청
렴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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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세상

행복한 장애인의 날,
KR이 함께합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봉사활동
지난 4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제37회 장애
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공단 KR봉사단은 ‘행복한 복지, 신명나는 복지 세상’이라는 주제
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공단 합창단 ‘KR 하모
니’와 우쿨렐레 동호회 ‘KR 천상의 소리’가 함께 공연을 펼쳐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편견 없는 세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만듭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우쿨렐레 동호회 ‘KR 천상의
소리’가 버스킹을 하고 있다. 맑고 경쾌한 악기 소리
에 공단 합창단 ‘KR 하모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
음을 만들어낸다. 길을 멈추고 공연을 바라보는 사
람이 하나둘씩 늘어난다. 버스킹을 하는 직원 뒤편
으로는 열심히 팝콘을 만드는 직원과 공단 로고가
새겨진 연필, 공단 캐릭터 ‘레일맨’이 그려진 풍선을 나눠주는 직원이 보인다. 한쪽에서
는 직원들이 훌라후프와 윷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철도공단 KR봉사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참여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행복한 복지, 신명나는 복지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000여 명이 넘는 장애인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이 사회적 편견 없이 즐겁
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행사를 위해 공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자원봉사자 50여 명을 선발했으며, 직원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봉
사 활동을 기획했다. 직원들은 안전요원으로 배치돼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돕는 일을 맡
기도 하고,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기념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두 팔을 걷어 부치고 행사
장 전 구역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정돈하는 직원도 있었다. 이와 함께 체험 프로
그램을 기획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쳤다. 공단 합창단 ‘KR
하모니’와 우쿨렐레 동호회 ‘KR 천상의 소리’는 버스킹과 함께 장애인 노래 대회 중간
공연을 맡아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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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세상

장애인의 날을 밝힌
직원들의 한마디

행사 안내 및 진행 보조 팀

경영지원본부 계약처

2017년도 신입직원

조우제 사원

저는 올해 입사한 신입직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밝은 사회를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작년에는 대전역 앞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으로 장소를 옮기니 더 넒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좋네요. 공연장도 따로 마련되어

행사 안내 및 진행 보조 팀

시설본부 시설계획처

2017년도 신입직원

안영롱 사원

좋은 의미를 가진 행사장에 나오니까 기분이 정

행사에 처음 참여하는데요. 어제부터 너무 설레고

말 좋네요. 오랜만에 뜻깊은 일에 참여해 너무 행복

제가 맡은 일을 잘 해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

했습니다. 제가 한 작은 일로 다른

습니다. 학생이 아닌 직장인으로 처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

음 참여한 봉사활동이라 더 사명

니 힘이 절로 나더라고요. 정말

감이 느껴졌나 봐요. 이번 행사를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와 함께

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

발전한다는 조직 비전을 실현할

으면 좋겠어요. 내년 장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

애인의 날 행사도 기

년에도 참여해 올해보다

대가 되고 꼭 참여할

더 열심히 하려고요.

거예요.

더 많은 직원이 함께
감동을 느끼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영노무처 김경렬 부장

합창단
KR 하모니 팀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
유병호 교육부장

우쿨렐레 동호회
KR 천상의 소리 팀

기획재무본부 미래사업기획처
김효승 과장

있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팝콘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팝콘
기계를 더 늘려 행사 참가자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팝콘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매년 공단에서 진행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기

우쿨렐레는 연주하기 쉬운 악기입니다. 그래서 더

장애인의 날 자원봉사를 기획한 경영노무처 김경렬 부장은 벌써부터 내년 활동을 구상

분이 좋습니다. KR하모니 단원들과 함께 하니 더 즐

가깝고 친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부터 꾸준히 이어 온 장애인의 날 행사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겁네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

싶어서다. KR봉사단은 지역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돕고 더 많은 장애인이 세상에 나와 거

한 합창으로 사람들을 기

해 악기를 연주했는데요. 공연

리를 메우길 바라는 마음에 한 해도 특별한 행사를 쉬지 않았다.

분 좋게 해줄 수 있어 뿌듯

을 보던 관객이 저희 연주에 맞

“행사장에 나와 사람들과 마주하다보면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도움을 주

하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춰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제

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직원이 함께 감동을 느끼며 봉사활동을 할

오늘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가 오히려 마음이 치유됐어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 나가길 바라요.”
철도공단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장애
인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나아가 직원들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있다.

직원들도 다음에는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
니다.

요. 작년에도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

프로 연주자는 아니지만 동료
와 함께 뜻깊은 행사에
참여한다는 데에 의의
를 두었습니다.

KR 사람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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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에 빠지고 사람에 반하고
“이거 사기야 사기, 당구 점수 줄인 거 아니야? 너무 잘 하잖아.”

현재 철도공단 직원 14명과 서울메트로 직원 3명

허물없는 농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지난 4월 19일 김

이 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 일

포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만난 쫑 회원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년에 2번 당구대회와 같은 정기모임을 가지며 그 외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 같다.

에는 시간이 맞는 회원이 수시로 삼삼오오 모인다.

지난 1월 당구동호회 쫑을 창단한 김포철도사업단은 김포공

우연히 만나 ‘쫑’
우리는 대단한 인연입니다
김포철도사업단 당구동호회 ‘쫑’

‘쫑’은 당구에서 내가 친 공이 목표공을 향해 가다가 다른 곳에서 굴러온 엉뚱한 공과

큐대를 잡으면 모두가 선수

당구장은 어디에나 있어 쉽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항과 김포 신도시를 연결하는 지하철을 만든다. 김포시가 사업

“쫑에서 활동하다 보면 학생 때 친구들과 당구 게

을 의뢰했으며,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가진 한국철도시설공단

임하던 게 생각나요. 질 수 없다는 승부욕이 발동해

과 서울메트로가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서 정말 열심히 당구를 치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실

2013년 착공해 오는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수하면 서로 웃고요.”

“김포철도사업단에는 김포에서 숙소생활을 하는 직원이 많

나성필 차장은 격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

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구를 좋아하는 직원이 퇴근 후 자주

츠가 바로 당구라고 생각한다. 단장님도 신입 직원

모여 당구를 쳤죠.”

도 승부 앞에서는 한 명의 선수가 된다. 서로 면박을

당구동호회에서 회장을 맡은 최용무 부장의 말이다. 동호회

주고 농담도 던지다 보면 동네 친구 같은 분위기가

가 없어도 자주 모여 당구를 치는데, 이왕이면 동호회를 만들어

형성된다. 당구장에서는 점수가 높은 사람도, 낮은

직원이 화합하는 시간을 더 견고히 다져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람도 실력에 상관없이 즐겁게 웃을 수 있다.

마침 서울메트로에도 당구를 좋아하는 직원이 많았고, 두 기업

쫑에서 고문을 맡은 양종대 단장은 당구를 처음

이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접하는 사람도 동호회 활동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들었다.

말한다. 당구 초보가 가입하면 그에 맞춰 경기 룰을

“당구는 멘탈 게임이에요. 흥분하거나 미세한 감정 변화가
감을 잃게 하죠. 그래서 당구를 칠 때면 장난삼아 큐대를 잡은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당구 고수들에게 당구를 배
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해요. 당구의 가장 큰 묘미가

“업무에만 몰두하지 말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바로 신경전이죠. 농담도 서로 이해하고 웃어넘기는 재미가 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취미 활동

어요.”

을 함께 즐기면 좋잖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매일 스

부딪히는 상황을 말한다. 아무리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이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쫑을 피

당구동호회 총무 나성필 차장의 말처럼 당구는 사람을 끌어

트레스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집

할 수 없다. 김포철도사업단 당구동호회 회원은 마치 자신들의 모습 같은 ‘쫑’이라는 단

당기는 힘이 있었다. 동호회를 결성하자 서울메트로 직원과 농

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기 쉽죠. 당구를

어가 마음에 들었다.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나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동

담을 주고받는 시간이 늘어났다. 처음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

하며 한큐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일과 가정을 소

호회 이름을 ‘쫑’이라 붙였다.

지고 금세 격 없는 사이가 되어갔다. 이제는 얼굴만 봐도 웃음

중하고 행복하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쫑은 앞

이 나오는 친한 동료가 됐다. 서울메트로 정태오 과장도 동호회

으로 더 많은 사람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활동을 통해 두 기업이 한층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록 다양한 경기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실력에 상관없

“함께 당구를 치며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아요. 업무 외의 인간

이 편하게 참여하세요.”라고 당부하는 양단장의 얘기

적인 모습도 알 수 있고, 그 모습에 또 반하게 되고요. 업무적으

속에는 김포철도사업단 현재의 분위기를 얼마나 소

로 논의할 사항이 생겨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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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최강자를 가린다

당구동호회 ‘쫑’ 상반기 당구대회 승자는?

4월 19일 2017년 상반기 당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기는 창단 후 첫 정기모임이었는데요. 경기는

팽팽한 1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드디어 결승전에서 3명의 선수가 만났습니다. 우연히도 결승에 진출한 3명의 선수

실력별로 3팀을 나눈 후, 각 팀에서 우승한 직원이 결승전에 오르는 토너먼트 방식이었습니다. 긴장감

가 모두 사업총괄팀 소속인데요. 사업총괄팀은 당구 잘하는 사람이 모인 곳인가요? 팀 내 승부가 된 이번 결승에

넘치는 경기 현장으로 가볼까요?

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고수팀
250점 이상
고수팀인 만큼 꼭승리하겠습니다!
나성필 차장

강태융 부장

최용무 부장

이상기 차장

중수팀
150점 이상 250점 미만
하반기엔 우리도 고수팀!

전서탁 차장

정계용 차장
(서울메트로)

양종대 단장

박재영 차장 (서울메트로)

하수팀
이종준 차장

박동희 차장

강종구 부장

정태오 과장(서울메트로)

150점 미만
점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수팀 대표 이종준 차장

중수팀 대표 박재영 차장

고수팀 대표 강태융 부장

붙어봐야 아는 법,

오늘 운이 좋다.

셋 중에 내가 점수가 제일 높은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기운대로면 우승도 문제 없다.

우승은 나야 나!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오늘의 승자는 바로 박재영 차장입니다.
하반기 당구대회에서는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궁금해지네요~

KR 사람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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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업 수주 과정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섯 개 업체

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수주의 키 포인트는 금융조달

LRT 1단계 사업은 자카르타 내 고가 LRT(Light Rail Transit:

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공단이 어떤 점에서 우위를 점했는지

입니다. 약 1조 원 정도 소요되는 금융을 발주처에서 요구

지하철, 전철보다 가벼운 전철) 5.8km를 건설하는 사업으

말씀해 주세요.

하는 낮은 이자율로 조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단이 직접

로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이는

공단, 국토부, 외교부 등이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발판을

금융기관에 찾아가 사업을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조

2018년 8월에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만들었습니다. GtoG(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 대 정부)로 사

달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시내에 약 116km 연장의 LRT 노선을
건설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1

업이 진행되도록 만들어 놓고 공단 CEO가 인도네시아에
세 번 방문해 JAKPRO와 ROD(Record of Discussion 합의 의사록)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수주하며 개인적으로도 보람

를 체결했습니다. 해외 철도 분야 사업 수주는 전문가, 담

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당자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업의 수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평생 잊지 못할 사업 중 하나입니

주는 공단의 CEO, 본부장, 처장 등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

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경제협력 의제에 관

로 협력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한 실무자 발제 회의가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참가하기로

국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순조롭게 시작했다. 사업

는 국민소득 500달러였던 때에 서울에 지하철을 설치했고

되어 있었는데 아버님이 위독했던 때라 가족들은 가지 말

수주에는 공단 해외사업본부 역할이 컸다. 해외사업2처

지금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현재 한국 철도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양국 간 경협 의제로 이야

사업1부 박대근 부장은 사업 수주의 주역으로 공단 최초

호황기를 지나 서서히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기하는 자리에 약속을 해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니 회의

의 인재양성 1호 박사다. 현재 우송대 겸임교수로도 활동

동남아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철도 사업 또한 호황기

에 참여하러 갔죠.

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는 그를 만나 이야기 들

에 들어서고 있지요.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는 중국이 수

그날 저녁 병원에서 난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

었다.

주해 진행하며 MRT(중량철도)는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

님이 24시간을 못 넘긴다는 얘기였어요. 그다음 날에 일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LRT

정이 있으니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일정을

단계 사업은 후속 사업 개발, 참여에 유의미한 물꼬를 텄
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공단을 주축으로 민관이 협력해
해외철도사업 EPC(설계, 자재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
분야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한

는 한국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그 틈새시장을

소화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한국 땅을 밟고 나서 아버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은 공단 주축으

타깃으로 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전 차량, 전 시스템에

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제가 한국에

로 민관이 협력해 해외철도사업 EPC 분야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발달된 IT를 접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을 마지

최초 사례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또 공단 내부에서는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 수주,

자부심을 느낍니다”
해외사업2처 사업1부
박대근 부장

막 선물로 주고 가셨단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올해 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인도네시아 지사를 개설했습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또 제 욕심과 열정을 쏟아부은 사업

철도 관련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이 진행하기

다. 공단 내에서 자카르타 LRT 사업에 관한 관심은 어떠하

이기도 했고요.

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와 민간이 협력해 만

며 향후 2, 3단계 등 후속 사업 수주를 위해 어떤 작업이 진

우리나라의 해외 철도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면 그에 따라

든 사업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LRT 1단계 사업입니다.

행되고 있는지요?

조직도 생기고 인력도 많이 생기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한국의 철도 관련 회사들은 감리, 설계 등 사업비가 적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세계 5위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이 앞서서 나가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공단

은 소규모 단위의 엔지니어 분야에만 진출해 왔었는데

있는 제2의 시장이지요. 그러다보니 인도네시아 철도 사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제가

요. 이번에는 설계부터 자재구매, 시공까지 토탈 패키

업을 위해 사무소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중국 북경 다음으

가진 노하우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수주하고 싶습니다.

지 형 사업을 수주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로 해외에 설치한 두 번째 사무소로, 민간이 해외에 진출

것이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지요.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

공단은 발주처인 JAKPRO(자카르타 자산관리 공사)와 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LRT

서는 이번 수주의 경험을 어떻게 전하려고 계획 중이신지요?

하고 정부는 정부끼리 컨택을 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구상·설계하

퇴직까지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획을 세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민간은 고용과 수익을

는

PPP방식(Private Public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방식)으

우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에 관한 저의 경험, 특히 실패에

창출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은

로 추진하는 LRT 2단계 사업은 올해 말 입찰을 합니다. 2

관한 경험에 관해 책 한 권을 써 놓고 퇴직하는 것이 꿈입

우리나라가 해외철도 분야에 진출하는 하나의 경쟁력

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

니다. 해외사업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경험서를 만들고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 3단계는 내년 하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걸 목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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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족

럭나우라는 낯선 도시로
양연종 차장에게 럭나우 메트로 현장은 하나의 기회였
다. 양연종 차장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공채 3기로 입

이 많이 지쳐서 힘들어 했는데, 아빠를 만나니까 힘든 것
도 잊고 좋아했어요.”

사한 1995년 7월 이래로, 23년 동안 주로 품질 분야에서
근무해 이제는 다른 나라 현장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던 중 기회가 닿아 럭나우 메

가족, 함께하다

트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됐다.

따사로운 인도의
볕이 머무는 곳

“사내 모집 공고가 떠서 지원서를 준비했어요. 낮에는

양연종 차장 가족이 사는 안살 인스티튜트 골프시티는

하던 업무를 하고 밤에 지원서를, 그것도 영문으로 만들어

럭나우 시내 근처에 한창 건설 중인 신도시이다. 골프 CC

야 해서 힘들었죠. 서류에 통과하고 1차 집단 면접을 봤고

가 있어 골프시티라 이름 지었고 아파트 단지가 여럿 위

2차 면접은 인도에 국제 전화를 걸어서 진행했어요. 짧은

치한다. 양연종 차장의 가족도 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다.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도 인도에 가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큰 아파트에 단 몇 세대만

게 됐다고 결정 나니까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됐어요.”

이 살고 있다. 럭나우에 있는 철도공단 직원 중 가족은 수

인도행 결정에는 아내 박구옥 씨의 역할이 컸다. 박구

도 뉴델리 같은 좀 더 주거환경이 갖춰진 도시에 살고, 공

옥 씨는 양연종 차장의 어려운 결정을 응원해 주고 뒷바

단 직원은 럭나우에서 지내며 주말마다 오가는 직원도 있

라지를 아끼지 않았다. 나머지 가족이 한국에서 지내려면

지만, 양연종 차장과 박구옥 씨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하는 수 없이 양연종 차장과 떨어져야 했고, 함께 지내려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럭나우에 자리를 잡

면 인도로 이사를 해야 했으니 박구옥 씨에게도 쉽지 않

았다.

은 결정이었음은 분명하다.
지난해 8월에 인도에 온 양연종 차장이 가족을 부른 것
은 지난 12월이다. 양연종 차장이 처음 럭나우에 왔을 때
는 먼저 와 있던 한상돈 차장의 집에서 생활하며 많은 도
움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 없이 생활하는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다.
박구옥 씨와 아이들도 양연종 차장의 부재를 느꼈다.

인도 럭나우 메트로 현장 양연종 차장 가족
사람과 소, 이륜, 삼륜, 사륜차까지 한데 엉킨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주도 럭나우는 혼잡함 속에 활력을 간직한 도시다.

박구옥 씨가 혼자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인도로 가는 비
행기에 오른 것도 양연종 차장의 빈자리 때문이었다.
“아빠를 특별히 찾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나

도로 한복판에서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소들 옆으로 오토바이가 쌩하고 지나가며 그 옆으로 사람이 길을 건넌다.

더라고요.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아빠 없이

럭나우 메트로 현장의 양연종 차장은 지난해 8월, 럭나우에 왔다.

지내는 걸 힘들어 했었고 인도에 오면

사람, 음식, 교통, 기후 등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계속 지내다 보니 ‘사람 사는 곳은 어느 곳이나 똑같지.’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

서는 오는 과정이랑 적응하는 게 힘

그럴 때쯤 럭나우 시내를 조금 벗어나 차로 15분이면 도착하는 골프시티란 곳에 집을 구해 가족을 불렀다.

들었어요. 럭나우까지 오는 데 하

인도라는 낯선 환경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 가족이 있는 공간이다.

루 이상이 걸리거든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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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전에는 아파트 마무리 공사로 뚱땅거리는 소
리가 귓전을 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인부들이 동양
인 가족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곳, 이곳이 양연
종 차장 가족의 집이다. 한국의 주거 환경과는 비교
할 수 없이 열악하지만,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아
는 가족이 머무는 행복한 러브하우스다.
아내 박구옥 씨와는 ‘중매 반 연애 반’으로 만났
다. 양연종 차장은 박구옥 씨의 성실함에, 박구옥 씨
는 양연종 차장의 겸손함과 포근함에 끌렸다. 그렇
게 두 사람은 2011년, 백 년의 가약을 맺고 가족을
이뤘다.
양연종 차장이 집에 들어올 때면 “아빠~” 하는 외
“큰애는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인도에는 딸기가 나

“한국에서와 달리 조심해야 하는 게 많아요. 아이들도 웬

지 않아요. 또 인도 귤에는 씨가 있어서 먹기가 불편하다

만하면 안에서만 놀게 하고요. 또 애들 엄마도 우울해지지

승아는 긍정적이고 잘 웃으며 동생 승주를 잘 챙

는 이야길 해요. 딸기랑 우유가 먹고 싶어서 한국에 가고

않도록 서로 잘 살펴야 하고요. 저는 저대로 업무 때문에 스

기는 맏이다. 둘째 승주도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가

싶대요. 평소에는 고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기가

트레스받고 오면 집안일을 잘 못 도와주니까 미안하죠.”

족의 분위기 메이커다. 연년생으로 서로 아웅다웅하

먹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요. 둘째아이는 놀이터에 가고 싶

지만,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낸다.

다고 해요. 여기에는 애들이 놀 만한 놀이터가 없거든요.”

침과 함께 뛰어나오는 두 아이는 여섯 살 큰딸 승아
와 다섯 살 둘째아들 승주다.

양연종 차장은 승아가 생긴 걸 알았을 때의 기분
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대전 보라매 공원에서 아내가 딸애를 가졌다고
알려줬어요. 잔디가 많은 곳에서 소식을 들어서 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박구옥 씨도 아이들과 양
연종 차장을 챙기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채식주의자가 많
아 고기를 사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한번은 정육점에서 고
기를 사재기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양연종 차장의 미안함과는 달리, 박구옥 씨는 양연종
차장이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라고 이야기한다. 아이들
도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따른다. 인도 럭나우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하루하루 느끼며 사랑이 깊어지는 가족이다.
양연종 차장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 이상으로 바랄 게
없다고 말한다. 가족이 행복하니 업무에서도 성취감을 느

명이 ‘초록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임신했다고 좋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도 많다. 럭나우에 동양인이

아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싶었는데 막상 경험

별로 없는 탓에, 현지인들은 양연종 차장 가족을 신기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

해 보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기뻤죠.”

눈으로 바라본다. 가족이 장을 보러 마트에라도 나가면,

지 않게끔 이끌어 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좋

현지인들이 아이들의 얼굴을 만지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은 말만 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죠. 업무적으로는 요즘

요청하기도 한다. 어딜 가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 처음에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1997년쯤에 외국 벡텔 사람들

아이들이 외출을 꺼리기도 했다.

이 와서 제가 카운터 파트너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족이라는 원동력

끼고 있다.

승아, 승주는 현재 학교(14학년으로 이루어지며 유치원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선진국 대열에 있는 기

남편, 아빠와 함께 지낸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낯

과정도 이에 속한다)에 다닌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박

술자가 되어 가르쳐 주러 왔구나 하는 생각에 자부심이 들

선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다. 모기가 많은 탓

구옥 씨는 살림을 챙긴다. 대화 상대가 없어 외로울 때도

어요.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고요. 새로운 경험

에 아이들 살이 짓무르기도 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있지만, 주변에 한국인 가족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을 하면서 힘든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

않아 고생하기도 했다. 한국에서와 같은 식재료를

양연종 차장은 업무 때문에 가족을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아

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요.”

사는 것도 어렵고 외식하는 것도 입에 맞지 않았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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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싱어가 간다
레일깨비 팀
팔당역 자전거 로드

제4기 KR SNS 기자단 레일싱어 미션,

팔당역
▶
(자전거 대여)

<철도역 별별 탐사 지도>를 소개합니다

능내역

▶ 북한강 철교 ▶

물의정원 ▶

팔당역
남양주
▶
(자전거 반납)
역사박물관

레일깨비 팀은 팔당역을 다녀왔네요. 이번 여행 주제는 ‘경의중앙선을 타고
떠나는 기차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은 약 3~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요즘 이색 여행이 인기죠? ‘여행 좀 다녀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제4기 KR SNS 기자단 레일싱어가 이색적인 여행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역 별별 탐사 지도>인데요.
권역별로 역사와 그 주변을 탐사하며 맛집, 유명장소 등을 엄선했습니다.
어떤 이색적인 여행 코스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까요.

TRE 팀
대전역 누들로드

대전역

▶

역전
가락국수

▶ 신도칼국수 ▶

팔당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역 주변

북한강 철교에 들렸다면 물의정원을

이번에는 (구)중앙선 자전거 길을 달

을 돌아보는 코스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놓칠 수 없는데요. 한적한 정원에서 잠

려 팔당역으로 향해볼까요? 벌써 팔당역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폐역 능내

시 숨을 고르며 다음 장소를 위한 에너

에 도착했네요. 이대로 돌아가기는 아쉽

역을 둘러보고,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

지를 충전해보세요. 에너지를 채웠다면

죠? 그렇다면 팔당역 인근에 자리한 남

선에 선정된 북한강 철교를 달려봅니다.

팔당역으로 다시 출발!

양주 역사박물관에 들러보세요.

우동야

이정희 님
인천국제공항역

TRE팀은 대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국수를 테마로 대전역 인근
맛집 코스를 만들었네요. 과거 호남선 완행열차는 기관차를 돌리기 위해
대전역에서 약 20분 동안 정차해야 했는데요. 이 시간을 이용해 간단히 먹

인천국제
공항역

을 수 있는 국숫집이 대전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TRE팀
이 꼽은 맛집을 확인해 볼까요?

▶

자기부상열차
▶
(용유역)

황해해물
칼국수

▶

선녀바위
해변

▶

조름도

이정희 님은 올해로 개통 10주년을 맞은 공항철도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해 교통센터 지상 2층에 있는 자기부상열차를 타고 용유역으로 향하는데요.

대전역 바로 앞에 있는 역전가락국수

60년 전통의 신도 칼국수는 두둑한

이제는 튀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는 대전역 추억의 명물입니다. 가락국수

양으로 유명한데요. 오랜 시간의 흔적을

튀소를 만드는 성심당의 새로운 브랜드

부터 냄비우동, 열무김치국수까지 다양한

간직한 건물 외관만큼 칼국수 맛도 진합

가 바로 우동야입니다. 사누끼 우동, 카

금강산도 식후경! 용유역에 도착해 황

용유역에서 버스로 15분이면 선녀바

이번에는 조름도로 향해볼까요? 용유

메뉴와 착한 가격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니다. 들깻가루가 솔솔 뿌려진 칼국수에

레우동, 신메뉴 낙지우동 등 다양한 우동

해해물칼국수로 향합니다. 각종 해산물이

위 해변에 도착합니다. 물이 빠진 자리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조름도는 사람이

곳인데요. 역전 승강장에서 지금 가게가

직접 만든 양념장을 넣으면 이야말로 금

을 판매하는데요. 대전에 들른다면 튀소

가득한 칼국수를 먹기 위해 긴 줄을 기다

에 크고 작은 바위가 모습을 드러내니

조는 모습을 닮아 재밌는 이름이 붙었습

있는 서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대

상첨화! 고소한 맛이 두 배가 됩니다.

와 함께 우동야를 즐겨보세요.

려야 하지만, 한입 먹어보면 기다림이 아

썰물시간을 잘 확인해보세요.

니다. 이곳에서 해안 풍경을 물씬 느껴

를 이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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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싱어가 간다

레일커넥션 팀
동대구역 디저트&카페 로드

더메나쥬리 ▶

움트

▶

김송이 님
SRT 부산여행 부산 이바구길

백금당

▶ 카페블랑쉐

부산역

▶

이바구길 ▶

168계단

▶

브라운핸즈
168
▶
▶ 경성주방
백제 카페
도시락국

대구는 힙한 디저트 카페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지난해 개통한 수서고속철도 SRT는 경부권과 전라권을 빠르고 편리하게 여행

레일커넥션 팀은 동대구역 인근 디저트 카페 로드를 만들었네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송이 님은 SRT를 이용해 부산역으로 향했는데요.

첫 번째로 방문한 더메나쥬리는 귀여운 동물 모양 컵케익으로

케이크 맛집으로 유명한 움트! 움트도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유명한 곳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결된 신세계백화점

와 연결된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생크림 위에 얹어

지하 1층에 자리하는데요. 기차를 타기 전 잠시 들르기 딱 좋네요.

진 빨간 딸기와 다양한 쿠키들이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백금당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카페로 동대구역에서 도

마지막 코스인 카페블랑쉐는 영국 궁전 같은 인테리어와 아

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옛날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기자기한 소품들, 특이한 메뉴가 있는 곳입니다. 중세 시대 느낌

젊은 고객들에게 포토존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정말 이색적인 카페죠?

성희정 님
광명역 광명시장 봄 나들이

광명역

▶

광명시장

부산역에서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이

이바구길에 도착해 가장 먼저 168계

여행에서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

바구길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

단으로 향해볼까요? 계단을 오르는 게

죠? 이바구길에는 (구)백제병원의 오래

입니다. 이바구길로 향하는 길에 있는 담

부담스럽다면 계단 옆에 설치된 모노레

된 건물을 활용한 브라운핸즈 백제 카페

장갤러리와 동구 인물사를 읽다보면 이

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상에 있는 전

가 있는데요. 고풍스러운 근대 건축물에

바구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망대에서 부산을 한 눈에 즐겨 보세요.

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168계단 인근에 있는 168도시락국도 빠질 수 없는데요. 실버

이바구길에서 초량역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경성주방도 대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이곳에서 대표 메뉴인 추

적인 맛집인데요. 청량고추가 솔솔 뿌려진 매콤돈까스와 돼지불

억의 도시락을 즐겨보세요.

고기가 나오는 경성밥상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광명역은 서울역에 이어 국내 고속철도 역사 중 연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역
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과 서울 서남권,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데요. 레일싱어
SNS 기자단 성희정 님은 수많은 광명의 주요 관광지 중 광명전통시장을 선택
했네요.
광명전통시장은 옛 시장의 정취를 물씬 풍
기는 곳입니다. 점포가 무려 350여 개나 된다
고 하는데요. 착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겨보세요.

레일싱어 SNS 기자단이 정말 알찬 여행 코스를 만들었네요.
더 자세한 여행 정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SNS 기자단의 재밌는 활동 기대해주세요~

KR 사람을 잇다

글·사진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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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현장소식

ON-THE-SPOT
NEWS

K R

전국

5 개

본부

N E W S

수도권본부
수도권 전철 승강장 조명설비 모두 LED로 교체

상반기 조기 집행 위해 협력사 간담회 개최

형광등 수명의 10배,

상반기 집행 목표 ‘9,392억 원’ 달성 총력,

유지보수비와 전기요금은 Down,

경기회복 첨병 역할 수행

친환경성은 Up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이용객들에게 쾌적

영남본부

호남본부

인접현장 점검하는 ‘릴레이(Relay) 안전점검’ 시행

관내 14개 터널 개량, 방재설비 마련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5공구~8공구 대상,

터널 내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 유도,

안전관리 역량강화

여행객 및 유지보수 인력 안전 확보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본부장 김효식)는 현재 시행 중인 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전

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5공구∼8공구 구간에 대해 지난 4월

희광)는 터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

24일부터 27일까지 협력사와 합동으로 ‘릴레이(Relay) 안전점검’을

재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지난 3월 말 호

시행했다.

남선·전라선·경전선 등 관내 14개 터널

‘릴레이 안전점검’은 각 협력사가 자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구를 스

에 방재설비를 모두 설치했다.

스로 점검하는 것이 아닌 인접한 타 현장을 릴레이 형식으로 교차 점검

입구와 출구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통하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개통해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부전(1공구)∼

는 길이 없는 터널에서는 유사시 대규모

일광(4공구) 구간을 제외하고 5공구는 6공구를, 6공구는 7공구를, 7공

승객들의 이동과 소방 활동이 다소 어려우

구는 8공구를, 8공구는 다시 5공구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며, 이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

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

그동안 일방적으로 수검해오던 협력사들은 이번 릴레이 안전점검

는 만큼 터널 내에도 방재 설비를 두어야

기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역사의 승강장 조명을

을 통해 각 현장에서 펼치고 있는 우수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LED(Light Emitting Diode)로 교체해 나간다.

고 유사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전체적인

이에 호남본부는 각종 안전 조명(피난유

공단은 현재 수도권 전철역 79곳에서 사용되고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이 끝난

도등)과 표지, 터널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있는 형광등을 에너지 절감형 첨단 조명인 LED

후에는 각 공구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시행될 릴

비상 전화기 표시등, 화재를 초기에 진압

레이 안전점검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회도

할 수 있는 소화기 등 관련법령과 안전기

열렸다.

준에 부합하는 제반 방재설비들을 설치하

로 교체하여 철도의 친환경성을 높임은 물론 정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본부장 이현정)가 2017년

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계획이며,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적극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노후화 정도가 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교체에 들

3월 23일 관내 16개 주요 협력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간다.

수서고속철도 상황실(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열린 이번

올해 상반기부터 2018년까지 총 68억 원의 사

간담회에서는 각 협력사별로 예산 집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업비가 투입되어 경인선·경부선 51개 역사에 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는 32,600개의 조명이 LED로 일괄 교체되며, 경

사례를 공유하는 등 침체된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

의선?경원선 등 나머지 28개 전철역에 대한 공사

도권본부와 협력사가 머리를 맞댔다.

여 사고 발생 시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대

경부선 삼랑진역 등   5개 역사의 시설개량 완료!

피할 수 있도록 했다.

E/V 승강설비 및 홈 맞이방 설치로  편의성 대폭 향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본부장 김효식)는 국민안전과 철도이

철도공단,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경부선과 경전선 철도역사에 승강설비

무재해를 위한 안전협의체 구축

수도권본부는 2017년 사업비 1조 5,106억 원 가운데

및 홈맞이방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2일부터 사용 개시 했다.

유관기관과 협의체 운영을 통한

LED는 형광등과 비교했을 때 10배의 수명을

62.18%에 해당하는 9,392억 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로

지난해 4월 착수한 이번 공사에는 19억 원을 투자했고 삼랑진역에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광등을 사용할 때보

설정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목표가 실현될 경

엘리베이터 4대와 마산, 삼랑진, 화명, 상동, 진영역 등 5개 역에 홈

다 연간 30%(약 2억 3,000만 원) 이상의 유지보

우 약 9,580명의 고용과 2조 897억 원의 생산이 유발되어 국

맞이방 13개소를 설치했다. 이로써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수비와 50%(약 2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

내 경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된다.

도 오는 2019년에는 모두 마무리된다.

열차안전 운행 확보 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전
희광)는 지난 4월 27일 호남고속철도 2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은을 비롯한 유해

이현정 본부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수송지원

김효식 본부장은 “앞으로도 철도역사의 승강설비 개량 등 지속

계 광주송정∼고막원간 기존선 고속화 건

물질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철도사업과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전면설치 등 우리 본

적인 역 시설 개량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철도를 조금 더 안전하고

설공사의 무재해 달성과 열차 안전운행 확

연간 780톤가량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기도

부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를 위하여 철도의 운영기관과 협의체를

하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했다.

조직하고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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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협의체는 건설사업 주체인 철도공단과 철도 운영기관(철도공사 광주본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운행선 내 취약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본부

전희광 본부장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중 230km/h로 고속화를 시행하는 광주송정∼고막원간에 대하여 정기적
인 예방점검과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18년 이후 광주 이남 구간에서도 고속화되고 편리한 KTX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안전이 최우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안전관리에 감성을 더한 ‘감성안전’ 교육시행

된다.”라며, “향후 목포까지 신선 건설을 통한 호남지역 KTX 완전 개통에 첨병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감성안전 전문가 초빙,

철도공사 충북본부와 다방면으로 협력

관내 건설현장 순회교육

충청본부
대전역 증축 골조공사 완료, 5월 10일부터 동광장 공사

5월 15일 중촌지하차도 개통!

동광장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하고

대전 서구 탄방동과 중구 중촌동

승용차 진입도로 개선, 교통체계 임시변경

왕복 4차로로 연결, 교통편의 증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철도운행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노병국)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는 경부선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는 대

선 인접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安全) 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원주∼강릉·원

대전역 증축을 위한 골조공사가 지난 4월 말 모두 마무리

전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대전건널목(호남선 대

우선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5일(화) 철

주∼제천·도담∼영천 등 관내 건설현장을 순회

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마감공사를, 5월 10일부터

전조차장∼서대전간) 입체화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도공사 충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며 ‘감성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동광장 공사를 본격 시행했다.

5월 15일 신설 중촌지하차도를 전면 개통했다.

협약식은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양 기관 본부장 등 약

‘감성안전’은 근로자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 안전

충청본부는 대전역 동광장에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대전건널목은 지난 47년간 사용하면서 장시간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강원본부(원주시 태장동) 상

의식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강요와

승강장을 설치하고 승용차 진입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지

차량대기와 건널목 안전사고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

황실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철도운

통제 대신 자발적인 안전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

난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임시로 교통체계를 변경

을 겪어 왔다.

행선 인접공사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공동으로 시

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며, 해당 공사로 인한 역사 동광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이에 철도공단은 지난 14년 7월 대전건널목 입체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서광장 라운지를 우선적

화사업을 착공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으로 개통했다.

공사를 추진해 왔다.

행하고,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복구·수습 절차
를 상호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양 기관이 펼쳐오던 각종 협의나 공문서

강원본부는 본부가 있는 원주로부터 각 현장이
모두 원거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에 참석
하고자 하는 협력사 관계자들이 장시간 이동할 필

총 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전역사 증축공사가

또한, 호남선 1일 열차운행 118회(KTX 16회/일,

송·수신 등의 행정절차들 가운데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던

모두 완료되면 협소했던 맞이방의 규모가 확대(2,507㎡

일반열차 102회/일)로 열차가 빈번하게 운행되는

행위를 대폭 간소화하고, 건설에 특화된 공단의 기술 자료

이번 교육에 안전심리 전문가로 초빙된 김직호

→6,422㎡)되고, 3층에 분산되어 있던 상업시설들이 4층

운행선 인접공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와 운영에 특화된 공사의 기술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 안전관

강사는 ‘훌륭한 안전 관리자는 유능한 심리코치가

에 집중 배치되어 맞이방 내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향상(D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지하차도 공사

리 체계를 효과·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감리단·시공사·하도

등급→B등급)되며, 대전역 동서연결통로 내 철도이용객의

를 완료했다.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어 맞이방 내 혼잡도가 완
화된다.

이동렬 본부장은 “대전 건널목입체화공사를 통해
1차선(일방)에서 왕복 4차선 지하차도(연장 410m)

또한, 동광장 1곳과 서광장 2곳에 분산배치 되어있던

를 신설해 이로 인한 상습교통정체 해소로 대전시

239면의 주차장이 선상주차장 344면과 서광장 158면으

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호남선 열차안전운행이 크게

로 통합 및 확대(총 502면)되고, 주차장과 맞이방이 같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층에 배치되어 승용차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가 없도록 직접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노병국 본부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철도 건

급사 등 협력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방 주입식

설·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교육이 아닌 상호 토론 방식으로 적극적인 심리코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칭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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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명 세계로
철길로

인도는 나지막이
말을 걸어온다

인도의 역사를 함축한 델리

하나인 자마 마스지드에도 가봄직 하다.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이며 샤 자한이 아들 아우랑제브에

인도 델리에서 아그라까지

여행자들은 주로 델리 국제공항을 통해 인도 땅을 밟

의해 옥에 갇히기 전에 세운 최후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는다. 델리는 인도 북부에 있는 도시로 델리 직할지는 올

자마 마스지드에는 세 개의 관문, 네 개의 탑, 붉은 사암

드델리(델리)와 뉴델리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다. 델리는

으로 지어진 미나레트가 두 개 위치한다. 모스크의 출입구

17~18세기에 무굴 제국의 수도로 번영했으며, 1912년

는 동쪽, 남쪽, 북쪽에 있는데 동쪽 관문은 황제가 행차할

에는 영국령 인도의 수도가 되어 더욱 발전했다. 그리고

때만, 이후에는 총독이 지나갈 때만 열렸다고 한다.

1931년에 뉴델리가 건설돼 정식 수도가 되었다.

인디아 게이트는 뉴델리에 있는 전승기념물로, 여행자

우리나라보다 3시간 30분 느린 시간이 흐르는 곳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 연방 직할시로 구성된다. 면적은 330만㎢

올드델리에는 이슬람 제국의 흔적을 품은 많은 유적지

들이 인증사진을 남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영국 식민 시

정도로 세계 7위이며 인구는 약 1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2위다. 인도를 여행하기 전에 수치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이

가 존재하며 뉴델리에는 인디아 게이트, 대통령 궁 등이

절, 영국의 독립 약속을 믿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정도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직접 가서 접하는 인도의 분위기를 쉬이 상상할 수 없다. 어떠한 여행이 그렇지 않으랴마는,

위치해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리고 델리와 뉴델리 사이에

가 전사한 인도 군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웠으며 인디

특히 인도는 그곳에 ‘푹’ 몸을 담그고 자신을 옭아맸던 많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이다. 인도를 여

여행자 거리인 빠하르간지가 있다.

아 게이트의 아치에는 전사한 9만여 명의 병사들의 이름

행하다 보면 이처럼 강렬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지닌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잠시나마 하게 된다.

올드델리에서 꼭 가 봐야 할 곳 중 하나는 레드 포트다.
타지마할을 지은 것으로 유명한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

영국 건축가 에드윈 루티엔스가 설계를 맡아 1921년에

샤 자한의 새로운 수도 샤자하나바드의 궁전 요새로 건설

착공해 10년 만에 완성한 인디아 게이트는 현재 뉴델리의

된 곳으로 라호르문을 거쳐 들어가면 각각의 역할을 부여

상징처럼 여겨진다. 조명을 밝힌 밤에는 낮과는 다른 분위

받은 건축물이 다양한 매력을 뽐낸다. 이슬람과 페르시

기를 풍겨 밤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다. 한편, 인디아 게이

아, 티무르, 힌두 전통이 어우러져 생기 있는 건축물들을

트 뒤에는 아치형으로 된 불꽃 모양 조형물이 있는데, 이

만들어 냈고 이러한 점 등이 인정돼 2007년에 유네스코

는 1971년에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희생된 병사들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레드 포트는 인도의 독립을 최초로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

기념한 곳이며 오늘날에도 독립을 기념하고 있다. 매년 독
립기념일에 총리의 대국민 연설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레드 포트에서 멀지 않은, 인도에서 가장 큰 모스크 중

타지마할

을 새겼다.

자마 마스지드

델리 내를 이동할 때는 메트로, 버스, 택시, 오토 릭샤,
사이클 릭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델리의 메트로는 쾌적
하며 정시성을 유지해 여행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다.

인디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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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로 세계로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아치형 정문을 통과하면
길이가 약 300m쯤 되는 수로가 이어진다. 수로의
끝에는 대리석으로 지은 본 건물이 위치한다. 본 건
물은 중앙 돔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네 모퉁이
에 있는 첨탑도 어디에서 보아도 대칭을 이룬다.
타지마할을 완성할 당시에는 뭄타즈 마할의 묘만
있었지만 지금은 샤 자한의 육신까지 안장되어 있
다. 건물 1층에는 유골이 없는 빈 관을 두고 지하 묘
에 둘의 육신이 안장돼 있는데, 이는 보편적인 이슬
람 묘지의 형식이다.
타지마할은 그 모습만으로 ‘찬란한 무덤’이라고 불
리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무엇보다 많은 사
람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이들의 사랑 이야기에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타
지마할을 짓기 위해 노동에 동원된 이들의 고된 삶
또한 떠올려 볼 수 있다. 샤 자한은 타지마할을 짓기 위해 국고를 탕진했고 결국 아들에게 폐
위 당했다. 아들에게 폐위 당한 이후 샤 자한은 야무나 강을 사이에 두고 타지마할과 마주보
고 있는 아그라 포트에서 여생을 보냈다.
아그라 포트는 16세기에 무굴 제국의 악바르 대제가 세운 곳이며, 샤 자한에 의해 재건축
된 곳으로 작은 궁전, 모스크, 정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지마할과 함께 아그라에서 꼭 방
문해야 할 곳으로 손꼽힌다.

슬픈 이야기의 타지마할

야무나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타지마할은 가까이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해 질 녘, 아그라 포트에서 노을이 지는 타지마할을 바라보면, 이곳에서 여생을 보낸 샤 자한

아그라는 타지마할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듯하다.

도시다. 델리에서 아그라까지 매일 20편 정도의 기차가 운행된다. Gatimaan
Express, Bhopal Shatabdi Express, Taj Exprees 등의 열차로 델리에

이야기가 있는 여행의 기억은 강렬하다. 인도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시간을 보낸

서 아그라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인도의 철도는 전 세

사람은 안다. 각박한 현실의 아웅다웅함은 티끌과도 같은 것이란 걸. 오랜 시간 온갖 비바람

계에서 큰 규모에 속한다.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철도를 건설했으며 인도 전역

과 햇볕을 마주해 온 인도의 건축물들이, 여유로움 속에 미소를 간직한 인도의 사람들이 우리

을 연결한다. 기차는 Super Express라고 부르는 초특급열차와 Express라

에게 말을 걸어온다.

고 하는 특급열차 등이 있다. 이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특급열차다.
인도에서 단 한 곳만을 볼 수 있다면 선택해야 할 곳이 타지마할이 아닐
까. 타지마할은 인도의 상징이며 여행자들이 꼭 한 번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타지마할은 대리석으로 만든 궁전 형식의 묘지로 샤 자한의 세 번째 부인인
뭄타즈 마할이 이 무덤의 주인이다.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뭄타즈 마할을

B

A

기리기 위해 샤 자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려
22년 동안 타지마할을 건축했다고 하니, 뭄타즈 마할을 향한 샤 자한의 사랑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A 델리의 메트로
B, C 아그라 포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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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칼럼

현대사회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한다. 산업혁명에 이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문명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는 얻었지만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오히
려 ‘인간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풀어야 할 과제만 남겼다. 문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문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문학의 한 분야이다. 문학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
미를 깨닫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시와 수필, 소설, 희곡, 시조 등 다양한 장르
는 문학의 현실적 표현 방식들로 나타난다.
문학의 가치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문예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데
있다. 감동은 작가의 생각과 느낌, 사상과 이미지를 공유하고 또 공감함으로써 얻어진다. 문
학 작품은 이러한 감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때로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한다. 가족 문제를 비롯하여 사업과 종교, 심지어는 죽음의 문
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학은 남녀
노소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시도해 볼 만한 품성을 가진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작가의 다양한 체험
과 사유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기도 한다. 하나
의 작품이 완성됨으로 작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것도 문학이
주는 또 하나의 존재의 이유이다.
중국의 5경(經)의 하나인 ≪예기(禮記)≫의 곡례(曲禮) 첫머리에 ‘무불경(毋不敬)’이라는 말
이 나온다. 이는 ‘불경함이 없어야 한다’, 즉 ‘모든 사물을 공경하게 대하라’는 말이다. 들에 핀
풀 한포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한 송이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존경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문학의 대상은 평범함 속에서 기적처럼 찾아내는 보석이다. 보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
견할 수 있다. 산과 들, 나무나 꽃, 생활 현장이나 우리들 마음속의 기쁨과 고뇌에도 숨어 있
다. 봄에 흙덩이를 뚫고 나오는 새싹을 보고 생명의 강인함을 느끼고, 한 줄기 빛에서 인생의
희망을 볼 수 있는 힘, 그러한 것들이 문학이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이다.

이제는
문학이다

문학은 창조의 영역이다. 굳이 매슬로(A.H.Maslow)의 이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특히 새로운 도
전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라면 문학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더욱 클 것
이다. 그들이 학교 공부에만 얽매이지 않고 문학을 통해 심성을 갈고 닦는데 정진할 여유가 있
다면 우리 사회는 정신적인 풍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학인이

김국현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 이사, 수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문학 장르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솔직하게 들어내 보이는 것도 참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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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여행

묵향에 피어난 도학자의 품격           

도학자의 청아한 품격,
묵향으로 피어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글씨의 품격을 보아 사람됨의 크고 작
음 즉 소인과 군자를 분별할 수 있다 하였다. 중국 당대(唐代)
의 서예가 유공권(柳公權)은 마음이 바르면 글씨 또한 바르다
는 ‘심정필정(心正筆正)’을 설파하였는데 우리의 성현(聖賢)으
로 일컫는 퇴계의 필적에는 심상(心象)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

퇴계 이황의 묵적

는지 그의 묵적(墨跡)을 감상해 본다.

최 견 한국서화교육원장

지는 해에 배 띄우기 좋고, 가벼운 바람에 물결도 천천히 인다.
대숲 깊어 손님 머물기 좋은 곳, 연꽃 깨끗하니 더위 식히기
좋은 때다.
귀공자는 빙수를 만들고, 미인은 연뿌리를 씻는다.

퇴계글씨
출처 국학연구원

조각구름 머리 위 어둑하니,이것은 응당 비가 시 짓기를 재촉함이다.
(落日放船好, 輕風生浪遲, 竹深留客處, 荷淨納涼時, 公子調冰水,
佳人雪藕絲, 片雲頭上黑, 應是雨催詩)
한여름 해질녘의 서늘한 바람 부는 때, 대숲과 연꽃이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 속에서 선남선녀가 어우러져
노닐다 비를 만나는 풍경을 그린 두보의 시 ‘납량(納凉)’ 이다.
시의(詩意)에 알맞은 서체의 선택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아름다운 풍광에 어울리도록
글씨체는 행서로 썼으나 가지런한 모습은 마치 해서와도 같아 보인다. 이는 글씨 체본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
퇴계 이황(退溪 李滉, 1501~1570)은 16세기 조선 성리

기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여 직첩을 박탈당하기

여 글씨 쓰는 이의 감흥을 어느 정도 삼간 데서 비롯된다. 또한 자간(字間)의 상하와 좌우의 공간을 적절히 배

학을 완성시킨 유학자이자 도덕적 규범을 몸소 실천한 도

도 하지만 애당초 그는 관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52세 이

분한 포치에서는 전체적으로 조밀해 보이지 않도록 구성의 묘를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자획(字畫)은 붓의 미

학자로서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이의 존숭을 받아오고 있

후에는 성균관 대사성직을 잠깐 맡았을 뿐 연이어 부제학,

끄러짐이 일체 없이 정중하며 획이 바뀌는 전절 처에서는 붓 면(面)을 바꾸는 등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원칙에

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일생에 100여 수가 넘는 매화시를

공조참판에 명받아도 한사코 고사하였다. 이때까지 관직

입각해 붓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법(書法)에 충실하면서도 도학자의 오랜 수양을 통하여 얻은 품성이

남겼을 정도로 별나게 매화를 사랑했던 퇴계, 그의 묵적

을 사퇴하였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

글씨에 자연스레 번져 나와 전체적으로 유려하고도 준엄한 느낌을 준다.

(墨跡)을 통하여 또 다른 그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도 퇴계

르렀다.

를 이해하는 한 좋은 방편이 될 성싶다.

우리나라 철학사 내지 유학사에서 퇴계가 보여준 학자

“내가 그동안 빌려보던 책들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하며 아끼던 책들마저 돌려주고 얼마 남지 않은

퇴계는 조부 이계양(李繼陽), 부친 이식(李埴)의 6남매

로서의 빼어난 태도는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과의 8년

생을 정리하는 노학자 퇴계는 죽음마저도 초연히 맞을 준비를 한다.

의 막내로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현 안동시 도산면)에서

여에 걸친 ‘사단칠정’ 논쟁이나 율곡 이이(栗谷 李珥)와의

태어났다. 본관은 진보(청송)이다. 퇴계의 어린 시절은 그

‘성학십도’ 논쟁에서 잘 나타난다. 이 무렵 고봉은 26년,

리 유복하지 못하였다. 퇴계는 12세 때 숙부 이우(李堣)

율곡은 35년 연하의 소장 학자였지만 퇴계는 상대의 바른

아침에 매화 화분에 물주기를 당부했는데 저녁 무렵이 되자 하늘도 징조를 나타내듯이 갑자기 흰 눈을 뿌

에게서 본격적으로 유학을 공부하였으며 27세에 향시를

논리는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으며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

렸다. 떠날 때를 직감한 퇴계가 “나를 일으켜다오.” 부탁하였으며, 주위의 부축을 받고 앉았던 그가 머잖아 조

거쳐 34세에 대과에 급제한 퇴계는 대체로 순탄한 승진

해서는 합리적이고도 치밀하게 자신의 논리를 제시하였

용히 눈을 감았으니 향년 70세였다.

의 길을 걷는다. 48, 9세 때는 단양군수와 풍기군수를 지

는데 그 과정에서도 항시 온화,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이

내지만 이내 사직원을 내고 만다. 이때 임금의 윤허를 받

는 오늘날의 학계에도 귀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쇠약한 몸을 걱정하는 가족의 만류도 뿌리치고 제자들을 만난 그는 “평소 옳지 못한 견해로 그대들과 종일
토록 강론하였으니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네.” 하며 사랑하던 제자들과의 이별도 겸허하게 맞이하였다.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심학(心學)과 덕행의 맑은 향기는 봄날의 매화 향처럼 오래 후세인의 가슴에 번져
나갈 것임이 분명하다.

KR 문화를 잇다

글·사진
글 편집실

70 + 71

2017 May + June

IT 따라잡기

4차 산업혁명
변화를 부른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한 패러다임

의 시장은 사람이나 유휴자산(재화), 정보를 유통 플랫폼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현재 우리는 4차

에 등록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그 안에서 거래하는

산업혁명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 혁신적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진화를 거듭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

고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경

가격이 결정되고, 이는 시장 전체에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른다. 새로운 산업혁명은 이전 시기의 산업혁명에 기반을 둬 탄생하지

제포럼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기계학

반면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제품과 서

만, 이전 세대와는 단절된 변화를 부른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어

습, 로봇공학, 나노기술, 3D 프린팅, 유전학과 생명공학

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이

떤 변화를 부를 것인가.

기술 같이 이전에는 서로 단절되었던 분야가 경계를 넘나

거래의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빈자

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발전하

리, 집의 남는 방, 거래 중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는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극단적 자동화’와 ‘극단적

큰 택시기업인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숙박

연결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극단적 자동화는 공공·민간

제공업체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 이는 디지

분야 전반에 투입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한다. 극단적 연

털 플랫폼 비즈니스와 기존 비즈니스의 다른 형태를 잘 보

결화는 거리, 시간, 그 밖에 인간과 기계 간 소통을 방해하

여 주는 사례이다.

는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렇듯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고용구조는 현

생산과 소비의 거리가 좁혀지면 수요자의 니즈를 실시간

재의 상용근로직에서 임시계약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

으로 반영해 현장 반응의 적용이 빠르고 직접 이루어지는

능성이 커진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해 고

환경이 조성된다.

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력을 사용

가장 주목할 만한 혁신을 ‘제조업 혁신’이라는 관점으로

했다면,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수요에 대응한 계약직이

바라보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공정에서 CPS(사

나 임시직 인력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회

이버물리시스템)가 도입되는 등 자동화, 지능화되어 ‘제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공정의 디지털화’, ‘제품의 서비스화’라는 측면이 강조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감

다. 제조공정의 디지털화는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의미한

소하고, SW나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게 보편적이다. 그러

다.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맞춤형 소량생산이 가능해지

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 공정 전반에서부터 제품의 유지관리, 제품을 기반으

이 매우 높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하는 미래에 대

로 고객의 접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AS를 지원하는 것까

응하는 키워드는 ‘유연성’이다.

지 광범위하다.

이제 제조와 서비스를 하나의 가치사슬로 파악하는 융
합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대로 제품을 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는 일자리 지형을 바꾸는
고용구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산업구조

매해 서비스가 덧붙는 경우부터 제품이 플랫폼화되어 서
비스가 주력 비즈니스가 되는 모델까지, 산업구조는 유연
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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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퇴계종택
안동은 경상북도 동북쪽에 있는 시로 동쪽의 태백산맥과 서쪽의 소백산맥
에서 뻗은 산줄기가 시 전체에 이른다. 낙동강은 산지를 지나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흐른다. 안동시는 낙동강을 끼고 북안에 자리했다. 유교 문화의 본
고장이자 전통문화 유산이 풍부한 까닭에는 이러한 지형이 끼친 영향도 크
다. 특히 권역별로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코스로 둘러볼 수 있는데, 도산서원

전통 유학과
깊은 맛을 따라
가는 길
안동
안동 여행은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을 중심으로 한 도산면 일대는 ‘퇴계’를 주제로 여행을 떠나도 좋을 만큼 퇴
계 이황의 발자취가 서린 곳이 많다.
여행은 퇴계종택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시작된다. 안동역에서 퇴계종택까
지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자체가 봄날 여행의 시작을 알린다. 창밖으로 안동
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 풍경이 펼쳐진다.
퇴계종택은 퇴계 선생의 손자인 동암공이 지은 가옥이다. 종택의 크
기는 총 34칸으로 ‘ㅁ’ 자 형이다. 원래 있던 집은 사라지고, 지금 건물은
1926~1929년 사이에 퇴계 선생의 13대손인 하정공이 옛 가옥의 규모를 따
라 지었다. 다시 짓기는 했으나 살림채인 안채와 사랑채, 사당채로 구성된
전형적인 경북 지방 종가의 모습을 지닌다. 퇴계종택 옆으로 퇴계기념공원

안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꽤 넓기도 하지만,

이 있다. 퇴계 선생이 살아 있을 때 썼던 글을 돌에 새겨 감상할 수 있도록

안동 어디든 가볼 만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해 두었다.

중앙선 안동역에서 67번 버스를 타면 합강 정류장에 도착한다.
한 시간 반 남짓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268

창밖으로 자연을 살피고 도시 곳곳을 눈도장 찍을 수 있다.

문의 054.856.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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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선생과 후학의 숨결을 느끼다
도산서원

반 민가에서는 짓지 않는 형식이다. 그러나 퇴계 선생은

퇴계 선생의 발자취가 시작된 곳

두었는데, 그 가운데 맏이인 ‘이식’의 일곱째 아들이 퇴계

‘工’ 자 형 집이 기숙사 건물로 적합하며, 공부한다는 뜻도

퇴계태실

선생이다. 퇴계 선생이 이 집의 몸채 중앙에 돌출된 방에

담고 있으므로 이 형식을 고집했다고 한다.

서 태어났다고 해 퇴계태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퇴계종택에서 1.6km 정도 가면 도

서당에서 위로 오르면 책을 보관하는 서고인 동·서 광

도산서원과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3km 떨어진 도산

퇴계 선생은 이 집에서 태어나 사랑채인 노송정에서 할

산서원이 나온다. 차로는 9분 남짓,

명실이 있다. 동광명실은 19세기에, 서광명실은 1930년

면 온혜리에 퇴계태실이 있다. 도산면 온혜리는 용두산에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열두 살에는 숙부에게 논어

걷는다면 25분 남짓 걸린다. 도산서원

에 지었다. 광명실에 보관 중인 책만 907종이 넘는다. 동

서 발원한 온혜천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이다. 온혜천

를 배우고, 스무 살 무렵에는 주역에 심취해 위장병을 얻

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광명실에는 퇴계 선생이 소장하던 책과 서간집, 왕이 내려

은 온계천이라고도 하는데, 온천이 있어 겨울에도 물이 얼

을 만큼 공부에 열중했다고 한다. 숙부 송재 이우 선생은

선비인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

준 책이 보관되어 있다. 서광명실에는 근래에 발간한 문집

지 않는다.

성품이 엄격해 자식을 칭찬하는 일이 없으나 퇴계 선생에

그의 제자들이 건립했다. 현재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생

류를 보관한다. 서원은 유생을 가르치는 공간임과 동시에

퇴계 선생이 태어난 방이 있는 퇴계태실은 퇴계의 할아

전에 성리학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영

도서관의 역할도 했으며, 보관된 책을 바탕으로 다시 책을

버지인 노송정 이계양 선생이 1454년에 지은 집이다. 노

역과 사후에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

엮는 출판사의 역할도 했다.

송정 고택으로도 부른다. 이계양 선생이 봉화 훈도(訓導)

서원 영역으로 나뉜다.

게만큼은 늘 집안을 빛낼 아이라고 말했다.
그 이름은 후세에까지 남아 많은 이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안동 곳곳을 살핀다.

동·서 광명실을 지나 진도문으로 나가면 강당인 전교

로 있을 때 굶주림으로 쓰러져 있는 스님을 구해주었는데

도산서당은 퇴계 선생이 몸소 거처하며 제자들을 가르

당이 있다. 보물 제210호인 전교당 정면으로 ‘도산서원’이

스님은 퇴계태실 터를 잡아 주며, “이곳에 집을 지으면 자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60호

치던 곳으로 퇴계 선생이 직접 설계했다. 이때 유생들의

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의 글씨는 조선 중기의 명필

손이 귀히 된다.”고 언질을 주었다. 이계양은 두 아들을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중마길 46-5

기숙사 역할을 한 농운정사도 함께 지었다. 도산서당 건

한석봉 선생이 썼다.

너편에 자리한 농운정사는 각각 시습재, 지숙료, 관난헌
이라 이름 짓고 합해서 농운정사라 하였다. 평면으로 보면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工(장인 공)’ 자로 뒷방 쪽으로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일

문의 054.856.1073

간고등어와 안동찜닭,
안동 대표 음식으로 자리잡다
안동은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고등어를 먹기 위해서는 영덕 강구항에서 수송
해야 했다. 옛날에는 안동으로 수송하기까지 이틀 이상 걸렸으므로 생선이 상하
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염장 처리를 해야 했다. 안동 간고등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지혜로 시작된 것이다. 상하기 직전에 나오는 효소와 소
금이 어우러져 고등어 맛을 좋게 한다.
찜닭 역시 안동에서 유래한 음식이다. 다양한 설이 있는데, 1980년대 중반 안
동 구시장 닭 골목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단골들이 닭볶음탕에 이런저런 재료
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며 지금의 안동찜닭이 되었다는 설이 있고, 서양식 프라이
드 치킨의 확장에 위기를 느낀 구시장 닭 골목 상인들이 새로운 맛을 찾던 중 생
긴 퓨전요리라는 설이 있다.

문의 054.85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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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대한 추억
광고로 피어나다

기차 플랫폼에 한 남자가 지도를 바라보며 서 있다. 기차를 기다리는 듯도 하고, 기차를 놓
쳐 다음 목적지를 찾고 있는 듯도 하다. 이때 다른 남자 승객이 역 매표소로 다급하게 달려온
다. “막차 없나요?”, “없다고요?”, “조금만 빨리 올걸…. 어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먼저
온 승객이 커피를 건네며 말한다. “커피는 어때요?” 같은 처지에 놓인 두 사람은 친구가 된다.

동서를 막론하고 철도는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부모님의 손을 잡

배우 조인성이 출연했던 캔커피 광고는 철도에서 벌어지는 친숙한 해프닝을 담고 있다. 정

고 처음 방문했던 역,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한 첫 여행, 친구들과 달걀을
먹으며 웃었던 수학여행의 기억 등 철도에 대한 추억은 다양한 모습이다.
광고에 그려진 철도도 우리가 가진 다양한 추억을 담고 있다.

기다림, 친구를 만들다

해진 시간대로 달리는 기차는 사람을 기다리는 법이 없다. 애석하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재

맥스웰 하우스
캔커피 광고

밌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건 아닐까. 기차를 놓칠까 가슴을 졸이며 달리던 기억도, 눈앞에서
기차를 놓치던 기억도, 그 순간에는 너무 애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
작은 추억이 된다.

한 여성이 재빠르게 기차에 올라탄다. 큰 여행 가방을 든 걸 보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 같다. 여성은 기차 복도에서 한 남성과 마주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낀
다. 여성이 풍기는 매혹적인 분위기와 향기가 남성에게 전달된 듯하다. 그날 밤, 여성은 기차
침대칸에서 잠을 청하지만 쉬이 잠들지 못하고, 달리는 기차 창을 통해 들어온 달빛은 향수
병을 통과해 신비한 색을 침대칸에 드리운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역에 도착한 여성은 기차
에서 마주친 남성과 재회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다.

로맨틱함이 배가 되다

샤넬 NO.5 광고

메릴린 먼로가 사랑한 샤넬 향수 No.5 광고다. 기차는 낯선 이와 조우하는 공간이다. 종종
낯선 이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웠던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한다. 낯설어 더 로맨틱한 곳
이 바로 기차가 아닐까.

기차 플랫폼에서 젊은 두 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다.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군대 가도 변하면 안 돼.”라고 말한다. 철도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고 화면이 전환된다.
입영 열차에 올라탄 사람은 바로 여자친구. 여자친구를 태운 기차를 따라 달리며 남자가 크
게 외친다.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의 수호천사라고.”
때론 아쉬운 이별을

동양생명 광고

재밌는 반전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 보험회사의 광고다. 때때로 철도는 아쉬운 이별을 뜻하
기도 한다.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쉬운 감정을 가진 이들이 플랫폼에
가득하다. 오랜만에 만난 어린 손녀와 딸을 떠나보내는 노부모의 마음이 담겨있고, 군대에
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물이 철도에 녹아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말처럼
지금은 잠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는 다시 역에서 서로를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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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심리

관계는
손익을
따지지 않는다
피해자 증후군

“나는 과거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나는 피
해자다. 그러니 지금 나의 행동은 당연하다. 내 앞에 있는 당신
이 무조건 나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모두 조금씩

경쟁 사회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헤쳐나가야 한다. 거대한 조직에서 개인

빚지며

은 과정을 위한 작은 점 혹은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 보는 일

살고 있다

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 든다. 한 예로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가장

당신이 주어야 한다.”

많이 듣는 이야기가 “왜요?”라는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의 속뜻은 ‘왜 다른 아이들도 하지 않는 일

이런 심리를 피해자 증후군이라고 한다.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을 내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다. 아이들조차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묻다>의 저자인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소장은 현대의 많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인식한다는 방증이다.
김혜남 소장은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엄청난 손해를 보며 살아

사람이 피해자 증후군을 갖게 된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과거 자신의 자아에 상처를 입고 억압받았던 것을 지금 해

놓고 충족시키도록 변한 사회적 풍토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소하지 않으면 안 되니 상대에게 조건 없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당하며, 피해자인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인 심리학 용어로 ‘순교자 증후군’이 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
각하고 나쁜 감정만 떠올리는 증상을 의미하는 낱말로, 순교자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이
희생자이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모든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로
‘므두셀라 증후군’이 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장수의 상징 므두셀라가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을 빗대어 만들어진 표현이다. 사람은 현실이 힘에
겨울 때 좋았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으므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
던 과거로 돌아가고픈 현상을 말한다.

나의 행동이

피해자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상대의 행동을

믿음이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모든 감정을 발산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결정한다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증후군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한다. 먼저 과
거의 상처는 과거일 뿐 현재 행동에 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고통스러운 건 자신뿐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아무리 선량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태도를 조금만 거두어 보자. 무조건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면 인생의 중요한 즐거
움을 잊어버릴 수 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을 살며 얻을 수 있는 값진 기
쁨 가운데 하나이다. ‘희생’이라는 말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신의 못난 점을 드러내는 증거
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
나 인간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다. 나의 행동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 늘 누
군가에게 조금씩 배려하는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조금씩 배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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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날들

막걸리,
그리고
추억
서울신문 김문 국장

아마 초등학교 시절인가 싶다. 시골이라 동네 어른

직장인들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동료들과 막걸리잔을 기

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 앉아 막걸리를 마셨던 광

울이며 힘들고 괴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이 시에서처럼 막걸

경을 자주 봤다. 그럴 때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빈 주

리 한 잔 하면 배고픔도 달아나고 응어리를 풀어내기도 한다.

전자를 주면서 가게에 가서 술을 사오라고 했다. 약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도 한다.

의 용돈이 생기기에 얼른 “예!” 하고 달려가 주전자에

막걸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술이다. 좋은 봄날

술을 채워 왔다. 그런데 호기심이 발동했다. 주전자의

이다. 비가 올 테고 지천에서 꽃이 피고지고 할 것이다. 그런

코에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셨다. 맛이 괜찮았다. 쓰기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만이 간직한 막걸리에 대한 추억을 떠

도 하고 달기도 했다. 아! 어른들은 이 맛에 마시는구

올려 보면서 친구나 선후배들과 함께 정담을 나눠 보는 것은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떨까.

얼마 후에 어머니가 집에서 막걸리를 빚었다. 먹다

고려시대 때 <국선생전(麴先生傳)>을 쓴 이규보는 벗들에

남은 보리밥이 상하게 되면 이에 누룩을 섞어 만들었

게 “봄이 생동하니 구경가자”고 하면서 막걸리로 폭탄주를

다. 당시는 집이 가난했기에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아 상

만들어 마셨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함께 시를 지으며

한 보리밥도 버리지 않고 막걸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봄을 즐겼다고 한다. 이규보가 막걸리에 대해 <백주(白酒)>

이름은 ‘쉰다리’라고 했다. 밭농사를 할 때에도 이 ‘쉰

라는 시를 썼다. 백주(白酒)는 하얀 술이라는 뜻으로 막걸리

다리’ 한 주전자를 들고 갔다. 점심때가 되면 아버지는

의 다른 이름이다.

‘쉰다리’로 허기를 보충했다. 물론 필자도 한 모금씩 마
셨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시절에 즐겨 마신 술이
배주(配酒)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보리누룩으로 빚은

‘내 옛날 벼슬없이 떠돌던 때는/매일 마시는 것이 오직 막

막걸리였다.

걸리 뿐이어서/어쩌다 맑은 술을 만나면/쉽게 취하지 않을

필자는 그렇게 어릴 적에 막걸리 맛을 봤다. 이런 추
억으로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막걸리를 즐겨 마신다.
요즘 일이다. 봄비가 내렸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함박눈처럼 떨어졌다. 봄에는 꽃과 나무들이 활동하고

수 없었지/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을 적엔/막걸리 마실려도
있을 리 없더니/이제 늙어 물러난 몸 되니/녹봉이 줄어들
어 쌀독이 자주 비네/좋은 술은 없다가 있다가 하니/막걸
리를 마실 일이 또한 많아져~’

사람은 호르몬이 왕성하여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겠다. 문득 막걸리가 생각났다. 시
한 편이 떠올랐다.

벼슬에 나가기 전 막걸리를 마시다가 나이 늙으니 다시 막
걸리를 자주 마셨다는 내용이다.
막걸리는 예나 지금이나 서민의 친숙한 벗이다. 봄날의 막

막걸리/김병환

걸리는 또다른 추억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 덩달아 꽃에 취해
보는 것도 해 ‘봄직’ 아니한가. 정철의 <장진주사>에 나오는

‘힘들고 외로울 때/막걸리 한 잔 하면/배고픔 달아나

가사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

고/괴로움 사라진다/막걸리 한 사발에/ 응어리가 풀

진무진 먹세 그려~’ 같은 낭만도 좋겠다. 어느새 봄날은 가

리고/과거의 잘못도/모두가 용서되니/막걸리 한 잔

버리니까.

하며/추억을 노래하자/유산균 살아 있는/보약같은
막걸리~’

이렇듯 막걸리는 역사와 전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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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기본적

왜 발생하나

인 치료는 교정 가능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과도한 활
동, 발 바닥이 얇은 플랫슈즈 등 부적절한 신발 착용을 삼

발가락부터 발꿈치까지 이어져 있는 두껍고 강한 섬유
띠인 족저근막은 충격 흡수와 발바닥 아치를 유지하고 발

가야 한다. 그리고 족저근막, 가자미근, 비복근, 아킬레스
건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을 들어올리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이곳이 미세한 손상을
입으면 변성이 유발되고 염증이 발생한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콕콕콕!

발 운동 방법

성인 발바닥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알려진 족

① 발끝으로 계단이나 두꺼운 책 위 가장자리에 선 후

저근막염은 평균 40~50대, 특히 여성에서 많이 관찰된다.

천천히 뒤꿈치를 내려 양 발을 최대한 이완시킨 채 약

편평발이나 오목발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병이 더 높다.

20초 유지한다.

족저근막염은 갑자기 달리기나 댄싱과 같은 운동을 과

② 이후 천천히 뒤꿈치를 올려 약 20초 유지한다.

도하게 하여 발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간 경우나 비만, 최

③ 왼발을 앞으로 내디딘 후 오른발의 무릎을 편 상태

근 체중 증가가 있는 경우 발병할 수 있다. 너무 딱딱하거

에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몸을 앞으로 숙여

나 쿠션 없는 신발 등 발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

20초 유지한다.

을 신고 과하게 걷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발이 편하

④ 다음 오른발의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뒤꿈치가 떨

려고 신는 플랫 슈즈가 오히려 발바닥이 받는 압력을 분산

어지지 않게 하여 몸을 앞으로 숙이고, 약 20초간 유지

하지 못하고 전달하여 발에 무리가 될 수 있다.

한다. 이후 왼발, 오른발 바꾸어서 시행한다.

보통 증상은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전형적으로 뒤꿈치

따뜻한 햇살이 반가운 봄이 왔다. 하지만 이런

의 내측에 발생한다. 특히 기상 후 처음 몇 발자국을 걸을

이밖에도 롤러나 테니스공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자

완연한 봄날의 나들이가 괴로운 사람들도 있

때 가장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활동함에 따라 통증은 감

가 마사지를 할 수 있다. 롤러나 테니스공을 발바닥 아래

다. 족저근막염으로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욱

소하나 낮 동안 활동이 없는 시기 후 재개 시에 통증이 증

놓고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하듯이 문질러 준다. 또 발가락

신거리거나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가한다. 밤 사이 족저근막이 수축되었다가 다시 스트레칭

을 이용하여 수건, 얇은 수건등을 쥐었다 폈다 반복함으로

사람들이다.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태가 심화된 경우에는

써 종아리 지지를 강화하고 족저근막의 부하 감소를 위한

체중 부하 시에 통증이 심해지고 활동 시에 증상이 악화되

족부 내재근 근력 강화운동도 도움이 된다.

어 오후가 될수록 통증이 증가한다.

모든 운동은 한 번에 10~15회 반복하며 20초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 단기 사용
시에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으나 반복 주사 시 근막 파열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및 지방 패드가 얇아지는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

회복 가능

지해야 한다.
주사치료 외에도 체외충격파 치료나 초음파 치료를 고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오현미 교수

보통 신체검사 시, 발 뒤꿈치의 내측에 뚜렷한 압통이

려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치

관찰되며 발바닥을 들거나 펼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료들과 함께 반드시 스트레칭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족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표준 진단 검사로 초음파 검사를 진

근막염의 경우 평소 생활 습관을 변경하여 원인을 제거해

행하는데, 염증으로 인한 부종을 보이는 것이 전형적인

주고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며 지속적인 스트레칭 운동이

특징이다.

기본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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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관이 증기기관이나 디젤기관에 비해 나은 것은 어떤 점인가요?

전기기관차나 전차 등, 전기기관을 사용한 열차는 다른 기관을 사용한 열차보다 뛰어난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뛰어난가요?

전기기관을 사용한 열차는 달리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

최초의 전기를 동력으로 한 철도는 노면전차였어. 처음에는

단선을 방지하고 터널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 작은 레일과

소규모의 철도에만 전기기관이 사용돼 왔는데, 제어방식이

같은 강체전차선이라는 특수한 가선이 사용되지.

나 모터의 기술진보에 따라 디젤기관보다도 성능이 좋은 동

또, ➎에서 설명한

력으로 성장해 장거리를 고속고출력으로 주행하는 전기기관
차, 전차가 등장했어.

<동력의 종류와 에너지 효율>

것과 같이 전기기

증기기관 기차

약 6%

관은 에너지 효율

디젤기관기차. 자동차

약 19%

전기기관 기차

약 37%

전기기관이 뛰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아.

이 상당히 좋은 동

➊ 가선 등에 의해 평소에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력이야. 표를 봐 봐. 철도의 동력으로 사용했을 때의 에너지

증기기관, 디젤기관처럼 연료보충을 할 필요가 없고 연속적

효율 비교인데, 이것을 보면 얼마나 전기기관이 뛰어난지 알

으로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어.

수 있을 거야. 또, 현재는 VVVF인버터 제어라는 에너지절약

➋ 연료를 탑재할 필요가 없어서 차량을 가볍게 하는 것이

기술이 진보돼 있어서 에너지 효율도 더욱 향상되고 있어.

가능해.

이처럼 전기는 뛰어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철도 동력은 전

➌ 증기기관, 디젤기관에 비해 구조가 심플하고 점검, 정비

기기관으로 변해 왔어. 하지만 전차선 가선 등의 설비공사가

가 간단하지.

필요하므로 열차운영이 적은 선에서는 디젤기관의 방식이

➍ 연기,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좋아.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➎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아 경제적이지.

<반전소에서 선로까지 전력공급>

➏ 제동을 잡을 때는 회생전력을 발생해 전기소모를 감소시켜.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

<전기기관의 장점>

154,000~765,000

초고압
변전소

점점
전압을
낮춤

1차 변전소
연속적으로 장거리를 달릴 수 있음
연료사용 필요없음

연기나 배기가스를 내지 않음
친환경적

에너지 효율이 좋음
경제적

154,000

철도 변전소

밖에서 자주 보는 전차선은 전기저항이 적은 구리로 만든
선으로,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장력이 걸려 있
어. 열차운행이 많은 도심지 도시철도 구간 터널에는 전선의

선로

이것이 선로의 옆에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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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스타그램

Railstagram
기차 여행의 추억

Railstagram
레일스타그램에
참여해 주세요!

Railstagram

홍경석 대전광역시

이현정 인천광역시

레일스타그램은 애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지는 코너입니다. 매호

Railstagram
박은혜

정해진 주제에 맞게 철도 구조물
및 철도 시설물, 철도역 등에서 촬
영한 사진과 짧은 사연, 재미난 해
시태그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추첨
을 통해 다섯 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기차여행의 어떤 백미는 열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
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곧 사랑
이니까요.
#기차여행 #천안아산역

Railstagram
고희은 광주광역시

스위스 체르맛에서 탄 빙하열차. 기차역에 새겨진 한글이 왜
이리 반갑던지. 기차의 곡선 주행도 볼 수 있었다. 창 밖 풍경

Railstagram

속에 내가 탄 기차까지 볼 수 있는 행운의 순간!
김용일

신랑이랑 결혼하고 신혼 즐기면서 기차여행했어요^^
지금은 아이가 11개월이네요~이제 셋이서 기차여행 다니

✚ 다음주제 기차역을 즐기는 방법

고 싶어요~ 셋이서 떠나는 기차여행을 꿈꿔봅니다♡

✚ 공모부문 사진파일(1MB 이상),

#신혼이였을때 #DMZ #힐링 #다음엔_아이와함께

짧은 사연, 해시태그
✚ 접수기간 ~6월 30일(금)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mtomating@gmail.com)

05+06월 호 주제: 기차여행

상품 수령을 위해 이름과 주소를
대학교때 기차여행으로 백양사에 다녀온적이 있는데 백양사
역이었던걸로 기억나요 ^^

이번 호 주제는 ‘기차여행’입니다. 가족, 친구, 연

#추억 #백양사 #겨울 #눈온지가엊그제같은데 #아덥다 #벌

인과 함께 또는 혼자서 기차를 타고 즐기는 여행

써여름이라니 #겨울이그립다

이야기 함께 즐겨 보아요.

함께 보내주세요.
얼마 전 경춘선 가는 길에 한 장 찍어 봤습니다.

KR 문화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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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철도 상식
독자마당

2017
05+06

Quiz

독자 여러분, <철길로 미래로> 03+04월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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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전기를 동력으로 한 철도는 노면전차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의 철도에만 전기기관이 사용돼 왔는데, 제어방식이나
모터의 기술진보에 따라 디젤기관보다도 성능이 좋은 동력으로 성장해 장거리를 고속고출력으로 주행하는 전기기관차, 전차
가 등장했습니다. 전기기관의 여러 장점 중 하나만 써 주세요.

독자의 소리

● 강상철 l 서울특별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안전감독위원이 있어 현장이 더 안전해집니다’ 기사에 눈길이 많이 갔습
니다. 조그만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 안전감독위원들이 있어
‘철도 안전 이상 무’일 것 같습니다. 사고 없는 철도 현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하세요!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김휘곤 l 울산광역시

정답과 당첨자는 <철길로 미래로> 다음 호에서 발표합니다.

‘따뜻한 세상’ 기사를 특히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각

▶ 정답은 독자엽서를

지방 본부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

이용해 주세요.

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따뜻한 마
음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시길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캔트
● 김혜숙 l 전북 남원시  
혈압이 높은 사람으로서 늘 걱정이 되어 왔는데, 마침 철길로미래로에
고혈압 관련 내용이 실려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앞으로 철길로미래로를
월간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 철길로 미래로
03+04
독자 Quiz 당첨자
유민경 경기도 남양주
이홍란 경기도 성남시

2017 05+06
한국철도시설공단 문화매거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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