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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which sees accomplishes the capital region high-speed railway and examines 

investigates about process of railroad construction project and an advance service contents from to 

understand a progress process, change process and technical investigation of basic design and the 

execution plan at the time of route led and accomplishes the plan which is detailed the process which 

in the center researched.  Also plan start method and application plan, clear the security of the 

plan air which is proper is necessary and dividing which design phase is, plan process construction 

etc. improvements sacrifice froze.

1. 서론

철도는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중 하나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그동안 도로교통에 치

우쳐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2000년도 유가폭등과 환경오염이 대두되면서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저렴하고 에너지 소모량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효율

적으로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철도를 중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중요하게 간주해 왔다.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국가교통체계가 고속철도 중심으로 변화되어 고속철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경전선, 전라선, 장항선이 고속으로 전환되고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으로 고속철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에서의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화물

열차의 경부선 서울∼시흥구간 공용운행에 따라 선로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수도권 서울∼시흥 간 선

로용량 부족 해소와 서울, 강남, 강동권 및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통한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장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용량을 확충하

고 지속발전 가능한 철도네트워크 구축으로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용역인 

“수도권 철도망 개선방안 연구”용역 및“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수도권의 효율적인 철도운행

과 철도공사 경영개선 차원에서 서울 강남, 강동권 및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강남권 고속철도를 계획하였다. 본 논문은 철도건설사업의 절차와 추진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고 수도권 고속철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용역 검토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수행시 평가기준을 통

한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교를 통하여 선정된 노선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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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사업의 이론적 고찰

2.1 철도건설사업 절차

철도건설법 제1조의 목적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

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

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있다. 또한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 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철도건설사업 절차를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

계, 실시설계, 공사준공, 열차개통운행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1]철도건설사업 절차

기본계획 수립/고시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행정기관, 시/도 협의

기본/실시설계 사업시행자

▼ 관계행정기관, 시/도 협의

실시계획 승인/고시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행정기관, 시/도 협의

공사 시행 사업시행자

▼

준공확인, 사업완료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공공시설 귀속

실시계획승인절차는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거 사업의 명칭, 사업의 개요 및 설계도서, 투자계획, 토

지 등의 매수계획 및 보상계획, 주민의 이주대책 등을 망라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

토해양부로 협의․요청을 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일체의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국방부, 해당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한 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및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표2]실시계획 승인 절차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신청 사업시행자

▼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국토해양부 검토

▼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협의

협의 의견 검토 사업시행자

▼

관계 기관 재협의 국토해양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국토해양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협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3. 선행연구 검토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된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장기교통투자 계획과 선행된 연구중 수도

권 철도망 개선방안 연구를 정리하였으며,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을 검토하여 수도권 고속철도의 노선에 대한 추진내용을 알아보았다.

① '83~'85 : 경부축의 장기교통투자 및 고속철도건설 타당성조사

 - 경부축의 철도 및 고속도로가 90년대초 선로 용량한계에 도달하므로 새로운 교통시설 확충 필요

② '90. 6 :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 지하 서울역을 건설하여 고속철도 전용선로 계획하고 서울 통과구간 및 서울역~수색간 지하 계획

③ '93. 6 : 경부고속철도 제1차 기본계획 수정

 - 서울~시흥 구간은 투자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고, 선로 용량한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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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남서울역(광명역)을 신설하고 서울역~남서울역간 기존 철도 이용

④ '98. 7 : 경부고속철도 제2차 기본계획 수정

 - 서울역 지상구간 개량, 남서울역~수색간 지하신선 건설계획은 기존선 활용으로 변경, 서울역 및   

     용산역은 지상 확장 이용

⑤ '02. 8 : 경부선 서울~시흥간 선로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서울~시흥간 직선화 지하고속철도 전용 신선을 건설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검토

   ․검토결과  서울 정거장 : 지하역사

   ․총사업비 : 15,220 억원 , 경제성분석(B/C) :  1.03

⑥ '07.12 : 수도권 철도망 개선방안 연구

 - 기존 경부선 노선과 병행하여 서울~용산~노량진 구간은 지상건설, 노량진~광명간 지하건설로 계획

   ․검토결과→서울 정거장 : 지상역사 이용

   ․총 사 업 비 : 15,229 억원

 - 서울~수색구간은 기존선 하부 고 심도로 계획

   ․검토결과→총사업비 : 4,497억원, 경제성분석(B/C) : 1.51 (수색~서울~시흥)

 - 수서~동탄~평택 분기점 접속 

   ․검토결과→총사업비 : 41,800억원, 경제성분석(B/C) - 1.56

 - 서울~시흥, 수서~평택 동시건설시 경제성 분석(B/C) : 1.60

노선도

구 분 대안1 (수서~동탄~평택) 대안2 (수서~수원시청~평택) 대안3 (수서~향남)

연장 60.7km 64.7km 44.2km

개략

공사비
41,800억원 40,780억원 27,800억원

검토

내용

․ 경부고속도로 하부 터널 통과

․ 판교, 성남, 분당, 기흥 경유

․ 수도권 동남부 신도시 경유로

 인구분산 기여

․ 수원시 광교신도시 터널 통과

․ 수원시 개발지역, 주거지역

 터널통과로 지장물저촉 및 민

 원발생 우려

․ 도시계획구역 외곽 통과하  

  는 노선으로 공사 여건 양호

․ 수요확보 및 연계교통망 대

  책 부족

 [그림1]대안노선검토

대안노선(1)은 수요밀집지역인 수도권 남부지역인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를 경유하며, 대안노

선(3)보다 공사비는 증가되나 주거지 저촉 최소로 민원발생이 최소이고 수도권 남부역 및 동탄, 평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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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 설치시 주변 교통연계 조건이 양호한 대안이며, 대안노선(2)는 수원시 도심지역을 지하터널로 통

과함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이 곤란하며 공사비 측면에서 불리한 노선이다. 대안

노선(3)은 고속철도 초기에 계획된 노선으로 초기에는 주거지 개발이 미흡하였으나, 현재 주거지가 개

발돼 고속철도 건설시 민원이 예상되며 초기 공사비는 저렴하나 주변 교통수단과의 연계구축이 필요한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공사여건이 양호하고 고속철도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되며 중간역 입지에 

있어서 수요 창출이 양호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유리한 대안(1)노선이 우수한 노선으로 판단되

어 수도권 철도망 개선연구방안에서는 최적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선형을 선정하기 위한 조건은 

경제성과 여객수요, 민원, 향후 개발행위로 인한 발전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⑦ '09.03 :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강북노선 : 광명∼서울∼화전 구간 고속철도 전용선로 건설, 광명∼용산구간 현운행선 지하, 용   

산∼서울 구간 지상건설, 서울∼화전구간 현운행선 하부 지하건설로 계획

 - 강남노선 : 지상 수서역 강남구간 시발역 계획, 동탄2신도시를 통과하여 평택지구 경부 고속철도  

에 접속토록 계획하여 대부분 지하 및 평택지구 지상으로 계획함. 강남 및 경기 남부 지역 개발을 고려

하여 고속철도 운행중 고속광역 전철을 삼성∼동탄 구간 공용토록 계획하였다.

   ․검토결과 : 총사업비 70,855억원 (강북: 18,212억원, 강남: 52,643억원)

              경제성 분석(B/C): 0.8781 (수색∼시흥만 시행시)

   ․최적대안 : 수서~평택(고속철도)+급행광역철도 혼용(52,643억원)

              경제성 분석(B/C): 1.0478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9)”결과 서울∼시흥간 선로용  

량을 확보하고 수서∼동탄 구간은 광역급행철도와 고속철도를 혼용하며 경제성 분석결과 대안 (5)를 최

적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대안

수도권 고속철도

B/C
NPV

(억원)

IRR

(%)수색∼시흥 수서∼평택

1 시행 시행 0.5918 - 23,658 N/A

2 시행 미시행 0.8781 - 3,058 4.05

3 미시행 시행 0.7641 - 10,243 3.04

4 시행 시행(광역급행철도 동시건설) 0.8578 - 9,718 4.19

5 미시행 시행(광역급행철도 동시건설) 1.0478 2,622 6.09

[표3]노선별 경제성 분석결과

 주: 급행광역철도의 시·종점은 삼성역~동탄역이며 수서~동탄구간은 고속철도와 급행광역철도가  선  

       로를 혼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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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안1(터널안) 대안2(교량안)

노선도

[표4]수서∼평택구간 대안노선 선정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개 요

․3호선 차량기지 수서정거장 및 차

량기지 계획

∙판교신도시 우회통과

․R=1,000m, S-Curve로 열차운행 속

도제약

․수서∼분당간 도로 하부 통과로 

용지보상 최소화

․동탄신도시내 정거장 설치로 개발

계획 반영

․도시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3호선 차량기지 수서정거장 및 차

량기지 계획

․판교신도시 하부통과

․R=3,000m로 대안1 대비

열차운행 속도 향상

․동탄구간 경부고속도로 이전계획

으로 기존 부지내 정거장 신설

․용지보상비 절감 가능

․도시계획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필요

․3호선 차량기지 수서정거장 및 차

량기지 계획

․판교신도시 하부 통과

․R=5,000m로 운행속도

향상 및 설계기준 준수

․동탄구간 경부고속국도 이전계획

으로 기존 부지내 정거장 신설

․용지보상비 절감 가능

․진위도시계획 터널 통과로 최단거

리 노선

연 장 60km892 60km753 60km375

구성

토공 8km178(13%) 9km202(15%) 7km788(13%)

교량 4km390(7%) 8km611(14%) 4km780(8%)

터널 48km324(80%) 42km940(71%) 47km807(79%)

곡선반경 1,000m 2,000m 2,000m

최급기울기 22‰ 20‰ 22‰

경 제 성
공사비 : 30,290.2억

용지보상비 : 3,811.3억

공사비 : 31,000.4억

용지보상비 : 4,319.7억

공사비 : 30,110.3억

용지보상비 : 3,828.6억

안 전 성
기존경부선 하부통과로 안전성 검토 

필요

기존경부선 근접시공으로 안전대책 

수립 필요

기존경부선 하부통과로 안전성 검토 

필요

민원발생
판교 및 동탄 계획도로 하부통과

진위도시계획 하부통과

판교 및 동탄 계획도로 하부통과

진위도시계획 하부통과

판교 및 동탄 계획도로 하부통과

진위도시계획 하부통과

[표4]의 경제성, 계획성, 안전성 측면에서는 대안(1)과 대안(3) 이 유리하나, 주요 도시개발계획구역 

주변의 노선계획을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한 대안(1)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였다.

⑧ '09.10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최적대안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기술적 분석, 경제성분석, 재무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경

제성과 재무성을 비교 검토,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송수요도 반영되어야 한다. 즉, 선로의 용량과 수요

가 시설의 투자시기와의 적합성이 분석되어야 하므로 최적대안의 선정방법은 사업시행성, 경제성, 재무

성, 수요를 감안한 시설규모, 사업추진방안 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위노선으로 결정한다. 기본

계획 노선검토에서는 수도권고속철도 4공구를 중심으로 노선선정과 기술적인 내용 위주로 검토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진위천, 산업단지, 경부선하부를 터널로 통과하여 현 경부선 지제역 측면을 지상으로 통과

하고 이후 지하로 노선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2] 기본계획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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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황

평 면

종 단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안)

검토
(안)

3. 기본설계 노선검토

기본계획은 평면시점을 S-Curve로 계획하여 평택이주기업산업단지, 국제대학 실습동 하부통과로 민원

이 예상되고 경부선 지제역 종단기울기가 2.5‰ 정거장 기준에 부적합하다. 종단계획은 터널특성상 유

지측면에서 불리하고 수직구가 2개소로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기본설계(안)의 시점부 평면

은 산업단지 및 정온시설을 감안한 선형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종단기울기를 조정하여 터널시공성과 

배수성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지제역구간을 2‰조정하여 정거장 설계기준을 만족하였다. 검토(안) 평

면은 시점부를 직선화 하였고 종단기울기를 시점부 7‰ 이내로 조정하고 지상구간 전․후를 26‰ 이내로 

조정하였다. 수직구를 3개소로 배치하여 공사기간 단축을 계획하였다. 기본설계 노선검토 최종(안) 평

면은 기본계획시 협의 완료된 선형을 준용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일정 및 민원최소화를 도모하였고 종

단은 국제대학 통과부 건물 직하부 통과를 배제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였으며 통복천 통과부는 토피고

를 확보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비개착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안)으로 계획하였다. 

[그림3] 노선별 선형

4. 실시설계 노선검토

4.1 평면선형검토

실시설계에서는 평면노선을 기본설계와 같은 선형으로 준용하였다. 시점부 S-Curve을 계획하였고 국

제대학 신축건물의 실습동 지하통과를 감안하여 선형을 일부 조정하였고 종점부는 기존노선을 사용하였

다. 검토(안)에서는 시점을 직선화 하여 연장단축과 열차운행시 승차감 및 주행성 향상이 유리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및 국제대학의 저촉을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차단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기본

계획, 기본설계의 노선을 준용함으로써 노선변경에 따른 역민원과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설계지연

의 문제발생이 예상되어 실시설계(안)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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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평면 선형

4.2 종단선형 검토

종단선형은 기본계획대비 터널의 공사중 배수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하였고 수직구를 2개

소에서 3개소로 늘려 터널방재와 개통공기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으며 수직구 위치에 대하여 종단을 상

향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지제역 정거장 구간을 철도설계기준에 맞도록 2‰로 조

정하였고, 종점부 구간은 설계시공일괄입찰구간으로 종단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종점부 통복천 

구간의 설계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종단을 조정하여 토피고를 확보하여 비개착공법이 가능

하도록 종단을 실시설계(안)으로 계획하였다.

기
본
계
획

실
시
설
계
(안)

검
토
(안)

[그림5]종단 선형

5. 결론 및 제언

수도권 고속철도 설계를 수행하면서 선행연구단계에서 철도계획과 노선선정과정을 알아보았고 기본설

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노선이 변경되고 기술적인 과정과 대안을 찾아 계획이 정립되는 부분도 검

토하였다. 설계과정에서 경제성부분을 만족해야하고 민원 해결과 여러 지자체와 관련기관과의 이해관계

가 얽혀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을 진행

하면서 대두된 문제를 분석하여 개선해야할 사항을 제언하였다.

1) 제안노선의 적용

단계별(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설계를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세부

설계를 하는 단계를 실시설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최적의 노선설계와 

경제성 추구를 위해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설계사를 결정하게 된다. PQ를 통과한 업체들은 선행설계검토

와 현장을 답사하여 최적의 노선과 경제성을 감안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면접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과 설계능력을 검증받고 제안서의 작성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 내용이 우수하고 유능한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낙찰사로 선정되며 설계사

는 제안서의 내용을 토대로 최적의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단계에서 노선이 이미 협의 되어 신노선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의기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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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역민원 발생(도심구간의 경우 더욱 어려움) 등으로 제안노선을 반영하지 못하고 선행설계노선을 확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최적의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설계기간의 현실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본 용역의 설계기간은  23.4~27개월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

상되나 실제 설계기간은 15개월로 되어있다. 설계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와 관련기관의 

협의, 민원, 인허가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설계가 진행되는 만큼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한 설계기간이 필요하다.

3) 설계 단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내실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본설계를 시행하면

서 품질수준을 실시설계와 같이 요구한다면 설계기간도 길어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므로 굳이 실

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단계에 맞는 설계프로세스가 필요하다 

4) 국제기준에 맞는 설계프로세스 구축

건설시장은 포화상태로서 더 이상 국내에 안주하기 보다는 설계건설시장을 겨냥한 세계화로 진출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시공분야는 해외로 진출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설계분야 에서는 그렇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와 경쟁을 하려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설계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엔지니어링사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설계 프로세스를 글

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

건설사업의 설계단계는 단순히 설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최종 목적물을 만들어 운영하기까지 한 단계

로 시공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계부실로 인한 전체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직간접적인 국민

의 피해, 건설주체의 불신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양산하는 중요한 분야임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산업정책이 국내에서 세계화로 변화되었으며 건설분야 또한, 세계화로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 철도는 

21세기 경쟁력있는 친환경 교통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내뿐아니라 세계적으로 철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철도 또한 세계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동남아와 중국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브라질 및  중동에서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설계

수준은 타분야와 다르게 뒤쳐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설계분야의 특화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국가차원의 정책결정과 전폭적인지원이 필요하며 설계사들도 설계내실화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축척 등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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