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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lroad started from invention of stream locomotive at the beginning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Development of diesel and electric locomotives in railroad induced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high-speed train so-called high-speed train project, is localized 86.7%(compared to price), 
92%(compared to number of parts). This technology has been contributed to KTX since 2004. High-speed 
railway was developed to integrated system, which is contained high technology such as civil, mechanical and 
electrical technology. This effects to advanced technology across the board science, technology, industry.
  High-speed railway is fast, safe, comfortable, eco-friendly as next generation's representative transportation. 
Furthermore it is inaugurate the era of the new railroad. Korea is opened the high-speed railway following 
Japan, France, Germany, Spain. Korea became the fifth nation of the high-speed railway. It joins the rank of 
developed countries operating at the speed of 300km/h. Especially, KTX is emerging as advanced 
transportation with reducing logistics costs significantly due to time advantage and transportation rev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trategy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railway market's analysis for 
Korea railway system's globalization expansion(overseas expansion).

1. 서론

  철도는 증기기 차의 발명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흔든 산업 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후 철도는 디젤, 

기기 차로 이어지며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견인해왔다. 고속철도 로젝트인 한국형고속열차는 가격

비 86.7%, 부품 수 비 92%의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이 개발기술을 KTX에 용해 2004년 KTX개통

부터 운 에 크게 기여하 으며, 일반철도․지하철  경 철 등 ․ 량교통수단의 종합설계  운

능력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고속철도는 토목․기계․ 기 등 각종 첨단기술이 총동원된 종합시

스템으로 발 하면서 기술이 과 기술개발, 기존기술의 고도화 등 과학․기술․산업 반에 큰 효

과를 유발하고 있다.

  빠르고, 안 하고, 편안하고, 친환경 이며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고속철도는 차세  표 교통수단으

로써 새로운 철도의 시 를 열어가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일본․ 랑스․독일․스페인에 이어 

우리나라도 세계 다섯 번째 고속철도의 나라가 되었고, 300km/h의 속도로 업하는 철도운  선진국 

열에 합류한 것이다. 특히, KTX는「시간편익」과「수송 명」으로 물류비용을 획기 으로 이는 첨단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라질 등 세계로 진출할 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시

스템의 세계화 진출(해외진출)을 한 국내외 철도시장의 분석을 통하여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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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세 계 철 도  황  발 망

  세계는 거  지역권(Mega-Region) 심으로 하나의 도시처럼 경제권으로 묶는 고속철도망 구축에 집  

투자를 하고 있다. 국가, 산업  륙 간을 잇는 고속철도망들의 구축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하고 있다.

  일본은 운  인 신칸센 2,387km에 1,173km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도쿄-오사카 구간(530km)은 약

600km/h의 고속자기부상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은 17,000km의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있다. 향

후 3년간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은 11개 고속철도망 사업을 확정, 13,760km를 건설 이다.  

유럽은 2009년 5,764km에서 2020년 21,180km로 고속철도망을 확충할 정이다. 

  한국은 총 연장 3,378km  420km의 고속철도망을 운행 이다. 경부선 2단계와 호남선이 개통돼도 

771km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토를 고속철도망으로 연결,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거  지역 간 경쟁 

우 를 선 한다면 세계 인 철도운 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세계는 지  철도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고속철도나 지하철, LRT(차세 형 노면 차), 모노 일 등 

세계 각 국은 철도를 앞 다투어 건설하고 있다. 국, 라질, 베트남 등의 신흥국은 도시 간 연결 고속

철도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국 미국은 모달시 트(수송수단이 자동차나 항공기에서 보다 

연료 효과가 높은 철도 등으로 이행하는 것)'가 진 돼 철도가 각 받고 있다. 유럽은 도시 재생 시 에

서 LRT가 주목 받고 있다.

  세계 철도시장은 고속철도를 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기반으로 평균 증가율 4% 꼴로 성장할 것으

로 상된다. 북미 시장의 성장이 상되는 가운데 서유럽과 일본 등 선발주자  한국, 국 등 후발 

주자들까지 시장 유를 한 치열한 경쟁이 상된다. 향후 10년 이후 세계철도 시장의 속성장이 

상되는 바, 매 후 시장 진출에 한 기술력과 로 확보가 필요하다.

  아시아의 경우 국시장의 체 시장규모에 한 향력이 이다. 이미 철도인 라가 완성 단계

에 있는 일본은 신규 시장 보다 매 후 시장이 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상된다. 한국은 호남고속철도

의 독자 추진을 통해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사업을 종합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철도산업이 세계 철도시장에서 OEM기업으로서 신규사업의 발굴, 수주  After-sales사업으로까

지 연계될 수 있기 해서는 세계 철도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철도 선발국가의 거 한 기업들과 효과

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해외시장 진출 략이 실한 시 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철도가 재평가 받고 있다. 그 배경은 우선, 철도가 가진 량 수송력을 비롯 높은 에

지 효율과 우수한 환경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철도는 빠르고, 수송 능력이 크다. 신흥국에서는 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증가․

속한 도시 유입으로 도시가 여러 개 생기고, 경제발 도 동반돼 도시 간을 단시간에 연결하는 수송 

효과가 높은 고속철도의 정비가 필요해진 시 이다. 

둘째, 세계 으로 높은 에 지 효율이 요구되고 있다. 2003～2008년 반까지의 원유가격 폭등 때문이

다. 가솔린 가격 폭등으로 에 지 약 수단으로서 철도가 재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환경에 한 응이다. 아시아의 도시들은 자동차 보유 수 증가와 공업화에 따라 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도의 델리나 캘커타, 국의 텐진, 충칭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해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안으로 철도가 부상하고 있다.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이 2008년 9월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철도시장(수송 제외)은 200

5～2007년 평균 1,230억 유로(약 184조원)로 추정되고 있다. 그 액서시블 마켓'(해외기업이 참가 가

능한 시장. 를 들면 국내 기업으로 과 화 돼 있는 일본 시장 등은 제외)」의 규모는 동 860억 유로

(약 129조원)이었지만 이후 연평균 2.5～3%의 성장이 망된다. 2016년에는 1,100억 유로(약 165억조 원)

로 확 될 망이다. 이 추정치는 2008년 9월 리먼 쇼크 에 산출된 것이다. 그 후 경기악화로 각국 정

부는 규모 경기 책으로서 철도사업을 추켜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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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9년 4월 16일 오바마 통령이 국 10노선 고속철도 개발계획 발표. 경기 책 80
억 달러에 더해 2010년 산에 4년 간 50억 달러를 포함시킬 방침

국 인 라 확충비를 년 비 배인 약 10조원으로

EU 민간이용 진에 융자보증

이탈리아
투자가속으로 물류에서의 철도이용률을 30%로 확 . 로마～ 라노 간 화물철도 정비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고,  1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

랑스 고속철도 TGV의 노선연장계획을 당 의 2배인 4,500km로 늘임

인도네시아 노선 화공사, 복선화에 약 1690억원

표1. 주요국의 지역 철도 인 라 투자 

3 . 세 계  고 속 철 도  건 설 계 획 

 3 .1 세 계  고 속 철 도  건 설  흐름의  변 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배출가스 감에 쏠린 높은 심을 반 , 에 지 약형 고속철도가 세계 으

로 심을 모으고 있다. 교통 인 라 정비에 의한 국력증강, 교통 인 라의 다축화에 따른 편리성․효율

성 향상 등을 해 부분의 고속철도 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사람의 이동수단이 타국과 비교해서 자동차와 항공기에 편 되고 있는데다 자동차 보유

수의 증가, 고속도로의 용량 한계에 따라 만성 인 정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7년 정체비용 872

억 달러 손실).1) 항공분야는「9.11 테러」이후 보안강화 때문에 체크 인 시간이 증가 하고 있는 것은 물

론 공항능력의 한계 때문에 탑승수속에서 이륙까지 비행기 안에서 3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

다. 이들 교통수단의 편리성 하에 따라 거리 이동을 한 체교통으로 고속철도가 부각 다. 2000

년 이후 원유가격 폭등으로 경제성의 에서도 철도가 재평가 받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09년 2월 제정된『미국재생․재투자법(ARRA :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의해 고속철도․도시 간 여객 철도정비에 한 80억 달러의 자 충당 결정으로 이어졌다. 2009

년 4월 오바마 통령의『 미고속철도구상 : Vision for High-speed Rail in America』이라는 100～600 마

일의 미국 역 각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 제안이 발표 다.  이것은 국가  주(州) 

수 에서의 장기  처를 통해 종합 으로 고속도시 간 철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재

의 철도 인 라를 재구축하고, 미국의 교통 시스템을 변환시키는 것 외에 자동차․항공기 편 이 환경

으로 우 에 있는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경제 활성화, 이산화탄소 감소, 석유 의존에서의 탈

각  여행자 이동수단 선택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0년 이후 5년간, 매년 10억 달러를 고속철도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다. 자동차․항공기 

심의 미국에서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던 철도 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도 최신 고속철도가 달리는 

꿈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철도시장의 앞날을 측해 고속철도 시스템의 해외수출 차별화 

략을 발굴하는 등 이제 철도는 해외시장을 겨냥할 때다.  

 3 .2  세 계 가  주 목하 는  고 속 철 도  건 설 계 획

  철도는 수송 목 상 「여객철도」와 「화물철도」로 나뉜다. 여객철도는 지하철과 모노 일, 신교통 

시스템, LRT 등 「도시철도」와 고속철도로 표되는「도시 간 철도」로 구분된다. 화물철도는 량수

송의 장 을 지니고 있다. 주목을 받는 것은 역시 고속철도. 로젝트 규모가 크고, 건설에 거액의 자

이 움직인다. 신흥국 등에서는 국  선양 목 으로 건설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곳도 있을 정도다.

  고속철도의 역사는 1964년 10월 일본 도카이도 신칸센이 업운 을 개시한 이후 세계 으로 확산

다. 1981년 랑스 TGV가 당시 세계최고속인 시속 260km로 운행을 개시했고 이탈리아 ETR(1988년), 독

1) 「2009 URBAN MOBILITY REPORT」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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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ICE(1991년), 스페인의 AVE(1992년)에 이어 불해 터  개통 6개월 후인 1994년 11월 런던～

리를 연결하는 유로스타가 개통했다.

  일본과 유럽을 심으로 발 을 거듭해 온 고속철도지만 2004년 4월 랑스의 TGV시스템을 채용한 

한국의 KTX가 최고속도 시속 300km로 업운 을 시작했다. 2007년 3월 아시아 3번째로 고속철도인 

만의 700T 계통이 2  도시인 타이페이～카오슝을 연결했다. 2011년 국의 CRH가 베이징～상하이 간

을 연결하는 등 동아시아로도 확 돼 재는 세계 각지에서 고속철도 로젝트가 진행 이다.

  국제철도연맹(UIC)에 따르면 2008년 6월 재 9,919km인 고속철도의 연장노선은 2025년까지 3.7배인 

3만3,967km까지 늘어날 망이다. 이 에서도 거 한 고속철도망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국과 미국에 

한 심이 증폭되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가 정돼 있는 라질도 주목받고 있다. 

  국은 주요도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4종 4횡'계획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이는 베이징～상하이

선, 베이징～선 선, 베이징～하얼빈선, 상하이～선 선의 '4종'과, 쉬 우～란 우선, 항 우～쿤 선, 

칭다오～타이 안선, 난징～청두선의 '4횡'으로 불리는 고속철도망 계획이다. 모두 고속철도 용 신선

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국 철도부는 2020년까지 총 1만 8,000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의 철도사업은 내수확 를 비롯 여객수송 효율화와 연암부․ 서부․동북부 등을 연결하는 철도의 

근 화, 철도 련 산업발 이라는 3가지 목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업운  인 구간을 포함 개

통했거나 착공 인 구간이 모두 6,000km를 돌 , 일본 신칸센 총연장(약 2,200km)의 약 3배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철도노선은 2002년 재 23만5,000 업km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지만 부분 화물수송으

로 승객수송은 극히 다. 장거리 이동은 비행기나 승용차가 맡고 있다. 고속철도망의 구축 필요성이 이

미 제기 으나 좀처럼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국의 고속여객철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스턴～뉴욕～워

싱턴 구간을 연결하는 북동부 노선뿐이다. 그러나 2009년 4월 오바마 통령이 일본의 신칸센 등 해외 

고속철도의 를 들면서 보다 빠르고, 렴하며 편리한 것을 지향하자"면서 하며, 미국의 통령으로서

는 최 로 철도재건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고속철도계획 추진목표는 철도건설에 따른 고용확

라는 경기자극과 온난화 가스의 배출이 고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는 깨끗한 이동방법 확립 등의 2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라질에서도 고속철도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활한 국토를 가진 라

질은 도시 간을 연결하는 고속철도(TAV)가 각 을 받고 있다. 자동차 심의 라질도 최근 곡물수요 

확 , 마이카의 증가로 고속도로나 도시 교통의 포화로 도로 이용은 화물수송, 여객수송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우데자네이루와 상 울로를 연결하는 TAV 계획이 구상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상 울로, 상 울로의 북서쪽 약 100km에 치하고 있는 근교 캄피나스를 연결하

는 TAV 계획은 총연장 530km. 최고속도는 시속 350km를 상정, 리우데자네이루와 상 울로를 1시간 33

분에 연결할 계획이다. 

4 . 한 국 철 도 의  세 계 화  진출 ( 해 외 진출 )  략

 4 .1 개

  한국철도의 세계화진출(해외진출) 응 략은 수없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주요 응 략에 

하여 언 하면, 철도시스템의 기술종합체계 확립, 국제표 화체계 확립, 산·학· ·연 력체계 확립, 기

술이   인재육성, 륙연결 국제네트워크 참여 등으로 한정하고 이와 아울러 도식으로 그 체계를 형

상화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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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한국철도 세계화진출(해외진출) 략 모형

 4 .2  철 도 시 스 템 의  기 술 종 합

  철도건설의 세계 인 추세는 철도기술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최신의 IT 컴퓨터 기술을 응용

한 완 자동운 ․자동열차운행 리시스템 등을 채택한 새로운 철도시스템을 도입, 고품질 철도수송 서

비스 제공을 원하는 곳이 많다는 이다. 

  철도 시스템은 각종 기술  운  부분을 통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철도시스템을 구축하거

나 외국에 진출할 때 종합 인 철도 시스템의 기술  제안이 필요하게 된다. 라질, 터키, 베트남, 인도, 

미국 등의 철도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해외 로젝트를 국가 인 차원에서 수주하기 해 국

가, 기업, 공단, 운   연구기 들이 력하여 략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해외 사업에 기업과 철도시설공단 등이 력하는 기구를 설치, 조사․계획, 설계에서부터 개통 

후 업 리까지의 종합 인 철도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술 환경 조성과 기술지원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철도는 고빈도이며, 신속하고, 량 수송실 과 안 성, 정시성으로 운 되어야 하므로 철도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안․제공할 수 있는 비가 필요하다. 특히 체 철도 시스템은 구상이나 계획 단

계에서 결정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종합 인 철도 시스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컨설턴트 육성도 반드

시 필요한 목이다.

 4 .3  국 제  표 화

  유럽통합으로 철도가 국경을 넘어 운행함에 따라 차량이나 신호 등 나라마다 다른 기술사양을 통일할 

필요가 생겼다. 때문에 유럽철도사업자 심으로 규격의 통일화가 진행되고 이것에 따라 국제철도연합

(UIC)규격 등 국제표 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 까지 KS규격  KRS(한국철도표 규격) 등

을 따르고 있었다. 차량도 철도사업자가 결정한 기술사양에 맞춰 차량제작사가 차량을 제작해 왔다. 

철도가 국제무 로 진출하기 해서는 국제규격 UIC, ISO, AAR 등 국제 규격에 한 심을 높여 한국

철도표 규격을 국제표 화 하는 책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국제 으로 통용될 국제철도표 용어사

의 발간도 시 하다. 이 철도표 용어는 용어해석에 있어 통일을 기하기 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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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회의 용어사  발간 등의 역할도 요구된다.   

 4 .4  산 ․학 ․ ․연  력

  해외 철도사업 진출에 경  안정성을 한층 더 도모하기 해 산․학․ ․연의 기술 력과 더불어 민

간자 을 포함한 로젝트 체를 매니지먼트하는 종합 인 기술 체제도 요하다. 

철도는 공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여가 실하다. 정부 간 화나 외교채 에서 한국 철

도시스템을 극 알리는 것과 차 제공 등도 요하다. 국가성장 략을 수행하기 해 국토해양부에 국

제철도 이 설치돼 한국 철도시스템의 해외진출에 한 추진체제가 강화 다. 

산․ ․학․연의 각각의 특성을 최 한 활용, 계획․실행․운 까지의 일 된 종합 인 력체제를 갖

출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의 력을 통해 상 국  상 사업자와의 우호 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

하다.

 4 .5  기 술 이   인 재 육 성

  외국의 각국 철도는 각각 다른 지역성, 역사  경 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국의 기존 철도 시스템이나 

수요 등에 따라 다르다. 부분의 나라에서 철도건설 할 때 기술이 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우리의 고

속철도도 기술이 을 제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있는 분야인 IT정보기술이나 환경기술, 유지보수  운  등 어느 정도의 범 에서 기술이 을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해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철도기술을 지속 으로 개발, 세계 수 으로 유지․발 시

킬 필요가 있다. 해외철도 사업에 한 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인재육성도 매우 요한 분야다. 

  각국의 철도는 인 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유지보수가 큰 문제로 두되고 있다. 안  확보 

측면에서도 차량과 선로 구조물의 검사와 유지보수는 요하다. 한국의 IT기술을 철도에 목시킨 첨단

기기 개발과 각종 검사기술도 발 시켜야 한다. 각국의 기술 수  등 상황에 따른 검사․유지보수에 

한 기술이 을 극 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6  륙  연 결 국 제  네 트 워 크  참여

  앞으로 철도 네트워크가 륙을 연결하는 경제권 형성이 왕성해질 것이며 국경을 월한 경제권역 내 

제휴․ 조가 불가피하다. 이 경제권역을 지탱하는 국제 공통시설로서 국제교통인 라 구축이 필수 요

건이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철도의 규격화를 통해 국경을 월한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

아는 한국, 국, 일본 등은 표 궤 1,435mm, 러시아 1,520mm, 인도, 키스탄 등 1,676mm, 동아시아의 

1,000mm로 표 화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국제교통 인 라인 철도를 략 으로 구축하기 해 네트워크 등의 장기계획을 세운 

뒤 시설기 , 표지 등의 표 화가 필요하다. 한국, 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공동체 구상도 필요

하다. UN, 아시아 개발은행 등의 국제기 과도 력, 아시아 지역 철도에서 국제철도네트워크 확립을 

한 한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5 . 결론 

  철도․도로․항만 등은 경제사회의 동맥이나 생명선이라고 말할 만큼 인 라 효과가 크다고 하겠

다. 신흥국이나 도상국을 심으로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창출, 환경문제 등으로 야기됨에 따라 철

도확충 니즈(needs)는 높다. 유럽, 미국에서도 규모 철도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으로 철도산업

시장은 확 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고속철도 개통을 시 으로  세계는 철도건설에 많은 심을 갖고 국, 라질, 베트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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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에서 인 고속철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이

에 비해 2배 이상의 시장규모가 커지겠지만 아시아시장, 오세아니아 시장은 정체되고, 아 리카․ 동시

장은 반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까지의 시장은 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상되며, 2015년 이후에는 북미시장이 3배 이상 커져 아시아 시장의 3배, 서유럽

시장의 1.7배 규모로 확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경 철을 비롯한 지하철  고속철도 기술개발 경험을 살려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여야 하고, 국내 철도사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해 선진철도를 벤치마킹하며 앞에

서 제시한 5가지 응 략을 심으로 한 종합 이고 체계 인 략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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