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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ments seek to advance public industry had planed to decreased by 50% of KORAIL management deficit 
in 2010, The transition to a profit in 2012.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not achieve the goal by 2010, management announced plans to review the case, and 
privatization. Office of unprofitable station and vehicle maintenance, maintenance work to make cost savings 
through outsourcing hed discussed how to create KORAIL advancement.
 April 2011 the government, "A study on th Efficiency of Conventional Railway Infrastructure Maintenance 
R&D Report" progresses, conventional railway infrastructure maintenance has focused attention on the field. 
However, the general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without the knowledge and safety awareness, as 
compared to foreign railway personnel, and productivity has pointed out the contradiction. Economy and 
efficiency of the railway in order to pursue a public awareness and safety and professionalism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conventional railway infrastructure maintenance in accordance with Facts would like to introduce 
efficiency measures.

1. 서론

 정부는 공기업선진화 전략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수지 적자를 2010년까지 50% 줄이고, 2012년

부터는 흑자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2010년까지 경영개선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영화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비채산역 및 차량사업소 

정비, 유지보수업무 외주화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구축하는 철도공사 선진화방안을 논의하였다.1) 

  2011년 4월 정부는「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 효율화 연구2)」를 추진하면서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 분야

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는 고속철도중심의 광역경제권 및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개선차원에 따라 일

반철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지식과 안전의식 없이 해외철도사례와 단순비교는 인력 및 생산성구조의 모순이 발생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철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안전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요

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의 주요 현황에 따른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전진화 공개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2008.10.20, 철도정책과

2) 국토해양부,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 효율화 방안 연구”,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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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투자 정책

 정부는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건설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용도 절감하여 철도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3)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4)에 의하면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대전 도심구간 건설(2014년 완

공예정)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2017년 완공예정)과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노선(2014년 완공예정)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반철도는 230km/h 급으로 고속화하여 경부와 호남고속철도를 연계하는 19개 

일반철도 사업(1,025.8km)의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등 급행열차 중

심의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차량 및 신호 등의 운영방식을 급행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로 인하여 철

도투자규모는 2011년~2020년까지 총 88조원을 투입하여 복선화율 79.1%, 전철화율 85%까지 상승시

킬 계획이다.

<표 1> 철도투자 사업별 투자규모

구분 총사업비 ‘10년까지 ʹ11～ʹ20 ʹ11～ʹ15 ʹ16～ʹ20 ʹ21 이후

고속철도 237,701 73,196 164,505 150,882 13,623 -

일반철도 792,672 142,755 457,463 176,318 281,145 192,454

광역철도 328,459 61,768 259,261 102,773 156,488 7,430 

합    계 1,358,832 277,719 881,229 429,973 451,256 199,884

(단위 : 억원)

자료) 국토해양부 “제2차철도망 구추계획(2011-2020)”, 2011.04

 이를 통해 철도여객 수송분담률은 15.9%(2008년)에서 27.3%(2020년),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은 

8.0%(2008년)에서 18.5%(2020년)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Modal-shift 보조금 지원 

및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철도건설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건설후의 운영과 시설유지보수 문제이다. 특히, 유지보수를 고려

하지 않는 철도건설은 향후 지속적인 유지비용을 유발하여 운영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철도건

설 뿐만 아니라 철도운영에 큰 영향으로 지속가능한 철도사업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경우 1994년 영국철도는 운영과 시설을 분리하여 운영부문에 여객수송 25개사, 화물수송 3개

사, 그리고 시설부문에 철도시설공단(Railtrack)을 각각 설립하여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2001

년 Railtrack이 경영악화로 파산된 후 2002년 Network Rail을 설립하여 사업을 인수, 철도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Railtrack의 경영악화 원인은 정부의 인프라 비용 억제정책 원인으로 Hatfield 열차사고5)를 들을 수 있

다. 이 사고의 원인은 노후화되고 값싼 레일이 파손되어 열차가 전복되었는데 이는 인프라 관리체계의 

중대한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영국철도 구조개혁 이후 큰 전환점이 되었다.6) 

3) 국토해양부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 효율화 방안 연구”2011.p3

4)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2011.04

5) 2000년 10월 17일 발생하여 4명 사망, 70명 부상

6) 이용상, 문대섭, 이희성, “유럽철도의 역사와 발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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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에서 Hatfield 사고 이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철도 인프라 비용과 보조금이 감소 추세였다가 

사고 이후  인프라 비용과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되었다. 영국정부의 철도에 대한 보조금의 변화를 

보면 민영화이전인 1985년 이후 1993년에서 1994년까지 계획 증가추세에서 민영화 이후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1993년의 경우 여객 인․km당 보조금이 6.64펜스에서 2000년 3.62펜스까지 감소하였다. 열차

사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3년에는 5.49펜스까지 증가하였다.

<표 2> 영국 정부의 철도에 대한 보조금 변화

년도 여객 인․km당 보조금
(단위: 펜스) 1993년 기준 보조금 비율

1985년~1986년 2.97 46%

1990년~1991년 4.67 72%

1993년~1994년 6.46 100%

1999년~2000년 3.62 56%

2000년~2001년 2.99 465

2001년~2002년 5.16 80%

2002년~2003년 5.49 85%

자료) 이용상,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1권 제1호 2008년 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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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정부의 구조개혁이후 철도지원 비율 현황

 철도 인프라 비용 역시 사고 직후의 인프라 비용은 3,187백만 파운드에서 사고 이후 4,874백만 파운드

로 증가하여 58%의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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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Hatfield사고 이후 정부 투자비용 변화

구분 1999/2000년 2001/2002년 변화율

인프라비용 3,187 4,874 58%

차량비용 2,570 3,680 38%

화물과 SRA비용 484 595 4%

총비용 6,241 9,149 100%

열차km당 비용 100 140

(단위 : 백만파운드)

참고) 이용상,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1권 제1호 2008년 p81-94

  영국의 구조개혁 후 인프라 비용 및 보조금 정책에서 보았듯이 무리한 경영 압박과 시설 인프라 비용

의 축소는 열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개량 축

소 및 무리한 열차운영은 안전사고로 이어져 철도이용자와 철도운영자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정부와 철도사업 전반에 큰 영향으로 지속적인 철도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화된 철도 인프

라의 정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철도시설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표 4>는 연도별 일반철도 유지보수 및 개량비 현

황으로서 일반철도유지보수 비용은 2001년 대비 2010년까지 398% 증가를 보였지만 일반철도 개량비

의 경우는 -307%의 감소율을 보였다. 유지보수비와 개량비를 합한 총 유지보수 비용은 2001년에 비해 

63%의 증가를 보였다. 

<표 4>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및 개량비 증감추이 
(단위:백만원)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율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124,360 125,147 127,664 265,859 294,317 437,076 640,640 592,353 593,161 619,428 3.98

일반철도
개랑비

298,626 322,641 351,050 379,088 209,712 183,768 57,800 54,700 102,118 73,369 △3.07

합  계 422,986 447,788 478,714 644,947 504,029 620,844 698,440 647,053 695,939 692,797 0.63

자료) 한국철도공사 연도별 시설업무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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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의 유지보수비 및 개량비 증감추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량비의 감소는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는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비 증가로서 운영사업자에 대해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지속적인 정부의 철도 인프라 개량비용투자가 뒷받침 되어야겠다.

3. 시설유지보수비와 선로사용료

 선로사용료는 민간철도 운영에 있어 철도운송사업자에게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임대료로서 철도시설관

리자(보통 정부)에게 선로사용료는 필요한 비용이다. 이런 관점에서 철도운송사업자가 임대료 수준을 알

고 영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철도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보다 높을 경우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철도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높아 철

도운송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선로사용료를 책정하는 경우 이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의 후속조치로 선로사용료의 수준이 결정되며 철도영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 보통 선로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철도요금, 철도시설투자, 철도산업발전 및 관련기술의 

발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이 열차의 무게로 정해지면 철도물류 수송비용 증

가로 화물운송은 퇴보하고 여객중심 철도투자와 관련기술은 발전하게 된다. 반면 선로사용료의 산정기준

이 노선 또는 상품별 수익으로 결정된다면 수익성이 높은 노선 및 상품에 많은 비용을 분담시킬 것이다. 

이에 선로사용료는 국가 에너지 효율성 및 국가교통, 지역발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국가경쟁력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7)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시설의 적정공급,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

적인 수단으로서 철도산업구조개혁(‘05.1)의 철도상하분리에 의해 선로사용료가 발생하였다. 선로사용료

는8) 선로․전차선 등 철도시설사용에 대한 대가로써 철도운영자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7) 한국교통연구원,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정립방안 연구” 2008.12 p11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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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6조 “선로 등의 사용료”에 의거하여 선로사용료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지불하고 있다. 

 철도사용료는 철도시설의 비용회수 목적으로 ‘02년 건교부에서 위탁 연구한 결과로 고속철도는 신선수

입의 31%, 일반철도는 유지보수비용의 70%를 납부하도록 책정되었다. 이는 철도산업발전과 경쟁력을 

간과한 획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속철도의 경우 계획 당시 막대한 건설 사업비를 간과한 체 과대 예측된 수요, 과소 예측한 영업비용

과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원배분 및 회수기간(30년)을 산정함으로써 시설부채에 대한 상환부담을 선로사

용료에 부과하였다. 투자비가 우리나라의 1/4수준에 불과한 프랑스에서도 28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설부

채의 1/3수준만 회수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 구간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위선로사용료를 납부하는 

프랑스 파리-리옹 구간의 부담수준은 영업수입대비 25%로 우리나라 영업수익의 31%는 세계적으로 가

장 높다. 

<표 5> 국가별 철도시설 유지비용 대비 선로사용료 비율 현황

구분 스웨덴 이태리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유지비용

대비 선로사용료 비율
6% 16% 30%

50~

100%
60% 63%

 일반: 70%

 고속: 100%+

       건설부채

km당 선로사용료 516원 2,700원 1,920원 4,152원 3,876원 3,060원 5,784원

자료)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방안 연구” 2006.11

<그림 3> 국가별 철도시설 유지비용 대비 선로사용료 비율 현황

 또한, 선로사용료의 산정에서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비의 70% 책정은 유지보수비용과 선로사용료와의 

연계성으로 철도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한계를 나타낸다.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한 획일적인 선로사용

료 산정은 철도시설의 비용함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한계비용만으로 설정한 것이다. 유지보수비용은 

열차이용 빈도의 함수로서 철도시설의 상태, 즉 노후화의 진행정도 및 개량투자 유무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9) 결론적으로 선로사용료는 철도시설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직접비용으로서 시설유지보수비용으로 

9) 한국교통연구원,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정립방안 연구, 2008.1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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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반철도 인프라 시설에서는 개량투자와 밀

접한 관계가 있다.

<표 6> 주요 철도시설 구조물 경과연수별 현황

구  분 20년이하 21～30년 31～40년 41～50년 50년이상 계

교량(개소)

(구성비%)

1,070

(38%)

382

(14%)

235

(8%)

213

(8%)

893

(32%)

2,793

 연장(km) 258 28 15 9 46 356

터널(개소)

(구성비%)

211

(34%)

46

(8%)

22

(4%)

112

(18%)

216

(36%)

607

연장(km) 247 23 13 34 80 397

자료)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2011년) 

 2006년 정부는 철도공사의 경영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위해 2007년~2011년까지 일반철도 선로사

용료를 유지보수의 70%에서 50%로 감면하였다. 이에 2007년에는 1,321억원, 2008년에는 710억원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2009년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른 당기순익 발생으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용산역

세권개발은 용지보상에 의한 당기순익으로 다원사업 측면의 수입으로 지속적인 수익구조가 아니다. 

 이처럼 불분명한 선로사용료 정책은 철도건설 투자와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철도운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맞물려 대중교통으로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선

로사용료 산정 시 시설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열차이용 빈도 및 철도시설, 투자 및 영업 운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명확한 선로사용료 산정과 철도 시설투자로 안전과 최적의 운영을 고려한 철

도시설유지보수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시설유지보수와 생산성

 기업, 조직 또는 산업의 성과, 특히 장기성과는 생산성 지수(index)를 도출하여 기업간 또는 하나의 기

업에 대해 시점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산성은 산출물과 투입물의 비율이므로 투입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산출물로 바꾸는지를 말해준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productivity gain)는 투입물 대

비 산출물의 증가 또는 산출물 대비 투입물의 감소를 가리킨다.10)

 이에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의 생산성은 비용대비 산출물이라 하겠다. 현재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비는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는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개량비와 유지보수비 감축을 고려한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인 시설유지보수 및 개량비의 감축은 고정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나타난다. 이를 

잘못 해석 할 경우 고정인건비가 시설유지보수 전체를 대변하여 과도인력 및 상대적 비용으로 나타나 

시설유지보수의 고유한 중요성과 철도운영의 안전성 인식을 해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10) 박진경, “한국과 일본 철도산업의 비용구조와 생산성 분석”, 서울대학교, 2006.1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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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재훈, “철도운송시장의 경쟁도입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2011년

<그림 4> 해외 국가별 철도연장당 인력 비교(명/km)

 한국은 해외 철도산업구조와 다르게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를 운영자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유럽국가 

및 일본 등과 같이 시설유지보수를 위탁하는 나라의 인력 및 유지보수비용 분석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다. 이는 정확한 비용과 구체적인 인력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별로 인력당 수송실적을 통

하여 한국의 철도생산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2009년 국가별 인력당 수송실적

구 분 인톤km(백만) 고용자수(인) 인톤km(백만)/인

프랑스       114,149       159,058 0.72 

독일       147,836       239,888 0.62 

이탈리아         60,875         89,560 0.68 

스페인         30,307         17,846 1.70 

영국         70,785         89,187 0.79 

중국     3,311,807     2,041,600 1.62 

일본       264,667       128,761 2.06 

한국(한국철도공사)         40,572         30,586 1.33 

자료) UIC International Railway Statistics(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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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9년 주요 국가별 인력당 수송실적

 <그림 5>는 2009년 UIC 철도통계자료를 통하여 국가별 인력당 수송실적을 비교한 것으로서 한국철도

공사의 경우 영업 Km당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은 수송량을 처리하고 있다. 동일한 길이의 선로를 

운행함에 있어 수송량이 많으면 더 많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수송수요를 갖고 

있지 않는 국가 간의 1km당 고용자수 비교는 상대적 비교로서 단순 수치에 불과 하다. 

 이에 <표 9>는 2009년 주요 국가별 인건비당 수송단위를 비교한 것이다. 일본의 인건비 수준은 1인당 

천유로로 비교한 결과 한국철도공사보다 1.8배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해외 국가와의 비

교에서도 가장 낮은 인건비를 타나내고 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인건비는 해외국가와의 동일 기준 시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2002)

한국

(철도공사)

인건비
(백만유로)

8,744  11,115 4,475 955 10,026 1,166 

고용자
(인)

159,058 239,888 89,560 17,846 149,463 30,586 

천유로/인 54.98 46.33 49.97 53.54  67.08 38.14 

1인당 
국민소득($)11) 42,747 40,875 35,435 31,946 39,731 19,830

<표 9> 2009년 주요 국가별 직원당 인건비

 자료) UIC International Railway Statistic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1)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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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9년 주요 국가별 직원당 인건비

 <표 10>은 주요 국가별 인건비당 수송단위를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단위인건비당 

34.8km/유로로 가장 높은 수송률을 보였다. 이는 낮은 인건비 수준에 비해 철도의 수송밀도가 높은 것

은 세계 기준으로서의 인건비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별 물가 및 화폐가치 기준을 고

려한 상대적 비교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구 분
수송단위 인건비

(백만유로)
인톤km/유로

인-km 톤-km 계

프랑스 87,667 26,482 114,149 8,744 13.1 

독일 75,579 72,257 147,836 11,115 13.3 

이탈리아 47,306 13,569 60,875 4,475 13.6 

스페인 22,959 7,349 30,307 955 31.7 

일본(2002) 239,246 21,900 261,146 10,026 26.0 

한국

(한국철도공사)
31,299 9,273 40,572 1,166 34.8 

<표 10> 2009년 주요 국가별 인건비당 수송단위

 자료) UIC International Railwa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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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9년 주요 국가별 단위 인건비당 수송단위

 생산성은 비용 효율성의 차이, 규모 효율성의 차이, 기술진보 및 다른 외생적 요인의 차이 등으로 인해 

변화한다.12) 이처럼 국가별 철도산업구조와 규모 및 재정정책을 간과한 채 해외 철도시설유지보수 분야

의 인력 및 인건비만 비교하여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될 수 있다.

 국가별 철도산업구조와 교통시스템, 인프라 및 에너지와 환경 등 안전을 고려한 개인의 생활보장 정도

에 따라, 철도정책 및 지원정책이 다름에 따라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국가별 철도인프라와의 연관성 있는 

조사로서 생산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13)

  이를 위해서는 철도시설유지보수 특성과 업무를 고려한 체계적인 생산성의 개념정립이 필요 할 것이

다. 철도산업구조 및 위탁방식, 비용관계, 재무구조, 조직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인 한계까지도 

고려한 생산성 구조를 만들어 이에 대한 연구와 체계로 철도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7. 결론

  철도유지보수의 효율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건설보다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철도를 대중교통으로 이

용하는 유럽 및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 인프라 시설에 대한 최적의 유

지보수 기술 확보와 재정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일반철도시설의 개량사업 

지속과 유지보수의 체계적인 기술력 연구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국가별 단순 비교분석보다는 국

가별 교통시스템과 철도산업구조, 안전과 환경 등 전체적인 안목에서 문제점 인식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정책기조로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 추진 전략에 따라 기능정비 및 통

폐합 등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칫 공기업 효율화가 민영화라는 전제로 

12) Oum et al.(1999)는 평균통행거리, 교통량 구성, 시장의 규모, 서비스의 질, 날씨, 그리고 지형조건 등에 의해 생산성이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13) ERRAC, Strategic Rail Research Agenda 20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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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이 아닌 공공서비스 비용인상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해외 

철도구조개혁 역사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창출과 경쟁력의 실패를 거울삼아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 지속

가능한 철도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 대중교통으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며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임을 인식하고 공공성과 안전성 및 국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서 철도투자와 일자리창출 등의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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