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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탐구의 동기
1899년 9월18일 인천~노량
진간 운행된 경인철도가 한국
최초의 철도였음은 누구나 아
는 상식에 속하지만 당시 열
차는 어떻게 조성되었으며,
어느 역을 몇 시에 출발하여
어느 역에 몇 시에 도착하였
고, 운임은 얼마였는지? 그리
고 어떤 사람들이 열차를 이
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찾지 못해 1905년 경부철도
개통에 따라 발행된 시각표를 근거로 최초 열차의 운행상
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필자는 철도관련 서적이나 당시의 문헌들에서 그 흔적
을 찾고자 했으나 우리의 철도역사 서적은 물론 일본의 기
록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철도박물관장으로 재직 중
외국어대학교 강의를 위해 매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Whitworth대학 Norman Thorpe교수를 통해 구입한 1898
년 1월29일자 Harper’s Weekly지에 소개된 ‘The First
Railway in KOREA’기사를 통해 경인철도용 각종 자재와
한강철교 부설용 철재 등 모든 자재가 미국에서 직접 수송
되었다는 사실과 역사(驛舍)설계는 미국 본사에서 직접
했다는 사실 등을 파악하면서 머리를 스친 생각은 당시 언
론의 보도자료에는 남아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동대
문 고서적상에서 구입한 독립신문 영인본에서는 기대 이

상의 생생한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기에 각종 고문헌과 보
도자료 등에서 찾아낸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2. 최초의 철도 부설계획
한국 최초의 철도는 일본이 그들
의 필요에 의해서 부설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철도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생각하
게 된다.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온 김기수
는 1876년 펴낸 ‘일동기유(日東記
游)’에 일본에서 직접 승차해본 경
험을 상세히 기록하여 철도를 알렸
고, 1887년 2월28일자 한성주보(漢
城周報)는 2월18일자 중국 선바오(申報)지에 기차(火輪
車)의 속도와 용도, 편리성 및 세계 각국의 철도 현황을 소
개한 ‘서양의 기차 철도(泰西輪車鐵路考)’를 그대로 전제
하여 철도에 관한 지식을 전파했으며, 주미 대리공사 이하
영은 1889년 귀국 시 정교한 철도모형을 들여와 궁중에서
보여줌으로서 왕을 비롯한 대신들에게 철도의 유용성을
소개하였다.
고종시대사 3집 내용『고종29년(1892년) 4월12일 : 앞서
京釜 間 鐵路를 敷設하기 爲하여 美國人「모어스」를 招請
하여 李完用·李夏榮과 함께 敷設條件을 協議하게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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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에는 敷設資金을「모어스」가 出資하여 造設한 後
25年 內로 資金을 回收할 것과「모어스」에게 5個 金礦開設
權을 주는 것 等이 包含되어 있었다. 그러나 鄭秉夏 等이
極力 反對하여 마침내 鐵路敷設을 中止하게 되어「모어스」
가 美國公使에게 말하여 이 날 美國公使가 督辦交涉通商
事務 閔種默에게 照會하여「모어스」의 往來旅費 및 廢業損
害 等 合計 10,000元의 賠償을 要求하다.』에 의하면 조선
왕조 시 미국 기업인을 초청하여 서울~부산간 철도부설
을 협의한 사실은 한국철도의 시작은 한국 사람의 뜻에 의
하여 시작했음을 증명한다.

3. 쇠뿔고개의 기공식
일본은 당시 주한 미국공사 Horace N. Allen이 쇠뿔고
개에 있는 자기 집 근처에 역(牛角洞驛 : Sopple-Station)을
세우게 하고 그곳에서 기공식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하
지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
다. 당시의 인천시내 철도도면을 보면 최초의 인천역 예정
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2개의 철도 노선이 계획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최
초의 인천역 예정지 부지가 口平吾 등 2인의 일본인 소유
였으며, 그들이 부지사용 협의를 거절함에 따라 제2의 노
선이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 제2의 인천역 부지 소유자는
당시 세창양행 독일인 지배인 Wolter와 인천해관의 영국
인 세무사 Stripling 등 이었으며, 설계변경 소식을 접한 최
초 예정지 지주들은 협상을 제의해 왔지만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특허일인 1896년 3월29일부터 12개월 내

에 착공치 못할 경우 특허는 무효가 된다는 계약 조항은
더 이상 착공을 미룰 형편이 아니었으며 위치가 확정된 역
은 쇠뿔고개에 있는 우각동역 예정지가 유일하여 그곳이
기공식 장소로 선정되었음이 추론된다. 그리고 당시 제2
의 인천역 예정지 지주들은 철도건설을 위하여 그들의 땅
을 무상으로 기증하여 제2의 인천역 예정지에 오늘날의
인천역이 건립된 것이다.

4. 부설공사 실태
고종시대사 4집(1897.03.22)에 의하면 기사는 W.T.
Caley, 총지배인은 H.R. Bostwick, 건설자는 Collbran과
Jam’es 특허권 보유자는 James R. Morse라 되어 있으며,
Harper’s Weekly에 의하면 당시 철도 부설을 맡았던 건설
회사는 ‘미국동양건설회사(The American -Oriental
Construction Company), H. Collbran이 공사 책임자, H. R.
Bostwick이 감사로 참여했다 했으며, Chemulpo~Seoul간
25마일의 거리에 표준궤간(4피트8인치:1,435㎜)의 철도
부설공사에서 부평근처의 노반공사가 난공사 구간이며,
미국에서 제작한 한강철교 구조물의 설치가 어려운 작업
이라는 것, 그리고 당시 증기기관차와 한강교량 건설용 철
재는 이미 한국에 도착했을 것이라 하여 증기기관차를 포
함한 모든 재료들이 미국에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또한 하루 일당 35센트를 지급받는 인부들이 매우 만족
해하고 있음을 밝혀 당시의 화폐가치를 아지 못해 판단은
어려우나 그들로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또한 1899년 7월17일자 독립신문의 ‘선로
를 깔기 위하여 막혀있는 산을 파는 도중 13일 오후2시에
산이 무너져 대한사람 인부 4명이 즉사하고 1인은 양다리
가 절단되어 회사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다’는 기사는 공사
중 인명사고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5. 부설권 매각
고종시대사 4집(1899.01.09)에는 ‘지난 2일「알렌」미국
공사와 카토(加藤增雄)일본공사가 각각 외부대신 박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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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Morse가 자금 부족으로 시부사와(澁澤榮一) 일본금
고은행총재 에게 부설권을 양수하는 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에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 온 바 이 날 외부대신 박
제순이 양 공사에게 각각 동 계약을 인정하며, 경인철도
담당회사와는 계약을 이어나가기 위한 재계약이 필요함
을 통보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문제를 일본측에
서는 처음부터 Morse가 철도 부설이 목적이 아니었고, 특
허권을 매각하여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주장을 폄에 따라
갖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철도부설을 위한 모든 자재
가 이미 미국에서 수송된 사실과 3개의 한강철교 교각 설
치공사까지 마쳤으며, 매각 당시도 철도부설 공사를 끝까
지 완공한 후 넘겨주겠다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했지만 일본측 관계자의 사사건건 트집
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사에서 손을 떼었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필자는 일본이 부설권 매수를 위하여 미국 투
자자들에게 한국에 전쟁이 곧 발발한다는 뜬소문을 퍼뜨
려 투자를 중단케 하였다는 미국인 Norman Thorpe교수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6. 임시개통
최초의 경인철도 설계도는 경성(Seoul)~인천(Chemulpo)
간이며 최초 계약일(1896.3.29)부터 1년내(1897.3.28) 착
공, 3년내(1900.3.28)완공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특허 계약자의 변동 등 문제가 있었고, 1899년
8월16일자 독립신문에 의하면 1900년 9월28일까지 6개
월 간 연장요청을 함에 따라 당시 농상공부는 이를 받아들
여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었다 한다. 또한 1899년 7
월 한강 홍수로 인하여 설치해 놓은 교각이 떠밀려갔다는
사실은 7월14일자 독립신문에 ‘그저께(7월12일) 한강물

이 크게 창일하여 사람 5, 6명과 우마가 빠져죽었다’는 기
사가 증명해준다. 이를 포함한 복합적인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한강 이전 완공된 노량진까지 임시 개
통한 것이다.

7. 열차의 운행시각
그 동안 1905년 5월 발행된 열차시각표에 게재된 자료
외 경인철도의 열차 운행 상황 등 자료가 없어 아쉬워하던
중 당시 발행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보도자료와 광고에
서 뜻밖에 귀중한 자료를 찾게 되어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최초 인천~노량진간 열차는 하루에 2회 왕복 운행 되
었으며, 소요시간은 편도 1시간40분 이었고, 최초에는 열
차의 진행방향에 따라 인천발 노량진행을 동행열차, 노
량진발 인천행 열차를 서행열차로 구분하였으며, 열차의
운행 패턴이 인천에서 먼저 출발하여 노량진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인천 거주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899년10월25일자 독립신문에‘「륜거시간 개정」요사이
는 날씨가 차차 짧아가고 또한 일기가 점점 추운고로 경인
철도에 내왕하는 화륜거의 운전하는 시각을 내일부터 고
쳐 정하여 인천서는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2시에 떠나서
노량진으로 향하여 오고 노량진서는 매일 오전 10시30분
과 오후 4시30분에 떠나서 인천으로 향하여 가기로 작정
하였다더라’는 열차시각 개정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이어
1899년12월 1일부터 1일 2왕복 열차를 3왕복으로 늘려
인천발 08:00시, 10:15분, 14:15분, 노량진발 10:10분,
14:10분, 16:30분으로 개정한 열차시각표 역시 인천 거주
<표 1> 1899년 9월 18일 경인철도 최초 열차 시각표
동  행

서  행

발  역

오전

오후

발  역

오전

오후

인  천

07:00

13:00

노량진

09:00

15:00
15:33

유  현

07:06

13:06

오류동

09:33

우각동

07:11

13:11

소  사

09:51

15:51

부  평

07:36

13:36

부  평

10:05

16:05

소  사

07:50

13:50

우각동

10:30

16:30

오류동

08:15

14:15

유  현

10:35

16:35

노량진

08:40

14:40

인  천

10:4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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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 하였으며, 6월16일부터는 6왕복열차로 증설되었
다가 11월21일부터 다시 5왕복으로 축소되었다가 1902년
3월21일부터 6왕복, 12월21일은 5왕복, 1903년 3월15일
6왕복, 7월 1일부터는 7왕복, 11월15일부터 6왕복, 1904
년 3월10일부터 7왕복, 12월 1일부터 6왕복, 1905년 4월 1
일부터 7왕복으로 증설된 것에서 하절기에는 1왕복이 증
설되고, 동절기에는 1왕복 감축 운행하는 패턴이 매년 계
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어서 1900년 3월13일자 황성신문의 열차시각 개정
광고에서는 3월16일부터 1왕복을 증설하여 4왕복으로 운
행하며 개정된 열차시각은 인천발 07:00, 09:20, 12:20,
16:00시에 출발하고 노량진에서 되돌아오는 시각을
09:15, 12:15, 15:50, 18:00시로 하였다.
1900년 7월 4일자 황성신문에 게재된 광고에 의하면 7
월 5일 한강철교 개통에 따라 8일 인천~경성간 전구간이
개통되면서 열차는 1왕복이 증설되어 1일 5왕복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그 운행 시각은 인천발 : 06:00, 07:45,
10:45, 13:45, 16:45분, 경성발 : 08:10, 10:10, 13:10,
16:10, 19:10분이었으며, 9월 1일자 황성신문에 게재된 광
고에 의하면 9월 5일부터 동행열차 인천발 07:00, 10:00,
13:00, 17:00, 서행열차 경성발 07:25, 10:25, 14:25, 17:25
분으로 1왕복이 축소되어 1일 4왕복열차를 운행하였다가
1901년 3월16일부터 다시 1왕복이 증설되어 5왕복 운행

8. 여객운임
1899년 9월18일자 독립신문에 최초 경인철도의 여객운
임과 역간 거리가 소개되었다.
인천~노량진간 임시개통과 달리 여객운임과 거리는 완
전개통을 예정하고 정한 것이므로 전구간이 해당된다. 다

<표 2> 1899년 9월 18일 경인철도 최초 운임표
발역
서
울
1리

구분

남대문

용  산

노량진

오류동

소  사

부  평

우각동

유현·인천

상
중
하

8전
4전
2전

19전
10전
5전
19전
10전
5전

30전
16전
8전
30전
16전
8전
12전
6전
3전

64전
34전
17전
64전
34전
17전
53전
28전
14전
42전
22전
11전

87전
46전
23전
87전
46전
23전
75전
40전
20전
64전
34전
17전
23전
12전
6전

1원9전
58전
29전
1원9전
58전
29전
90전
48전
24전
79전
42전
21전
42전
22전
11전
19전
10전
5전
상
부
중
평
하
6리

1원35전
72전
36전
1원35전
72전
36전
1원24전
66전
33전
1원23전
60전
30전
75전
40전
20전
53전
28전
14전
34전
18전
9전
상
우
각
중
동
하
1리

1원50전
80전
40전
1원50전
80전
40전
1원35전
72전
36전
1월34전
66전
33전
90전
48전
23전
64전
34전
17전
45전
24전
12전
12전
6전
3전
유현·인천
2리

상
중
하

남
대
문
2리

상
중
하

용
산
2리

1등 객실

상
중
하

노
량
진
7리

상
중
하

오
류
동
4리

상
중
하

소
사

2등 객실

3등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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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당시 거리를 영국의 리(哩/1.609344m)를 사용하였으
며, 기사에 게재된 거리 수치는 1 미만 또는 이상 수를 고
려치 않은 숫자로 역간 정확한 거리를 추정하기는 불가능
한 표현이어서 아쉽다. 서울~인천간을 ‘27리’라 하였으나
1905년 5월 발행된 열차시각표상 인천~서울간 거리는
25.7리, 인천~노량진간 거리는 21.4리로 이를 환산할 경
우 34.44㎞가 최초 인천~노량진간 개통거리로 보아도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객운임을 통해서 당시 열차는 상, 중, 하 즉 1등, 2등,
3등칸이 있었으며 등급별 운임의 차는 3등 운임의 2배가
2등 운임, 2등 운임의 2배가 1등 운임으로 책정되었고,
1899년 12월 1일부터 2등 운임 30% 저감에 이어 12월25
일부터는 1등 운임도 30%를 저감한 광고는 고등급 객실
의 이용율이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당시 여객운임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자는
1994년 7월29일자 동아일보의 ‘통계청「구한말 경제사회
상」공개’기사를 참작하였다. 동 기사 내용에 의하면 1898
년 당시의 시중 물가가 쌀 1가마(80㎏) 4원, 닭 1마리 20
전, 쇠고기 1근 12전, 달걀 10개 8전이었음을 밝히고 있어
이를 근거로 서울~인천간 운임이 상등 즉 1등칸의 경우
쌀 3말과 닭 1마리에 쇠고기 1근을 추가한 금액에 해당하
는 1원50전이었고, 2등칸의 경우 쌀 2말, 3등칸의 경우 쌀
1말 값과 같았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경인철도규칙 제2
조에 의하면 기차표 없이 무임승차하거나 기차표 보다 높
은 등급에 승차한 경우 정당 운임 외에 1인당 5전씩의 부
가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무임승차 등에 부가금을 징수하
는 제도는 최초부터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99년 9월27일자 독립신문에 의하면 경인철도 개통
전 일본인들이 예측하기를 대한사람은 1, 2등칸은 이용치
못하고 3등칸 만을 탈것이라 했는데 막상 개통 후 조사해
보니 2등 이상은 대한사람과 청국인이 주로 이용하고, 일
본인들은 주로 3등을 이용하여 뜻밖이라는 기사는 당시
사회상의 한 단면을 짐작케 한다.
1903년 6월25일자 황성신문에 게재된 광고에 의하면 7
월 1일부터 급행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모든 급행열
차는 우각동, 부평, 오류동, 노량진, 용산 등 5개역은 정차
하지 않는다 했으며, 무정차는 그 후도 계속되어 5개역 이
용률이 타역에 비하여 낮은 역임을 추정할 수 있다.

1900년 7월 4일자 황성신문에 의하면 7월 8일 경인선
전구간 개통과 함께 연승차표(連乘車標) 발매가 시작되었
으며, 이 차표로 30회 승차 시 기명식 연승차표는 1등
30%, 2등 20% 운임을 저감하며, 무기명식 연승차표의 경
우 1등 20%, 2등 15%, 3등은 10%를 저감토록 하여 일종
의 정기승차증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00년 7월23일자 황성신문에 의하면 철도원 민병석총재
는 칙주임관(勅奏任官)은 열차 승차 시 기차표 대신 당시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명첩(名帖)만 제시하면 된다고 각
부에 통첩했다는 내용은 이때부터 관리에게 무임승차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며, 1904년11월25일자 황성신문 광고
에서 처음으로 동행열차를 상행, 서행열차를 하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1905년 3월 부터는 상행을 북행, 하행
을 남행으로 구분하였다.

9. 탐구를 마치며
최초의 경인철도는 인천(仁川-Chemulpo), 유현(杻峴
-Saalijy : 1926년 4월 상인천, 1955년 8월 동인천역으로
변경), 우각동(牛角洞-Sopple : 1906년 폐지), 부평(富平
-Poopyong), 소사(素砂-Sosha : 1972년 7월 부천역으로 변
경), 오류동(梧柳洞-Oricle), 노량진(鷺梁津-Nodd), 용산
(龍山-Yungsan), 남대문(南大門-South gate : 1923년 1월
경성, 1947년11월 서울역으로 변경), 경성(京城-Seoul :
1905년 3월 서대문역으로 변경, 1919년 3월31일 폐지)역
등 7개역과 Mogul-tank형 증기기관차 4량, 객차 6량, 화차
28량에 전체 종업원 118명으로 영업이 시작되었다.
영업실태는 황성신문 1899년12월23일자와 1900년12
월18일자 보도자료를 분석해보면 아래 표와 같아 12월18
일자 기사에서는 불과 경인간 27리에서 이 많은 수입이
<표 3>
구분

1899.12.23일 보도
1일 수송량

124일간(1900.7.8~11.8)
(1일평균)

1일평균
대비

여객

300명

97,144명
(783명)

261%

화물

14~15돈

10,602,022근
(85,500근/51.3돈)

353.8%

수입

-

51,337원17전(414원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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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는데 앞으로 경부간 300리 철도부설에서 발생할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영업수입의 증대가 1901년10월 4일자 황성신문
은 미국에서 새로 구입하여 가져온 2대의 기관차는 힘이
강하여 경인간 주행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라는 보도내
용과 전혀 무관치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경부선과
경의선 운행에 대비한 조치이긴 하지만 1901년부터 1905
년 사이 도입된 기관차는 푸러형 탱크(증기기관차 자체에
물과 연료 적재)증기기관차 18량, 소리형 텐더(별도의 물
과 연료적재차량 연결)증기기관차 6량을 도입한바 있다.
그리고 영등포역의 경우 1900년 9월 1일자 황성신문에
의하면 9월 5일부터 용산역과 함께 매표소가 설치되었다
하여 경인선 전 구간 개통당시 영등포역과 용산역은 역사
가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때부터 역 운영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899년 9월25일자 독립신문에 의하면 경인철도
감독 이채연이 영등포역에서 화륜거 운행모습을 보기위
해 모여드는 관광객의 접촉사고 방지를 위하여 많은 순검
을 파견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바있고, 1900년 2월10일자
황성신문에 의하면 2월 7일 많은 경찰을 영등포역에 파견
하여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하는 안동수가 영등포역
에서 하차할 때 체포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동년 4월 9일
자 황성신문에는 4월 7일 영등포역에서 하차하면서 족보
등 책자를 분실하였는데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한다는
광고 등에 의하면 역 설치 전에도 열차를 정차시키고 승무
원이 여객취급을 하는 간이승강장 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철도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겨보며 아쉬움은 근거 없는 기
록이나 추정에 의한 역사관련 글을 남겨 왜곡과 혼란을 가
중시키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역사를
왜곡하는 현상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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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4년부터 11년간 운영했던 철도박물관학교

지도 종착지도 아닌 노량진역 구내에 세워진 ‘철도시발지’
기념비,나 2007년 김윤식 인천문협회장이 쓴 ‘고갯길 이
야기’에서 밝혔듯이 최초 기공지인 쇠뿔고개와 관계없는
맞은편 황골고개(일면 도원고개)를 철도시발지라 판단하
고 세운 ‘한국철도 최초 기공지’기념비 등 역사 왜곡의 현
장이 보존되고 있어 안타깝다. 철도박물관을 처음 방문한
어린이가 난생 처음 보는 증기기관차를 가리키며 ‘야! 토
마스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철도역사 교육의 필
요성을 절감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주 「철도박물관 학
교」를 개설하여 10 여 년간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친해졌던 기억이 필자에겐 아름답고 값진 추억으로 기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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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대의 기억,
‘소제동 철도관사촌’ 1)
이희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전략사업부장
건축학박사(Ph.D.)
heejunlee@daum.net

1. 들어가는 글
‘대전(大田)’을 흔히 ‘근대철도교통도시’라 부른다.
그 이유는 대전이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
치하며, 경부선과 호남선이 대전에서 갈라짐으로 인해 ‘근
대도시’로서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빠르게 대도시로 성장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철도교통의 근대도시’로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
은 110여 년 전 경부선철도가 부설되면서부터이다.
대전이 처음 행정구역 명칭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
‘회덕군 산내면 대전리’로 지방관제가 개혁되면서인데, 당
시 대전은 매우 작은 면적으로 사람들도 거의 살지 않던
허허벌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면서 그 조그맣고
시골마을에 불과했던 대전에 도로가 개설되고 상점, 관공
서, 은행, 시장 등이 들어서면서 빠르게 근대도시로 발전
하기 시작했으며, 1914년에는 호남선까지 개통됨으로 인
해 일약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교통의 중심도시’로서 오늘
날까지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역사(驛舍)·교량·터널·관사’ 등 이때 만들어진 철
도관련 건축물과 시설물들은 대전의 근대 역사(歷史)와
연원(淵源)을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아픔을 간직하고 그 흔적을 보여

주는 중요한 ‘철도문화유산’이다.
특히 소제동에 남아 있는 ‘철도관사촌’은 당시 철도와
함께 번영했던 대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주거문화 변천과정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던 요소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소제동의 역사와 철도관사촌 현황
소제동에는 예로부터 ‘소제호(蘇堤湖)’라는 크고 아름

<그림 1> 소제호의 아름다웠던 풍광(일제강점기 사진엽서)

* 저자소개
2009년 ‘대전근대아카이브즈포럼’이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어 대전의 근대문화유산과 그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오고 있다.
주요연구로는 ‘소제동 철도관사촌’과 ‘구 증약터널’ 등이 있다.
1) 이 글은 본인의 저서인 ‘대전의 철도문화유산’(2015.02)에서 발췌 및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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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제동 철도관사촌 위치도(다음지도 편집)

다운 호수가 있었다. 소제(蘇堤)라는 이름은 중국 소주(蘇
州)의 빼어난 호수와 견줄 만할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소제호 주변에는 ‘소제’와 ‘솔랑이’로 불렸던 전통마을
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소제’라는 이름은 이 ‘소제호’에서
유래하였으며, ‘솔랑이’는 ‘솔랑산(率朗山)’ 아래에 있다하
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소제동은 경부선철도 개통 이후 큰 변화의 과정을 겪
게 된다.
1907년 솔랑산에는 ‘태신궁(太神宮)’이라는 일본 신사
(神社)가 세워지고, 1920년대부터는 소제호 주변에 철도
관사촌이 들어서고, 또한 1927년에는 소제호를 매립하면
서 소제호 주변의 풍광은 전통시대와는 크게 다른 모습으
로 변해갔다.
이처럼 소제동은 대전이 전통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
기까지 변모해온 역사적 과정을 증거하고 있는 상징적 공
간이었다.
바로 이 마을에 ‘철도관사촌’이 위치해 있는데, 대전역
동쪽의 소제동과 삼성동 일부에 걸쳐 1920년대부터 1930
년대까지 지어진 약 40여 채의 철도관사가 밀집되어 하나
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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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제동 철도관사촌 전경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철도관사촌 중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내부는 많은 부분 변형되었으나 외형은 비교적 원
형이 잘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대전역 주변에는 남관사촌, 북관사촌, 동관

<그림 4> 1930년대 대전 남관사촌 전경(국립중앙박물관)

철도시대의 기억, ‘소제동 철도관사촌’

<그림 5> 1910년대 말 대전지도(대전의 지도)

<그림 6> 1928년 대전지도(대전의 지도)

사촌 등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남관사촌의 위치는 현재 대
전역 남쪽의 대전역전시장 자리였고, 북관사촌은 대전역
북서쪽 정동가도교 입구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
남관사촌과 북관사촌은 191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으
로 추정되며, 현재는 그 흔적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남관사촌의 모습2)은 1930년대에 찍은 사진을 통
해서 그 실체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데 규모가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치형태는 대전역 광장을 바라보
며 여러 줄로 지어졌는데, 전면에 위치한 관사건물은 단위

면적이 작은 4호 연립형으로 추정되고, 뒤쪽에는 단위면
적이 넓은 2호 내지는 단독형으로 보이는 관사건물이 위
치해 있다.
동관사촌은 현재 대전역 동쪽의 소제동에 위치해 있으
며,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아래의 지도들을 분석한 결과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건물형태를 보면, 지붕의 높이가
일반주택들보다 훨씬 높고 그 길이도 매우 길며, 어떤 관
사건물은 지붕 가운데를 경계로 양쪽이 서로 다른 재료로
마감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관사건물은 벽체의 마감도
좌우 양쪽이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매우 낡아 보이는 목재 비늘판벽3)으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관사건물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어
있기도 하다.
또 하나의 특이한 형태는 지붕아래 박공부분에 위치한
통풍구 밑에 철도관사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들은
소제동에 위치한 철도관사들이 대부분 2호 연립주택4)으

<그림 7> 1933년 최신대전시가지도(대전의 지도)

2) 그동안 남관사촌에도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걸로 알려져 있었으나, 본인에 의해 남관사 1채가 발견되었다.
(대전문화타임즈 2015.03.26기사 참조 : http://www.dm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9
3) 측판(side panel)벽으로도 부르며, 건물 벽체부분에 가로로 긴 널판(비늘판)을 길게 층층이 쌓아 붙여 마감한 형태의 벽을 말한다.
4) 건물 한 채에 두 가구가 양쪽에 나뉘어 사는 연립주택으로, semi-detached house, duplex house라고도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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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또한 관사건물 내부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식 주택 요소
들인 도코노마(床の間)5), 도코바시라(床の柱)6), 오시이레
(押入れ)7) 등이 많이 남아 있다.

3. 철도관사의 직급별 유형
<표 1> 직급별 철도관사 등급 및 면적 (小倉辰造, 鐵道官舍の過去と現在,
朝鮮と建築 第6輯 第5號, 1927, p.10)
관사등급

79

칙임(勅任)

57

주임(奏任)

45

주임(奏任)

화풍

5등 관사

34

주임(奏任)

화풍

25

판임(判任)
판임(判任)

화풍

16

판임(判任),
고원(雇員)

화풍

11.5

고원, 용인

화풍

7등 관사
8등 관사

<그림 10> 1939년도에 지어진 철도관사

비고

4등 관사

6등 관사

<그림 9> 192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철도관사

직급

화풍+
양식응접실

3등 관사

<그림 8> 1920년대로 추정되는 철도관사(좌)와 1939년도에 지어진
철도관사(우)

면적(평)

21
20

일제강점기 철도관사는 직급별로 등급이 구분되어 건
립되었는데, 3등급에서 8등급까지로 구분된다.
각 직급별로 관사건물의 등급과 규모가 규정되었는데,
평면구조와 외부형태 등이 표준화된 설계도면에 의해 규
격화되었다.
건물의 형태를 보면, 3~5등 관사는 단독건물이었으며,
6-8등 관사는 2가구 이상이 사는 연립주택으로 건립되었
는데, 중간직은 2호 연립주택으로, 하위직은 4~10호 내외
의 연립주택으로 지어졌다.
사무소 소재지에는 4등급 이하의 각 등급관사가, 그 외
의 중간 역에는 6~8등급 관사가 건립되었으며, 하급직원
을 위한 9등급 관사도 지어졌다.
대전은 철도사무소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4등급 관사도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까지 확인된 유형은
6~8등 관사뿐이다.
또한 대전에는 1939년에 독신관사도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
지 않다.

<그림 11> 박공면에 설치된 철도관사 번호판(1920년대)
5) 일식주택에서, 방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인형이나 꽃꽂이로 장식하고, 붓글씨를 걸어 놓는 곳을 말한다. 벽 쪽으로 움푹 패여 있으며, 바닥이
방바닥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6) 도코노마 옆에 특별히 사용하는 목재로 된 장식기둥
7) 일종의 벽장 또는 붙박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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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7등급 철도관사 배치도

4. 소제동 철도관사의 건축적 특성
소제동 철도관사촌에는 현재 약 40여 채의 철도관사가
남아 있는데, 다다미방을 온돌방으로 바꾸고, 단열벽체로
보강하고, 수세식 화장실로 변형하고, 증축하는 등 생활환
경에 따라 내부구조는 많은 부분 변형되었으나 외부형태
는 아직도 원형이 잘 남아 있다.
소제동에는 6~8등급의 관사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1939년에 지어진 7등급 관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14> 7등급 철도관사 조감도 - 북서방향

<그림 13> 7등급 철도관사 평면도

7등급 관사의 경우 대지면적은 288.0㎡, 건축면적은
59.0㎡이며, 조감도와 배치도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 가운
데의 벽을 중심으로 두 가구가 양쪽에 나뉘어 사는 2호 연
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도를 보면, 북측에 현관이 위치해 있고 현관을 들어
서면 동서축 방향으로 마루로 된 중복도(속복도)가 설치
되어 있으며, 이 중복도에 면해 각 실들이 배치되면서 내
부의 동선을 해결해주고 있다.
현관 동측과 서측에 각각 방이 배치되어 있는데, 서측의

<그림 15> 7등급 철도관사 조감도 - 남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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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7등급 철도관사 북측면도

<그림 18> 7등급 철도관사 동측면도

<그림 17> 7등급 철도관사 남측면도

<그림 19> 7등급 철도관사 서측면도

<그림 20> 7등급 철도관사 전경

<그림 21> 남측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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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부속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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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동측 전경

<그림 24> 내부 화장실

<그림 25> 중복도

<그림 26> 도코노마와 도코바시라

방은 객실인 ‘자시키(座敷)’이며, 이 방에는 도코노마(床の
間)와 도코바시라(床の柱)가 건립 당시의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다.
자시키에 면해서 남측에는 쯔기노마(次の間)가 위치해
있고, 그 동측으로 주방과 욕실이 배치되어 있다. 욕실에
는 불을 떼서 목욕물을 데우는 철제로 된 원형의 솥이 있

었다고 하며 그 흔적으로 외부에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은 중복도 동측 끝부분에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
으며, 소변실과 대변실 공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각 방
에는 오시이레(押入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남쪽 구석에는 부속 창고가 설
치되어 있는데, 이는 지어질 당시의 기본 유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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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화려한 변신
‘철도 문화마을’
최영화
순천시청 시민협동담당
movie110@korea.kr

1. 철도와 함께 성장한 순천
순천시 하면 순천만, 선암사, 낙안읍성 등을 주로 떠올
리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다. 바로 철도!
전라남도 순천시는 남도 교통의 요충지다.
지리적으로 경전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철도
는 남도 끝 순천에서 정치·경제 중심지인 서울로 이어지
고 전라남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사통팔달[四通八達]교
통도시인 셈이다.
순천이 일찍이 교통요충지로 자리 잡은 것은 철도의 역
할이 크다.
일제 강점기 철로가 놓인 이래, 순천의 역사는 철도의
역사와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순천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절도시설이 들어서고, 인구
밀집도도 높아지면서 철도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
하는 관사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고속도로가 압도적으로 발달하면서 순천의 신시가지도
판도가 바뀌게 된다.
교통 환경의 변화로 자연스레 철도도시의 이미지는 정
체되고, 주변은 구도심으로 불리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
어 버렸다.
고령화되어 가는 구도심의 한 동네로 전락해버린 순천,
철도도시는 그렇게 잊혀져가는 듯싶었다. 그러던 찰라,
순천이 지역관광자원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대 도시 역사와 함께 한 철도문화를 다시 살리자는데
주민과 행정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됐고, 옛 철도 관사촌을

22ⅠRailway Journal Vol. 18, No. 5 October 2015

순천 철도 문화마을로 재탄생시키면서 지역의 활기도 되
찾기 시작했다.
순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철도문화마을.
그 옛적의 향수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

2. 새로 쓰는 근대 문화유산 ‘철도문화마을’
기차에 관한 추억이 많은 이곳, 순천의 철길은 향수를
자극한다.
친구들과 기차 철로 위에 동전이나 젓가락을 올려두고
놀기도 하고 기차가 지나간 뒤 철길을 걸으며 동전과 젓가
락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다.
하루에 몇 번 지나지 않는 기차 간이역에 앉아 서울 갔
다 돌아오는 형과 누나를 기다리기도 하던 그때 그 시절.
조곡동은 근대의 상징인 철도, 기차 운행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내재된 지역으로 당시 조성된 철도관사는 현재
까지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순천이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한 전라선 개통과 철도사무소 유치로 철도국 순천사
무소 직원의 주거 안정과 시설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조곡동 위치에 공공임대 주택의 성격인 철도 관사
가 들어서게 됐다.
이 후 교통의 요지가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당시의
번영은 더 이상 찾기 힘들게 됐다.
순천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과거 철도 도시 순
천을 재조명하고 철도 관사마을이라는 독특한 지역자원

순천의 화려한 변신 ‘철도 문화마을’

<그림 1> 1950년대 기차에서...

<그림 2> 1930년대 철도사무소의 모습

에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철도여행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철도문화마을은 명소가 됐다.
그리고 침체되었던 마을엔 80년 전 그 활기가 다시 찾
아오기 시작했다.
또한 묵묵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 사람들
에게서 순천의 새로운 희망을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지 않아 멈춰선 기차가 달리게 되었고, 이는 퇴역한 철
도원들의 큰 자랑거리가 됐다.
남겨진 관사는 지역 주민들의 거주지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 철도 관사의 이미지는 퇴색해갔다.
남은 건 당시에 조성된 바둑판 형의 도로와 상당수의 일
본식 건물뿐이었다.

3. 철도와 기차 역사를 품은 순천
순천시 조곡동 순천 철도 관사 마을.
1930년대 철길이 들어서고 일본 철도원들의 거주를 위
해 공공임대 주택의 성격인 ‘철도 관사’가 들어선다. 순천
최초의 계획도시였다. 철도관사엔 병원, 영화관, 클럽 등
당시 고급 시설도 함께 갖춰졌다.
총 152가구가 들어선 이곳은 우리나라 남은 철도 관사
중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당시 순천은 교통의 요지였으며, 동시에 철도 관사 마을
은 가슴 아픈 일본 수탈의 상징이기도 했다.
순천 사람들은 단순 노역직에만 근무하고 주요 기술
은 접할 수 없었다. 주요 기술은 일본인들이 담당했다고
한다.
당시 광복 후 일본인들은 ‘조선에서는 이 철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호언장담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겨진 조선 순천 철도원들의 노력으로 얼마 지

4. 근현대사의 아픔이 녹아들다...
순천 철도 관사마을의 주택은 우리나라의 일반 주택들
과 다르다.
이곳의 일본식 주택은 북향이고, 집 마다 텃밭과 나무
창고를 가지고 있다.
관사 외벽에 새겨진 당시 관사 번호가 그대로 남아있을

<그림 3> 관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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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화

<그림 4> 철도 종사원 물품

<그림 5> 철도관사마을 전경

정도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80년 전 지어진 이 집들은 당시 목재를 모두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당시 가장 높은 직급이었던 4급 국장이 사용한 1,653
㎡(500평)의 관사는 허물어지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
서 있다.
당시 철도 부설과 관사의 조성에 동원된 순천 주민들의
고충과 희생은 아직도 그대로인 관사의 모습으로 기억되
고 있다.

2011년 일재의 잔재로 치부되고, 잊혀져가는 철도 관사
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동네 자원을 조사하던 순천 조곡동 주민자치
위원회의 마을 유래 찾기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 이야기
찾기- 조곡동 철도관사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부터였다.
이후 2013년 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호남철도협동조
합, 그린순천21, 생활지원공동체센터 등 민관이 참여한
‘순천 철도 문화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본격적인 철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다.
잊혀진 철도 관사마을을 지역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시
키기 위해선 거점 또한 필요했다.
철도노조원들은 휴게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기증해 주
었고, 조합원들의 출자와 순천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카
페가 만들어졌다.
카페 ‘기적소리’는 매주 캘리그라피, 문예창작교실 등이
열리는 지역 주민의 교육 공간이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에 음악회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6> 카페 ‘기적소리’

<그림 7> 주민 구술생애사

5. 우리 마을 이야기 찾기

24ⅠRailway Journal Vol. 18, No. 5 October 2015

순천의 화려한 변신 ‘철도 문화마을’

무엇보다 동네주민들의 마실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
고, 주민들이 만드는 <철도 마을 만들기>의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철도관사마을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 자원들이 풍부하
다. 2013년에는 그 이야기를 풀어낸 ‘조곡동 관사 마을이
진짜배기여!’라는 책을 조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
어 내기도 했다.

6. 다시 찾은 기적 소리

이는 철도 관사라는 자원을 활용한 소통공간을 폭 넓게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일본식 거리 및
골목정원과 사철나무 울타리를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 특
색을 활용 일본식 먹을거리 개발과 함께 현재 주민들이 사
는 철도관사를 활용한 민박 촌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관광 자원화를 위해 문화 체험과 탐방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마을 해설사를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철도관사 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도
시재생과 연계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 대표 관광
지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철도관사마을의 가치에 눈 뜬 마을 사람들의 노력 때문인
지 순천은 점차 방문객의 수와 언론노출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엔 일본 블로거들이 취재차 방문해 관사에서 민박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남은 일본의 자취를 찾던 일본
인들은 관사 보존 상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는 외국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
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살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자원개발 사업에 ‘조곡동 철도관사 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이 선정돼 2018년까지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철도 관
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으로서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주민이 주도하는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종합계획은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철도공사 호남본부장 사택을 사들여 마을의 역사를 보
여주는 마을박물관과 젊은 관광객인 “레일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는 등 관사마을의 거점 공간 마련
을 추진 중에 있다.

기차에서 울리던 기적(汽笛)소리가 사람들의 희망을 담
은 기적(奇蹟) 소리로 변할 수 있을까?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침탈의 흔적이라고 무관심 속에
고령화 되어가고 있던 옛날 동네 순천의 철도관사마을..
끊어졌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고,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가고 있다.
이제는 마을 어디 하나 자원이 아닌 곳이 없다.
사람이 가장 큰 자원임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0년
뒤 철도 문화 마을의 기적소리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그
야말로 가치의 재발견이다!

<그림 8> 철도 관사마을 카페에 일본 관광객이 남긴 글

<그림 9> 철도문화마을 지도

7. 주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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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철도 발전모델인
‘와카사 철도’
이용상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yong sang@wsu.ac.kr

와카사철도의 역사를 보면 1987년 국철민영화시 폐지
예정이었지만 이 철도를 살리려고 지방자치단체인 돗토
리 현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체 19.2km의 와카사 철도
는 상하분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
간의 협력인 제3섹터방식의 철도운영이 되고 있다. 일본

국철은 민영화 당시인 1987년에 1일 km 당 수송수요가
4,000명 이하인 경우를 특정지방선으로 정하였다. 이 때
83개 선 3,167km가 폐지되고, 45개선이 버스로 전환되었
고, 38개선 1,307km가 제3섹터 형 혹은 사철 형태로 존속
되었다. 1983년부터 지방선의 폐지가 급격하게 진행되었

<표 1> 국철경영에 있어서 지방선과 간선의 격차(1985년도)
구분
지방선
간선

영업거리(km)
9,545
(42%)
13,410
  (58%)

수송량
(억인톤km)
   85
  (4%)
2,113
(96%)

수입
(억엔)
1,980
(5%)
34,907
(95%)

경비
(억엔)
8,028
(15%)
46,753
(85%)

손실
(억엔)
6,048
(34%)
11,846
(66%)

평균수송밀도
(인/일km)

인톤km당손실
(엔)

  2,303

71.13

39,983

  5.61

자료 : 『日本国有鉄道監査報告書』(1985年度)

<표 2> 일본의 철도 사업자(2011년 7월 1일 현재)
서비스 형태

일반

화물
합계

구분

회사 수

JR

  6

공영

大手民鉄(큰 사철)

11
16

準大手(중 규모사철)

  5

모노레일

  9

中小民鉄(작은 사철)

121

신교통시스템

9

기타

15

JR

  1

사철

11
205

주 : 미개업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료 : 国土公通省鉄道局 監修『数字で見る鉄道2011』運輸政策研究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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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와사카 철도(1량 편성으로 디젤 동차운행이나 수요가
많은 경우 4량 운영)

새로운 지방철도 발전모델인 ‘와카사 철도’

지만, <표 1>의 자료에서와 같이 지방선은 영업거리가 장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철수송량의 4%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철적자의 34%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2011년7월1일 현재 일본에는 205개의 철도사업
자가 있다.
와카사 철도의 인프라는 철도가 지나고 있는 자지단체
가 소유하고 있으며 와카사 철도주식회사 주주는 야즈 죠
(면에 해당) 39.4%, 와카사 죠 27%, 돗토리 시 15%, 돗토
리 현 9.6%, 기타 지역의 금융기관 10%를 소유하고 있다.
자본금은 1억 엔이며 직원은 15명이며 사장은 일반 공모
에 의해 민간인 사장이 운영하고 있다. 운임은 기본구간에
서 100엔으로 매우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와카사 철도 운영은 지방의 인구감소로 경영이 매우 어
렵다. 현재1일 km 당 수요는 약 2,000명선으로 초기 매년
약 4,000천만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액은 초기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한 6억 엔의 운영기금에서 보전해 주었
다. 운영기금은 은행이자 등으로 증액되었다. 이러한 경영
상의 문제가 서서히 해결된 것은 2006년부터 연간 약 800
만 엔의 영업외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였다. 영업외
수입의 대부분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각종 이벤트에 참가

<그림 2> 하야부사역은 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
(제31-0137 문화재청)

하면서 였다. 봄철의 벚꽃 축제를 비롯하여 지역 축제에
철도회사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였다. 와카사 철
도는 약 20km의 짧은 구간이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
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철도
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역의 여러 가지 관
광객이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부사 역
으로 등록유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있다.
하야부사 역은 현재 무인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전
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야부사 역을 지키는 약
200명의 모임을 중심으로 철도자료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철도자료관에는 1932년 만들어진 이후 하야부사역
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운임표, 시각표 등 자료와 지오라
마 등으로 철도와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철도화물과
수화물을 취급한 흔적인 무게를 계량하는 예전 모습그대
로의 계량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와카사 철도를 홍보하고 지키는 노력 중의 하나가 매년
8월8-9일 열리는 하야부사 철도축제이다. 하야부사를 지
키는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스즈키 회사의 1,300cc의
고급오토바이인 하야부사를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여 모
임의 장을 만들어 주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009
년에 시작되어 매년 약 1,000여명의 하야부사를 즐기는
사람들과 철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철도회사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협력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8일-9일에는 바이크가 1,000
대, 자동차 200대가 참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림 3> 하야부사역의 철도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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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일본의 무인역의 활성화
를 통해 지방철도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우리
나라에게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고로 관련된 하야부사 역에 관한 글은 2015년 출간된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3』에서 윤희일 기자와 이시모토
준코 교수가 쓴 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림 4> 매년 8월8일-9일 하야부사 역 철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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