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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gion trunk line railroad route undergoes an influence on a large scale in train operation systematic 

reorganization. This keynote of the train operation not being to the consumer and not to be is because being 
to the supplier. The trunk line route user of region supply change of the supplier sensitively, accepts but, the 
demand unit will be able to change the supply massive demanders does not become and like that to accept 
this back is not the railroad the mean of transportation which grudge is different a mean of transportation 
mainly makes use. This hits to neither the gist of GLORY promotions of the railroad public corporation 
which pursues the railroad use which is ordinary even in the basis of governmental policy of stock of coal 
small green growth and not to be is arranged. For the railroad use activation of the region trunk line route 
consequently and to excavate the demand hindrance element and a demand lure element the inside and the 
outside defines and to observe the fluctuation of use importing in existing train operation systematic 
fluctuation, with the user tries analyzes the instance of the overseas railroad enterprise about the process 
which reflects the opinion of the area and improvement under preparing boil.        

1. 서 론 

지방간선 철도노선은 열차운행체계 개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는 열차운영의 주안점이 수요자에게

있지 않고 공급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간선노선 이용자는 공급자의 공급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

이지만, 공급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요단위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철도가 아닌

도로교통수단을 주로 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일상적인 철도이용을 추구하는 철도공사의

GLORY운동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의 기조에도 배치된다.

지방간선노선의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선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열차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Process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과거의 운송실적을 기반으로 열차 운영계획이 이뤄졌고 여기에 지역

지자체 또는 지역시민단체의 반발 및 민원에 의해 지역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지방 간선노선의 열차

운영에 지역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공급업체의 운영과 보완의 순환 고리가 이어져왔다.

열차운영계획은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이용자 수의 변화에 따른 수입의 변화와 효율적인 열차운행을 위한

정차역간 거리, 그리고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 더불어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 변경 후에도 최소 기존 열차

운행시간 확보 또는 운행시간 감소를 달성해야 하는 등 고려사항이 매우 많고 이를 충족시키는 열차운행

체계를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열차운행계획의 시행으로 운행편수가 감소한 역의 이용자는

이용열차편수 감소로 인한 인근역 이용 또는 교통수단 전환을 필요로 하는 불편을 받게 된다. 그러나 승

차인원과 운영자입장에선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간절감효과와 정차역 감소로 인한 운행비용의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열차운영계획은 적자역 이용자, 통과수요, 운영자 간 불편익과 편익 사이의 Trade-off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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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간선노선의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구선과 장항선을 사례로 하여 기존 열차운행체계 변동에

따른 이용자와 이용수입의 변동을 살펴보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에 대한 해외철도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장항선․대구선 운행실적 분석

2.1 장항선 운행 실적

2.1.1 수송 실적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운행편수는 유지하며 노선의 추가 또는 폐지가 이뤄지면서 Box

권을 형성함을 볼 수 있다. 특히 5월과 8월에 이용객이 증가하는데 이는 계절적 특성으로 춘계 행락객

과 여름휴가철 바닷가를 찾는 수요에 의한 이용 증대가 Spike를 만들어 냄을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장항선이 연장되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1. 연도별 장항선 이용인원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무궁화 1,668,710 2,121,301 1,963,456 1,933,313

새마을 889,855 816,226 785,414 839,997

누리로 0 0 90,682 222,710

합계 2,558,565 2,937,527 2,839,552 2,996,020

자료: 한국철도공사 각년도 통계자료

연도별 수송실적에서 보듯 전체적인 이용인원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연도별 이용인원을 열차종별로

살펴본 결과 2008년 장항선이 연장되면서 이용인원이 40만명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누리로가

투입되면서 전체적인 열차간 수요의 전이가 일어나기보다 광역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한 신규수요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이용객의 수요패턴에 대해서 월별 그래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한국철도공사 각년도 통계자료

그림 1. 장항선 월별 이용객 추이

전체 수송 분담률에서 보듯 장항선 이용수요는 견조하게 계절성을 띄며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0월

수요가 급작스럽게 오른 것은 ‘익산-아산’과 ‘대천-아산’간 신규노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후 오름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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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무궁화 73,156 108,797 112,656 118,262

새마을 3,522 20,273 25,208 31,595

통근열차 43,736 0 0 0

합계 120,414 129,070 137,864 149,857

하락한 것은 2010년 6월 ‘익산-아산’과 ‘대천-아산’간 신규노선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열차운행계획에

있어 장항선은 열차의 변동이 크게 발생한 계획 변경이 없고, 특히 장항선이 연장되는 효과가 컸기에

이용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견조하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2.1.2 재무실적

지방간선노선의 일반적인 문제점인 노선의 적자 운영은 장항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자의 심화가 아닌 손익의 적자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타 적자노선보다는 나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엔 신종 인플루엔자 등 여러 외부활동에 대한 악재가 겹쳐 철도이용인원이 많이

줄어듦을 볼 수 있다.

표2. 장항선 열차별 여객영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열차등급
2007 2008 2009

수입 비용 손익 수입 비용 손익 수입 비용 손익

새마을 8,987 25,667 -16,680 8,478 26,336 -17,858 8,079 21,282 -13,203

무궁화 10,675 26,648 -15,973 12,729 34,917 -22,188 11,752 31,825 -20,073

누리로 - - - - - - 171 922 -751

자료: 한국철도공사 경영성적보고서, 각년도

비용의 50% 이상의 portion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며 그 뒤로 자산관련 경비와 선로사용료가 비용

portion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열차운행계획을 통해 역등급 조정을 통해 인원효율화를 도모하고 또한

정차역 재산정을 통해 열차속도를 높여 수송수단의 속도경쟁력을 확보하고 열차의 정차와 출발에 따른

표정 시각을 줄여 정차에 따른 비용소모 등 을 감소시키고 있다.

2.2 대구선 운행실적

2.2.1 수송실적

대구선 또한 이용실적의 증가세에 있으나 해당노선은 열차운행계획 변경이 잦아 이용에 있어 변동폭이

심한 특징이 있으며 4~5월엔 군항제 및 상춘객이 급증하여 수요가 Spike를 찍는 모습을 보인다.

표3. 연도별 대구선 이용인원

단위 : 명

자료: 한국철도공사 각년도 통계자료

이용인원의 연도별 차종별 이용 변화추이에서 보듯이 통근열차가 운행을 중지하면서 대부분의 수요이

탈 없이 수요가 타 열차종으로 이전한 모습을 보이며, 또한 새마을과 무궁화 모두 이용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해당지역의 철도이용이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근열차가 운행이 중단되었으나 기존 이용객들의 철도이용이 타 교통수단으로의 전이 없이 지

속적으로 이용되므로 해당지역의 철도운행은 단지 적자선의 적자폭을 줄이는 것 이 외의 지역적 특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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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체적인 이용객의 수요패턴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자료: 한국철도공사 각년도 통계자료

그림 2. 대구선 월별 이용객 추이

대구선 또한 견조한 증가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노선의 마루간 진폭이 큰 이유는 열차운행계획

개편시 열차변동 패턴이 크고 또한 기존 이용객의 이용패턴이 지속되므로 또 다시 열차운행의 투입이

재개되기 때문이다.

4장에서 볼 열차운행제계 개편의 추이를 볼 때 대구선의 경우, 계획과 또한 이후의 지자체의 요구 반

영이 지속되어 계획 대비 운영상 차이가 큰 노선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동대구-포항’의 노선은 신경

주역 개통과 함께 동해남부선과 열차운행의 경합이 벌어지기도 하고 해당 운행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운행하지만 추후 지역요청이 반영되어 임시열차나 이후 다른 열차종이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2.2 재무실적

대구선도 적자지역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손익추이를 점검하면 해마다 적자폭이 줄어

듦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지역 관광열차 운영과 같은 마케팅적인 사유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해당지역인구의 철도이용률이 높은 측면이 더욱 손실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4. 대구선 열차별 여객영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열차등급
2007 2008 2009

수입 비용 손익 수입 비용 손익 수입 비용 손익

새마을 2,638 3,569 -931 3,196 4,557 -1,361 3,713 4,307 -593

무궁화 3,085 5,024 -1,939 4,791 8,464 -3,673 6,019 7,781 -1,762

통근열차 1,184 1,878 -694 - - - - - -

자료: 한국철도공사 경영성적보고서, 각년도

그림2에서 보듯이 진폭이 큰 것은 열차운영계획 변동에 따라 조정이 되는 과정상 발생된 것으로 상승

추세가 큰 것을 보면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열차운행계획상 역등급을 재조정하며 역운영을 효율화시킨 것이 손익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입 대비 비용상 적자폭을 크게 만드는 통근열차를 운행하지 않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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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성적인 적자를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노선의 경우도 비용의 구성을 보면 인건비가 50%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자산관련경비가 30%,

선로사용료가 12%, 경비가 8%정도이다. 곧 인건비 부담이 아직까진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3. 장항선․대구선 지역 및 이용객 특성

3.1 장항선 지역 및 이용객 특성

장항선 및 대구선 지역 및 이용객 특성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해마다 경부,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의

교통시장을 조사하는 보고서를 통하여 지역이용여건을 검토하였으며, 대구선은 교통시장조사보고서의

지역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본부의 영업 관련 보고서와 해당 지자체의 사회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장항선 지역은 2006년도에는 장항선 지역의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무궁화와 새마을이 해당지역의 유리

한 교통수단이었으나, 2007년도에 들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설되고 2009년도엔 서천-공주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도로여건이 개선되고 버스와 승용차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2010년도까지 다음과 같이 장항선

지역 수송 분담률이 형성되었다.

표5. 장항선 지역 수송 분담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새마을 16 5 4 3

무궁화 23 9 7 5

승용차 61 69 72 74

고속버스 - 17 17 18

자료: 한국철도공사 교통시장 조사 보고서, 각년도

2007년도 장항선은 서울~서천/장항 노선과 천안/아산~서천/장항 노선 공히 33% 정도는 통근, 통학 수

요인 젊은 세대이며 그 뒤로 31% 가량은 30~50대 여성들로 가족을 동반하여 친지방문과 개인적인 용무

처리를 위해 철도를 사용하는 계층이 열차를 주로 이용한다.

2008년도 장항선은 서울~서천/장항 노선에서 20대 및 30대의 통근통학수요와 30~40대 이상 여성들로

가족을 동반하여 친지방문 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가 각각 26.7%씩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가족 및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40대 일반 노동직 남성이 25%수준으로 이용하는 패턴을 보이며, 천

안/아산~서천/장항 노선에서는 20대 및 30대의 통근통학수요가 32.2%로 가장 높고 30~40대 이상 여성들

로 가족을 동반하여 친지방문 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가 28.9%로 높으며, 가족 및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40대 일반 노동직 남성이 21%수준으로 이용하는 패턴을 보였다.

2009년도 장항선은 서울~서천/장항 노선과 천안/아산~서천/장항 노선 모두 통근통학 수요가 50%로 가

장 높고 그 뒤로 관광 및 친지방문 수요가 40%를 기록하였다. 주로 20~30대 젊은 층과 30~50대 가족을

동반한 여성층이 높으며 50대 남성층도 26% 수요를 나타내 고객층으로 인식되었다.

2010년도 장항선은 서울~서천/장항 노선과 천안/아산~서천/장항 노선 모두 통근통학수요가 100%로 가

장 높고 , 뒤이어 개인용무처리가 27%, 가족 및 친지방문이 17% 등으로 기존의 이용패턴에서 개인용무

처리가 늘어났다. 이용층도 30~50대 가족을 동반한 여성층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이상 남녀가 50%이

상 증가하여 변화가 있었으며, 20~30대 남녀의 통근 통학 수요는 50%대로 과거와 변함없이 높은 이용률

을 보이고 있다.

비교대상군인 고속버스의 경우, 2009년도까지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각각 25%, 30% 정도의 비율로

통학수요와 출장수요 30%대와 40%대의 이용패턴을 보여 왔으나 2010년도의 경우 30대와 40대 남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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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각각 45%대로 증가하고 통근 통학수요는 철도로 완전히 이전된 반면 개인용무가 30% 대 이용

률에서 57대로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 38%대로 변동이 없는 반면 가족 친지방문이 10% 대에서 30% 대

초반으로 상승하는 변동이 있었다.

3.2 대구선 지역 및 이용객 특성

대구선 지역의 특징은 철도의 수요가 높은 만큼 도로교통의 수요도 높은 점이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대구선과 경합관계에 있는 익산~포항간 고속국도 이용추이는 다음과 같다.

동대구~포항간엔 익산~포항간 고속국도 4차선이 있으며 경주~포항간도 도로여건이 양호하다.

표6. 익산~포항간 연도별 고속국도 이용추이

(단위:만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익산포항선
(익산~포항)

소형차 982 1,004 1,353 1,793 1,969

중형차 54 54 68 95 92

대형차 90 72 86 162 171

합계 1,126 1,130 1,507 2,050 2,232

자료: 도로교통량 정보제공시스템 노선별 이용 차량

해당 고속도로 이용 증가율은 5년간 약 99%의 매우 가파른 증가율을 보인다. 동대구~포항 구간의

도로이용률은 승용차 재차인원 1.2나 버스 재차인원 9.6을 곱할 경우, 상기한 철도이용률보다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대구선이 경유하는 지역은 도로여건이 좋아지고 있지만 버스운송체계가 배차간격이 긴 문제점을 안고

있어 승용차 이용률 증가가 빠르다. 한국철도공사는 해당지역의 상황을 인지하고 동대구에서 포항간

1시간 간격의 일일 20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셔틀버스 노선 운행 기준으로 동해남부선과 대구선을 경유하여 서울로 올라가는 수요를 타 교통수단과

비교한 이용 인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7 교통수단 이용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열차

승용차 고속버스 계
새마을호 KTX환승

출발․도착 서울, 영등포, 수원 서울, 광명
서울, 수원, 기흥,

오산
서울 -

기준년도 ‘07년 ‘07년 ‘06년 ‘06년 -

이용인원 65 55 229 475 824

자료: 한국철도공사 각년도 통계자료, 도로교통량 정보제공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통계

상기 표는 수도권-포항간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승용차와 고속버스의 이용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셔틀버스 운행을 실시하였으며, 동대구~포항 노선 뿐 아니라 신경주~포항 노선도 1일 20회

운행중에 있다. 대구선의 주요 이용인원 특성은 4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거 포항제철을 셔틀 운행하던 열차가 있을 때는 청장년층의 이용이 충분한 수요가 되었으나 포항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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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열차 폐지 이후 주로 노인층의 이용인원이 많은 특징을 갖게 되었다.

4. 열처운행계획 및 변동시점별 변화 분석

4.1 열차운행계획 Process

열차운행계획 실시 8개월 전에 역과 거리정보 등에 대한 신설노선 생성에 대한 열차계획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수송조정 담당 부서와 전산화 담당부서의 합의가 진행되며 실시 6개월 전까지 여객과 물류담당 부서

에서 온 열차계획을 수송세계 시스템에 설정한다. 이때 시설이나 전기 그리고 차량 등 기술을 담당하는 부

서에 해당 열차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열차 다이아를 협의한다.

열차운행계획 실시 4개월 전에 열차 다이아 담당 부서에서 열차운전시각을 작성한다. 이후 열차운행계획

실시 3개월 전에 여객과 물류 담당 부서와 또한 전산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개정 또는 수립에 따른

차량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산에 반영한다. 이후 계획실시 70일 전 수송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회송열차에 대한 운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여객과 물류 담당 부서에서 열차 운행에 따

른 승무계획을 수립한 후 2달 전까지 열차시각을 확정하고 예약발매를 개시한다.

상기한 순서에 따라 열차운행계획의 Process가 진행되는데 문제점은 여객과 물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열

차운행계획의 변동을 가져오는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유는 열차의 운행횟

수 조정이나 역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한 영업계수에 기반을 두고 있어 향후 발전계

획이 있는 지역이나 이용수요가 있는 지역도 운영적자가 심화되면 사후 발전가능성을 배재한 채 현재와 과

거의 실적으로 계획을 결정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열차계획에 따른 운행 이후 해당 지역의 지

자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민원이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운행을 재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4.2 열차운행계획 변동시점별 변화 분석

일반적으로 열차운행계획은 현안의 발생시 개정작업에 들어가게 되며 경험칙상 반기에 1번 정도가 발생한

다. 일반적인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가급적 변동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2010년의 경우

는 신규열차종의 도입과 고속전용선의 개통, 또한 전철복선화가 완료된 상황 등 이 발생하여 2010년 한 해

만 총 8회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13번의 변경 중 장항선과 대구선에 영

향을 미친 개정은 총 7번으로 열차운행 개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열차운행계획 개편 내역

시 기 노 선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2007년 6월(기준)
장항선 16 16

대구선 8 8

2008년 1월
장항선 16 18

대구선 28 0

2008년 12월
장항선 14 18

대구선 20

2009년 7월
장항선 14 24

대구선 20

2010년 1월
장항선 14 18

대구선 20

2010년 11월
장항선 14 18

대구선 4

2011년 3월
장항선 14 18

대구선 8

상기표에서 보듯 2007년 6월을 기준으로 2008년 1월에 장항선 무궁화가 2편성 늘었고, 대구선 통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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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없어지는 대신 동대구~부전 노선이 추가되면서 무궁화가 28편성이 설정된다. 2008년 12월엔 장항

선 익산~서천의 새마을 2편성이 없어지면서 새마을이 14편성이 되었고 동대구~부전 노선이 동해남부선

으로 편입되면서 20편성으로 감소되었다. 그 후 2009년 7월 익산/대천~아산 노선이 추가되면서 6편성이

증가하여 24편성이 되었으나 2010년 1월 장항선에서 해당 노선이 삭제되어 다시 무궁화 18편성으로 감

소되었다. 이후 2010년 11월 경부 고속선 2단계 개통으로 신경주, 울산역이 개통되어 경주지역에서 포

항을 가는 노선에 수요예측을 집중하여 해당 노선 20편성이 4편성으로 줄어들었으나 해당 지역의 민원

등에 의해 다시 2011년 3월 동대구~포항 노선을 4편성에서 8편성으로 편성수를 증가하였다.

그로인한 수요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열차운행계획 개편에 따른 이용객 변화

단위 : 명

시 기 노 선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2007년 6월 (기준)
장항선 69,778 120,578

대구선 (460) 5,661 3,395

2008년 1월
장항선 60,787 145,812

대구선 (1,160) 6,304 0

2008년 12월
장항선 70,664 170,353

대구선 (1,798) 7,770

2009년 7월
장항선 63,063 198,951

대구선 (1,845) 7,493

2010년 1월
장항선 64,909 147,350

대구선 (2,102) 7,938

2010년 11월
장항선 70,369 157,683

대구선 (2,042) 8,499

2011년 3월
장항선 71,466 164,049

대구선 (2,903) 12,973

주1): 괄호( )안의 수치는 계획 후 민원 등 요청에 따른 새마을 등 사후 조치로 발생한 이용량

열차운행 계획과 이용객 변화에서 보 듯 열차운행에 대한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 7월과 2010년 1월 장항선의 무궁화 운행이 6편성 감소해도 근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과 더욱 특

별한 것은 대구선에서 2010년 11월 20편성인 무궁화를 4편성으로 줄여도 이용객이 줄어들지 않은 점이

대상 지역의 열차수요가 상당히 비탄력적이라 지역의 열차이용인구가 고정정임을 알 수 있다. 이후 4편

성을 더 늘렸는데 2011년 3월 13천명으로 이용인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용인원을 늘어나 운행을 해야 하지만 운영자입장에선 운영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므로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운행편수를 줄이려는 유인이 있고 지역의 입장에선 당장 교통수단의 변화가 급격히 닥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여 지역에 기존대로 열차가 투입되길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차운행계획

산정과정에서 보듯 공식적인 지역의견 반영 절차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해외 열차운행에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중점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5. 해외 열차운영계획 지역의견 반영사례

5.1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 제3섹터와 다양한 지자체의 지원 때문에 충분한 지역 의견 반영은 아니지만 한국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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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역 주민의 통행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일본도 지역의 요구에 따라 열차를 증편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비수익 노선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지원방식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하여 정부지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별도로 존재하며, 적자의 해소를 위해 지역 상공단체와 철도 운영자가 공

동의 노력으로 수익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10. 지방철도 활성화 종합 지원책 시행 전후 변경사항

구 분 시행 내용

지원책

이전

◊ 지방철도활성화 대책

▪ 철도궤도 근대화 설비 정비비 보조

- 보조율 : 1/5 (적자사업자 대상)

지원책

이후

◊ 지방철도활성화 대책

▪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작성한 철도사업 재구축 실시계획 인가시

철도궤도 운송고속화 사업비 보조

- 보조율 : 1/3 (적자 요건 철폐)

▪채권발행 등을 포함한 재무 확충 조치 및 세제 특례 신설

▪지역공공교통활성화 및 재생종합사업비 보조 신설

- 대상 : 대합실 등 역사, 이벤트 열차 등

- 보조율 : 1/3 ~ 1/2

◊ 지방철도 노후화 대책

▪ 철도시설 종합 안전 대책 사업비 보조 신설

- 보조율 : 1/3

자료: 地方鐵道の 活性化 計劃, 國土交通省, 2009

5.2 덴마크의 사례

S-tog는 코펜하겐 외곽에서 도심지를 연결하는 통근노선으로 7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덴마크국영

의 Rail Net Denmark에서 건설하여 DSB S-tog a/s에 운영을 위탁하고 시설사용료를 DSB S-tog a/s

에서 RNA에 지불한다. 덴마크의 경우 열차운행계획 수립시 코펜하겐 메트로는 지하철 운영을 위해 승

객 동호회에서 건의사항을 수합하여 반영하였으며 현재도 월1회 설문을 시행하여 시스템에 반영한다.

예컨대 열차출입문 자동개폐(dwell time 15초)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승강장에 사령실과 통화할

수 있는 통화 장치 설치 등 을 포함하여 승객을 대상으로 운행시격단축과 운행시간 단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반영한다.  

6.결론 및 정책제언

열차운행체계의 개편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운영자의 입장이 반영된 계획의 시행과 지

역 의견 반영으로 차후 일부 열차 운행 재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열차운영계획 산정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덴마크의 예에서 보듯 개편 전 승객 협의회의 의

견을 반영한다던가 설문조사를 반영하는 방법은 무척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열차운행계획 개편시엔 현재의 이용인원에 대한 영업계수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의 개발계획

과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이용 계획 등 향후 이용인원을 증가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

여 평가하고 이를 열차운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지역민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이란 큰 틀

에서 녹색교통수단을 보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기조에 부합하는 보다 나은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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