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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로 잇는 지역

CEO 칼럼 대도시권 도시·광역교통정책의 역발상(2)

사소한 일에도 상대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하고 말하는 이들의 얼굴은 늘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웃음, 그것은 마음에서 절로 빚어지는

그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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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은 빛이 나는 법입니다. 또한, 인정과 선의가 있는
감사한 마음은 상대의 공감마저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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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로 미식여행 부산의 맛
전국! 레일바이크 수려한 강 풍광을 품고 달린다!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은 평온하기보다는 경직되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철길로 만나는 문화

그저 나보다 한발 더 나아가있는 사람들을 쫓다 보면
마음이 급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시야에서 오로지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셈이죠.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처한 환경에 감사하고 겸손해한다면 생각의 그릇도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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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대도시권
도시·광역교통정책의
역발상(2)
필자는 지난번 국가철도공단 사보(2021년 5-6월호)에 「대도시권 도
시·광역교통정책의 역발상」이라는 주제 중에서 “대도시권의 교통 현
주소와 문제” 부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 토지이용 패턴과 교통수
단 이용 및 도시환경 사이의 상관관계 (2) 우리나라의 산업화·도시화
및 교통·환경 문제의 역사적 전개와 대응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번 호에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3) 대도시권의 교통 현황,
(4) 교통혼잡은 왜 계속되고 무엇이 문제인가?’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 호에는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을 통하여 오히려
도로를 줄이는 ‘도로 공간구조의 개편(Re-Spacing)’, 대도시권 공간
구조를 재구성하는 ‘다핵화된 작은 도시 집합체화’, 철도의 역할 증대
를 위한 ‘광역철도망의 획기적 확충과 운영효율화’,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근거하여 교통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가격정책의 시행’ 등 교통과 도시정책의 근본적인 변
화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글_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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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도시권의 교통 현황

〈표 3〉 도시권의 총통행 수단분담률 현황(2017년)

〈표 6〉 대도시권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

〈표 5〉 대도시권 내 지역 간 통행시간 현황
단위: %

단위: 분

단위: 10,000대

여기에서는 현 시점에서 도로(자동차)와 철도의 대도시
권 통행량, 수송 분담율, 통행시간, 교통혼잡도, 온실가
스 배출량, 에너지소비, 대기질 등 교통현황을 비교·평
가하고자 한다.

가. 통행량
총통행발생량은 인구가 많고 경제중심지인 수도권에서

구분

승용차

버스(A)

철도(B)

기타

A+B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수도권

47

22

20

11

42

부산·울산권

54

23

8

14

31

수도권

2000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승용차

대중교통

승용차

대중교통

수도권

558

1,032

3.5%

70

74

55

76

부산·울산권

164

306

3.5%

대구권

58

18

8

17

26

부산·울산권

43

93

40

93

대구권

99

178

3.3%

광주권

62

22

2

15

24

대구권

44

107

43

106

광주권

42

84

4.0%

대전권

65

19

3

13

22

광주권

37

110

35

115

대전권

71

144

4.0%

전체

52

22

14

12

36

대전권

46

111

43

107

합계

934

1,744

3.5%

※ 첨두시간 : 하루 중 차량의 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
※ 비첨두시간 : 하루 중 차량의 도로 점유율이 가장 낮은 시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일 5,876만 통행으로

〈표 7〉 수도권 주요 광역교통축별 도로혼잡 현황(2017년)

5대 도시권 총통행량의 절반 이상인 57%를 차지하고 있

버스와 철도 이용 비율을 합산해서 보면, 수도권은 가장

다. 다음은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이다.

높은 42%이지만, 부산·울산권은 31%, 대구권은 26%,

다. 통행시간

광역통행량도 수도권이 1일 805만 통행으로 5대 대도

광주권은 24%, 그리고 대전권은 22% 수준에 불과하다.

대도시권 내에서 지역 간을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통행

과천·안양축

1.34

광명축

1.05

시권 전체의 72.3%에 해당되어 총통행발생비율 57%보

대중교통이라도 버스와 철도 이용은 확연한 차이가 있

시간을 첨두시간대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대

하남축

1.26

성남축

1,03

다 훨씬 높다. 이는 수도권이 공간적으로 넓다는 요인 이

다. 버스 분담 비율은 20% 내외로 수도권과 지방대도시

중교통이 승용차 대비 1.1배 소요되어 별 차이가 없다. 반

의정부축

1.17

인천·부천축

0.86

외에 서울이 경제·고용의 중심지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권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가장 높은 부산·울산권이 23%

면에 지방대도시권에서는 승용차와 대중교통 간에 큰

볼 수 있다. 수도권과 비교하여 적지만, 지방대도시권에

이고 가장 낮은 대구권이 18%이니, 5대 대도시권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

등록 대수는 1,032만대로 5대 대도시권 중에서 가장 많

서도 광역통행이 있다는 것은 지방에서도 중심도시의

버스 분담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철도 분

전권에서는 대중교통 통행시간이 2배 이상 많이 소요되

고 전체의 59.2%를 차지하고 있다. 5대 대도시권에 등

경제적 영향이 커져 인접 도시와의 광역통행이 점차 늘

담 비율은 수도권이 20%에 달하지만, 지방대도시권에

고, 광주권에서는 3배 이상 많이 걸리고 있다. 비첨두 시

록된 차량 중에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

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총통행발생량 중에서

서는 8%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전권은 3%이고

간대에는 모든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 통행시간이 승용

는 셈이다. 지방대도시권에서는 많지 않은데, 가장 많은

광역통행량의 비율도 수도권이 13.7%로 5대 도시권 중

광주권은 2%에 불과하다.

차에 비해 1.4∼3.3배로 현저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부산·울산권도 306만대로 수도권의 1/3 수준이다.

에서 가장 높다.

승용차 분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광역통행에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율은 5대 도시권별로 큰 차이

교통축

V/C

교통축

V/C

김포축

1.44

고양·파주축

1.13

가 없다. 2000년부터 2018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가

서도 마찬가지이다. 수도권이 51%이고, 부산·울산권
나. 교통수단간 수송분담율

이 77%, 대구권이 71%, 광주권이 89%, 그리고 대전권

라. 교통혼잡(도로혼잡 및 철도 차내혼잡)

장 높은 광주권과 대전권이 4%이고, 대구권은 가장 낮

총통행량을 기준으로 보면, 승용차를 압도적으로 많이

은 88%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 분담 비율에서도 지

우선 도로의 혼잡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로 혼잡에

음에도 3.3%이다. 대도시권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

이용하고 있다. 승용차 분담 비율은 수도권이 47%로 가

방대도시권이 수도권에 비해 훨씬 낮다. 버스와 철도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도로의 공급 정도와 도

가율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자동차가 증가하는 규

장 낮고, 부산·울산권이 54%, 대구권이 58%, 광주권이

용 비율을 합산할 때, 수도권은 45%이고, 부산·울산권

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대수를 들 수 있다. 도로 공급이

모에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도권은 증가

62%, 그리고 대전권은 65%이다. 지방대도시권에서 승

은 22%, 대구권은 23%, 광주권은 7%, 그리고 대전권

많으면, 도로 혼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율이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기존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용차 분담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결국 수도권보다

은 10%에 불과하다. 광역철도 수송분담율을 국제 비교

데 한국의 대도시처럼 도시화가 많이 진전된 상황에서

많으니 증가 규모가 훨씬 커지는 것이다. 결국 증가 대수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서비스수준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해 보면, 우리나라 수도권이 33%로 동경권 86%, 런던권

는 도로 공급이 어렵고, 도로가 건설되더라도 혼잡 완화

가 많기 때문에 도로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의미한다. 이 점은 대중교통 분담 비율에서도 확인된다.

65%, 파리권 5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현재 여건에서는 도로

밖에 없다.

공급이 도로 혼잡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

현재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수도

다. 반면에,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대수는 도로 혼잡

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과 인접한 도시 간 통행에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심이 되는 8개 광역교통축 중에서 7개 축은 V/C(도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5대 대도시권별로 자동차 등록 대

용량 대비 교통량 비율)가 1.0 이상을 초과한 상황이다.

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8년 기준 수도권의 자동차

김포축이 1.44로 가장 높고, 과천·안양축이 1.34, 하남축

〈표 2〉 대도시권의 통행실태

〈표 4〉 대도시권의 광역통행 수단분담률 현황(2017년)

현황(2017년)1)
단위: 10,000 통행/일, %

구분

총통행발생량

광역통행량

통행량

비율

통행량

비율

수도권

5,876

57.9

805

72.3

부산·울산권

1,893

18.6

122

11.0

대구권

961

9.5

94

8.4

광주권

512

5.0

27

2.4

대전권
합계

06

구분

구분

915

9.0

66

5.9

10,157

100.0

1114

100.0

단위: %

구분

승용차

버스(A)

철도(B)

기타

A+B

수도권

51

15

30

4

45

부산·울산권

77

15

7

2

22

대구권

71

15

8

5

23

광주권

89

7

0

4

7

대전권

88

9

1

2

10

전체

58

15

23

4

38

1) 〈표 2〉∼〈표 7〉 및 〈표 9〉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2021∼2040)(안) 및 제4차 시행계획(안)(2021∼2025)’(2021.5)의 대도시권역별 자료를 통행량, 수송분담
율 등 교통실태를 나타내는 항목별로 재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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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광역시별 교통혼잡비용 현황(2017년)

〈표 12〉 수송부문 온실가스 총배출량 변화 추이

〈표 9〉 수도권 주요 광역교통축별 철도 혼잡 현황(2017년)

단위: Gg CO2eq.

단위: 조원

구분
구분

2014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특별시

10.52

11.55

3.2%

부산광역시

3.68

3.96

2.4%

대구광역시

2.59

3.00

5.1%

인천광역시

3.14

3.49

3.5%

광주광역시

2.03

2.38

5.4%

대전광역시

1.74

2.09

6.2%

울산광역시

1.10

1.50

11.0%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연구사업(제3권 교통혼잡비용(2017)’,
88p, 2019.

노선

구간

혼잡률
구분

고양·파주축

경의중앙선

화전→수색

137.0%

의정부축

경원선

망월사→도봉산

37.8%

구리·남양주축

경춘선

갈매→신내

80.4%

성남축

신분당선

판교→청계산입구

141.9%

과천·안양축

과천안산선

선바위→남태령

11.5%

인천·부천축

공항철도

계양→김포공항

132.1%

2010년(A)

2014년

B/A

94,711.41

1.17

287.77

0.52

도가 자동차의 1/6 정도, 화물은 1/5 정도밖에 에너지를

81,658.1 85,822.09 94,999.18

1.16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도가 자동차 보다 훨씬 에너지

철도수송
합계

556.05

375.25

※ 주 : 에너지 부문의 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 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2020.

효율적이다.3)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OECD국가 중 최악의 수

가 있다. 2018년 기준 철도 부문의 배출량은 287천톤

전 세계 98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조

(Gigagram) CO2등가(eq)로 도로 부문의 0.3%에 불과

사해 발간한 <2019 세계 공기질 보고서(WORLD AIR

B/A

하다. 이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는 거의 대부분이 도로

QUALITY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

〈표 10〉 광역시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
단위: Gg CO2eq.

2010년(A)

기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객은 철

준이다. 스위스의 대기질 솔루션 전문기업인 IQAir가

※ 주 : 혼잡률은 오전 첨두시 기준

구분

용차의 승차인원, 트럭의 적재효율 등에 따라 국가별·시

2018년(B)

도로수송 81,102.05 85,446.84
국가
전체

차의 사용 연료 및 종류, 철도의 전철화율, 철도·버스·승

2014년(B)

2018년

이 1.26, 의정부축이 1.17, 고양·파주축이 1.13, 광명축이

국가 전체

727,633.3

1.11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단위

먼지 농도는 24.8μg/㎡로 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

1.05, 성남축이 1.0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C가 1.0

서울특별시

32,372.64

29,756.33

29,368.05

0.91

수송량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도로가 철도의 9배 정도로

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

부산광역시

18,871.74

15,859.94

15,692.45

0.83

훨씬 많이 배출하고 있다.

들과 비교하면 미국 9.0μg/㎡, 일본 11.4μg/㎡, 서유럽

울산광역시

39,032.81

40,666.15

41,045.65

1.05

대구광역시

9,407.23

8,755.85

9,342.29

0.99

대도시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을 보면, 서울과 부산만

9.3~12.5μg/㎡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광주광역시

5,069.12

5,435.54

5,663.61

1.12

이 감소하고 있을 뿐, 울산, 대구, 광주, 대전은 증가하고

다.

대전광역시

5,964.98

6,192.61

6,465.46

1.08

이상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만
큼 도로 혼잡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자동차 이용이 계속 늘고 도로 혼잡이 심하니, 혼잡비용
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2014년∼2017년 동안 교
통혼잡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울산
광역시가 1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가장 낮
은 부산광역시도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다. 교통혼잡

656,322.62 691,932.56

※ 주 : 에너지 부문의 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 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2020.

〈표 11〉 수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17년)

비용의 규모는 서울과 나머지 광역시별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3조 원 미만이지만, 서울은
11.55조 원으로 3배 이상이나 많은 규모이다.
철도도 도로만큼이나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구분

총배출량

총수송량

수송량당배출량

도로

100,899

393,196

25.7%

철도

2,728

89,964

3.03%

※ 주: 총배출량의 단위는 천 TC, 총수송량은 백만인-km, 수송량당배출량은 총배출량/
총수송량
※ 자료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 2018 국가교통통계(국토교통부, ’19년)

의 주요 광역교통축별로 주요 노선의 철도 혼잡률을 보

있다. 서울과 달리 지방 대도시에서 도로 부문의 배출량
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4) 교통혼잡은 왜 계속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있는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

여기에서는 3가지 이슈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로

로 보인다.

확충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둘째, 도로와 자동차에 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누적 결과 우리나라는 짧은 산업화·

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금 지급과 외부비용이 초래

도시화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한 교통부문의 공정과 효율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00년 동안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의 평균기온은 0.8도

셋째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로·철도 간 교통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배인 1.6도가 상승하였다.

비용 및 경쟁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교통부문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4%, 국내 전체 석유
소비량의 32%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교통부문 에너지

가. 도로 확충의 역설

면, 의정부축(경원선), 구리·남양주축(경춘선), 과천·안

다. 대도시별로는 증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비량(총 4,421만TOE) 중에서는 승용차·트럭·버스 등

(Dawns & Thomson's Paradox, Braess's Paradox)

양축(과천안산선)은 혼잡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있다.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는 감소

자동차(도로) 96.8%(4,280만TOE), 철도 0.8%(34만

아직도 "도로가 혼잡하니 도로를 확장하거나 추가로

고양·파주축(경의중앙선)이 137.0%, 인천·부천축(공항

하고 있는데, 부산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반면에 울산,

TOE), 국내해운 1.0%(46만TOE), 항공 1.4%(61만TOE)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런

철도)은 132.1%, 그리고 성남축(신분당선)은 141.9%에

광주, 대구는 계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를 사용하여 대부분 자동차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 영국의 Dawns4)(1962)와 Thomson(1977)은 개인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혼잡한 철도(지하철)

도로와 철도만을 포함하는 수송부문을 보면, 국가 전체

것으로 나타났다.2)

교통을 위한 도로의 신설과 기존 도로의 확장이 장기적

를 타고 장시간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은 1인당 GDP가 3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94,999

한편 철도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인·km, 톤·km)은

으로 혼잡을 많이 줄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의

만불이 넘는 우리의 경제·사회적 수준을 감안할 때 시민

천톤(Gigagram) CO2등가(eq)로 2010년의 1.16배 규모

디젤차·가솔린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자동

Braess도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확장된 도로

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이다. 도로와 철도로 구분해서 보면 증감에 확연한 차
이가 나타난다. 2010∼2018년 동안 도로 부문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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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사용 및 대기질

증가 추세를 이어가 2018년은 2010년의 1.17배에 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고 있다. 반면에 철도 부문은 감소하고 있어 2018년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8년이 727,633천톤(Gigagram)

은 20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철도 부문은 배출 추이뿐

CO2등가(eq)로 2010년과 비교하여 1.11배 수준에 달한

만 아니라 배출량 규모에서도 도로 부문과 분명한 차이

2) 자료 :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 전략, 대한민국 정부
3) 자료 :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2017, 산업통상부
4) 이 역설은 교통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Dawns와 Braess의 원문을 소개한다. ① Dawns의 저서 : “Unfortunately, once heavy peak-hour congestion has appeared in key parts of a region’s road network,
building new roads or expanding existing ones there does not reduce the intensity of such congestion much in the long run.”, Anthony Downs, Still Stuck in Traffic –Coping with Peak-hour
Traffic Conges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D.C., pp.102 ② Braess의 논문 : “In unfavorable situations an extension of the road network may lead to increased travel time.”
Dietrich Braess, Anna Nagurney, Tina Wakolbinger, On a Paradox of Traffic Planning, TRANSPORTATION SCIENCE, November 2005, pp.44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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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13〉 도로 신규용량의 유발교통에 의한 흡수비율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모순되

저자

시 말해 발생교통(generated traffic)5)이란 도로 용량

서울역 고가(2015년 12월 13일 폐쇄)에 차량 통행이 멈

니터링 결과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도심의 교통상

춘 지 보름이 지났다. 교통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

황은 오전 첨두시(07:00∼09:00) 17∼18km/h 오후 첨

려와 달리 교통대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

두시(18:00∼20:00) 12km/h로 복원공사 전과 큰 변화

시가 지난 28일(2015년 12월 28일) 고가 폐쇄에 직접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보수공사를 하기 위

영향을 받는 도로들의 출근시간(오전 7시~9시) 속도를

해 남산 2호 터널을 폐쇄했을 때도 주변의 차량통행속도

측정한 것을 보면 평균 시속 23km였다. 폐쇄 뒤 열흘간

가 29.53km에서 30.37km으로 오히려 약간 개선됐다.

(14~24일 평균치) 시속 22.6km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둘째, 2016년 12월에는 지상 123층, 높이 554·5m의 세

데 지난해(2014년) 같은 시기(12월 둘째주·21.1km)보다

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었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서울역 주변 통행속도가 오전 평

-

50-100%
57%

Johnson and Ceerla

-

60-90%

Hansen and Huang

-

90%

Fulton, et al.

10-40%

50-80%

Marshall

-

76-85%

Noland

20-50%

70-100%

Litman은 발생교통의 정의와 유형, 특정 프로젝트에 대
한 여러 연구자들의 발생교통에 대한 측정·분석 및 온실
가스 배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였다. 발생

공 전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교통상황 모

28%

의 증가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적인 자동차 교통량이다.

6)

장기(3년 이상)

SACTRA

확장된 도로가 새로운 통행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다

※ 자료 : Todd Litman(2009), Generated Traffic and Induced Travel Implications for
Transport Planning, p. 7,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교통(generated traffic)은 가격이 하락하면 재화의 소비
가 증가한다는 경제학적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

〈표 13〉은 여러 연구에 의한 도로 신규용량의 유발교통

다. 롯데월드타워의 위치는 잠실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균 20.3km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흐름이 나아졌다는 평

을 반영하는 것이며, 도로 개선은 혼잡을 완화시켜 통행

에 의한 흡수비율(Portion of New Capacity Absorbed

교통이 집중되는 곳으로, 많은 시내버스가 집결하고 경

가가 나온다. 이 같은 추세는 도심 전체로도 나타난다.

비용(generalized cost of driving)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by Induced Travel)을 정리한 것이다

기도 광역버스가 회차하는 지점이다. 바로 그 옆에 초고

퇴계로·칠패로 등 1고가 인접도로를 비롯해 남산 1·2·3

더 많은 자동차 이용을 촉발(encourage)한다고 한다.7)

결론적으로 Litman은 정확한 교통계획과 프로젝트 평

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교통혼잡이 크게 우려되

호터널 등 서울 사대문 안 14개 지점의 28일 출근시간

한편 Hansen 등은 일반국도의 용량 확충이 자동차 의

가는 다음 3가지 영향(impact)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한

는 상황이었다.14) 이에 따라 롯데그룹과 서울시는 지하

자동차 평균 속도는 시속 23.6km, 폐쇄 후 평균 23km

존적인 토지이용 패턴의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하기

다.

에 잠실광역환승센터를 건설하여 경기권 광역버스 17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시속 21km(둘째주 기준)에 비하

때문에 인접도로의 추가적인 자동차 통행을 유발할 수

㉮ 발생교통(generated traffic)이 도로 용량확충에 따른

개 노선과 출퇴근버스 이용 승객들이 이곳에서 환승하

면 최대 시속 2km 정도 원활해졌다. 독일 수학자 브라에

있다고 한다.

예측된 혼잡감소 편익을 감소시킨다.

게 하고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잠실역을 지하도로로 연

스는 교통난을 풀려고 도로를 넓히면 그만큼 수요가 늘

다양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의한 발

㉯ 유발교통(induced travel)은 혼잡, 사고, 주차비용,

결하여 당초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였다.

어서 정체는 더 심해진다는 역설적 이론을 주장한 바 있

생교통량을 측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해, 기타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비용을 부과시킨다

셋째, 2015년 12월에는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를 철거

다. 차로를 없애면 차가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

① Cervero(2003a & b)는 1980 - 1994년 사이의 캘리

(impose).

하는 대신 차량통행을 폐쇄하고 사람이 걷기 좋은 공중

계천을 복원하면서 삼일고가도로를 철거한 뒤 도심 교

포니아의 고속도로(freeway) 용량 확충, 교통량, 인구·지

㉰ 발생된 추가적 통행은 한계통행으로 구성되기 때문

정원으로 만들어 국내에서 첫 고가 보행길인 “서울로

통상황이 나아졌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리학적 자료를 사용하여 자동차 운행거리의 통행속도에

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modest) 이용자 편익을 제공

7017”을 2017년 5월 20일 개장하였다. 1970년 고가도

대한 장기 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0.64였다. 이것은 통

한다.

로로 준공돼 2017년 17개의 보행길로 다시 태어났다는

나. 정부서비스의 불균형문제 : 교통부문의 공정과 효율

행속도가 10% 증가하면 운행거리(VMT : Vehicle Miles

이러한 역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가? 이와 관련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로 7017 백서」에 의하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공정한가? 효율적인가? 특히 도

Travel)가 6.4%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추

하여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실험결과가 3가지 있

면 서울역고가 폐쇄이후 교통량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로와 철도라는 교통수단간 경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가된 도로용량의 약 80%가 추가된 피크 교통량으로 채

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112층짜리 롯데월드타워의 신축

통행속도는 구간과 시기에 따라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No)”이다. 왜 그런

워진다고 분석하였다.

과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공간이자 공중정원으로 개조

지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이 안정되었다.

가?

② Noland(2001)에 의하면, 다양한 도로 형태의 시계

한 “서울로 7017”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향신문은 “차로 없애면 차 줄어드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

열 통행 자료의 분석 결과, 자동차 통행의 차선마일(lane

첫째, 청계천은 2005년 9월 복원되었다. 당시 많은 우려

‘브라에스’ 이론 입증 ”이라는 부제(subtitle)하에 다음

선 “얼마예요”하고 가격부터 물어보게 된다. 인터넷 몰

miles)에 대한 탄력성이 단기에는 0.5, 장기에는 0.8을

와 반대 가 있었지만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하여 청계고

나타낸다고 한다. 이것은 증가된 도로 용량의 절반이 5

가도로(5.8Km)도 철거되었다. 복원 후 경관이 크게 좋아

년 내에, 궁극적으로 증가된 용량의 80%가 추가된 통행

지고 주변의 대기오염이 줄어들었으며 도시열섬 냉각효

으로 채워진다는 의미이다. 대부분 혼잡을 보이는 도시

과(cooling effect)가 나타나는 등 환경·생태 친화적 도

부 도로가 시골 도로 보다 높은 탄력성 값을 나타냈다.10)

심기능이 재생되었다. 또한 청계고가도로 철거로 일시

③ Small(1992)도 자세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적으로 교통혼잡과 혼란이 있었지만 당초 우려했던 교

토대로, 증가된 국도 용량의 50-80%가 발생교통

통체증은 발생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generated traffic)으로 곧 채워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백서」에 따르면, 당시 공사 착공 전후, 공사기간 중, 완공

있다.

후 등 3차례에 걸쳐 도심평균 속도 모니터링을 한 결과

8)

9)

11)

10

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단기

Goodwin

기에 역설(Paradox)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설·

공사 전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어 복원 공사 착

12)

15)

13)

5) 발생교통은 전환교통(diverted travel : shifts in time and route)과 유발교통(induced travel : increased total vehicle travel)이다.
6) Todd Litman, 2009, Generated Traffic and Induced Travel Implications for Transport Planning,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7) Todd Litman, 2009, Generated Traffic and Induced Travel Implications for Transport Planning, p.2.
8) Mark Hansen, et al. ,1993, Air Quality Impacts of Urban Highway Capacity Expansion: Traffic Generation and Land Use Changes, Institute of Transport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www.
uctc.net), UCB-ITS-RR-93-5.
9) ① Robert Cervero, 2003a, "Are Induced Travel Studies Inducing Bad Investments?," ACCESS, Number 22, University of California Transportation Center (www.uctc.net), Spring 2003, pp.2227 ② Robert Cervero, 2003b, "Road Expansion, Urban Growth, and Induced Travel: A Path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69, No. 2 (www.planning.org), Spring
2003, pp. 145-163.
10) Robert Noland, 2001, "Relationships Between Highway Capacity and Induced Vehicle Travel," Transportation Research A, Vol. 35, No. 1, January 2001, pp.47-72.
11) Kenneth Small, 1992, Urban Transportation Economics, Harwood (Chur), pp.113-117.
12) Todd Litman, 2009, Generated Traffic and Induced Travel Implications for Transport Planning,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p.2.
13) 언론보도 내용 “청계천 재현을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교통문제는 누가 책임지나”, “실제 도심교통난은 예측치보다 훨씬 악화될 것”등
14) 언론보도 내용 “제2롯데월드, 112층짜리 주차장 될라”, “교통량 30% 늘어 교통대란 불 보듯 ”등
15) 언론보도 내용 “서울역 고가 주변, 차량 줄어 속도 더 빨라졌다”, 경향신문,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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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사려고 하는 상품이나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cost)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기

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구입·판매할 때 개인이

를 정하면 가격부터 알아보고 비교한다. 가격은 시장경

가스는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만 운전자가 직접 피해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비용이다. 한편 승용차를 이

제에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민에게 병원비나 약값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용하면 미세먼지, 대기오염, 소음 등을 발생시켜 다른 사

“지표”가 된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과다 소비하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 가격을 지불

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많은

되고, 너무 높으면 필요한 만큼 구매하거나 이용하지 못

하지 아는 경우를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도로를

탄소를 발생시켜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피해를 주

하게 된다.

이용하는 자동차는 교통혼잡, 사고, 환경오염 등 많은 외

지만 승용차 이용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는

교통부문에서 가격을 왜곡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부비용을 발생시킨다. 자동차 운전자가 이러한 외부비

않는다. 이를 외부비용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비용”이라

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 미부

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과도하게

고 한다.

과”라는 문제다.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변화는 교통비용에 어떤 변화를 가

첫째, 승용차 이용자들은 정부정책에 의해 도로를 거의

이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나 이용자가 명시적·묵시적으

져올까?

공짜로 사용하고 주차비용 역시 무료이거나 매우 낮으

로 보조금을 받거나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

첫째, 개별비용은 자동차(도로)가 철도보다 상대적으로

며, 신호등·표지판·가로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소요되

지 않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자동차(승용차·화물트럭)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금과

는 인건비, 전기료 등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같

의 과도한 이용을 초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승용차나

보험료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전기차, 수소차,

이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나 주차장을 공짜나 아주 저렴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철도수요는 감소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가격은 내연자동차에 비해 훨씬 높

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수요 감소는 적자의 누적으로 이어지며 다시 정부는 적

기 때문에 연료비에 해당하는 전기료가 낮다고 하더라

받는 것과 같다. 그러나 대중교통인 철도와 버스는 이용

자를 보전해주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도 전체 비용은 상당 기간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

자가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지불하고 철도공사(Korail)

다. 따라서 정부의 도로/철도 정책은 공정하지도 않고

인다. 또한 완전(Level 5)17)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도로 인

와 SR(수서고속철도)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비용과 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프라18) 정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건설·개량 사업비

16)

도 철도에 비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도건설비용의 일부까지도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가 화물자동차에 연간 1조 7,000억 내외의 유가보조금

다. 과학기술이 가져온 도로와 철도 간 교통비용의 변화

둘째, 환경오염, 교통사고19), 기후변화 등 자동차 이용에

을 주기 때문에 철도화물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만약

최근 도로, 철도, 자동차, 철도차량 등 교통시설 건설·

따른 부정적 외부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

화물자동차에 주는 유가보조금을 폐지한다면 철도공

개량·유지보수와 차량 생산·운행단계에서 사물인터넷

면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사는 영업적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IoT), 정보통신기술(ICT),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첨

하여 단위당 오염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완전 자율

4년간 철도공사의 영업손익과 화물부문의 적자규모를

단기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BIM(Building

주행차는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 주변 상황과

보면 2017년 -5,283억원(화물부문 -3,039억원), 2018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3D) 모델을 기반으로

물체를 인지·판단하여 운전자(인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

년 -987억원(화물 -2,702억원), 2019년 -1,446억원(화

공사물량산정, 공정,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고를 방지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따른 사고비용도 상당

물 -2,391억원)으로 화물부문이 적자 발생의 중요한 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기술이다. 자동차는

히 낮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도로) 이용에 의한

인이 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개발되어 빠른 속도로 기존의 내연

외부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보조금이 철도와 화물자동차간의 공정경쟁을 저해

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고 있으며 유럽(EU)은 2035년 이

앞으로 개별비용과 외부비용을 합한 도로(자동차)와 철

하는 중대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직

후 내연자동차의 생산과 운행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특

도의 교통비용과 경쟁력은 각각의 기술발전과 운행효율

접 혹은 간접 보조가 과도한 도로 건설과 자동차의 이용

히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

성 제고, 정부의 교통정책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

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능한 자율주행차가 개발되고 있어 미래 교통환경에 엄

인다.

둘째, 교통부문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외부경제(external

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도로(자동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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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간 교통비용과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표 14〉 2017년~2020년 철도공사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영업손익

- 5,283

- 987

- 1,446

- 11,685

화물부문

- 3,039

- 2,702

- 2,391

- 2,407

※ 자료 :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적자가 크게 늘어났음.

12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은 운임을 내고 이용하게 되지
만 승용차는 보유·이용 단계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부
담하게 된다. 승용차를 보유하려면 차량구입비, 각종 세
금, 보험료, 연료비, 유지보수비 등이 들어간다. 이와 같

16) 물론 이것은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 과다 등 방만경영이나 비효율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17) 자율주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Level 1 : 운전자 지원 자율주행(Driver Assistance), Level 2 : 부분 자율주행(Partial Automation), Level 3 : 조건부 자율주행(Conditional Automation), Level 4 : 고도 자율주행(High
Automation ), Level 5 : 완전 자율주행(Full Automation). 한편 30여년 전인 1992년에 국내에서 무인자동차 시험에 성공한 한민홍 ‘첨단차’ 대표는 완전자율주행 시대까진 아직 먼 길을 가야한다면서, 지금의 기술력은 빨
라야 3단계이며 5단계 자율주행은 언제쯤 가능할지 시기조차 점치기 어려운 ‘신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문화일보 2021.5.28.).
18) 도로인프라는 자율주행차량 성능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통정보 및 기상정보 등 관련정보 수집 장치와 측위 인프라로 GPS 오차를 극복하는 기술, 자율주행차량의 인식을 위한 차선과 도로표지, 자율차량과 일반차량 분
리를 위한 차선도색 등 도로시설, 이를 자율주행차량과 연계하기 위한 정보연계플랫폼으로서 전자정밀지도(LDM)와 노변설치물(RSE)등이다. (오성호 외, 2017, 자율주행차량에 대응한 첨단교통인프라 정책방안 연구 –도로 운
영방안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19) 철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비율(인·km당)은 도로(자동차)의 1/25 정도에 불과하다.

13

철길로
잇는
지역

철길은 지역과 지역을 잇습니다.

16

부산의 서쪽과 동쪽

멀리 떨어진 지역이 철길로 이어지면
산업이 생기고 생활이 바뀌고

26

찾아 그곳의 자연과 풍물, 생활
그리고 사람의 향기를 만납니다.

철길로 미식여행
부산의 맛

인연이 피어나고 여행이 시작됩니다.
철길로 이어져 새롭게 태어난 지역을

선 따라 멋 따라

30

전국! 레일바이크
수려한 강 풍광을 품고 달린다!

철길로 잇는 지역

선 따라 멋 따라

writer.
writer+photographer. 〈철길로 미래로〉 편집실

한여름 밤의
꿈같은 부산 여행
누가 뭐래도 부산은 ‘여름 도시’다.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찾아오면 냉장고의 수박처럼 절로 생각나는 곳이 부산이다. 바다를

초 간단 부산 여행법

낀 피서지야 수없이 많지만 여름날 부산의 낭만에 필적할 곳은 없다. 전통의 서면과 남포동, 태종대는 물론 송도, 광안리, 해운대,

흔히 부산하면 바다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이름에 ‘산(山)’자를 품은 도시답게 부산은 온통 산으

송정 등 파라솔이 늘어선 해수욕장마다 인파로 넘쳐난다. 우리나라 제1의 항도답게 어디서라도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로 둘러싸였다. 그래서 한쪽은 산이고 다른 한쪽은 바다인 단순한 구조를 보여준다. 그 틈새를 따

있고, 창 가득 바다가 펼쳐지는 분위기 좋은 카페와 주점이 널렸다. KTX와 SRT가 10분이 멀다며 드나들어 언제든 찾기 편하다.

라 도시가 일자형으로 배열된 것이다. 지금처럼 곳곳에 산을 뚫은 터널이 생기기 전의 부산은 대

곳곳의 명소를 연결하는 지하철과 숨은 비경지로 당신을 데려다 줄 유람선도 항상 대기 중이다. 대지를 달구던 태양이 다대포
너머로 자취를 감추면 부산은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바뀐다. 바다를 가로지른 멋진 다리와 해안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마다 불이
켜지며 불야성을 이루는 것이다. ‘한여름 밤의 꿈’처럼 피어나는 낭만이 당신을 기다린다!

신동에서 서면을 지나 동래, 해운대에 이르기까지 어디라도 에둘러 갈 길이 전혀 없는 외길이었다.
당연히 이 단순한 해안선을 따라 명소가 발달했고, 부산 여행도 이 동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산역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 둘러보면 딱 좋다.
태종대

16

17

부산역 서쪽
태종대

18

→

자갈치시장과 부산타워

→

감천문화마을

→

송도해수욕장

언제라도 좋다!
태종대

부산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곳
부산타워와 자갈치시장

영도 남쪽에 자리 잡은 태종대 유원지는 수려한 바다 경관과 환상의 기암절경

용두산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휴식 공간이자 전통의 부산 관광지다. 전국

을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로, 해안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명소다. 신라

에서 유일하게 초침을 가진 지름 5m 크기의 꽃시계가 여전히 정확하게 돌아

시대 태종 무열왕이 찾았다가 이곳 풍광에 반했다고 해서 태종대라는 이름이

가고, 높이 120m의 부산타워에서 내려다보는 부산시내와 부산항 야경은 잊

붙은 곳으로, 짙푸른 바다와 함께 영도등대, 신선바위, 망부석, 주전자섬 등 멋

지 못할 감동이다. 공원 한쪽의 ‘미술의 거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체험행사도

진 볼거리로 눈이 호강이다. 태종사의 수국이 만개하는 6월 말~7월 초면 발

흥미진진하다. 공원 남서쪽 바닷가에는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신동아시장,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에 진행된 미술 프로젝트 덕분이다. 파스텔톤의 벽화는 단번에 감천마을을 부산의 대표 관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원형인 탐방로는 전체 4.6km로 꽤 길다. 태종대 유원

신천지시장, 건어물시장 등이 모여 한국 최대 규모의 전통 수산물시장을 이룬

광지로 만들었다. 마을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독특한 야경을 감상하면서 이곳에서 하룻밤

지 곳곳을 두루 거치는 명물인 ‘다누비순환열차’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한 탐방

다. 신선한 활어와 선어 등의 수산물은 물론 온갖 어패류와 건어물을 저렴하게

묵는 것은 특별한 여행의 경험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한 깔끔한 게스트하우스가 많다. 주민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 가능하다.

구입할 수 있다. 인심 넉넉한 부산 아지매들의 활력이 정겹다.

선에서 둘러보는 탐방 예절이 필요한 곳이다.

어린왕자도 반했지
감천문화마을

감천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증산도 피난민의 터전에서 출발했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과 가파른 계단이
실핏줄처럼 이어진 작은 집들이 장난감처럼 산비탈을 따라 빼곡하다. 이곳이 여행자들의 ‘마추픽추’로 거듭난 것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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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동쪽

젊은 여행자들의 천국
송도해수욕장과
송도해상케이블카

광안리해수욕장 →

갈맷길 이기대 코스

해운대블루라인파크

→

→

해운대해수욕장 →

해동용궁사

→

금정산과 금정산성

우리나라 제1호 공설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은 동쪽의 송정해수욕장과 더불어 부산 도심의 양쪽 날개처럼 붙은
해변 휴양지다.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에 비해 작고 한적하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차고 넘친다. 거북섬 인근
해상에 조성된 365m 길이의 ‘구름산책로’와 암남공원까지 이어진 ‘송도해안 볼레길’, 암남공원에서 작은 무인도를
연결하는 ‘용궁구름다리’, 해수욕장 앞바다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km를 최고 86m 높이에서
비행하듯 가로지르는 ‘송도해상케이블카’ 등 부산 바다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다.

빛의 바다
광안리해수욕장
여름 바다의 모든 매력을 다 갖췄다. 1.4km 길이의 백사장이 활처럼 펼쳐진 가운데, 감성 가득한 레스
토랑과 카페, 바, 맛집이 바다를 바라보며 빈틈없이 들어차서 발길 닿는 곳 어디라도 피서지의 즐거움
이 넘친다. 광안리의 골목 안쪽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낡은 간판이 걸린 오랜 연륜의 음식점이 곳곳에
서 성업 중이다. 사실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하고 설레는 광안리해수욕장이다. 앞바다를 가르는, 7.4km
길이의 광안대교에 조명이 켜지면 마법 같은 오션뷰로 모두의 시선을 강탈한다. 각종 축제와 거리공연
도 펼쳐지기에 그야말로 즐거움에 끝이 없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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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바다의 진면목
갈맷길 이기대 코스 트레킹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부산을 대표하는 걷기길인 ‘갈맷길’의 한 부분이다. 또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걷는 ‘해파랑길’이 여기서 시작하고, ‘부산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로도 선정된 곳이다. 북쪽에서 남쪽
으로 툭 튀어나온 반도에 조성된 이기대공원의 동쪽 해안을 따르는 길이어서 빼어난 풍광은 물론, 이
국적인 경관을 지닌 광안리와 해운대 일대 조망 또한 일품이다. 전체 길이가 4.3km여서 짧다. 보통 걸
음으로 두 시간 반이면 넉넉하고, 온갖 쉼터와 해안 바위전망대에서 조망을 즐기며 세월아 네월아 걸
어도 반나절이면 너끈하다. 그러나 감히 말하지만 이 길의 아름다움과 감동은 국내의 그 어떤 걷기길
에서도 느끼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다. 속수무책 행복한 걷기길이다. 올여름, 당신의 추억이 더욱 특별
해질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부산 대표선수
해운대해수욕장
로맨스가 피어나는 축제의 바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해안 관광지로,
외국인도 많이 찾는다. 특히 백사장을 따라 파라솔이 끝없이 펼쳐지는 여름이면 피서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무엇보다 도심 한복판에 있다. 특급호텔과 최고급 음식점은 물론, 근사한 산책로를 가진 동
백섬과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들어선 센텀시티, 부산국제영화제의 메인 무대인 영화의전당, 바다
를 낀 마천루 마린시티와 해운대 LCT, 달맞이언덕과 해운대블루라인파크 등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가 지척인 것도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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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소원이 무엇이냐
해동용궁사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 치는 바다가 그대로 앞마당인 사찰이다. 그 파도 위로 석교를 세우고, 기암절벽 위에 탑을 올리
고 불상도 모신 수상법당(水上法堂)이다. 고려 공민왕 때 나옹화상이 창건했다는 오랜 역사의 흔적을 이곳에서 찾는

부산을 키운 팔할!
금정산과 금정산성

부산은 바다만 좋은 게 아니다. 산의 고장답게 멋들어진 조망이 펼쳐지는 산봉우리가 숱하다. 801m 높이의 금정산은
그중 손꼽힌다. 낙동정맥의 끄트머리에서 부산의 북쪽 지붕을 이루는 이 산은 명찰 범어사를 품고 듬직하게 자리했다.

방문객은 아무도 없다. 오로지 바다에 바투 선 이 풍광에 놀랄 따름이다. 그야말로 ‘용궁사’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명당에

도심의 명산답게 숱한 들머리에서 오르내리는 당일 산행코스가 많아 부산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금정(金井)’이란

터를 잡았다. 들머리의 표석에 새겨둔 글귀가 눈길을 끈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이를 증명하듯 경내

이름은 산꼭대기에 황금색이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산의 주능선을 따라 우리나라에

엔 득남불, 교통안전기원탑, 학업성취불, 용문석굴에 백팔장수계단, 남녀향나무가 마주한 쌍향수불 등 중생의 지난한 모

서 가장 넓은 면적의 산성인 금정산성이 지금도 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산성을 걸으며 바라보는 부산 시가지가 장관

든 고민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듯한 공간으로 가득하다. 하나의 돌로 깎아 세웠다는 해수관음대불 앞은 치성을 드리

이다. 부산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라 등산로도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다. 산행기점으로 범어사와 금강공원 쪽

려는 이들로 늘 북적인다.

이 인기다.

바닷바람에 밀려가는 열차
해운대블루라인파크
2020년 말에 개장한 해운대블루라인파크의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이 해운대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해운대 미포에서
청사포, 구덕포를 지나 이웃한 송정에 이르는, 폐선이 된 동해남부선 4.8km에 조성된 관광열차다.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둥근
해안선을 따라 수려한 해안 풍광을 품고 시속 15km로 운행한다. 미포-청사포 간 2km를 시속 4km의 속도로 자동으로 운행하
는 캡슐열차가 특히 인기다. 지상 7~10m 높이에서 달맞이언덕 남쪽의 울창한 솔숲과 바다를 조망하며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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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로 잇는 지역

철길로 미식여행

writer+photographer. 〈철길로 미래로〉 편집실

부산은 바로 이 맛 아입니꺼!
부산의 전통음식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온 뱃사람들의 진한 짠내와
근대 격동기를 살아낸 향수가 묻어난다. 여기에 지금 가장 ‘핫한’ 해안도시답게
온갖 퓨전요리와 감각적인 먹거리가 즐비하다.

파전_ 동래할매파전
‘동래’는 옛날의 부산을 가리킨다. 동래를 대표하는 음식이 동래파전이다. 보통의 파전이 재료에 밀
가루를 묻히고 달걀에 담갔다 지지는 반면, 동래파전은 파를 한데 붙이기 위해 멥쌀이나 찹쌀 등의
쌀가루와 멸치육수를 넣어 더욱 찰지고 쫀득한 반죽을 만든다. 여기에 양념한 소고기와 조갯살, 굴,
홍합 등 30가지가 넘는 재료를 골고루 섞어 부쳐낸다. 파 향기도 골고루 스며들어 감칠맛이 좋다.
그 고급스러움 때문에 조선시대에 동래부사가 임금님께 진상하기도 했다. 동래파전은 간장이 아니
라 초장에 찍어 먹는 음식이다. 보통의 파전이 곁들이는 음식이지만 동래파전은 메인요리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43-10

051-552-0792

여름이면 더욱 간절해지는 ‘부산밀면’_ 개금밀면
‘밀면’은 한국전쟁 때 함경도에서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며 만들어
먹던 면이다. 전쟁 통에 감자전분을 구하기가 어렵던 시절,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밀가루와 고구

달맞이고개 전통찻집_
비비비당

‘비비비당’은 카페로 가득할 것이라 여기는 달맞이고개에 있
는 전통찻집이다. 서까래와 한지 창호가 만들어낸 고즈넉

마 전분을 섞어 함경도냉면 비슷하게 만든 것이 바로 부산밀면이다. 올해로 개점 55주년을 맞은 부

한 분위기에서 전통 차를 마시면 몸과 마음에 차향이 퍼지는

산진구 개금골목시장의 개금밀면은 이남식 냉면을 대표하는 밀면의 본거지로 통한다. 대를 이어 운

듯 하다. 전통적이면서 모던한 인테리어의 아늑한 운치가 바

영 중인 이 가게를 부산 시민도 대를 이어 찾고 있다. 돼지뼈 우린 국물을 베이스로 쓰는 여느 식당

깥 풍광과 기막히게 어우러지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마

과 달리 개금밀면은 닭뼈로 육수를 내어 유달리 맑고 시원하다.

법을 부린다. 부산 여행의 특별한 추억이 생겨나는 순간이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82번길 9-4

051-892-3466

다. 넓은 창 가득 부산 바다가 시원스럽다. 해운대와 청사포
가 한눈에 잡히는 전경이 마음을 살살 녹인다. 짙푸른 바다

두고두고 생각나는 맛, 낙곱새_ 구·조방낙지

자며 손짓하는 듯싶다. 이토록 시원스런 풍광의 부산 바다를

1963년, 조선방직 근처인 중구 범일동 일대에서 처음 등장한 낙지요리가 점점 유명해지자 사람들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

은 이를 ‘조방낙지’라 불렀다. 당면을 넣고 국물이 자작하도록 볶은 낙지요리를 밥과 함께 비벼 먹거

이 ‘낭만도시 부산’을 여행 중임을 실감나게 한다.

나 밥을 볶아 먹기도 하는 서민음식이다. 조선방직이 사라진 후 낙지요리는 부산 곳곳으로 퍼져나

2016년에 문을 연 이 찻집은 전통차 마니아인 원소윤 대표

갔는데, 하나같이 ‘조방낙지’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을 했다. 동래구의 ‘구·조방낙지’도 그중 한 곳이

가 차 산지를 돌아다니며 직접 발품을 팔아 구한 말차와 우

다. 가장 사랑받는 메뉴는 ‘낙곱새’. 전남 무안에서 공수한 산낙지와 한우곱창에 새우까지 들어간다.

전, 구기차, 백초차 등을 정성 가득 담아 내놓는다. 양갱과 쿠

맵고 달콤하면서도 해산물과 곱창의 절묘한 맛의 조화가 기가 막힌다.

키, 떡 등 차마다 궁합이 맞는 다식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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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짝한 문탠로드의 울창한 솔숲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

051-558-0295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239-16

051-746-0705

27

‘승기호떡’ 어딨어요?_씨앗호떡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BIFF(부산국제영화제) 거리의 노점상에서 맛볼 수 있는 씨앗호떡은
부산의 새 명물로 통한다. 한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 ‘찹쌀씨앗호떡’이 소개되면서부터다. 그때
가수 이승기씨가 맛있게 먹으면서 ‘승기 호떡’으로 더 알려졌다. 마가린에 튀기듯 호떡을 구운 후 그
사이에 설탕과 호박씨, 땅콩, 잣, 호두 같은 갖가지 견과류를 넣어 만들어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독특한 맛 덕분에 씨앗호떡 가게들이 언론에 노출되며 저마다 유명세를 누린다. 아지매
손맛 따라 모양과 맛이 다르니 이곳저곳에서 주전부리로 즐겨보는 것도 좋다. 종이컵에 따끈따끈한
씨앗호떡 하나 담아 맛보며 부산 도심을 거니는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다.

돼지국밥_쌍둥이돼지국밥
부산 사람 누구라도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돼지국밥을 꼽는다. 한국전쟁 이후 먹을 게 귀하던 시
절, 피난민들이 돼지의 뼈와 내장, 살코기를 넣고 몇 시간을 푹 고아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던 음식
이다. 여기에 정구지(부추)와 다진 양념인 ‘다대기’를 넣어 살짝 매콤하게 먹는 게 부산 고유의 스타
일이다. 남구 대연동의 쌍둥이돼지국밥은 부산의 수많은 돼지국밥 전문 식당 중에서도 단연 손꼽
히는 곳이다. 1996년에 문을 연 이 식당은 잡냄새와 느끼함이 전혀 없는 사골 국물이 백미. 삼발이
위에서 지글지글 데워지는 수육백반은 이 식당의 최고 인기 메뉴다.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35-1

낡은 창고의 변신_
테라로사 수영점과 F1963

051-628-7020

‘F1963’은 특수선재 기업인 고려제강이 설립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에 국내 커피문화를 선도하는
테라로사 커피가 2016년에 수영점을 오픈했다. 입구에 들어서면 손몽주 작가의 와이어를 이용한 설
치작품을 시작으로, 기존 공장의 오래된 철판을 되살린 커피 바와 테이블, 기능을 다 한 발전기와 와이
어를 감던 보빙이 곳곳에 놓여 이곳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되었던 이곳
의 역사를 고스란히 활용한 테라로사만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이다. 널찍하고 세련된 공간에서
세계 산지별 신선한 커피와 매일 굽는 천연발효빵과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051-756-1963

곰장어구이_다도서귀포
곰장어를 맛보지 않았다면 부산을 보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곰장어구이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
식이다. 먹장어의 방언인 곰장어를 여수에서는 묵장어, 목포에서는 헌장어, 욕지도에서는 푸장어라
부른다. 자갈치시장 공영주차장 옆에는 자연산 곰장어만 사용하는 곰장어요리 전문 골목이 형성되
어 있다. 부산 토박이들이 즐겨 찾던 곳이지만, 최근엔 젊은 여행자들도 즐겨 찾는다. 주로 술안주로
시키며, 소금구이와 양념구이 두 종류가 인기다. 주문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장만해서 테이블로 나
오는데, 연탄불에 구워지는 소리부터 입맛을 자극한다.
부산시 서구 자갈치로 14-10

010-4500-2747

직접 골라 먹는 재미_민락회센터
‘의성상회’, ‘탐라상회’, ‘청도상회’ 저마다 상호를 내건 수십 곳의 판매장마다 수족관이 따로 없을 정
도로 신선한 활어가 펄떡인다. 민락회센터는 광안리와 해운대의 피서객은 물론, 부산 곳곳에 숙소를
잡은 여행객들이 찾는 부산 최고의 횟집 밀집지역이다. 마음에 드는 생선을 고르면 기절시킨 후 검
은 봉지에 담아 건네며 몇 층의 어느 집에 가라며 안내까지 해준다. 그러나 2층부터 시작되는 음식
점 중 아무 곳에 들어가도 된다. 초장 값만 지불하면 회를 떠서 밑반찬에 매운탕까지 풀코스로 상차
림을 해 준다. 자리를 잘 잡으면 광안리 야경이 창가로 가득 펼쳐져 최고급 식당이 부럽지 않다.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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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로 잇는 지역

전국! 레일바이크

writer+photographer. 이승태 여행작가

원주 발전을 견인하던 중앙선
어른이 되어 찾아간 원주는 무척 매력적인 도시였다. 그 많
던 군인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치악산의 멋진 산
세와 청정한 구룡계곡의 시원스러운 풍광이 나를 매료시켰
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국가기관이 옮
겨오면서 위상 또한 사뭇 달라졌다. 이들 기관이 들어선 혁
신도시가 생겨나며 원주는 덩치가 커지고 스마트해졌다.
원주시를 관통하며 철길이 지난다. 중앙선이다. 서울의 청
량리역에서 출발해 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주역까지 가는 철
도노선으로, 총 길이가 386.6km에 달한다. 일제강점기인
원주는 내게 군사도시로 기억된다. 오래전,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대구에서 원주역까지 열차로
이동해 설악산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관광버스를 기다리며 두 시간쯤 역사 앞 광장에서 대기했던
적이 있다. 원주가 어디쯤 붙은 땅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그 두 시간 동안 본 것이라곤 ‘군바리들’
뿐이었다. 역 주변으로 국방색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분주히 오가던 풍광 때문에 이 도시의
인상이 그리 굳어진 것이다.

수려한 강
풍광을 품고
달린다!

1939년 4월에 청량리에서 양평에 이르는 구간이 먼저 개통
되었고, 이듬해인 1940년에는 양평에서 이곳 원주까지 노
선이 확장되었다. 중앙선 전 구간은 이태 뒤인 1942년 4월 1
일 이어졌다. 양평에서 원주와 제천, 영주, 안동을 지나 영천
에서 대구선과 접속한 후 경주까지 가는 간선철도인 중앙
선은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까지 한반도 중
앙의 네 개 도를 거친다. 노선이 지나는 일대의 광산자원은
물론, 농산·임산자원의 개발과 수탈을 목적으로 일제가 부
설한 중앙선은 경부선에 이은 한국 제2의 남북관통철도다.
중앙선이 지나는 지역은 금과 동, 아연, 흑연, 석탄과 목재,
쌀 등이 풍부한 산지였다. 때마침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을 일으킨 전쟁광 일제가 전략물자 확보에 혈안이 된 상황
이어서 중앙선 개통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었다.
원주레일바이크가 출발하는 원주시 지정면의 간현역은
이 중앙선이 지나던 기차역으로, 판대역과 동화역 사이
에 위치한다. 원주까지 중앙선이 확장되었던 1940년 4
월 1일에 보통 역으로 영업을 시작해 근래까지 간현국민
관광지를 찾던 많은 이들이 이용하던 곳이다. 그러나 화
물 수송량이 줄고, 중앙선이 복선화 공사를 마치고 신설
노선으로 옮겨가며 2011년 12월 21일에 폐역이 되었다.
폐선이 된 간현역-판대역 구간에 레일바이크가 영업을 시
작한 것은 2013년 6월 8일이다. 가까운 곳에 간현국민관
광지가 있어서 연계코스로 최적이다. 비둘기호나 무궁화호
같은 추억의 열차가 곧 도착할 것 같은 외관을 한 붉은 빛깔
의 옛 역사가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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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7.8km의 긴 운행거리
원주레일바이크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간현역에서
바로 레일바이크를 탑승하는 게 아니고 풍경열차를 이용해
다음 역인 판대환승역까지 간 후 거기서 레일바이크를 타
고 돌아오는 것이다. 즉, 판대환승역이 출발지점이고 간현
역은 도착지인 셈. 그래도 코스 길이가 편도 7.8km여서 국
내의 여느 레일바이크보다 운행거리가 길다.
매표 후 출발시간에 맞춰 플랫폼으로 들어서니 레일바이크
를 매단 풍경열차가 반긴다. 보통의 열차와는 다른 모양의
기관차가 끄는 풍경열차는 객실이 오픈형 구조다. 덕분에
주변을 조망하기에 좋고, 자연의 바람이 불어와서 무척 상
쾌하다. 안전요원이 함께 타고 이동하며 승객의 안전과 주
의사항 등을 꼼꼼히 챙기며 알려준다. 출발해서 돌아오기
까지는 보통 1시간 40분쯤 걸린다고 한다.
간현역을 떠난 열차는 곧 섬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만난
다. 두꺼비 섬(蟾)자를 쓰는 섬강은 간현관광지에서 상류로
4km쯤 거슬러 올라간 강가의 두꺼비 모양 바위에서 이름
이 유래했다. 기차가 섬강을 가로지르는 일대는 중앙선 구
간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던 절경지로, 널찍하게 펼
쳐진 백사장과 그 건너편으로 깎아지른 듯 솟은 기암절벽
이 장엄하다. 아래로는 검푸른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그야
말로 그림 같은 풍광 사이로 “철커덩- 철커덩-” 빨간색 풍경
열차가 아주 느리게 건넌다. 섬강과 그 지류인 삼산천을 거
슬러 오르는 이 철길은 지형이 험악한 곳을 통과하다 보니
길이가 짧은 터널이 많다. 그 수가 무려 여섯 개나 되는 터
널은 옛날에 만든 것으로, 열차와 터널 벽 사이의 폭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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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좁아서 신체 일부라도 바깥으로 내밀지 말라는 안내방

찔해진다. 원래는 지역 산꾼들을 중심으로 등산이 이뤄지

곧 철로 주변으로 둥근 철망이 둘러진 구간이 나온다. 사선

송을 한다.

던 고만고만하던 소금산이었는데, 출렁다리가 생기며 수많

형의 붉은 색 보강재를 덧대어 모양이 예쁘다. 주변이 절벽

은 관광객이 줄을 서서 저 다리를 보고 걷겠다며 오르내리

이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낙하물로부터 이용객을

오가는 모든 풍광이 수려하다

는 명소가 되었다. 양쪽 바위봉우리 사이가 200m여서 걷

보호하기 위한 낙하물방지터널이라고 한다. 설치미술작품

삼산천이 흐르는 주변 풍광이 여유롭고 아름답다. 그리 폭

노라면 이만저만한 스릴이 아니다. 건넌 후에 돌아오는 ‘하

인가 싶을 만큼 멋지다.

이 넓지 않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울퉁불퉁 솟은

늘바람길’은 능선 꼭대기를 이으며 설치한 데크길인데, 그

삼산천 주변은 갯버들과 물억새 등이 우거지며 짙은 수풀

바위산이 규모를 줄여놓은 미국의 요세미티국립공원 같다.

야말로 바람 좋은 하늘을 걷는 기분이다. 원주시는 소금산

을 이뤘다. 그 옆으로 일군 작은 밭뙈기마다 고추와 옥수수

첫 번째 터널을 지나자마자 안전요원이 오른쪽 산마루 쪽

출렁다리의 인기에 힘입어 그 연장선상에 고산화원인 하늘

같은 밭작물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을 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깊은 골짝을 이룬 거대한 절벽

정원과 소금산 정상부의 절벽 중간을 지나는 잔도, 유리전

꼭대기에 걸린 소금산출렁다리다. 바닥에서 다리까지의 높

망대와 유리다리를 건설 중이다. 계획대로 올 가을에 모두

매력적인 차체, 시원한 속도감

이가 100m나 된다고 하니 아래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

완공된다면 손꼽히는 여행지가 될 듯하다.

곧 도착한 판대환승역. 승객 칸의 문이 열리고 맨 앞의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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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부터 차례로 한 팀씩 자리를 잡는다. 원주레일바이

전의 소금산출렁다리와 주변 기암들이 펼쳐내는 산의 기운

크에서 운영 중인 이 바이크는 특별하다. 우선 성인 여성 혼

이 여간 멋진 게 아니어서 나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게 된다.

자서 구동할 수 있을 만큼 차체가 가볍다. 그래서 일반 자전

마지막 터널을 빠져나오면 삼산천과 섬강이 만나는 합수지

거 라이딩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탑승자의 안전을 최

점이다. 출렁다리로 오가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간현교와

우선시해 검증된 최고의 부품을 사용해 설계했다고 한다.

삼산천교를 조망하며 섬강 위 철교를 달리는 기분이 아주

최고 레벨의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유압 듀얼브레이크를 사

좋다. 멀리 섬강에 접한 원주의 산들이 너울치고, 강물은 푸

용했고, 각 구동부와 회전체엔 커버가 장착되어 안전을 고

르게 넘실대며, 두루미는 이 풍광의 주인인양 여유로운 날

려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자동차용 안전벨트와 충격

갯짓으로 소금산을 오른다.

주 변 명 소

흡수범퍼를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게다가 코스 대부분
이 완만한 내리막이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미끄러지
듯 달려 나간다. 그래서 할머니와 아이들만으로도 운행은

INFORMATION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자주 브레

여섯 개나 되는 터널 내부는 여느 레일바이크 코스처럼 화

내비게이션에 ‘간현역(폐역)’ 입력.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52번, 터미널 오른쪽으로 100m쯤 간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AK프라자 방면으로 가는 57, 58번 버스를
타고 간현역 정류장에 내린다.

려한 장식이 거의 없다. 그러나 터널 수가 많아서 시원하며,

1일 6회(09:30, 11:10, 12:50, 14:30, 16:10, 17:50) 출발

무엇보다 주변 풍광이 수려하고, 코스가 길어서 별 이벤트

2인승 38000원, 4인승 48000원

가 없이도 달리는 내내 재밌고 즐겁다. 특히 마지막 터널 직

원주레일바이크 033-733-6600

이크를 잡아야 할 지경이다. 그만큼 원주레일바이크는 멋
진 자연풍광에 둘러싸인 채 시원스럽게 달린다.

간현관광지와
소금산출렁다리

동화마을
수목원

치악산국립공원과
구룡사

태기산에서 발원해 횡성군과 원주시를 지나

삼면이 바다에 접했고, 동서고저의 지형에 남북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에 걸쳐 남북으로 길게

경기·강원도의 접경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는

으로 길쭉한 모양의 땅덩이를 가진 우리나라는

산줄기를 펼친 치악산은 예로부터 이름난 명산

73km의 물줄기 섬강. 섬강이 가장 아름다운 풍

지리적 여건상 다양한 식물이 분포한다. 이들 식

이다. 조선시대 오악(五岳) 중 동악명산(東岳

광을 펼쳐놓은 곳에 간현관광지가 들어섰다. 기

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식

名山)으로 손꼽힐 만큼 험준한 치악산은 긴 능

암절벽과 울창한 솔숲, 넓은 백사장과 검푸른 강

물원이다.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의 명봉산 북

선을 따라 정상인 비로봉(1,288m)을 비롯해

물의 조화가 장관이다. 간현관광지에서 가장 핫

쪽 골짜기에 들어선 동화마을수목원은 2020년

시명봉, 남대봉, 천지봉, 매화산, 향로봉, 삼봉,

한 곳이 소금산출렁다리다. 소금산 등산로 중

10월, 원주시에서 최초로 조성한 공립수목원이

투구봉 같은 천 미터가 넘는 봉우리가 이어지며

100m 높이의 바위봉우리를 연결한 다리로, 폭

다. 전시온실과 전시원, 잔디광장, 약용식물원과

듬직한 산세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1.5m에 길이는 200m나 되어 스릴 만점이다.

국화과 초본원, 옥상정원, 방문자센터 등 알찬

육산이지만 비로봉에서 북쪽으로 발달한 사다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100m 높이의 절벽 위에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중점시설지구 23.8ha를

리병창이나 상원골, 영원사계곡, 보문사계곡 등

설치한 12m 길이의 스카이워크를 걸어보는 것

포함해 전체 면적이 146ha에 달해 국내에서

바위산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구룡사에서

도 빠트릴 수 없다. 발아래로 기암과 어우러진

아홉 번째로 큰 규모다. 식재된 수목유전자원은

큰골을 따라 세렴폭포 갈림길까지 간 후, 사다리

푸른 섬강이 아찔하다. 원주시는 지금의 간현관

1천여 종에 13만 본이 넘는다. 수목원을 둘러

병창이나 계곡을 거쳐 비로봉을 오르내리는 코

광지를 대한민국 대표 국민관광지로 만들기 위

싸고 자작나무길과 진달래길, 무장애 숲길 등이

스가 가장 인기다. 치악산을 찾는 탐방객 중에서

해 올가을 개장을 목표로 소금산출렁다리를 건

조성되었다. 자작나무길은 수목원 외곽을 돌아

90% 이상이 이 코스로 드나들지만, 치악산 등

넌 고산지대에 산상화원인 하늘정원을 조성하

오는 3.2km 길이고, 진달래길은 가장 긴 6km,

산로 중에서 가장 험난하고 가파른 곳이기도 하

고, 소금산 산허리의 절벽을 따라 잔도와 전망

무장애 숲길은 1.2km다. 또 5.8km에 달하는

다. 북쪽에는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을 간직한 고

대, 간현봉과 삼산천을 가로지르는 유리다리와

산림휴양형 테마 임도인 동화임도도 수목원과

찰 구룡사와 구룡소를 품은 구룡계곡이 시원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에

이어진다. 무엇보다 주차장에서 방문자센터까

럽고, 남쪽엔 은혜를 갚은 꿩의 전설이 전해오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 지그재그로 이어진 탐방로가 멋지고 재밌다.

고찰 상원사가 유명하다.

이 길을 따라 온실이 아닌 야외에서 자라는 온
갖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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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동화골길 170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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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로
만나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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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공간의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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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산책

writer. 최견 서예가, 한국서화교육원장

고송유수관도인 이인문(李寅文, 1745~1824 이후, 이하 도인)은 남보다 긴 아호를 즐겨 쓰며 동갑내기인 단원 김홍도와는 돈독한

지만 주부(主簿, 종6품)가 된 것은 33세 때였다. 이 시기

없다는 듯이 한가로이 앉아 퉁소 부는 소년 쪽을 물끄러

우정을 나누었지만 두 사람의 화풍은 철저하게 달랐다. 단원이 풍속화와 산수화, 도석인물화 등에 진가를 발휘했다면 도인은 바로

단원 김홍도를 비롯해 강희언, 신한평, 김응환, 한종일 등

미 바라보고 있다.

앞 세대인 현재 심사정으로부터 이어받은 남종문인화의 화풍을 굳건히 지키며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펼쳐나갔다.

당대 이름난 화가들과도 깊은 교유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렇듯 한 폭의 수채화 마냥 정감 넘치는 화폭에는 소년

당대 최고의 대접을 받던 규장각(奎章閣) 소속의 차비대

과 더불어 양, 소 같은 동물들이 대자연의 품속에 조화

령화원(差備大鈴畵員)은 도화서 화원 중에서 공개로 선

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이들 생명체가 자연 자체임을 여

발했다. 도인이 차비대령화원으로 있을 때 녹봉이 정해

실히 보여준다. 평소 즐겨 사용하던 강렬한 부벽준(斧劈

지는 월 정기평가에서 영모(翎毛)로 2등을 차지한 것은

皴, 바위나 나무를 표현할 때 도끼로 찍어 낸듯한 강한

39세 때의 일이다.

먹 선)이나 태점(苔點, 산, 바위, 나무 등의 연륜을 나타

위항인(委巷人, 기술직 전문인)들의 대표적 시사로 널리

내기 위한 점)을 극구 절제한 가운데 단아한 바위의 준

알려져 있는 옥계시사(玉溪詩社 또는 松石園詩社)를 그

법, 냇물에 닿아있는 아주 부드러운 토파(土坡, 흙으로

린 〈송석원시사회도(松石園詩社會圖)〉는 도인 나이 47

쌓아올린 둑) 그리고 바람 한 점 일지 않는 수면의 운용

세경의 작품으로 탄탄한 구성과 도인 특유의 잔잔하면

과 아주 은은하면서도 청아한 선염을 통해서 도인이 쌓

서도 청아한 선염법(渲染法, 화면에 물을 먼저 칠한 후

아온 높은 화경(畵境)의 실체를 확연히 볼 수 있지 않는

에 색을 넣음으로써 은은한 번짐 효과를 얻는 기법)이 잘

가. 좌측 중앙에 써 내려간 행서풍의 화제는 이렇다. ‘네

녹아난 명작이다. 그의 평생 벗인 단원은 같은 모임의 밤

가 어찌 황초평의 후신이 아니라 하겠는가. 간재’(爾豈非

풍경인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圖)〉를 그려

黃初平後身, 艮齋)

두 사람의 빼어난 화풍을 확연히 비교할 수 있다.

황초평은 진대(晉代) 사람으로 신선도를 닦아 평생을 어
린 목동의 모습을 하였다는 고사의 주인공으로 그림 속

〈목양취소도(牧羊吹簫圖)〉, 고송유수관도인 이인문, 간송미술관소장

정치한 필단으로 그린 수채화같이 고운 전경

소년이 곧 신선 같다는 이야기다.

한적한 냇가, 버드나무가 끝없이 펼쳐진 들녘에 양들이

고송류수관도인 이인문의 〈목양취소도〉

늦은 봄날 전원에서 들려오는 소년의 퉁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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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버들잎이 이제 막 무성해지기

조선 최고의 대작을 남긴 만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녹음이 더해지는 늦은 봄날이다.

깡마른 얼굴에 남루한 의관을 걸쳤지만 형형한 눈빛으

고즈넉한 전원에 퉁소 가락이 한가로이 퍼져나가는 화

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의를 갖추었던 이가 도

평한 정경이 화폭에 가득 배어난다.

인이었다. 봄꽃이 필 때면 필운대로, 한여름 더위가 기

중앙에는 양들을 둘러보기 딱 좋은 너럭바위가 있고 거

승을 부릴 때면 청풍계로 인왕산 계곡을 즐겨 찾으며 평

기에 한 소년이 천연덕스럽게 걸터앉았다. 상의를 시원

생을 산수에 전념하던 도인이 만년에는 폭 44cm, 길이

도인은 당시 시대적 조류 속에 크게 유행하던 풍속화나

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스레 벗어던진 그는 자신의 퉁소 소리에 심취해 몰아의

857cm에 이르는 대작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를 그

진경산수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정형산수 내지는

먼저, 도인 바로 다음 세대로서 시와 글씨에 능했던 유

경지에 젖어든 모습이다.

려 조선회화사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규장각 화

산수인물화에 진력한 화인이었다. 이런 도인의 그림 가

재건(劉在建)이 중인들의 일대기를 모은 〈이향견문록

소년 앞에는 자유롭게 노니는 일곱 마리의 양들이 있고

인으로서 통정대부(정3품)라는 위계에 오르는 남다른

운데서 전통의 서정이 잘 나타나고 마치 풍속화를 그린

(里鄕見聞錄)〉을 보자. 도인은 “어려서부터 산수(山水)

그 뒤쪽에 외따로 노는 한 녀석이 있어 조금은 걱정스럽

명예도 안았던 도인이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은 그의 나이

듯한 〈목양취소도(牧羊吹簫圖)〉를 통하여 그의 삶과 예

그리기를 좋아했고 십수 년간 그림 공부를 했으며 특히

다. 한데 이 녀석들은 분명 백양이었을 텐데 지금은 검

80세 이후로 추정된다.

술세계를 살펴봄으로써 일찍 찾아온 초하의 더위를 씻

비 오는 날의 풍경인 우경(雨景)을 즐겨 그렸다. 한 폭의

은 얼룩이 진 것으로 보아 이는 연분(鉛粉)에 의한 변색

스스로 초하의 싱그러움에 빠져든 듯 벌 나비의 움직임

어 봄도 좋을 듯하다.

조각 그림에도 깊고 먼 운치가 천리에 닿아 사람들이 탄

으로 보인다.

도 한껏 고요한 수승대 계곡에는 오늘도 맑은 계류만이

상(嘆賞)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 이렇듯 어

원경(遠景)의 중앙에 작지만 또렷이 보이는 아이는 금방

소리 없이 흐른다. 고송류수관도인 이인문, 그가 평생의

어려서부터 산수화에 전념하며 차비대령화원이 되다

려서부터 실한 화공을 쌓아 가며 산수와 우경을 즐겨 그

이라도 피라미 한 마리를 건져 올리겠다는 듯 긴장감 넘

화두로 삼아 온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은 역병으로

도인은 남부주부(南部主簿)를 지낸 조부 이석번(李錫

렸음을 알 수 있다.

치는 자세로 챔질을 노리고 있으며 아이가 데려온 듯한

신음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 의미의 무게를 더해준

蕃), 부친 이신대(李慎大)의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

도인이 도화서 화원으로 나아간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

누른 소는 아예 낚시 구경이며 먹이 뜯는 일쯤은 관심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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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건강백서

writer.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혈당조절이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혈당조절 목표를 당화혈색소(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기준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반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하는 것이 매

무엇보다 중요하다

6.5% 미만을 권고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 철저한 혈당조절은 당뇨병의 합병증을 줄일

이상지질혈증 관리

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 약 55%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약 35%는 이상지

수 있으며, 정상 혈당에 가까울수록 예방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심한 저혈당의 병력 또는

질혈증을 가지고 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방

당뇨 합병증을 가지고 있거나, 기대 수명이 짧고,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서는 저혈당 부작용

문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혈청 지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 환자는 혈압을

이 생기기 쉬우므로 조금 더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목표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당화혈

수축기혈압 120 mmHg 미만 그리고 이완기혈압을 80 mmHg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

색소가 9% 이상인 경우 당뇨병의 합병증 발생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대부분 당화혈색소

야 하며, 수축기혈압이 14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에는 약

8%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물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할 경우 심혈관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혈당조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3개월 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해야 하

에는 수축기혈압 140 mHg 미만, 이완기혈압 85 mmHg 미만을 목표로 하며, 심혈관질환을

며, 매일 혈당측정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당측정기를 이

동반한 경우에는 수축기혈압 130 mmHg 미만, 이완기혈압 80 mmHg 미만을 목표로 한다.

용하여 혈당을 측정할 경우에는 공복에는 80-130 mg/dL, 식사 후 2시간에는 180 mg/dL

당뇨병 환자는 매년 1회 이상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을

미만이 권고된다.

포함한 혈청 지질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이상지질혈증 치료
일차 목표는 LDL 콜레스테롤이다. 일반적으로 심혈관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당뇨병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을 100 mg/dL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알부민뇨, 만성 신질
환(사구체여과율 60 mL/min/1.73 m2 미만) 등의 표적장기손상, 고혈압, 흡연, 관상동맥질

당뇨병, 알아야 이긴다

환 조기발병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 보균,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혹은 심혈관질환이 있던 환
자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을 70 mg/dL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 명,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당뇨병 인구는 약 1000만에 달한다. ‘당뇨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당뇨병은 심각해지기 전까지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질병으로, 당뇨병을 진단받는 시점에서는 이미 췌장 세포의 기능이
반도 남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당뇨병을 진단받기 전에 합병증부터 진단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소리 없이 찾아와 눈치 채지 못하는

당뇨병 합병증,

당뇨병의 합병증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증은 혈액투석 등의 치료가 필요

사이 깊어지는 당뇨병,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알아보자.

주기적인 검사는 필수

한 말기 신부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당뇨병 환자에서 지속적인 알부민뇨를 보이는 경
우 말기 신부전증이 생기기 쉽다. 알부민뇨는 무작위 소변에서 알부민과 크레아티닌의 비
(UACR)로 측정하며, UACR이 30 mg/g 이상일 때를 알부민뇨라 한다. 당뇨병성 신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1회 사구체여과율 검사와 함께 UA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20세 이상 성인에서의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매년 1회 안저검사
를 통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아야한다.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
일 경우에는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하며, 황반부종, 중증 비증식성 망막병증, 증식성 망막병
증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전문의에게 전망막광응고술 등의 치료를 통해서 실명 위험을 줄여
야 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또한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
을 경우 불면증, 우울증 등이 생길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
킬 수 있다. 또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족부 궤양과 하지 절단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매년 1회 말초 및 자율신경병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통해서 정
확히 진단하고 초기부터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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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서 더 즐거운 육아

writer. 양현진 좋은아빠육아연구소 대표

아이들 싸움, 놔둬야 할까요?
말려야 할까요?

을 해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어야 하는데요. 중간에 어떤 의견이나 잘잘못을 따지면 안

에게 폭력을 무기 삼아 말하는 것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 자신의 억울함을 아빠가 경

습니다. 아빠의 권위로 제압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 안아주고

힘의 논리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에 억눌린 아

“그래서 속상했구나. 아빠도 화가 났을 것 같아”라며 마음을

안 싸우고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빠의 대처법.

이들은 아빠가 없을 때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

이해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아이의 불만과 억울함은 스르

니다.

르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때는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

셋째, “네가 참아. 동생은 어리잖아”, “왜 누나(형/언니/오

것이 핵심입니다.

빠)한테 대들어!”. 누나는 동생이 귀찮고, 자기 물건을 함부

넷째,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

로 만지는 존재로 여깁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항상 말과 힘

라고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

으로 밀리는 억울함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불만을 가진 아

는 질문을 해봅니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

이들에게 서열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

을 주고 방법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찾아

나라고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생이라고 무

낸 방법을 앞으로 잘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건 누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보를 강요

다섯째, 사랑 표현을 충분히 합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

받으면 서로가 더 미워질 뿐입니다.

해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아빠가 너무 바쁘고 애정

넷째, “둘이 얼른 화해해”. 아빠가 빨리 상황을 끝내려고 화

표현에 소홀해지면 아이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부족한 사

해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에게는 아직 좋지 않

랑을 형제자매와 나눠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자

은 감정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화해

주 싸우기 때문이죠. 모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이

하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요에 의한 화해

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위 방법대로 진행하고 진정된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놀게 하세요. 아이들은 화를 금방 내지만 풀리는 것도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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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말들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형제자매간의 갈등

입니다. 그냥 관찰하다 보면 별말 없이도 다시 잘 놀게 됩

을 깊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빠가 아이들의 싸움

니다.

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에게는 싸우는 과정에서 화나고 밉고 짜증 나는 감정

첫째, 다투는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아이들은 싸우고 문제

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빠인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빠가 아이들의 싸

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합니다. 아빠의 간섭 없이 아

해해주고 당연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해 줘야 하는 것

서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이 싸울 때인데요. 세 아이를

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아빠가

이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소 불안하

이죠. 그러면 아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올바르게 표현하

키우는 필자도 자주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은 노이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더라도 일단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는 방법을 배우고 해결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싸

제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지만 밥

첫째, “누가 먼저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아이들은

둘째,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아이들

우는 횟수가 많아진다면 다 같이 함께 노는 시간을 늘리는

먹듯 싸우는 모습을 볼 때면 아빠도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

싸우면서 아빠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합

을 분리합니다. 싸우는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1:1로

것도 방법입니다. ‘숨바꼭질’이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릅니다. 장난감, 옷, 신발 등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말이나 행

니다. 그러나 책임을 추궁하는 식의 말은 금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아빠가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해서

같은 단순한 놀이를 즐기면서 친해지고, 양보를 배우고, 패

동 때문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식의 잘잘못을 따지는 태도는 아이가 모든 문제를 남 탓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관심받고 있음을 느끼기 때

배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사회성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싸움의 횟수와 강도가 다를 뿐, 싸우지 않는 아이들은 없습

로 돌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아이는 자신이 피

문인데요. 분리해서 각각 이야기를 하면 아이와 아빠 마음

입니다.

니다. 싸움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끼리 싸

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기만 할 뿐이죠.

이 조금은 너그러워집니다. 아이들을 동시에 혼내면 억울

내 아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고 경쟁하면서 갈등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둘째, “너네도 똑같이 맞아볼래?”, “내가 못 살아. 지겨워!”.

함만 쌓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안 싸우고 자라는 아이들은 없습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성도 발전시키며 성장할 수 있

아이들이 싸우고 한쪽이 울고 있으면 아빠도 신경이 날카

셋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화가 많이 났네. 왜 그랬

다. 중요한 것은 아빠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이들

는 것이죠.

로워지고 과격해집니다. 특히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

을까?”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낼 것입

의 성장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빠의 태도에

싸움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폭력적으로 발전하면

은 날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의 싸움이 방아쇠 역할

니다. 이때 아이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들

따라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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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경제

writer. 유평창 평생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최빈사망연령’이란 사망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을 말한다.

지 가상화폐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경마, 경륜 등 사행성 산

다. 최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국가에 손을 벌려

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미래의 소

이 나이가 최근 90세까지 근접했다고 한다. 필자는 최빈사

업은 코로나19 시기에도 불황을 모른다. 이렇게 불로소득

야 한다. 따라서 월급 발생 기간 동안 은퇴 후 생활비를 비축

비를 위해 떼어 별도의 재무 수단으

망연령의 다른 표현을 보편적인 100세 시대로 정의한다.

에 열광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 텐데 아이러

해둬야 한다. 자연히 월급 중 일부는 미래소득으로 치환해

로 옮겨놓아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제는 술, 담배를 끊고 운동을 생활화하며 건강검진을 받

니하게도 정작 거액의 공돈이 생기면 가정과 일상의 안정

야 하는데 남들 따라 소비하다 보면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월급 첫날 미리 선정해 둔 금

으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평생 지출은 확

이 깨지고 불행해지는 사례가 많다. 평소 재무와 비재무의

그래서 ‘소비테크’의 지혜가 필요하다.

융계좌로 납부자 자동이체

실해도 평생 소득은 불확실하다. 100세 장수 노후기에는

균형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희망

원래 한 달 월급은 한 달 동안 소비하면 딱 맞는 금액이다.

를 해두면 다음날 월급계좌에 남는 돈이 이달 실질 월급이

최소한의 공적소득만으로 의식주 재정을 책임질 수 없다.

하는 일상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재무구조를 미리

그래서 월급으로 즐기는 삶의 질을 일부 포기해야만 잉여

자 생활비가 된다. 처음 몇 달은 힘들겠지만 금세 적응하

따라서 급격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웰빙 라이프스타일은 재

세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즉 돈에 맞춘 라이프 설계가 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소비테크는 고통과 인내가 요구되

게 된다.

무적으로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파티다.

닌 라이프에 맞춘 돈을 설계해야 한다.

고 약간의 노하우도 필요하다.
#4 일단 종잣돈부터 모으자

월급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만 나오는 돈이다. 은퇴하면
소비관리를 잘하면 월급테크만으로 100세까지 걱정 없다

공적연금과 퇴직금 정도를 갖고 여생을 살아야 한다. 만약

재테크보다 중요한 소비테크는 이렇게

부자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은 잉여자금을 만드는 것이

재테크는 현대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다. 로또 판

죽는 날까지 월급을 받는다면 재테크는 필요하지 않을 수

#1 가정의 라이프 설계를 ‘답.정.너’ 하자

다. 그 잉여액이 소액이라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

매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학생까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기 퇴직에 ‘알바’ 자리도 변변치 않

가족 구성원 수와 거주하는 동네, 은퇴 예상 시점, 납부하는

럼 어느새 거액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된다. 증권사

공적연금의 종류, 건강 관련 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지금부

에서 취급하는 VIP고객 전용 상품은 대개 1천만 원 이상이

터 기대수명까지 반드시 필요한 일상의 규모를 설정한다.

있어야 하고, 아파트에 투자하더라도 계약금 10%는 있어

이 금액은 수입이 단절되어도 지출해야만 하는 필수 생활

야 한다. 전체 금액을 다 모으기 전에 소액의 종잣돈을 모으

비용이다. 일상소비 아이템들의 단가는 최저가로 세팅하고

면 절반의 성공은 이룬 셈이다. 이후 부족 자금은 대출을 이

모두 합산해 보면 자신만의 최저생계비가 산출된다. 이렇

용한다든지 지분 투자를 하면 된다.

100세 시대,
재테크보다 중요한
소비테크

게 산출된 생활비와 연계되고 평생 유지 가능한 일상생활
을 미리 정해 놓으면 소비테크의 명분을 발견하게 되고 실

#5 돈이 일하게 만들자

천 의지를 북돋울 수 있게 된다.

소득은 인건비와 자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몸을 써서
버는 돈이 인건비라면, 벌어 놓은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주

#2 생활비를 구분하자

는 것을 자본소득이라고 말한다.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

우리의 수명은 늘었지만 소득은 그렇지 않다.

한 달을 사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크게 고정생활비와 변동

소득이 대표적이다. 즉 모아놓은 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생활비로 나뉜다. 고정생활비는 각종 세금과 준조세, 의식

와 투자했던 주식에서 배당금이 금융소득이고, 수익형 부

주 비용, 경조사비 등 줄이기 힘든 항목들이고, 변동생활비

동산에서 매월 나오는 월세가 임대소득이다.

재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소비테크’가 필요한 이유다.

는 여행비, 문화공연비, 건강보조비 등 돈이 없다면 지출하
지 않을 항목들이다. 생활비를 줄인다면 반드시 고정생활

끝으로,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알뜰쇼핑을 생활화하자. 돈

비 레벨을 현재보다 30% 정도는 낮춰야 한다. 그 정도 금

을 아낌없이 쓰다가 갑자기 줄이려면 의지력이 강하지 않

액이어야 1년마다 3개월치 생활비를 자동으로 모으게 되기

으면 안 된다. 그냥 평소 습관으로 만들면 굳이 각오를 하

때문이다. 변동생활비의 경우 은퇴 후에는 선택 옵션과 같

지 않고도 일상 소비 아이템마다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외

아서 쓰지 못한다고 해도 불행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식비와 의류구입비, 미용비는 한도가 없으므로 잉여자금
을 소진시킬 수도 있다. 외식 대신 포장식, 신상 의류보다는

44

#3 선저축 후소비를 생활화하자

‘아나바다’ 의류로, 고가의 미용보다는 다이어트를 하는 식

가장 기본적인 말이지만 지키기도 어렵다. 이것을 실천하

으로 충분히 소비효과를 살리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

기 위한 전제는 후불제 신용카드를 장롱에 묻어두는 것이

일 수 있는 정보와 노하우들이 각종 동호회나 사이트에 즐

다. 가령 한 달치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앞서 언급했던 최

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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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트렌드

writer. 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1)

2020년 9월,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방탄소년단의

그대로 구현한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화제가 되었다.

신곡 ‘다이나마이트’가 발표되었다. 지상파 음악방송도, 유

유네스코는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의 수많은 역사적 건물을

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사이트도 아니었다. 가입자 수 3억5

마인크래프트에 다시 복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료

천만 명이 넘는 ‘포트나이트’ 안의 콘서트장이었다. 방탄소

로 활용하고 있다.

년단만이 아니다.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포트나이트

이처럼 메타버스가 현실의 대체이자 확장판으로 주목받는

에서 가상 콘서트를 통해 1,230만 명에 달하는 동시 접속자

이유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이동반경이 좁

를 모았다. 이 콘서트는 2천여만 달러(약 222억 원)의 수익

아지다 보니, 온라인 세계가 놀이터가 된 것이다. 특히 초등

2)

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Z세대
디지털 놀이터,
메타버스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재택수업이 강화되면서 각종 온라인

게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Z세대 소비자의 디

트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를 선보였다. 실제 멤버 4명과 연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릴

지털 놀이터’로 불리는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이야

결된 가상 아바타 멤버 4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블

때부터 게임에 익숙한 Z세대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거부감

기다. 기성세대에게는 낮선 이 가상세계에서 전 세계 마케

랙핑크도 ‘제페토’를 통해 자신의 아바타를 선보이며 큰 호

이 적은 편이다. Z세대는 원격수업 프로그램인 줌(zoom)을

터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응을 얻었다. 제페토는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글로벌 증

통해 친구와 소통하고, 디지털 데이트도 가능하다고 말하

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블랙핑크와 제페토의 협업으로

는 세대다. 글로벌 소셜 디스커버리 앱 ‘틴더’에 따르면 틴더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다. 미국의 닐 스티븐슨(Neal Stephe

만들어진 블랙핑크 3D 아바타의 ‘아이스크림’ 댄스 퍼포먼

유저 중 Z세대의 40%가 기존의 오프라인 데이트 장소들이

‘메타버스’가 펼칠 새로운 디지털 세계는 현실을

nson)은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가상·초

스 비디오는 1억 뷰를 훌쩍 넘었다.

다시 개방해도 계속해서 디지털 데이트를 할 것이라 응답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를 결합한 메타버스를 처

패션업계도 일찍이 메타버스에 탑승했다. 가장 주목해야

했다고 한다.3) 브랜드 측면에서도 가상세계는 새로운 디자

곧 사회의 주역이 될 Z세대가 주목하는 메타버스를

음 소개했다.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할 브랜드는 구찌다. 2021년 5월 31일 구찌는 메타버스 기

인이나 마케팅을 시도하기 전에 Z세대 소비자의 반응을 파

서둘러 이해해야 하는 까닭이다.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인 메타버스

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구찌가든’을 개장한다고 밝

악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마켓으로서 장점이 있다. 실제 제품

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인 AR(증강현실), VR(가상현

혔다. 구찌 가든은 구찌의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알레산드로

을 만들면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디지털 아이템은 재

실) 등이 만들어 낸 실재 같은 가상공간을 뜻한다. 초기에는

미켈레의 아이디어가 담긴 브랜드를 체험해볼 수 있는 가

고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게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키

상 전시회다. 이용자는 구찌의 뮤즈 및 디자인 역사, 광고

향후 메타버스 기반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

우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나와 거의 똑같은 ‘디지털 트윈

캠페인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테마 방을 둘러볼 수 있다. 그

양한 가능성을 지닌 세계가 될 것이다. 회의룸, 파티장, 콘서

(Digital Twin)’이라 불리는 쌍둥이가 현실과 거의 같은 삶을

러니까 가상공간에서 콘셉트 스토어 혹은 브랜드 뮤지엄을

트장뿐 아니라 의식주를 넘어 모든 소비재 산업의 마케팅

살아간다. 현실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연 셈이다. 구찌의 발 빠른 메타버스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

및 광고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실제로 물건을 파

에서 메타버스는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다.

은 아니다. 모바일 게임 ‘테니스 클래시’와는 게임 속 캐릭

는 상점이 존재하거나 라이브 커머스 미디어로 활용될 수

메타버스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엔터

터 의상을 선보였으며, 네이버제트가 운영 중인 메타버스

도 있다. 메타버스가 펼칠 새로운 디지털 세계는 현실을 빠

테인먼트 산업이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는 실존하는 가

‘제페토’에서 의류와 핸드백·액세서리 등 컬렉션 60여 종을

르게 대체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될 Z세대가 주

수와 그 아바타가 교감하며 현실과 가상을 오간다는 콘셉

출시하기도 했다.

목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구찌 외에도 나이키, 컨버스, 디즈니, 푸시버튼 등 패션 브
랜드들이 잇달아 제페토에 입점했는데, 인공지능이 이용자
얼굴을 인식해 만든 자신의 아바타에 원하는 브랜드의 옷
과 액세서리 등을 입히고, 다른 친구 아바타와 소통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길 수도 있다.
공공영역에서도 메타버스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인천
시는 최근 유튜버·시민 25명과 함께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
인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인천공항을 만들었다. 가상의 게
임 공간에 관제탑, 활주로 비행기 등 인천 제2여객터미널을
46

1) <트렌드코리아 2021>, <트렌드코리아 2020>, <트렌드코리아 2019>, <트렌드코리아 2018>, <트
렌드코리아 2017>, <트렌드코리아2016>, <트렌드코리아2015>, <트렌드코리아2014> 공저자/ 서
울대학교 소비자학 박사
2) “MZ세대 잡아라”... ‘메타버스(가상세계)’ 침투하는 광고시장 <조선일보> 2021.05.03
3) 메타버스에서 브랜드가 먼저 적응하는 법 <THE PR>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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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음 감성충전

writer. 〈철길로 미래로〉 편집실

강의, 쇼핑, 퍼스널 트레이닝부터 이제는 전시까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다. 온라인 전시는 VR을 통해 새로운

휴가처럼
즐기는
1

시대를 보는 눈 :
한국 근현대미술 온라인 전시

이뤄지고 있다. 시간이 없어 미뤄왔던 문화생활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전시. 올여름 휴가처럼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전시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2

막걸리,
거친 일상의 벗

전시기간

전시기간

2020년 7월 21일 ~ 2022년 7월 31일

2020년 12월 24일 ~ 오픈런

전시장소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사진 제공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근현대미술 120년의 흐름을 정주행할 수 있

비 오는 날이면 파전과 함께 생각나는 우리 민족의

는 전시다. 특별한 점은 한국 미술의 흐름을 시대

역사 깊은 술, 막걸리. 항상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서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

민의 술인 막걸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

서는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분단, 4·19혁

는 전시다. 1부 ‘막걸리를 알다’에서는 막걸리에 대

명, 서울 올림픽, 세계화시기를 겪으며, 작품을 시

한 여러 상식과 역사를 소개하고, 2부 ‘막걸리를

대정신으로 심화시키려는 한국 작가들의 치열한

빚다’에서는 막걸리를 빚는 방법과 공간, 그곳에

작가 의식을 볼 수 있다. 각 시대별 주요 작품과 해

3

4

5

김리윤 :
무한의 달, FULL MOON

컬러오브소울 :
에티오피아 아티스트 전

한겨울 지나 봄 오듯 :
세한歲寒 평안平安 온라인 전시

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3부에는 막

전시기간

전시기간

전시기간

당 시기의 자료들을 선보여 시대 배경과 전개 상황

걸리와 함께 만들어져온 다양한 문화도 볼 수 있

2021년 3월 12일 ~ 2021년 9월 11일

2020년 12월 16일 ~ 오픈런

2020년 11월 24일 ~ 오픈런

도 함께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미

는데, 막걸리를 즐기던 현장을 전시한 것이 흥미롭

전시장소

전시장소

전시장소

술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사회와 미술의 유기적

다. 서울 신촌의 ‘판잣집’과 인천 ‘인하의 집’ 등 오

갤러리클라우드

컬러오브소울 온라인 갤러리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관계를 떠올릴 수 있으며,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술

랜 역사를 가진 대폿집을 360° VR영상으로 만날

매체도 엿볼 수 있어 관람 후에는 든든하고 알찬

수 있다.

사진 제공

사진 제공

사진 제공

김리윤 작가

㈜쉐어플러스

국립중앙박물관

달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언제일까. 김리윤 작가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화려한 아

조선의 관리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달에 무궁무진한 이

프리카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이 전시를 추천한다.

과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상반되게 보여주는 〈세한

야기를 담는다. 〈무한의 달, FULL MOON〉 전시

아프리카 예술 속에서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정들

도〉와 〈평안감사향연도〉 두 작품에서 착안해 기획

에서는 형형색색의 신비로운 달들을 만날 수 있다.

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감정별로 세션이 나뉘어 있

된 전시다. 〈세한도〉는 조선시대 형벌 중에서 사형

모두 같은 달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다. 컬러오브소울 전시 프로젝트는 재능과 역량이

다음으로 무거운 유배형에 처한 추사 김정희의 고

않다. 달은 모든 문화권에 달에 관한 설화가 존재

있는 에티오피아의 아티스트들이 인종, 문화, 인프

난과 이를 견디게 해준 벗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

할 정도로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고귀한

라 등 다양한 장애물로 활발히 활동하기 힘든 여

야기를 담고 있다. 반면 〈평안감사향연도〉는 조선

존재였다. 이에 작가는 달에 관한 설화를 재구성하

건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창작 여건을

시대 관리들이 선망했던 평안감사로 부임한 영예

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

개선하고 알리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다. ‘그림은

로운 순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잔치 장면을

어냈다. VR 전시 플랫폼 ‘갤러리클라우드’에서 진

작품 자체의 컬러이지, 작가의 컬러는 아니다’라는

그린 그림이다. 이번 전시는 한겨울 추위인 세한을

행되는 전시로 실제로 미술관에 방문한 것처럼 작

슬로건으로, 예술계의 불평등 해소, 비주류 문화의

함께 견디면 곧 따뜻한 봄날 같은 평안을 되찾게

품들을 둘러볼 수 있다.

계승과 발전,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있다.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느낌이 드는 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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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시

가상공간을 만들어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오프라인 전시를 설명해주는 ‘전시 투어’를 영상으로 촬영해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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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리얼 토크

writer. 이소영 photograher. 오충근

건축가 유현준은 공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믿기에 건축가로 일하는 것이다. 건축은 사회를

최근 발표한 신간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 변화, 공간의

이번 저서에서 인터넷 세상을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본 것

더 좋게,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미래〉가 호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건축

이 흥미로웠다. 21세기 건축에 온라인 세상이 어떻게 반영

일조하려 한다. 유현준을 만나 최근의 신간에 담은 공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가로서 실감하는지?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궁금하다.

발코니를 설계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대부분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오래된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킨 서

의 건축주가 발코니를 만들자는 권유를 거절했는데, 요즘

울 을지로의 카페나 에어비앤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유

은 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외에 큰 변화는 없

명해진 핫플레이스가 바로 그 예다. 이것이 가상 공간이 오

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

프라인 공간에 미치는 흥미로운 영향 중 하나다. 아직 얼마

아갈 거라고 믿는 것 같다. 뉴욕만 해도 이미 재택근무가 출

나 파괴적으로 인터넷 가상 공간이 형성될지는 알 수 없다.

근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과도기를 거쳐 대부분의 회사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가 다시 정시 출근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좋은 인

변화할 것 같다.

유현준,
공간의
미래를 말하다

재를 찾기 위해 주4일 근무 같은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신간에서 발표한 의견은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가진 생
각인지, 이전부터 가진 생각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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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국토 발전, 청년의 집 등 신간에서 이야기하는 모

종교에 대한 의견은 제외하고, 대부분 팬데믹을 계기로 새

든 부분이 흥미롭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롭게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전에 〈도시는 무엇

부분이 있다면?

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 등

학교의 변화를 기대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학교의 소프

어디서 살 것인가를 다룬 책 몇 권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어

트웨어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확실히 온라인

느 정도 건축가로서의 나름의 해답을 완성했다고 여겼다.

수업만으로는 상호 소통에 기반한 깊이 있는 교육은 어렵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코로나19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

다. 특히 나는 건축 설계를 강의하며 학생들과 소통해야 하

다. 이 때문에 고민하다가 두 군데 쓰고 있는 건축 칼럼을 1

는데, 그 부분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년간 열심히 발전시켜서 이번 신간으로 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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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기차역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디어를 많이 나눠야 정치권까지 움직일 것이니, 황당한

궁금하다.

꿈만은 아니라고 본다.

철도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거리를 압축시키는 데 가장 큰

The Void(압해읍종합복지관)

공을 세웠다. 서울과 부산을 KTX로 2시간 반 만에 돌파하면

미국에서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와 함께 일했고, 일본 건축

서 공간을 압축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지도를 바꾸었다. 하

가 안도 다다오를 좋아한다고 들었다. 그들로부터 받은 영

지만 철도의 맹점은 철길이 공간을 막는다는 것에 있다. 장

향이 있다면?

거리는 연결하지만 단거리는 막는 것이다. 철길을 건너기

리처드 마이어와 일할 때는 미니멀, 절제, 단순화를 배웠다.

어렵다는 것은 도시에서는 문제가 된다. 앞으로 도시와 철

그는 복잡한 것을 정리해서 본질에 가깝게 만들어간다. 엄

도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청나게 줄을 맞추는 스타일이고, 장인정신이 대단하다. 디

철길을 지하로 만들고, 그 위에 인공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테일을 좋게 만들려는 건축가의 자세와 클라이언트를 대하

이미 대전역 철길 위를 덮어서 야구장을 만들자는 의견이

는 태도를 배웠다. 안도 다다오는 그의 책을 통해 배운 셈이

있었다. 분리된 공간을 화합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다. 그분은 아무래도 나와 같은 동양인이다 보니 언어로 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철길을 변화시킨 서울 경의선 숲길

현하지 않아도 건축 공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느낄 수

은 대단한 성과다. 경의선 숲길 공사를 몇 년간 지켜봤는데,

있다. 그의 작품을 통해 건물이 사람과 도면으로 소통할 수

이렇게까지 멋진 공원이 탄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

있다는 것을 대학교 4학년 때 체감했다. 요즘 그의 건강이

다. 다만 건물이 가로막고 있는 일부 구간은 아쉽다. 나는 여

안 좋다니 안타깝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그와 인터뷰

전히 이동 수단 중에서 기차를 가장 선호한다. 화장실 사용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

도 편리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기차는 일종의
‘안전한 자율주행차’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KTX를 타면

최근 설계한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해달라.

마음이 편하고, 기차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거제도에서 펜션 ‘머그학동(Mug Hakdong)’을 만들고 있

그 2시간만큼은 나만의 시간이다. 알람을 설정해놓고 자거
Kangaroo House(캥거루하우스)

나 편지를 쓴다. 칼럼도 많이 쓴다.

The HUG(세종산성교회)

6장에서 소개한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줄 자율주행 지하
물류 터널’ 아이디어도 흥미롭다.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
가 있을까?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구상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인
우븐시티(Woven City)에 지하 1층을 물류 터널로 만들자
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지하 물류
터널이 시장성을 창출하려면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높아야
한다. 서울에 자율주행 지하 물류 터널이 조성되면 쓰임새
가 좋을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존 지하철 터널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다음
기차가 오기 전까지 빈 터널 공간에 물건을 넣어서 보내고,
지상으로 빠지는 부분만 만드는 기술을 표준화시키면 인구
자료 사진. 유현준건축사사무소
ⓒHyunjoon Yoo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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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명이 넘는 세계 28개 도시에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
53

다. 머그학동은 공간이 중첩되고 층위가 있어서, 공간에 따

로는 5층에 자주 올라갈 것 같다.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

라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 흥미롭다. 건축주가 공간

은 유리창을 통해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자극이 되기 때문

을 다용도로 쓰고 싶어했기에 무빙 월(Moving Wall)이 많

이었다. 지나는 사람을 구경하기도 하고, 일할 때 약간의 소

다. 이 무빙 월을 통해 공간이 연결되고, 나뉜다. 좁지만 다

음이 들리는 것은 너무 조용한 것보다 낫다.

채로운 공간이다. 육면체를 중심으로 어디를 막고 여느냐
에 따라 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실험해보았다. 흰색을 쓴 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유는 가장 중립적인 색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공간 이외

고창 도서관, 성주 테마파크, 신안군 복지센터를 만들고 있

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압박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다. 서울에서도 빌딩과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고창

세종시 산성교회도 기차 타고 가서 보면 좋을 작품이다. 산

도서관은 목구조 건축물인데, 한옥의 큰 지붕 밑에서 책을

성교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지역 주민까지 아우르는 설계

읽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건물인 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교회에 쉽게 들어와 공간을 공

리나라의 종묘처럼 가로로 긴 공간이다. 서울 용산에 테라

유하면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는 목사의 목표를 건

스가 있는 아파트를 2개 동 짓고 있다. 예전부터 그렇게 발

축적으로 표현했다. 건축물 입면이 오목하게 휘어지게 설

코니가 있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건축주가 새로운

계한 것이 특징이다. 오목하면 사람을 품어주는 느낌을 준

것을 해보고 싶어해서 반갑게 의견 일치를 보았다. 사선 제

다. 처마 공간과 1층 카페를 만들어서 지나는 이들이 단계별

한이라는 건축법이 있어서 저층부는 일부러 발코니를 만들

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부담스러울지 모르니 십자가는 잘

고 상층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했다. 나무도 심고, 마당

안 보이게 했다. 십자가 모양의 음각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마당 같은 테라스가 있는 우리나라

철판이 있는 공간이다.

최초의 아파트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아파트 테라스에
나무까지 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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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건축사무소가 공사 중이라고 들었다.

무소가 지상 정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테라스 정원도 관리

낡은 건물이다 보니 외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는 중이다.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모방

5층에는 작은 오두막과 옥상정원을 만들고 있다. 혼자 쉴

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것은 이곳이 고가의 아파트라는 점

수 있는 공간이자 피난처로 사용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은

이다. 중산층도 이런 멋진 발코니가 있는 집에 살았으면 하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간 1층을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앞으

는 것이 건축가로서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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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CEO와 직원이 함께하는 ‘마음 소통 간담회’ 개최
김한영 이사장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마음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CEO와 접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마음 소통 간담회,
부산국제철도 기술산업전 참석,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현장점검 등
철도산업 발전과 국가철도공단 내부 소통을 위해 분주한 날들을 보냈다.

05.21

아프리카 철도시장 진출 협력 웨비나 개최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겸 한국철도협회 회장과 한국교통대(철도인문사회연구소)는

점이 드문 3급 이하 직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CEO의 노하우

회원사 및 국내 철도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철도시장 진출 협력 웨

를 전수하고, 직원들과 자유로운 주제로 격식 없는 소통을 통해 ‘소통하는 상생 KR’의 첫걸

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새로운 철도시장으로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아프

음을 시작했다.

리카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철도산업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고,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 확
대를 위한 민·관·학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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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06.17

미래철도정책 자문단 출범식 개최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현장점검
김한영 이사장은 덕하차량기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건설사 애

김한영 이사장은 탄소중립 2050과 K-뉴딜 실현을 뒷받침하고, 장래 국토공간 다변화 대

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공사에 임해줄 것

응 등에 따른 새로운 철도정책 발굴을 위해 ‘미래철도정책 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위원

을 당부했다.

들은 미래 철도정책을 기획·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06.16

06.28

2021 철도의 날 기념식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겸 한국철도협회 회장(오른쪽 다섯번째)은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등 철도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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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개막

28일 오후 3시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6월 16일(수)~19일(토) 4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국내 유일의 철도산업 전시

고, 한국철도협회,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탄소

회인 「2021 부산 국제철도기술산업전(RailLog Korea 2021)」에 참석하였다.

중립 국가 실현!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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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강나은 photograher. 김재형

2021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은 부

KR’, VR 게임과 4D 영상을 체험할

산광역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

수 있는 ‘Exciting KR’, 관람객을 위해

사가 주최하고, 한국철도차량산업협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Sharing the

회, 한국철도협회, BEXCO, 메쎄프랑

Vision, KR’까지 총 5가지 콘셉트로 구

크푸르트코리아가 주관하며, 국토교

성되었다.

통부와 산업통상지원부가 후원한 행
사로, 2003년부터 홀수 해마다 격년

분야별 선도적인 철도기술을

으로 개최해 올해 10회를 맞이했다.

선보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 4대 철도전시회 중

국가철도공단은 부스를 찾은 관람객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거나 취소하

이 흥미롭게 공단과 철도의 기술을

지 않은 유일한 전시회로서 2021 부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

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많은 관심

였다. 우선 안내데스크에서는 KR부

이 집중된 가운데, ‘대한민국 ‘신 철도

스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

르네상스’의 서막이 오릅니다’라는 주

리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

제로, 10개국 95개 사가 참여해 810

어 관심을 끌었고, 각 코너마다 대형

개 부스를 채웠다.

스크린을 설치해 정보를 한눈에 알

수많은 부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해

부스는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국가철

보이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도공단의 대형 부스였다. 입구 앞 대

때는 KR 자석을 조그다이얼처럼 돌

형스크린에서는 KR(Korea National

리거나 조작하여 자세한 내용을 눈

Railway, 국가철도공단) 소개 영상이

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흘러나왔다. 전시 부스는 ‘대한민국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 코너

철도, 새로운 내일을 잇다’라는 주제

는 오감으로 철도기술을 체험해볼

로, 환영의 의미를 담은 ‘Welcome to

수 있는 VR과 4D 체험공간이었다.

KR’, 철도 기술력을 선보이는 ‘Finding

‘터널 VR Experience’에서는 VR로 터

Way, KR’, 공단의 미래 비전과 해외수

널 굴착 시공과정을 게임처럼 경험할

주 현황을 보여주는 ‘Leading Way,

수 있었다. 특히 열차 하중으로부터

국가철도공단 부스

2021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선진기술로 철도산업 발전을 견인하다
6월 16일부터 BEXCO에서 4일 간 열린 2021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은 세계 4대 철도산업 전문
전시회이자 국내 유일의 철도 전문 전시회로 철도 선진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다.
국가철도공단은 선도적인 철도기술들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철도산업을 견인하는 면모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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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VR 익스피리언스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은 그동안 쌓아온 선진 철도기술을 흥미롭게 전달했다.

철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이를 막는 기술

터랙티브 월(Interactive Wall)에 빔프

자리한 가운데 치러졌다. 개막식의

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부의 탄소

본이 흩어지며 박수가 쏟아졌다.

해 레일과 침목을 고정해주는 설비인

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로젝터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미래를

막이 오르자 김윤일 부산광역시 경제

중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

개막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전

KR레일체결장치를 통해 더욱 튼튼한

한편, ‘테크놀로지 KR(Technology KR)’

선보인 ‘웨이 투 K-뉴딜(Way to K-New

부시장, 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니다. 또한 한국 철도산업 경쟁력 확

시장 순람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찾

철도를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코너에서는 대한민국 철도의 5대 혁신

Deal)’ 코너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국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왕국

보를 위해 철도 선진국의 주요 정책

은 전시장은 바로 국가철도공단의 부

VR 체험공간이 터널과 같은 형상을

기술(Hi-Five)인 LTE-R(철도통합무선

철도공단의 선진기술과 앞으로의 목표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권태명 주식회

과 개발 현황을 조사·연구하여 철도

스였다. 국가철도공단 홍보실 대리

갖춘 반면, 터널과 이어진 모습의 열

망), KTCS(열차제어시스템), KR RFD

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사 SR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4차 산업혁명

는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동선

차 형상의 영화관에는 ‘KR 4D 씨어터’

(레일체결장치), KR LAS(선로배분시스

이렇게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이용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인사말

기술 등 철도 신기술도 적극 개발해

을 따라 각 코너의 주제를 설명했다.

가 마련되었다. 입체 영상과 함께 진

템), KR ECS(전차선로시스템)을 터치

해 국가철도공단을 알아본 관람객들

을 통해 손꼽히는 철도 전문가이자 신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글

그러자 많은 이들이 터치스크린을 직

동이 일어나면서 열차운행에 일어날

스크린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인

은 휴식을 위해 2층의 라운지로 이동

임 이사장으로서의 큰 포부를 밝혔다.

로벌 철도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

접 작동해보거나 VR, 4D 등의 시설을

했다. 라운지에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의 출발지로서

록 민간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해

유심히 지켜보는 등 전시물에 집중하

테이블과 의자는 물론 스마트폰 충전

동북아 물류 거점 도시가 될 이곳, 부

외 철도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

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교통공사, 한

기까지 갖춰져 있었으며, 촬영 장소

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겠습니다.”

국철도기술연구원, SR, 현대로템, 우

에 서면 1층의 KR 부스는 물론, 1층을

선진 철도기술을 교류하고 철도 관련

이어 2003년에 시작해 세계 4대 철

진산전의 부스 순으로 순람이 이어

전반적으로 둘러볼 수 있어 전망대와

기업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철도 분

도전시회로 성장해온 부산국제철도

갔다.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야 최대의 축제입니다. 철도의 미래

기술산업전의 역사와 올해 10회째

나흘간 이어진 부산국제철도기술산

가치를 창출하는 이 행사가 대한민국

전시를 준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업전은 첨단 철도기술의 미래를 보여

한국의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철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

상영되었다. 그 뒤에는 2021 부산국

주는 한편, 지금까지 한국철도가 이

앞장서다

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철도기술산업전의 본격적인 개막

뤄온 성장과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6월 16일의 개막식은 김한영 국가철

국가철도공단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을 알리는 리본 커팅이 이어졌다. 하

앞서나갈 가능성을 확인하며 2년 뒤

도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많은 철도

철도를 통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

나, 둘, 셋 힘차게 외치는 소리에 맞춰

다시 열릴 날을 기약했다.

관계자와 정부, 지자체, 국회의원이

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전환에 긍정

내외빈들의 손에서 커팅된 색색의 리

KR 4D씨어터는 열차
사고 방지 기술들을
입체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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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로 여는 미래

KR 리포트 ②

writer. 강나은 photograher. 김재형

초보 공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책

본 캐릭터는 공단인,
부 캐릭터는 저자

시중에는 보고서 작성을 다룬 책이
넘쳐나고, 그 책을 쓴 저자들의 이력
도 화려하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바쁜데 시간을 쪼개 책까지 낸 사우들이 있다.

면 보고서 작성이 다급한 사람에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들어보면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방대한 이론과 예시가 실무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그
래서 저자는 기존의 책과 달리 실무
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정리하여 소개했다.

일머리 좋다는

〈초보 공직자의 일머리: 마음을 사로

주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혼자서 섀

“당장 이 책을 살 생각이 있는 독자라

칭찬을 받고픈

잡는〉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이

도 복싱을 하는 건 아닌가’하는 자괴

면 당장 내일 보고서 한 장을 쓸 때도

초보 공직자를 위하여

들의 눈길이 닿는 매대에 올라와 있

감이 몰려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출

답답함을 느끼는 실무자일 겁니다.

다. 하지만 방문진 차장 역시 얼마 전

판기획서를 작성하고, 그때까지 써온

그런데 이런 실무자들을 위한 책이

까지만 해도 서점에 진열된 수많은

원고를 샘플로 삼아 눈여겨보았던 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

책을 보며 ‘내 책도 이렇게 진열되는

판사들에 보냈다. 기획안 쓰는 방법

고서는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작성해

날이 오길’ 기대하던 사람 중 하나였

을 책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기획안

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기관마다 선호

다. 인터뷰를 통해 공직자로서, 그리

이라면 자신 있기도 했지만, 어떤 출

하는 보고서 스타일을 최소한의 예시

고 저자로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

판사에서도 연락이 안 오면 어쩌나

를 통해 제시하고, 보고서를 쓰면서

로잡는 비결을 들어보았다.

하는 걱정이 앞섰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뽑아 쉽게 설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자로서 내딛은 첫 발걸음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죠. 기획서

이 책은 보고서 쓰는 비법은 물론 성

‘내 이름이 적힌 책을 쓰고 싶다’는

와 샘플을 보내면서도 누가 내 책을

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전

생각은 갑자기 저자의 머릿속을 가

읽어줄까 하는 고민도 깊었고요. 그

략도 제시한다. 그에게 성공적인 직

득 채웠다. 특별할 것도 없는 날이었

런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곧바로

장생활, 일머리 있는 직장인의 생활

이라는 본래의 직업 외에도 베스트셀

“저를 찾아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초보 공직자의 일머리:

다. 자주 가던 서점에 가서 매대에 쌓

여러 출판사에서 계약하고 싶다는 연

은 바로 직장생활을 대하는 태도에

러 작가이며, 10여 년째 킥복싱을 전

‘부캐’ 활동을 털어놓는 직원이 여럿

마음을 사로잡는〉

여있는 책들을 보고는 문득 ‘나도 책

락이 왔어요. 이게 꿈이 아닌가 싶을

있다.

문 수련하는 체육인이기도 하다. 또

있었습니다. 우리 직장 내에도 남몰

저자: 방문진 차장

을 쓰고 싶다’는 욕심과 마주하게 되

정도로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제 책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보고서

여행을 좋아해서 관광통역안내사와

래 음원을 발표한 작곡가도 있고, 매

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도

작성도, 일을 잘하자는 것도, 출세하

투어 컨덕터 같은 여행 관련 전문자

년 문학상에 응모하는 시인도 있더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생각에 잠겼다.

출판사의 반응만큼이나 뜨거웠다. 지

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고요. 또 책을 내고 싶다는 열망은 있

대중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쓰고 싶

난 4월 20일 출간 이후 〈초보 공직자

인생에 집중하고, 그 과정을 온전히

이렇게 도전하는 인생을 중요시하는

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예비 작

다는 마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콘텐

의 일머리: 마음을 사로잡는〉은 네이

누리며 지나간 시간에 후회를 남기

그이기에 ‘책이 술술 읽힌다’거나 ‘자

가의 사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츠를 고민했다. 그 결과는 ‘실무를 다

버책, 교보문고, 알라딘, 반디앤루니

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 후

신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어

그는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을 것을

루고 있는 초보 공직자들을 위한 가

스 등 주요 서점에서 분야별 베스트

자신을 위해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세

서 유익했다’는 피드백보다도 ‘이 책

위해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초보 공

이드북’이었다.

셀러에 올랐고, 지금은 2쇄를 위해

요.”

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는 직원들의

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인드라고 믿

마음먹자마자 당장 글쓰기를 시작했

1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듬는 한

방문진 차장이야말로 다채로운 일상

고백이 더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는지

는다.

다. 그런데 한참을 쓰다 보니, ‘책을 내

편, 전자책 출간도 앞두고 있다.

을 즐기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직원

도 모른다.

기획조정실

66

67

요즘에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단어

서 그는 스스로를 돌이켜봤다.

감명 깊게 읽은 수많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책을 본

로, 과거에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단

“스스로 나는 고수(高手)인지, 중수(中

책에서 얻은 지식의 축적

이들은 이 책이 각 행의 첫 글자를 사

어로.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일찍 시

手)인지 생각해봤더니, 저는 중수 정

이렇게 글이 꽤 쌓이자, 주변에서는

용한 글쓰기 형태인 ‘글자 수수께끼

작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갈 때가

도더라고요. 그래서 고수가 되기 위해

책을 한 번 써보라는 권유가 있었고,

(acrostic)’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있다. 시대가 변하고 단어는 달라질

해야 할 일을 생각해봤죠. 독서하고

그는 이 권유를 받아들여 자비 출판

지라도 새벽을 알차게 사용한 이들에

요약하기, 시를 쓰기, 자기 말로 정의

으로 〈새벽에 쓰는 흔적의 축적〉이라

기적을 경험한 그가 이뤄낼

게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조현

하기, 생각한 것 정리하기, 이렇게 네

는 제목의 책을 냈다. 이 책이 더욱 특

또 다른 기적

상 차장도 이 기적을 경험했다.

가지가 제가 고수가 되기 위해 실천하

별한 이유는 배우자인 김인순 캘리그

저자는 작년 6월이 되기 전까지만 해

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 글자만 따면,

라퍼가 그린 약 41점의 그림이 더해

도 스스로를 ‘모범적이긴 해도 인생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독/시/자/생’인데요. 이것이 중수인 저

졌기 때문이다.

재미없게 살던 사람’이었다고 표현했

새벽 시간에 남긴 흔적

의 생존방식입니다.”

〈새벽에 쓰는 흔적의 축적〉에는 조현

다. 그러나 작년 6월 이후 새벽 글쓰

조현상 차장에게 기적이 시작된 것은

또한 그는 독/시/자/생의 결과물을 혼

상 차장이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이 빼

기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이 커졌고,

작년 6월부터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자 간직하지 않고, 블로그로 꾸준히

곡히 들어차있다. 하지만 이 책의 내

지식을 쌓았으며, 블로그를 통해 많

여유시간이 많아지자 그는 자칫 늘어

올리고 있다. 블로그에는 점차 그의

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 아니다. 자기

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할 수

질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쓰기 위해

글이 늘어갔고, 한양대 유영만 교수

자신만의 방법으로 요약하거나 정의

있었다.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다. 새벽에 하

의 책을 리뷰한 글에서 저자의 댓글

하거나 정리한 내용이다. 특히 그는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면서 자신을 더

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을 받기도 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한 단어

욱 변화시켜줄 만한 특별한 일도 경

카페에 가입해 6주간 새벽 4시 49분

“교수님께서 ‘흔적이 축적되면 기적

의 스펠링을 활용해 책 전체의 내용

험했다. 작년 5월 16일, 그는 한 책의

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6주의 시

이 일어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굉

을 요약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일

저자를 만나 사인을 받고 밥을 먹고,

간은 그에게 새벽 기상이라는 소중한

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바

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라는 책

차를 마셨다. 그런데 〈새벽에 쓰는 흔

습관을 선물했고, 그 이후로 1년간 그

로 블로그 이름을 ‘흔적의 축적’으로

을 읽고 나서는 ‘고수(MASTER)’로 이

적의 축적〉을 출간한 뒤, 5월 16일 같

는 새벽 기상을 지켜오고 있다.

바꾸고는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어요.

책의 내용을 정리했다. M(Miri, Miri,

은 사람을 만나 사인을 해주고 같은

“새벽에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뭐든

이렇게 블로그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

Multiplayer: 미리미리, 잡종이 강세

장소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저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녁에는 피곤

도 글 쓰는 재미 중 하나죠.”

다), A(All in, Arranged contents: 밥

자와 독자만 바뀌고 모든 것이 똑같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

그릇을 걸어야 한다. 자기만의 콘텐

이 일어난 이 일을 경험한 뒤 그는 ‘이

으니까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츠), S(Start easily, Store+Simple: 과

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

는 새벽 기상이 힘들었는데 함께 하

감한 시작, 축적해야 돌파한다, 심플

을 썼다. 이런 우연이 기적 같은 일이

새벽 글쓰기가

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협업하다 보니

하게 산다), T(Think different, Time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가져온 기적

이제는 평생 습관이 되었네요.”

management: 역발상의 천재들, 시

그의 새벽 글쓰기가 이어진지 1년이

조현상 차장은 매일 4시 59분에 휴대

간 도둑이 되지 마라), E(Experience

지나자 책 한 권이 나왔다. 다음 1년

폰 알람이 울리면, 입 안을 헹구고 세

to Critical Point, Everyday New

뒤는 어떤 모습으로 조현상 차장의

수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팔굽혀펴기

Meeting: 한계에 도전해본 경험,

기적이 이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우

는 10번 이상 하며 책을 읽고, 글도 쓰

날마다 다른 사람과 밥을 먹어라),

리는 다음 1년 뒤 어떤 모습으로 기적

기 시작했다. 매일 글을 쓰기 어려울

R(Routine, Relationship: 자신만의

을 일으킬 수 있을까.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필사를 함으

루틴을 만든다. 사람을 얻는 경험).

저자: 조현상 차장

로써 글 쓰는 습관을 지키고 있다. 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두면 오래 책

호남본부 호남권사업단 시스템PM부

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의 내용을 기억하고, 내용을 활용할

〈새벽에 쓰는 흔적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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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로 여는 미래

자유발언대

안녕하세요? 2020년 하반기 고졸 전기직으로 국가철도공단에 입사한 신입사원 서정현입니다!

비하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면접을 준비했어요. 많이 걱정했지만, 실제 면접장 분위기도 편안

신호처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취업 준비 때부터 국가철도공단 사원이 될 때까지

했고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한 결과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호처로 발령받게 된 기분
저는 기본적으로 전기 직무에 지원했고, 철도신호는 제게 너무나 생소한 분야라 신호처 발령이라
는 소식을 듣고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입사하고 보니 신호처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너무 좋

신입사원의 좌충우돌
신호처 적응기
서정현(기술본부 신호처)

았고, 신입사원 동기들이 많아서 처음 적응할 때 큰 도움이 됐어요. 또, 열차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
한 역할이라는 점, 다른 곳에선 접하기 힘들다는 점은 철도신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입니다.

학교와 회사의 차이점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학교를 작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무직 동기 김윤희 사원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재산부 김윤희라고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스
무 살의 입장에서 학교생활과 회사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감이에요. 학교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숙제 잘 해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
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는 정말 작은 행동도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국가철도공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출장비나 경비를 청구하는 업무부터 기안문 하나 올리는 사소한 것

처음부터 국가철도공단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국가철도공단 채

까지 결재를 올려야 하고,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가거든요. 비록 아직

용공고를 접한 후 관심이 생겨 우리 회사에 대해 알아본 결과,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편의를 위

은 작은 업무밖에 해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처음 해보는 일들을 해내니까

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철도를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다는 점이 상당히 매

저 스스로 성장해나간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어요. 또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함

력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유튜브 브이로그에서 사내 분위기나 실제 업무를 진행하

도 많이 느꼈습니다.”

는 모습을 보고 나니 더욱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직 국가철도공단 입
사 한 달 차지만 평생 일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신호처 소속으로서의 나
요즘은 신호처 내에서 선배들에게 철도신호 설비나 계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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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철도신호는 일상생

먼저, 저보다 어렵게 준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재미로 봐

활에서 접하기 힘들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는 많이 달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가철도공단 취업을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철도신호공학 책을 구입해 추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호처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내에서 진행되는 업무 프로세스를 얼른 익히고 언젠가 저도 신

국가철도공단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지원한 전기 분야에는 신입직원이 많

입직원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필기시험 후기, 면접 후기 등 입사 준비를 위한 정보가 많지 않아 어디

또, 간단한 부서 내 서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업

서부터 준비해야할 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필기나 면접 후기, 제가 회사 다니

무는 아니지만 처음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한 건 없는

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 공유하고 싶어요.

지 몇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헷갈리는 것도 많지만 얼른 적응해나가서 선배님의 짐을 덜어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면접이었어요.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이 많아 자신감이 없었고, 제가 사는 지

드리고 싶어요. 얼른 군 복무를 마친 후 철도신호 전문가가 되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

역에선 면접 스터디를 구하기 힘들어 벽에 사람 사진을 붙여 연습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취업을 준

민과 함께 가는 서정현 사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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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 효과를
책으로 쓰다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과를 담은
스토리북 「고속철도, 대한민국을 바꾸다」를 발간했다. 이번 스토리북은 고속철도

국가철도공단, SR과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손 잡다

스토리북 「고속철도,

건설 배경 및 필요성, 국내 고속철도 연혁과 함께 파급효과를 사회·경제적 성장,

‘국가철도공단–

대한민국을 바꾸다」 발간

역세권 개발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최고속도 400km/h 향상, 고

SR 철도발전협력회의’ 개최

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 전국 단일생활권 구축이라는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
여 고속철도 구축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스토리북은 전국 주요 고속철도역사,
대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스토리북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속철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효과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다”며, “현재 진행

국가철도공단은 공단 본사에서 ㈜SR과 ‘철도발전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양 기관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지

장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과 SR은 철도산업 발전과 한국판 뉴딜사

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수서역을 AI 디지털 기
술이 집약된 스마트 철도역사로 만들기로 하고 ▲수서역 시설물 AI 통합제어시
스템 구축 ▲역사 내 녹화사업 시행으로 그린역사 조성 ▲스마트 전력관리 시스

철도인프라 사물인터넷(IoT)
원격점검으로 K-뉴딜 가속화

국가철도공단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인력 위주였던 철도시설 점검 및

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수서역의 영업공간과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철도시설 원격감시시

등을 확충하여 철도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국가철도공단 김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원격감시시스템은 철도시설에 부착된 유·무선 IoT센

한영 이사장은 “양 기관은 앞으로도 친환경 철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

24시간 시설물 점검체계 가동

서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보수 또는 개량이

욱 협력하겠으며, 공단은 철도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SR뿐만 아니라 타 철도

필요한 개소를 사전에 찾아내어 운행장애를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국

사업자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가철도공단은 2022년까지 강릉선 서원주∼횡성 11km 구간에 시범 구축할 예정
이며, 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원격감시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물 상태의 조기점검과 적기 유지보수가 가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호남

능할 뿐 아니라, 시설물의 재난 징후를 관제실 및 기관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호남선 익산역 등 3개 역사
승강장 대합실 운영

열차 안전운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객 만족도 크게

에 승강장 대합실 설치공사를 완

향상될 것으로 기대

료하고 6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

선 익산역, 전라선 전주ㆍ순천역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부
국가철도공단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14건을 추진

터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한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170kV 건조공기절연 개폐장치 ▲급전용 친환경 개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호남선 익

구매조건부 철도 신기술 용품

폐장치 ▲궤도-도로 전천후 작업 투웨이카 ▲내진형 몰드리액터 등의 제품을 개

산역, 전라선 전주역에 각 2개소, 전라선 순천역에는 여수방향 승강장에 1개소를

14건 추진

발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구매조건부 상생기술

추가 설치하여 승객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공동기술개발 협력펀드」 30억 원을 조성하여

김남진 호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철도시설개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신제품 개발
협력으로 상생 강화!

72

73

KR NEWS
제천역사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다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제천시 화산동과 강제동을 연결하는 제천역 선상보도
육교를 개통했다. 제천역 선상보도육교는 국비 90억을 투입하여 길이 214m, 폭

철도 중심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선도하겠습니다

선상보도육교 개통으로

3m의 육교를 신설한 것으로, 공단은 2019년 11월 공사를 시작하여, 5월 18일 개

미래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천역 접근성 향상

통하게 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인해 강저택지지구와 제천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

「탄소중립철도전략위원회」 발족

선됨은 물론 제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가철도공단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1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철도 중심

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분야)으로 선정되어 최

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탄소중립철도전략위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능력을

고 훈격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성별과

원회」를 발족하였다. 「탄소중립철도전략위원회」는 김한영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직장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기획본부장, 미래전략연구원장 등 공단 경영진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장수은

조성하는 등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국가철도

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위원회는

공단은 ▲지속적으로 여성 관리자와 임원 비율을 확대한 점과 ▲여성인재 채용

미래정책·그린 뉴딜·ESG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철도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

비율을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가점을

로 높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세부

부여한 사항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6년 연속 가족친화기관을 인

추진 방향으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철도 정책과제

증받는 등 성별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근무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발굴 ▲그린뉴딜을 위한 철도 정책 자문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

을 조성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영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안전, 윤리경영 등의 추진전략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펼칠 수 있는 문화 조성

공단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은 물론, 철도의 미래가치 창출, 그린뉴딜 등
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우리나라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세

해외 발주국 공무원에게 선진
철도기술을 선보이다

국가철도공단은 해외시장 진출 대상 국가와 교류 강화를 위해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과기대 글로벌철도연수과정 개최,

은 최근 신흥 철도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는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코스타리카

해외 정책결정그룹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10개국에서 선발된 연수생을 대상으로 철도건설 현장견학 등 2박 3일 일정으

계 철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등 연수를 시행한다. 공단

국가철도공단은 수서역 일원 철도부지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사업주관자

로 연수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4세대 철도통합무선망(LTE-R)과 한국형 열차

국가철도공단, 수서역 일원
복합환승센터 개발 박차

제어시스템(KTCS)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과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선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다. 한화건설컨소시엄은 지난 5월 사업주관자 공모에 단독으로 사업신청서를 제

도담～영천 구간 교량·터널 건설현장을 견학하며, 폐선부지 관광지 개발로 성공

한화건설컨소시엄 선정, 1.2조원 투자

후보자로 한화건설컨소시엄(㈜한화건설, ㈜신세계, ㈜KT에스테이트)을 선정했

출하였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개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주관자

한 정동진 레일바이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철도기

후보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공단은 1.2조원 규모의 본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수서역 일대(102,208㎡)에 환승센터(환승터미널, 환승주차장, 버스·택시 승하차

※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 국토교통부 주관 해외철도시장 진출 지원정책 사업으로, 매년 20여 명의 해외 발주처 공무원을 초청
하여 해당 국가 철도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장) 및 지하9층·지상26층 규모의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9개동의 환
승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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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로 여는 미래

독자마당

웹진 kr.newsnstory.com

국가철도공단 문화매거진 〈철길로 미래로〉에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좋았던 기사,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개선해야 할 점 등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은 더욱더 알찬 <철길로 미래로>를 만드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독자의견을 주신 분 중 선정되신 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웹진에 독자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철길로 미래로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2004년부터 발행돼 국가철도공단의 소식과

독자의 소리

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철길로 미래로」를 이제 웹진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성윤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해마다 담배와 이별하겠다면서 금연 목표를 세우
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흡연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
다. 민트 캔디, 전자담배, 금연 껌, 지압기까지 책
장현분 / 경남 진주시 순환로

상 한쪽에 금연 물품은 쌓여가는 데, 마침 KR 건강

철도 인생에 올인한 아버지를 위한 은퇴 선물 기사는 가슴 가득 진한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는 훈훈함을 안

백서에서 어떻게 하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지 방

겨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멋진 아들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대견하기까지 할 아버지의 2막 인생도

법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담배를 다시 끊어

행복할 것입니다. 다정다감한 아들의 심금을 울리는 서프라이즈는 사람살이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내야 한다고

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독자의견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원슬기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김정분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최영도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전에는 항상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릉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중 하나인 ‘대전’이 철도가

Z세대들의 소비행태는 자발적 참여와 강력한 재

하지만 이번에는 〈철길로 미래로〉를 읽고 KTX를

부설되면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미, 짧은 생명이 핵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브랜드

이용하여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환경 친화적 교통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시의 생성과 발전

와 상품을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확산됨을 엿

수단을 이용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창 밖을 구경하

에 있어 철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Z세대는 바로 디지털 기술을 접

시며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참 행복했습니다.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전의 철도와 도시의 발달 과

하며 자란 세대로 모바일이 생활의 중심이고 빠르

또한 KTX 내부도 너무 쾌적하고 편안했습니다. 국

정, 역사 등을 이해하기 쉽게 사진과 도표로 정리

게 다른 콘텐츠로 이동하며 소비행태에서도 유행

가철도공단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애써 주시는지

된 기사가 정말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되네요.

과 유행 사이를 자주 넘나들며 얼마 지나지 않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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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이동하는데 익숙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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