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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김성원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이 글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된 서울 도시철도망을 행

위자-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로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서울 도시철도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

지에 대해서 규명한다. 이 글은 우선 서울 도시철도망의 계획 과정

에서 도시철도와 노면전차, 버스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

설 구상이 자동차와의 동맹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조명한다. 또한 도

시철도 계획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긴밀하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

해 계획이 입안되고 생산되었음을 보여준다.

1970년 이후 도시철도망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계획서나 시방서 등 각종 처방이 공사 현장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항

상 계획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행위자들의 관계 변화에 대응하

는 새로운 협상을 필요로 했다. 그럼에도 서울 도시철도망은 막대한

부채 부담과 올림픽 개최 및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흡수의 필

요성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돌관공사를 통해 건설되었다. 이러한

돌관공사는 도시철도 1-8호선 노선 1km당 0.94명의 사망자가 발생

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서 강행되었다. 도시철도 건설 네트

워크는 불안정하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면모를 보였다.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역은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을 오가

는 유동적인 면모를 보였다. 역 구조물의 표준과 규격, 여객운송약

관과 같은 승객의 행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규 등 역은 행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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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하는 처방들이 적용되는 ‘처방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

만 행위자들이 항상 처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행

위자들의 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

하게끔 하는 요인이었다. 2000년대 초반 급증한 승강장 추락사고와

같이 도시철도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행위자들의 행동을 제어하고

다시금 역을 ‘처방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서울 도시철도망에

스크린도어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도입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기술적 표준의 부재, ‘계산의 중심’의 부재, 불안정 노동의 활

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역은 ‘처방의 공간’에서 다시금 ‘협상의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도시철도망의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인 전동차 역시 상대적으로 느

슨하고 분산적인 네트워크에서 강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로의 전환

을 겪었다. 1990년대 전반까지 전동차 구성을 위한 계산의 중심이

부재하면서 전력 방식, 통행 방식, 신호·제어시스템 등 중요한 표준

과 규격이 비동질적으로 구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비동질적

인 표준과 규격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철도

기술연구원의 주도로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이 시행되었다.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은 1998년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의 제정과 한국형 표준

전동차 제작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동차를 상

대적으로 강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로 전환시켰다.

잠재적인 교통 수요의 소재지인 도시철도 역세권은 도시철도망의

외연이 모호하고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다양한 수치와 기준은 도시철도와 주변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철도망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기입

하여 구성된 서울 도시철도망의 역세권은 서울 도시결합체를 역세

권과 비역세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조망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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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 역세권은 도시철도와 서울 도시결합체가 상호 발전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 글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이 강고하

고 긴밀하며 행위자들이 정렬되는 행위자-네트워크와 느슨하고 불

안정하며 쉽게 해체될 수 있는 행위자-네트워크 중 어느 하나로 소

급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

자-네트워크 중 계획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강고하고 긴밀한 면모

를 보이고, 건설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불안정한 면모를

보인다. 역, 전동차, 역세권은 강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와 느슨하고

불안정한 네트워크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면모를 보인다.

이렇듯 서울 도시철도망은 강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와 느슨하고

불안정한 네트워크가 함께 결합하여 구성된 네트워크였다.

이 글에서는 또한 서울 도시철도망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도시철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자들의 존재는, 도시철도

망이 구성 행위자들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서울 도시철도, 지하철, 행위자-네트워크, 번역, 위험, 도시

결합체, 이동성(mobility)

학 번 : 2007-3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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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 들어가며

20세기 후반 한국의 근대화는 다양하고 비동질적인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된 행위자-네트워크의 급속한 구성 및 확산과 함께

이루어졌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 이후 근대화의 상징으로 부

각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공장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회간접자본과 중화학공업 단지,

각종 과학기술 연구시설 등의 건설은 곧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

위자로 구성된 행위자-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이었다.1)

이러한 한국에서의 행위자-네트워크의 급속한 구성 및 확산은 ‘한

강의 기적’이 펼쳐진 대표적인 무대인 서울 및 수도권의 압축적인

도시화와 이동성(mobility)의 급격한 증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

났다. 서울 및 수도권의 압축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급속도로 건설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과 전력, 통신, 도로, 도시철도, 상하수도, 가스

망과 같은 행위자-네트워크는 근대화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는 도시화의 실체가 곧 행위자-네트워크의 급속한 구

성 및 확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2) 또한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 현

상을 비롯한 급속한 인구이동은 서울 및 수도권의 압축적인 도시화

1) Nae-Young Lee, "The Automobile Industry" in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 295-321; Sang-young Rhyu and
Seok-jin Lew, "Pohang Iron and Steel Company" in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 322-344, Chihyung Jeon, "A Road
to Modernization and Unification: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Highway in South Korea", Technology and Culture 51(2010), pp. 55-79
2)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한울, 2003),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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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행위자-네트워크의 급속한 구성 및 확산을 이동성

(mobility)의 급증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봐야 함을 방증한다.3)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의 압축적인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과 함

께 점점 더 과학기술과 연관된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를 필두로 서해페리호 침몰, 부

산 구포 열차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

사, 새만금 방조제 건설 환경파괴 문제,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구제역 파동, 2013년 서울시 경전철 건설 논쟁 및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파문 등 해를 거듭

할수록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의제와 과학기술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과학기술과 연관된 정치·

경제·사회적 갈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은 17세기 이래로 근대화

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된 행위자-네트워크의 급속한 구성

및 확산과 함께 전개되면서 과학기술이 권력의 원천으로 부상했다

는 라투르의 통찰력을 다시금 방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4) 근대화

이후 과학기술이 권력의 원천이 되면서 정치(politics) 역시 정치인

이나 정당, 재계, 관료,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간 행위자 뿐 아

니라 비인간 행위자도 대표하고 재현(representation)5)하는 행위자-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는 맥락에서 고찰하는 물정치(物政治, politics

of things)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6)

3) 존 어리 지음 ; 강현수·이희상 옮김, 『모빌리티』(아카넷, 2014), 10쪽

4) 브뤼노 라투르 지음·홍철기 옮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갈무

리, 2009), 40-45쪽 ; 82-94쪽 ;

5) 영어로는 정치적으로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과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변수 조작을

통해 새로운 현상을 재현하는 것 모두 representation으로 표현된다. 그 점에서

영어의 representation은 실험실과 같은 공간에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연결망

을 구성하며 새로운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 곧 비인간 행위자도 대표하는 활동

임을 각인시켜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대표와 재현이라는 표현이 구분

되기 때문에 영어의 representation의 뉘앙스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representaion을 맥락에 따라 ‘대표한다’, ‘재현한다’, ‘대표하고 재현

한다’ 등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6) 브뤼노 라투르 지음·홍철기 옮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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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20세기 후반 한국의 근대화 및 도시화와 이동성

(mobility)의 증진과 연관된 다양하고 비동질적인 인간과 비인간 행

위자로 구성된 행위자-네트워크의 급속한 구성 및 확산의 물정치

(politics of things)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이 논문

에서는 1960년대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7) 서울 도시철도망은 1970-1974년 경부고속도로 건

설의 1.5배에 가까운 619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건설된 서울 도시

철도 1호선 1단계 구간을 시작으로 지난 40여년간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 구성된 거대 행위자-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8) 또한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으로부터 서울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구간

건설을 위한 8천만 달러의 차관과 1990-1993년 도시철도 5호선 전

동차 608량 구입을 위한 720억엔의 차관 등이 도입되고, 1970년대

초창기 도시철도 계획 단계에 일본 철도기술협력회(JARTS) 요원들

이 참여하여 자문에 나서면서 단순한 국내 정치사안을 넘어 국제적

인 정치사안으로 부각된 사업이기도 했다.9) 이렇게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어 건설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는 2016

년 4월 30일 현재 노선 총연장 1014km에 543개의 역(환승역 중복

리, 2009), 297-302쪽

7) 이 글에서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 도시철도 1호선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

는 서울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해 가급적 ‘도시철도’란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도

시철도’는 metro 또는 rapid transit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1990년대 이후 지상

과 지하 구간을 막론한 대도시 및 근교 지역의 대중적인 철도 교통시스템을 지

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도시철도(metro)의 개념으로 혼용해 왔던

지하철(subway)은 엄밀히 말하면 지하 구간의 도시철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전

철(electric railway)은 KTX와 같은 고속철도를 포함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철도 구간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도시철도(metro or rapid transit)의 개념

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사료의 원래 표현을

인용하거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인용하거나, 노면전차 등 다른 도시철도 체계와 구별하기 위해 ‘지하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도시철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8)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6-19쪽 ; 83쪽 표

10 <서울 지하철 현황> ; 1019쪽

9) 손정목,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22-24쪽 ; 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하)』(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740-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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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이 영업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발전하였다.10) 2014년 현재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서울 도시철도 9

호선, 코레일(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3·4호선, 경의중앙선, 인천

공항철도, 경춘선), 인천교통공사(인천지하철 1·2호선) 이용 승객은

연간 38억 9897만 7288명에 달하였다.11) 이러한 수송 실적은 중국

베이징 지하철이나 일본 도쿄 도시철도망 등 주변 국가의 거대 도

시철도망과 비견해 보아도 세계 1-2위를 다투는 규모이기도 하다.

서울시 도시철도 역세권의 평균 수송분담률 역시 2012년 현재 철도

가 34.7%로 승용차(26.3%), 버스(27.6%)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다.12)

이러한 서울 도시철도망이 1960년대 이후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20세기 후반 한국의 근대화와 연관된 물정치(politics

of things)의 맥락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의 도시화와 이동성(mobility)의

급격한 증진과 확산을 조명한다면 정주성이 아닌 이동성에 기반한

사회과학의 재구성을 추구하는 ‘이동성으로의 전환’(mobility turn)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3)

10)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영업 노선 길이는 서울 도시철도 1~9호선, 중앙

선, 경춘선, 경의선,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지하철 1

호선,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의 영업 거리를 합산한 값이다.

(https://namu.wiki/w/%EC%88%98%EB%8F%84%EA%B6%8C%20%EC%A

0%84%EC%B2%A0(2016.5.16 최종접속)

11) 서울메트로 연간 수송통계(http://www.seoulmetro.co.kr/page.actio

n?mCode=E030020000&ci

dx=258),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마케팅처, “[보도자료] 서울 지하철 5~8호선,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은?”(www.smrt.co.kr), 코레일 수송현황

(http://info.korail.com/mbs/www/subview.jsp?id=ww

w_020203010000), 서울 지하철 9호선(https://www.metro9.co.kr/site/program

/board/basic

board/list?boardtypeid=20&menuid=001003005), 인천교통공사

(http://www.ictr.or.kr/announce

/announce_view.asp?menu=&CurrentPage=2&Num=270&kind=04) 등 참조. 이상

2016.05.16. 최종접속

12) 구자훈·이승일·이창무 등,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정립 방안 연

구』((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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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

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글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국내외 도시철도와 철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

고 비평할 것이다. 3절에서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결합체 사고

(assemblage thinking)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연구 프

레임을 모색할 것이다. 4절에서는 연구 방법론 및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5절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과

제를 논의할 것이다. 6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

를 전개할 것인지 글의 목차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분석 및 비평

2.1. 서울 도시철도 및 한국철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비

평

서울 도시철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술과 사회 간

의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상정하는 인식론에 기반한 경우

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기술을 외적인 요소로 취급하면서 도시철

도의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는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도시학, 사회

학 연구라든가, 역으로 사회적 요소가 도시철도라는 기술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역사학, 도시학, 사회학 연구 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

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일차 자료로는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

『서울메트로30년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 『서울지하철2

호선건설지』,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 『서울 지하철 5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6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7호선 건

설지』, 『서울 지하철 8호선 건설지』, 『한국철도100년사』 등과

13) 존 어리 지음 ; 강현수·이희상 옮김, 『모빌리티』(아카넷, 2014), 573-5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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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서울시나 서울메트로, 철도청(현 철도공사) 등에서 발간한 기

관 편찬 사료들 뿐이다. 2003년 발간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

는 서울 도시철도 1-8호선 건설 및 운영과 9호선 건설 계획, 그리고

지방 광역시들의 도시철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사

로서 서울 뿐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철도의 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발간된 『서울 메트로 30년사』는 1981년 9월 1일

출범한 서울메트로의 사사(社史)로서 1970년 이래 도시철도 1-4호선

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울 지하철 1

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2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3·4호

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5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6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7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8호선 건

설지』 등은 도시철도 1, 2, 3, 4호선 건설 사업에 참여한 인력들과

전문가들이 완공 이후 편찬한 기관사로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

사』, 『서울메트로 30년사』 등 이후 편찬된 기관사 작성에서도 중

요한 사료로 활용되었다. 일제 강점기 한국 철도사를 전공한 역사학

자 정재정이 감수한 『한국철도 100년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수

도권 도시철도망 확충을 중심으로 일부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과 관

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관 편찬 사료들은 서울 도시철

도 망 건설에 대해 과학기술사적, STS적 연구를 하는 데 반드시 살

펴봐야 할 중요한 기본 사료들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 부처,

기업을 중심으로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 등에 참여한 전문가와 관계

자들이 도시철도망을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저작들이기도

하다.14)

14)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 서울메트로, 『시

민의 발, 시민의 길 : 서울메트로30년사』(서울메트로, 2012)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

사,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 『서울지하철2호

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

시 지하철공사, 1987) ; 철도청, 『한국철도100년사』(철도청, 1999) ; 서울특별시지

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하)』(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 『서울지하철6

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 『서울지하철6호선건설지(
하)』(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7



- 7 -

기관사 이외에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과 관련한 연구로는 1970년대

서울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 등 요직을 역임한 원로

도시학자 손정목이 『서울도시계획이야기』, 『한국도시 60년의 이

야기』 등의 저서에서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들 수 있

다.15) 손정목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 핵심 책임자로서 직접 참

여했고, 이후 2-4호선 건설 과정을 서울시 간부로 살펴보거나 학계

에서 주시하면서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지』, 『서울지하철 2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3·4호선 건설지』 등의 편찬에 참여한 경

험을 토대로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있다.

『서울도시계획이야기』,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등의 저서에

서 손정목은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서울 도시철도 1호선은

당시 과밀화되고 인구가 급증하던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설이 추진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손정목은 또한 당시 경

제기획원을 비롯한 중앙 행정부처에서 제기되었던 서울 도시철도 1

호선 건설 반대론이 어떻게 극복되었으며, 공사 과정에서 전력 공급

방식을 놓고 빚어졌던 서울시와 철도청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도시철도 건설을 둘러싼 정부 내

부의 논쟁 양상을 희미하게나마 점쳐볼 수 있는 이야기도 하고 있

다.16) 서울 도시철도 2호선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순환선으로 변경

되어 건설된 것에 대해서도 손정목은 서울 4대문안 도심과 강남, 영

등포 일대를 대등한 도심으로 개발하려는 ‘3핵 도심 구상’에 입각한

서울시장 구자춘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17) 또

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하)』(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 서울특별시지하

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8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1) ; 서

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8호선건설지(하)』(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

부, 2001)

15)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5』(한울, 2003) ;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1-2』(한울, 2005)

16) 손정목,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16-22쪽 ; 25-28쪽

17)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한울, 2003), 272-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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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철도 뿐 아니라 전체 철도사 측면에서도 8·15 해방 이후 최

초의 본격적인 민자 철도 건설 사업 시도로 볼 수 있는 대우그룹

등이 중심이 된 서울 도시철도 3·4호선 민자 건설 시도와 실패에 대

해서도 그 전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18)

그렇지만 손정목의 연구는 한계도 안고 있다. 첫째, 서울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직접 참여하거나 주시했던 도시철도 건설 사

업을 서술하다보니 도시철도 건설의 중요한 주체였던 서울시의 시

각과 관계 내부의 인간관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

한 손정목의 한계는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

시와 갈등을 빚었던 경제기획원이나 철도청 같은 타 정부부처와 관

련된 서술이나 스타일과 정책적 지향에서 차이를 보였던 서울시장

들, 다른 공무원들과 관련된 서술을 독해할 때 주의를 요하는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손정목의 도시철도 1-4호선 건설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편찬 과정에 참여한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지』,

『서울지하철 2호선 건설지』, 『서울지하철 3·4호선 건설지』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식으로 논의

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손정목의 연구는 1차 사료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역사학 논문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철도학계에서는 도시철도를 포함한 한국 철도사 전반에 대해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 I, II를 각각 2011년과 2013년 출간하

였다.19) 이 저작들 중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 II의 제7장 “한

국의 도시철도” 부분에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을 포함한 2010년

대 초반까지의 한국 도시철도 역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

다. 이 책에서 철도학 연구자들은 한국 도시철도의 시초를 1899년 5

월 서울에서 노면전차 운행이 시작된 때까지 소급하면서 1960년대

중반까지 노면전차 운행과 관련된 역사적 서술을 먼저 개관하고 있

18) 손정목,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139-161쪽

19) 이용상 외 공저,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 I』(북갤러리, 2011) ; 『한국 철도

의 역사와 발전 II』(북갤러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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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서울, 부산에서 노면전차가 철거되고 대형전철(HRT), 중형

전철(MRT) 위주로 도시철도 시스템이 개편된 이후의 시기를 다음

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도시철도시대 제1기는 1960-1974년 서울 도

시철도망 건설 논의가 전개되고 도시철도 1호선이 처음 개통된 시

기로 정의된다. 도시철도시대 제2기는 1975-1985년 사이 서울 도시

철도 2호선, 3호선, 4호선이 건설, 개통된 시기로 간주되며, 제3기는

1986-2000년 서울 도시철도 5, 6, 7, 8호선, 안산선, 과천선, 일산선,

분당선 건설 및 개통.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광역시 도시

철도 건설 착수 및 개통된 시기로 정의된다. 그리고 도시철도시대

제4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신분당선, 부산

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인천공항철도, 수인선 등이

건설 및 개통되면서 운영체계가 다변화되고 종래의 대형전철(HRT),

중형전철(MRT) 외에 경전철(LRT)도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등장한

시기로 정의된다.20)

하지만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은 전반적으로 일반철도의

정책과 경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간

략하게 다루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와 도시개발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서술 역시 간략하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대한 과학기술

사적, STS적 시각으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의 구성을 살피지 않

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은 철도학계에서 한국 철도의 역사에 대해 최초로 정리된 서

적을 출간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본격적인 역사 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외에는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일반 철도사와 관련된 일부 저작들과 일제 강점기 서울의 노면전차

운행에 대한 연구논문, 부산 노면전차 운행에 대한 에세이에 해당하

는 책 등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재정의 『일제침략과 한국

철도(1892-1945)』는 일제 강점기 조선 철도 건설에 대한 기념비적

20) 이용상 외 공저,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 II』(북갤러리, 2013), 215-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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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사로서 일본이 한국 철도를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수탈을 위

해 어떻게 건설하고 활용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연구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21) 허우긍의 『일제 강점기의 철도수송』은 일제 강점기

한국 철도가 여객 및 화물 운송에서 수행한 역할을 본격적으로 조

사한 연구 저작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직영 철도망 등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식민지 관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교회’(센코카

이)에서 1980년대 펴낸 『조선교통사』는 일본의 시각에서 바라본

일제 강점기 한국철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1차 자료이

다.22)

한편 1968년까지 서울 대중교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노

면전차(tram)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선

행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혜은은 노면전차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서울시 발달에 미친 노면전차의 영향에 대한

인지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1950년대까지는 대중적으로 중요시

되었던 노면전차에 대한 인식이 1960년대 들어서 어떻게 상반된 방

향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었다.23) 최인영은 일제시대 경성의 도시

발달에 따른 노면전차 노선의 신설 및 확충, 가중되는 교통난에 대

한 주민들과 식민지 당국, 노면전차를 관장하던 일본 민영 전력회사

인 경성전기의 반응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일제시대 노면전차

와 관련된 생활상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이해를 가능케 하였다.24) 이

를 통해 최인영은 1930-40년대 경성 도시권이 사대문과 용산을 포

괄하는 지역을 넘어서 영등포, 청량리, 마포 등지로 확대되는 것과

21)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허우

긍, 『일제 강점기의 철도수송』(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22) 센코카이(鮮交會) 지음·한국철도문화재단 기획 및 편찬, 『조선교통사 1』(북갤

러리, 2012). 이 책은 센코카이에서 1986년 출간한 일문판 『조선교통사』의 맨

앞 300쪽을 한국어로 번역, 제1권으로 출간한 것이다. 『조선교통사』 전권은 3

권으로 분책하여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23) 이혜은, “전차가 서울시 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지연구”, 『문화역사지리』

2(1990), 57-82쪽

24) 최인영,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서울시립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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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노면전차 노선도 확장되어 가는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었다.25)

이렇게 최인영이 기술한 일제시대 후기 도시 개발과 노면전차 노선

확장의 상호 작용의 양상은 1960년대 노면전차의 전면 철거 이후

서울 도시의 발전과 도시철도 건설 사이의 방향성을 짚어보는 데

참고할 만한 역사적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서울 노면전차

의 사례는 아니지만 표용수의 『부산 전차 운행의 발자취를 찾아

서』 역시 부산 노면전차의 운영사를 개관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

다.26)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우

선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는 도시

철도망 및 그와 연관된 네트워크들을 기술과 사회라는 이분법적 관

점으로 나눌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소위 ‘기술적인

것’(the technical)과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구분이 실은 연속적

인 행위자들의 결합체의 특정 측면만을 부각시킨 임의적인 분류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27) 또한 기술에 의한 사회적 변화로 생

각되는 현상이 실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역량을 보유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 및 결합에 따른 것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도시철도망의 건설에 따른 사회적 변화 역시 행위자들의 결합이 변

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 연구들을 다시 살펴본다면 1970년대 이후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이 인구의 급증과 교통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해석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네트

워크에서 비인간 행위자는 인간이 부여한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

25) 최인영, “동대문 밖 전차의 도입과 역할 - 청량리선과 왕십리선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7(2009.11), 83-115쪽 ; “일제시기 경성의 도시공간을 통해 본

전차노선의 변화”, 『서울학연구』 41(2010.11), 31-62쪽 ; 최인영·김제정,

“1930-1940년대 경성지역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대책”, 『서울학연구』

50(2013.2), 145-183쪽

26) 표용수, 『부산 전차 운행의 발자취를 찾아서』(선인, 2009)

27)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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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

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결합은 어떤 하나의

가능성은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은 불가능하게 만든

다는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28)

따라서 도시철도나 철도의 건설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볼 때는 비판적인 독해와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존 선행 연

구들을 분석할 때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추

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마리를 바

탕으로 도시철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의 성패에

따라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과 해체, 안정과 불안정이 어떻게 엇갈

렸는지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도시철

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행위자들의 이해

관계 번역 및 결합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면 기존 선행 연구에서

묘사하지 못했던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 구성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2. 다른나라 도시철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비평

서울 이외의 다른 나라 도시들에서 건설되고 운영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주요 도시

에서 건설·운영된 도시철도에 대한 연구들은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

성 과정에 대한 과학기술학(STS)적, 과학기술사적 연구에 여러 모

로 좋은 참고 사례가 된다고 하겠다.

대표적으로 워싱턴 D.C.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쉬락(Shrag)의 『위

대한 사회의 지하철 : 워싱턴 도시철도사』(The Great Society

Subway: A History of the Washington Metro)는 도시철도가 정치

적·사회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가를 보

28) 홍성욱, 『홍성욱의 STS, 과학을 경청하다』(동아시아, 2016),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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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쉬락(Shrag)은 1950-60년

대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

로의 건설이 대도시 교통난 해소의 방책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던

시대적 흐름과 다르게 도시철도가 워싱턴 D.C.의 주요 대중교통수단

으로 채택되고 건설된 사회적 맥락으로서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연설에서 표현된 미국 리버럴의 가치

관에 주목하고 있다. 쉬락(Shrag)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외되

지 않고 도심지와 교외 사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자 공

동체에 대해 봉사하는 공적 공간으로서 워싱턴 D.C. 도시철도가 건

설되었다고 논증한다. 그러면서 1950-60년대 도시철도 건설 논의가

전개되기 전까지의 워싱턴 D.C. 도시 계획에 대한 비전들, 도시철도

의 건설 계획을 둘러싼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논쟁, 역사 선정 및

건축에 대한 논의들, 워싱턴 D.C. 도심지와 교외 지역 사이의 관계

및 주민들의 반응 등 도시철도 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배경

들을 조명하고 있다.29)

이러한 쉬락(Shrag)의 워싱턴 D.C.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서울 도시철도의 구성 사례에 대한 과학기술학(STS)적, 과

학기술사적 연구를 수행할 때 흥미로운 비교의 준거를 제공해 준다

고 할 수 있다. 서울과 워싱턴 D.C.는 각각 한국과 미국의 수도로서

1950-60년대 전차 폐선 이후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에 걸치

는 비슷한 시기 도시철도 건설에 나섰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서울은 1970년대 초반 600만명의 인구를 돌파하면서 10년

이래로 1천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팽창할 것이 예상되던 개발도

상국의 수도로서 일본, 영국, 미국 등 철도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들이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주도력

하에 1990년대 후반까지 도시철도 1-8호선을 건설한 반면, 워싱턴

D.C.는 세계 최고의 도시철도 기술을 보유한 초강대국의 인구 60만

29) Zachary M. Schrag, The Great Society Subway: A History of the
Washington Metro(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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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모의 행정수도로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1950-60년대 미국 리버럴의 이상을 구현하는 기술시스

템으로서 도시철도를 건설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쉬락

(Shrag)의 워싱턴 D.C. 도시철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서 서울 도

시철도망 구성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서울 도시철도망

구성의 역사적인 성격과 특성을 좀 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이다.

쉬락(Shrag)의 연구 이외에도 북미 지역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가 발표되어 있다. 후드(Hood)는 20세기 초 이래

1960년대까지 미국 제1의 대도시 뉴욕에서 722마일에 걸친 도시철

도 건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를 정부의 결단과 정치적 이데올로

기의 맥락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 후드(Hood)는 1940년까지 ‘자치구

간 도시철도 회사’(Interborough Rapid Transit Company, IRT)와

‘브루클린-맨허튼 도시철도사’(Brooklyn-Manhattan Transit

Company, BMT)라는 양대 민영 도시철도 회사와 ‘독립 지하철 시

스템’(Independent Subway System, IND)라는 공영 도시철도 회사

등 3대 회사 체제로 운영되었던 뉴욕 도시철도 시스템이 어떤 정치

적 논쟁과 배경 속에서 1953년까지 단일한 공영 도시철도 회사인

‘뉴욕 도시철도 공사’(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로 통합되

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시철도의 운영이 뉴욕 지

역정치에 끼친 영향과 논쟁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뉴욕 도시철도망

의 확장이 맨허튼(Manhattan) 섬과 브롱크스(Bronx), 퀸즈(Queens),

브루클린(Brooklyn) 등지에서 도심지가 발달하고 팽창하는 데 큰 영

향을 미쳤다는 점을 논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후드(Hood)의 연구는

서울이 인구나 광역도시권의 규모에서 볼 때 뉴욕에 비견될 만한

굴지의 대도시라는 점에서 워싱턴 D.C.의 사례에 비해 도시철도의

구성에서 여러 모로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

을 것이다.30)

30) Clifton Hood, 722 Miles: The Building of the Subways and How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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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북미 지역 여러 도시의 도시철도를 전반적으로 개관한

연구로 미들턴(Middleton)의 『도시철도 : 미국의 도시고속철도』(

Metropolitan Railways: Rapid Transit in America)가 있다. 이 책

에서 미들턴(Middleton)은 19세기 말 이래 전차(tram), 고가철도, 경

전철(light rail), 도시철도(metro) 등 다양한 도시의 대중적인 궤도

교통수단에 대해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부록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주요 도시마다 어떤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술

하고 있다. 이러한 미들턴(Middleton)의 연구는 북미 지역에서 도시

철도 발전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 보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

다.31)

미국에서 수행된 도시철도에 대한 연구 이외에 서울 도시철도망,

특히 도시철도 1호선의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일본 도시철도

에 대한 선행 연구도 여러 모로 축적되어 있다. 과학기술사 분야에

서는 1945년 2차대전 패전 이래 일본, 특히 도쿄에서 도시철도가 어

떤 흐름 속에서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코야마 토루(小山 徹)의 연구

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코야마는 2차대전 이후 도쿄의 도

시철도망이 도심지 내부에서 완결되는 형태로부터 도시의 광역화와

확장과 함께 도심지와 교외지를 직결하는 형태로 변화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변화의 반영으로서 1956년 8월 도시교통

심의회가 도심과 교외철도의 직결 운행을 지하철(도시철도)의 건설

방침으로 결정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코야마는 1950-60년대 일본

도시철도 운영에서 도시철도의 시유시영주의 - 지방자치단체가 직

접 도시철도를 관장하거나 지방 공기업을 통해 운영하자는 흐름 -

가 득세했고, 일부 표준궤(1453mm)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067mm의 협궤 노선이 주류를 차지했으며, 전력 공급 방식은 직류

1500V가 많이 채택되었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또 도쿄의 도시철도

Transformed New York(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31) William D. Middleton, Metropolitan Railways: Rapid Transit in
America(Indiana University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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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이나 바다로 한 면이 막힌 도시에서 교외로부터 도심지로 노

선이 통과해서 다른 교외쪽으로 빠져나가도록 도시철도망을 설계하

는 터너(Turner) 타입으로 건설되었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코야마가 보여준 2차대전 이후 일본 도쿄 등지의 도시철도에서 나

타난 변화들은 1970년대 초 서울 도시철도망을 계획하고 건설할 때

많은 부분 반영된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초창기 서울 도시철도에 대

한 도쿄 도시철도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고 할 수 있다.32)

코야마의 연구 외에도 일본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동일본 철도문

화재단에서 발간한 『일본 철도사, 1872-1999』(A History of

Japanese Railways)의 도시철도 발전에 대한 장을 살펴보면 개략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1960-70년대 도쿄도(東京都)와

간사이(關西) 지역의 도시철도망을 중심으로 민영화되기 이전 일본

국철(JNR)의 도시철도망 정비와 지하철의 성장, 전차의 쇠퇴, 중형·

경전철의 활성화, 민영 도시철도(사철)의 역할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33)또한 일본의 공영 도시철도와 민영(사영) 도시철도에 대한

미츠타니(Fumitoshi Mizutani)의 비교 연구는 일본 공영 도시철도와

민영(사영) 도시철도의 비용 모델 및 수익 구조, 생산성, 공영과 민

영 도시철도의 서비스의 특성과 차이, 일본 도시철도의 역할과 역사

적인 변천, 철도 교통의 시장 조건과 정부의 규제 등에 대해 전반적

으로 논의하고 있다.34)

이러한 일본 도시철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 도시철도와 일본 도시철

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양쪽의 행위자-네트워크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32) 小山 徹, “都市高速鐵道網の整備”, 『[通史] 日本の科學技術』 3, 261-269

33) Eiichi Aoki, Mitsuhide Imashiro, Shinichi Kato, and Yasuo Wakuda eds., A
History of Japanese Railways, 1872-1999(East Japan Railway Culture

Foundation, 2000), pp. 149-164

34) Fumitoshi Mizutani, Japanses Urban Railway: A Private-public
comparison(Ashgat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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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도시철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

역시 기술과 사회의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로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사회적 변화 또는 도시철도 구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소를 규

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보았던 워싱턴 도

시철도망에 대한 쉬락(Schrag)의 연구는 1960년대 ‘위대한 사

회’(Great Society)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미국 리버럴의 사회적

가치가 본격적인 자동차와 고속도로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도 지

하철 확충의 원동력으로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논증하고 있다. 은연

중에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슬로건이 상징하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과 워싱턴 도시철도라는 ‘기술적인 것’(the technical)

을 구분한 후, 전자가 후자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

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쉬락(Schrag)의 연구는 미

국 연방 상하원, 워싱턴 D.C. 시 당국, 워싱턴 광역권 도시철도공사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WMATA), 도

시철도 설계 엔지니어, 지역 주민, 워싱턴 도심 및 위성 도시 개발

지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는 네트워크와 행위

자들의 역할 및 이해관계 변화의 결과물을 사회와 기술의 이분법적

구도에 의한 것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 도시들과 서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차이가 도시철도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가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피상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피상적인 접근을 지양하면서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도시철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다 적절히 참조하기 위

해서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정의되었는가를 추적해야 한

다. 아울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번역된 양상을 비롯하여 행위자

들의 결합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이해관계와 역량 부여가 초래하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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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2절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국내외에서 펼쳐진 도시철도나 철도,

노면전차의 건설 사례들을 조명한 것들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결합체로 구성된 도시철도나 철도, 노면

전차에 대해 대체로 기술 대 사회의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도시철도나 철도, 노

면전차 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참조하면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과정 및 행위자들 간

의 관계 변화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단서들을 찾아내고 과학기술학

(STS)과 과학기술사의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 사례가 보여주는 과학기술

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의의를 보다 용이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해 볼만한 과학기술학(STS), 과학기

술사 분야의 이론적 배경으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결합

체 사고(assemblage thinking)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을 조망할 수 있는 연구 프레임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3.1.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은 라투르(Bruno

Latour), 깔롱(Michelle Callon), 로(John Law), 몰(Annemarie Mol)

등 일군의 구성주의 과학기술학자들에 의해 1980년대부터 주장되어

왔다.35)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회구성주의에서

35)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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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연과 사회 혹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나타나

고, 비인간 행위자들의 역할이 무시된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보편적

인 대칭성을 위해서는 사회라는 개념 대신 행위자-네트워크라는 관

점이 더 유용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주창자

들은 인간 뿐 아니라 행위성(agency)을 가진 비인간 역시 인간 행

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행위자로

인정할 것을 역설하였다.36)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단일한 체계를 갖춘 이론이라기보다는 각

양각색의 행위자-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descriptions)

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37) 무엇보다도 행위

자-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 경험 연구를 통해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는 것을 어

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스퇴르가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면서 행위자-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라투르의 기술과 3명의 프랑스 국립해양연구소(CNEXO) 연구원들이

가리비 양식 기법을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깔롱의 기술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 라투르는 파스퇴르가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면서 행

위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번역(translation)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

계 포착’(1단계),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받침점 이동’ - 실험실에

농장의 환경을 재현하며 탄저병 백신 개발 여건 세팅 - (2단계), ‘지

렛대로 세상을 움직이기’ - 백신 개발을 통한 행위자-네트워크 구성

- (3단계) 등 3단계를 거쳐 진행됐다고 기술하였다.38) 깔롱은 1970

년대 프랑스 국립해양연구소(CNEXO)의 3명의 연구원들이 생브리외

만에서 가리비 양식법을 개발한 사례를 연구하면서 행위자-네트워

크의 구성이 1)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2) 관심을 사이에 개재

36)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20-21쪽

37) 같은 책, 29쪽

38) 브루노 라투르 지음, 김명진 옮김, “나에게 실험실을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들어올리리라”, 『과학사상』 45(2003), 46-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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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interessement), 3) 등록하기(enrollment), 4) 동원하기

(mobilization) 등 4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기술하였다.39) 이러한

라투르와 깔롱의 행위자-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조금씩 다른 기술들

은 “행위자-네트워크의 건설 과정은 곧 번역(translation)이며, 번역

을 이해하는 것이 ANT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번역

(translation)과 같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핵심 개념조차도

완벽하게 일치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만큼 연구자들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중요 개념들에 대한 정의나 활용에 차이가 나타난

다는 점을 보여준다.40)

따라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통찰력을 활용하여 서울 도시철도

망의 건설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그 관점들의 특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다

양한 관점들 중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이론의 창시자들인

라투르(Latour)와 깔롱(Callon), 로(Law)와 몰(Mol)의 관점과 그들의

관점이 지닌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고

찰해 보도록 하겠다.

라투르와 깔롱은 1970년대 후반 이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발

전시켜 나가면서 주요 개념과 행위자-네트워크 건설 과정에 대해

TRF 호르몬 발견, 탄저병 백신, 대형전철과 버스의 장점을 겸비하

도록 구상된 파리의 도시철도(Personal Rapid Transit, PRT) 프로젝

트 아라미스(ARAMIS)41), 가리비 양식, 전기자동차42) 등 다양한 사

39) 미셸 깔롱 지음, 심하나·홍성욱 옮김,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 가리

비와 생 브리외 만의 어부들 길들이기”,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68-87쪽

40)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19쪽 ; 24-25쪽

41) Bruno Latour and Steve Woolgar, Laboratory Lif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Sage Publications, 1979) ; 브루노 라투르 지음, 김명진 옮김,

“나에게 실험실을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들어올리리라”, 『과학사상』

45(2003), 43-82쪽 ; Bruno Latour, ARAMIS or The Love of
Technology(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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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대한 경험 연구를 통해 기술해왔다. 라투르와 깔롱의 행위자-

네트워크 건설 과정에 대한 기술에서 그들이 먼저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기입(inscription)되는가이다.

기입(inscription)은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실험 과정 및 결과에 대

해 노트에 메모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실험 장치에서 생산된 다

양한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 도표 등을 출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

다. 거대 토목공사 프로젝트에서는 건축 설계사들의 측량, 도면 설

계, 지질조사, 구조물 역학조사를 위한 각종 데이터 기록이나 메모,

분석 등도 기입(inscrip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과학

자나 엔지니어들이 기록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계의 구조나 네트워크의 배열을 창출

하는 것 등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원하는 형태로 정렬시키는 행

동 모두를 기입(inscription)이라고 볼 수 있다.43)

이렇듯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목표를 기입(inscription)

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목표는 이를 기입하는 행위자들의 언어

나 용어로 번역(translation)된다. 번역(translation)은 일반적으로 한

언어로 기술된 말이나 글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서로 다른 두 언어에서 문법과 단어 사이에 대응하는 규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수반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위

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번역 역시 한 행위자의

목표를 기입하는 행위자들의 언어나 용어로 옮기면서 이를 주관하

는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4) 그러한 번역의 과정

을 기술하기 위해 라투르와 깔롱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

42) 미셸 깔롱 지음, 심하나·홍성욱 옮김,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 가

리비와 생 브리외 만의 어부들 길들이기”,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57-94쪽 ; 미셸 깔롱 지음, “전기 자

동차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 위비 바이커 외 지음·송성수 편저, 『과학 기술

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새물결, 1999), 211-241쪽

43)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27쪽

44)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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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대변하며 번역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의무통과점(obligatory

point of passage) 혹은 대변인(spokesperson)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다. 이러한 행위자-네트워크의 대변인 혹은 의무통과점은 대개 과학

자나 엔지니어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또 행위자들의 번역의 전략을

관장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를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이

라고 부르며, 이러한 계산의 중심에서 행위자들에 대한 원거리 지배

력을 행사하기 위해 생산하는 문서 등의 존재를 ‘불변적 가동

물’(immutable mobile)이라고 지칭한다.45)

번역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무통과점과 번역의 전략을

관장하는 계산의 중심, 그리고 이를 장악한 대변인이 나타나면서 행

위자-네트워크는 다양한 인간과 행위자들의 목표에 대한 기입

(insciption)이 입력되면 불변적 가동물(immutable mobile)을 출력하

는 입출력의 기본 단위로 간주될 수 있게 된다. 500톤이 넘는 돼지

머리와 연구비, 각종 실험장치, 이를 운용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

는 과학자 및 테크니션 등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투입해

서 매우 극미량의 TRF 호르몬과 그에 대한 학술논문을 생산한 미

국 소크연구소처럼 행위자-네트워크는 자원을 투입해서 그에 따른

결과물을 산출하는 일종의 ‘자동판매기’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다.46)

이러한 행위자-네트워크의 입력 및 출력은 행위자-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번역의 과정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무관심해지고 신경을 쓰

지 않게 될수록 더욱 용이해진다. 1945년 최초의 디지털컴퓨터 에니

악(ENIAC)이 개발됐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계산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전기 배선의 물리적인 연결 과

정을 통해 이뤄졌지만,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에니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성능인 개인용 컴퓨터를 어플리케이션 사용법만 숙

45) 같은 책, 26-27쪽

46) Bruno Latour and Steve Woolgar, Laboratory Lif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Sage Publications, 1979), pp. 45-53 ; 홍성욱, 『생산력과 문

화로서의 과학기술』(문학과 지성사, 1999),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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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다.47) 이렇게 행위자-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번역(translation)의 과정에 대해 무관심해도 괜찮아

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행위자-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데, 이러한 현상을 라투르와 깔롱 등은 블랙박스화(black-boxing)라

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블랙박스화(black-boxing) 된 행위자-네

트워크는 그 자체가 입력과 출력의 기본단위이자 하나의 행위자처

럼 보이게 된다. 이렇듯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접혀(folding)서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되는 현상

은 결절화(punctualization)라고 부른다.48) 블랙박스화(black-boxing)

되어 하나의 결절(punctualization)이 된 행위자-네트워크는 다른 행

위자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동원

(enrollment)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더 많은 행위자들이 결합한 더

큰 규모의 행위자-네트워크 구성의 초석이 된다.49)

그렇지만 블랙박스화(black-boxing) 된 행위자-네트워크가 항상 결

절(punctualization)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바

이러스나 해킹툴, 스파이웨어가 침투하여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운되

면, 이를 수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부팅하고, 바이러스와 해킹툴, 스

파이웨어를 백신 어플리케이션으로 치료하고, 운영체제를 복구하고,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복구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

다. 이렇듯 컴퓨터 수리에 수많은 지식이 동원되고 여러 작업이 수

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컴퓨터가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로 구성된 행위자-네트워크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

럼 결절화(punctualization) 된 행위자-네트워크가 다시 해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랙박스화(black-boxing)는 가역성(reversibility)를

지니고 있다.50)

47) 김명진, 『야누스의 과학』(사계절, 2008), 57-83쪽

48)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23쪽

49)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25쪽

50) 같은 책,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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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화 된 행위자-네트워크에서 산출되는 불변적 가동물

(immutable mobile)은 말 그대로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

에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수 있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번역의 결과물이나 행위자들을 여기 저기 이동시키는 활동을 치환

(displacement)이라고 부른다.51) 또 불변적 가동물(immutable

mobile)은 의무통과점과 계산의 중심을 장악한 대변인(spokeperson)

들이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 이렇게 움직이라든가, 이런 행동은 해서

는 안된다 라든가 하는 명령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명

령을 수반한 문서 등 불변적 가동물(immutable mobile)을 처방

(prescription)이라고 부른다.52) 그렇지만 이러한 처방(prescription)

대로 행위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은 상당한 긴장 속

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라투르와 깔롱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관점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선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 행위자

들끼리 강고하게 연계되는 존재로 기술한다는 것이다. 행위자-네트

워크의 건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상호 간의 연계가

공고해지고, 의무통과점을 중심으로 정렬(alingment)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53) 이렇듯 강고하게 연계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은 상호 이해관계와 역량을 재구성한다. 그 때문에 행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역량은 그 행위자 고유의 특성에

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다.54)

51) 같은 책, 26쪽

52) 같은 책, 27쪽

53) 미셸 깔롱 지음, 심하나·홍성욱 옮김,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 가리

비와 생 브리외 만의 어부들 길들이기”,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73-81쪽 ;

54) Martin Müller,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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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강고한 연계로 구성된 행위자-네트

워크는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권력(power)은 행위의 원인이 아

니라 행위자-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발생하는 효과인 것이다. 이렇듯

행위자-네트워크는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

으로 동일한 역량을 갖고 있는 인간 행위자 간의 권력 격차는 행위

자-네트워크에 얼마나 연계되어 있고 이를 장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과 프랑스 대육군(Grand Armee)의 일

개 병사 모두 같은 역량을 가진 인간이지만, 나폴레옹이 일개 병사

보다 더 강력한 유럽의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군인,

관료, 소총, 대포, 병조림, 요새, 말, 전함, 기구 등으로 구성된 강고

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강력한 권력자란 ‘거인의 위에 선 난장이’처럼 행위자-네트워

크 위에 올라앉은 미소행위자인 셈이다.55)

이렇듯 라투르와 깔롱은 행위자-네트워크를 권력의 원천이라고 분

석하면서 정치의 의미 역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정부나 국회, 정

당 등이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혁과 관련된 체계적인 실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전적인 제도권 정치(politics)를 넘어서 행위자-네

트워크를 건설하는 “인공물, 행위, 또는 실행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

는 방법”으로서의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으로 정치의 의미를 확

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56) 이러한 관점에서 라투르와 깔롱은 비인간

행위자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라고 보면서 행위자-네트

워크의 건설과 건설 이후 주체/객체, 인간/자연, 기술/사회 식 이분

법적 구도가 다시 등장하면서 행위자들을 통제하는 기제가 마련되

는 과정을 연구하고 행위자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는 의미에서의 사물의 정치학(politics of things)을 제안한다.57)

p. 30
55)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30-31쪽

56) Martin Müller,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2015),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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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라투르와 깔롱은 행위자-네트워크를 권력의 원천으로 기술하

면서 행위자-네트워크 건설과 관련해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이

해관계를 번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웅적인 행위자

(heroic actor)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영웅

적인 행위자로는 대개 행위자들의 대변인(spokesperson)이나 의무통

과점(obligatory point of passage)을 맡는 경우가 많은 과학자나 엔

지니어들이 부각된다. 예를 들어 라투르는 탄저병 백신 개발 과정을

통해 행위자-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과정을 기술하면서 루이 파스퇴

르를 탄저병 백신 개발에서 자신의 실험실을 의무통과점으로 삼으

며 농부, 수의사, 소, 탄저균 등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기입, 번역하는 대변인(spokesperson)으로 주목하였다.58)

이렇듯 파스퇴르를 탄저병 백신 행위자-네트워크 건설의 영웅적인

행위자로 주목한 라투르는 자신의 논문을 발전시킨 후속 저작인

『프랑스의 파스퇴르화』(The Pasteurization of France)에서는 아

예 파스퇴르가 프랑스 전역에 걸친 탄저병 백신 행위자-네트워크를

건설한 게 프랑스 사회를 ‘파스퇴르화’(the pasteurization of France)

시킨 것이라고까지 기술하였다.59) 깔롱도 1970년대 프랑스 생브리외

만에서의 가리비 양식 기법 개발을 주도한 3명의 프랑스 국립해양

연구소(CNEXO) 연구원들을 가리비 양식 행위자-네트워크의 의무

통과점으로 부각시켰다. 가리비 양식 행위자-네트워크에 참여한 가

리비나 어부와 같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은 그렇게 의무통과점

으로 행위한 3명의 연구원들에 의해 길들여지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60)

57)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31-33쪽

58) 브루노 라투르 지음, 김명진 옮김, “나에게 실험실을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들어올리리라”, 『과학사상』 45(2003), 64-68쪽

59) Bruno Latour ; Alan Sherian and John Law translated, The Pasteurization
of France(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60) 미셸 깔롱 지음, 심하나·홍성욱 옮김,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 가리

비와 생 브리외 만의 어부들 길들이기”,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도서출판 이음, 2010), 81-87쪽 ; Bruno Latour, Pando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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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라투르와 깔롱은 행위자-네트워크를 강력하면서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존재로 기술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라투르와 깔롱의 기

술과 달리 존 로와 안네마리 몰은 행위자-네트워크의 건설에 대해

상당히 다른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로와 몰 등의 관점에 대

해 일각에서는 후기 행위자-네트워크 이론(Post-ANT)이라고 평가

하기도 한다.61)

로와 몰은 우선 행위자-네트워크가 구성원들의 연계가 쉽게 무너

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고 본다. 로는 라투르와 깔롱 등의 경험 연

구에서 핵심적인 행위자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를 끌어들여 형성

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동맹처럼 행위자-네트워크를 기술하는 것이

복합적인 경계를 갖고 살아가는 주변화 된 행위자들의 결합체로서

의 네트워크와는 매우 달리 비춰지고 있다는 수잔 리 스타(Susan

Leigh Star)와 같은 여성주의 STS 학자들의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62) 그러면서 로는 연구자들이 행위자-네트워크의 복잡성에 대

한 세심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63) 또한 몰은 구체적으

로 연료 가스버너의 사례를 들면서 행위자-네트워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몰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에서 나무 부스러기를 태우기 위해 고안된 연료 가스버너가 열대

국가인 코스타리카에 도입된 적이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이 가스

버너의 연료로 옥수수자루를 사용했다. 그런데 열대 지방 특성 상

옥수수자루를 갉아 먹는 벌레들이 많이 꼬였고, 결국 연료 가스버너

는 옥수수자루를 쓸 수 없게 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냉대

기후 지역인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벌레의 존

재로 인해 연료 가스버너 네트워크가 정말 손쉽게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몰은 이러한 연료 가스버너를 비롯하여 행위자-네트워크가

Hope: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 184

61) Christopher Gad and Casper Bruun Jensen, "On the Consequences of

Post-ANT",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35:1(2010), pp. 55-57

62) Ibid., p. 58
63) Ibid.,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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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지 못하는 사례는 끝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64)

둘째, 로와 몰은 행위자-네트워크에서 파스퇴르와 같은 영웅적인

행위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계산의 중심에서 번역

의 의무통과점을 장악하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강력하

고 영웅적인 행위자가 없는 네트워크도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몰은 라에(Marianne de Laet)와 함께 수행한 짐바브

웨의 부시펌프(Zimbabwe bush pump)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영웅

적인 행위자가 다른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을 끌어들여 강력한 동

맹을 구성했다는 식의 서술을 지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몰과 라

에는 짐바브웨 부시펌프는 유동적인 행위자로서 어떠한 핵심도 없

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몰과 라에는 부시펌프 개량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피터 모건(Peter Morgan) 박사

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65) 저자들이 모건에게 왜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

는지 질문했더니 모건은 자신에게 세균학 대신 깨끗한 물을 퍼낼

수 있는 펌프 개발에 나서라고 설득한 조언자, 짐바브웨의 수리기술

자, 펌프 공장의 노동자와 관리자, 그리고 펌프를 채택한 마을 주민

등 다른 여러 행위자들에게 부시펌프 개량의 영예를 돌렸다는 것이

다.66) 이러한 사례 연구들을 통해 로와 몰 등은 영웅적인 행위자가

부각되는 강력한 네트워크로 기술되는 라투르나 깔롱의 관점을 반

박하고 있다.

셋째, 로와 몰은 행위자와 행위자-네트워크 모두 유동적이고 경계

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몰과 로가 살펴본 빈

64) Annemarie Mol, "Koordination und Ordnungsbildung in der

Akteur-Netzwerk-Theorie",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50:1(2010), p. 258

65) Marianne de Laet and Annemarie Mol, "The Zimbabwe Bush Pump:

Mechanics of a Fluid Technology", Social Studies of Science 30:2(2000), pp.
248-249

66) Annemarie Mol, "Koordination und Ordnungsbildung in der

Akteur-Netzwerk-Theorie",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50:1(2010),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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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anaemia) 치료를 위한 네트워크의 사례에서는 빈혈이라는 개념

부터가 네덜란드와 아프리카에서 서로 다르게 간주되는 유동적인

존재라는 점이 드러난다. 네덜란드에서는 사람들이 의사에게 현기증

이나 피로감, 부족함에 대해 토로했을 때 헤모글로빈 레벨을 체크하

여 빈혈 여부를 판가름하는 반면, 일상적으로 피로와 현기증 같은

일을 겪고 유럽에서 온 의사들과 의사소통 문제도 있으며 의료기기

도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는 안검(eyelids)을 살펴보거나 누르께하고

병색이 완연한 피부(sallow skins)를 살펴보는 식으로 빈혈을 측정

한다. 그리고 사람의 안검이나 피부를 살펴보는 방식을 통해 빈혈을

측정하는 것은 현지에서 경험을 쌓은 간호원들이 유럽에서 갓 이주

해 온 의사들보다 더 능숙하게 수행한다. 이러한 네덜란드와 아프리

카에서의 빈혈 측정 및 치료법의 차이는 빈혈이라는 개념이 지역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실행임을 보여주는 것이다.67) 라에와

몰이 수행한 짐바브웨 관목 펌프의 사례 역시 관목 펌프의 제작 과

정에서 영웅적인 행위자나 의무통과점 같은 핵심적인 행위자가 나

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목 펌프 자체의 정체성 역시 수리 관개

시스템, 보건 환경 개선의 촉진자, 국민국가 건설의 장치

(nation-building apparatus) 등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짐바브웨의 관목펌프는 견

고하고 날카로운 네트워크 외연의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동적

인 존재이다.68)

이러한 로와 몰의 기술은 라투르와 깔롱의 기술과는 180도로 다른

행위자-네트워크의 상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라투르

와 깔롱, 로와 몰의 기술들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은 행위자-네트워

크 이론이 단일한 실체를 지닌 담론이 아니라 ‘행위자-네트워크 이

67) Annemarie Mol and John Law, "Regions, Networks and Fluids: Anaemia

and Social Topology", Social Studies of Science 24:4(1994), pp. 655-658

68) Marianne de Laet and Annemarie Mol, "The Zimbabwe Bush Pump:

Mechanics of a Fluid Technology", Social Studies of Science 30:2(2000), p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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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복합체’(Actor-Network Theory Multiple)임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69)

이렇듯 라투르와 깔롱, 로와 몰이 기술하는 행위자-네트워크에 대

한 상이한 상들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행위자들의

연결성이 강고한지, 아니면 무너지기 쉬운지,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영웅적인 행위자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핵심적

인 행위자와 그들의 동맹이 아니라 분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는지, 네

트워크의 경계는 유동적이고 모호한지 등등 행위자-네트워크에 대

한 상이한 상들 중 무엇이 보편적이고 무엇이 특수한 것인지에 대

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소절에서는 행위자-네트워크의 다양한 상에 대

한 논의와 연관된 담론인 결합체 사고(assemblage thinking)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결합체 사고(Assemblage Thinking)70)

결합체(assemblage)는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안티 오이

디푸스』, 『천개의 고원』까지 그 기원이 소급되는 개념이다.71) 들

69) Christopher Gad and Casper Bruun Jensen, "On the Consequences of

Post-ANT",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35:1(2010), pp. 75-77

70) assemblage를 존 어리(John Urry)의 『모빌리티』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결합

체”, 최병두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위상학적 공간개념”에서는 “아상블라

주” 등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assemblage를 프랑스어식 발음으로 음역한 “아상

블라주”는 assemblage가 들뢰즈와 가타리가 『천 개의 고원』 등에서도 사용하

는 프랑스어 아장스망(agencement)에 대응하는 영어 번역어라는 점에서 적확한

번역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assemblage를 “결합체”로 번역

하기로 했다. 존 어리 지음, 강현수·이희상 옮김, 『모빌리티』(아카넷, 2014),

600쪽 ;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위상학적 공간개념”, 『공간과 사회』

25:3(2015), 133-134쪽 ; Martin Müller,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2015), p. 28

71) Martin Müller,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2015),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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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즈는 결합체(assemblage)에 대해 “많은 비동질적인 항들로 구성되

고 연령, 성별, 기간들과 같은 다른 본질들을 가로질러 그들 사이의

연대와 관계를 수립하는 다양성이다. 그러므로 결합체의 유일한 통

합은 공동으로 기능하는 것, 다시 말해 공생과 ‘공감’이다”라고 정의

했다.72) 다시 말해 결합체(assemblage)는 “비동질적인 실체들이 특

정 시간에 함께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 정돈시키는 양식들”인 것이

다.73) 이러한 결합체는 아래와 같이 최소한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니

고 있다.

1. 결합체는 관계적이다. 결합체는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함께 연결된 각양각색의 실체들의 배열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들뢰즈에게 있어 결합체는 외재성(exteriority)의 관계들로 구성된

다는 것이다. 이는 용어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용어들 - 인민, 대

상 등 - 의 특정한 자율성이 유래됨을 함축한다. 아울러 구성요소

들 각각의 특성을 조합하는 것으로는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들을

절대 설명할 수 없다는 점도 시사한다.74)

2. 결합체는 생산적이다. 결합체는 새로운 영역적인 조직들, 새로

운 형태들, 새로운 표현들, 새로운 행위자들, 그리고 새로운 현실

들을 생산한다. 결합체는 모방적이지 않으며, 세계의 재현으로 그

치지 않는다.75)

72) Gilles Deleuze and Parnet Claire, Dialogue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p. 69, Martin Müller,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2015), p. 28에서 재인용

73) Martin Müller,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2015), p.
28

74) Martin Müller,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2015), p.
28

75) Ibid.,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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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합체는 비동질적이다. 무엇이 연관될 수 있는지 - 사람들,

동물, 사물들과 사상들 - 에 대한 가정도, 결합체의 지배적인 특

성도 존재하지 않는다.76)

4. 결합체들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와 재영토화

(reterritorialization)의 동역학에 따라잡혔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는 ‘측면들을 재영토화하고, 그것들을 안정화하고, 탈영토하의 끝

이 절단되고, 그것을 운반하는’ 결합체의 중심축이다. 결합체들은

그것들이 출현하고 함께 붙박을 수 있는 영역들을 설립하지만 또

한 항상적으로 상호 교환, 전환, 분해된다.77)

5. 결합체는 욕망의 대상이 된다. ‘욕망은 천성적으로 단편적이고

해체된 연속적인 유동들과 부분적인 대상들과 지속적으로 동조화

된다.’ 결합체는 따라서 유형의 구성요소를 가진다.78)

결합체는 행위자-네트워크와 개념적으로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79) 들뢰즈와 가타리가 『천개의 고원』에서 사용한 결합체

(assemblage)의 원래 프랑스어 표현인 아장스망(agencement)은 그

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열이 행위성을 창출한다는 점을 함축하

고 있다.80) 또한 결합체는 그 어떠한 사전에 결정된 위계질서도 없

고, 결합체의 배후에 자본이나 권력 같은 그 어떠한 단일한 조직 원

리도 없으며, 모든 실체들 - 인간, 동물, 사물, 물질 등등 - 은 시작

할 때 동일한 존재론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81) 이는 행

76) Ibid., p. 29

77) Ibid., p. 29
78) Ibid., p. 29

79) Ibid., p. 30
80) Ibid., p. 28. 『천 개의 고원』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agencement을 ‘배치물’,

‘배치’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지음, 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새물결, 2001), 995쪽

81) Ibid.,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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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행위능력을 다

른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진 효과로 파악하는 행위자-네트

워크 이론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82)

그렇지만 결합체 사고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첫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 행위자나 네트워크의 행

위능력은 배타적인 네트워크 건설을 통해 부여되는 매개된 성취라

고 본다. 행위자-네트워크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행위능력을

부여받고 싶다면 행위자들이 다른 동맹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건

설하는 것이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결합체 사고에서는 외재

성(exteriority)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합체의 구성 요소들이 결합체

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는 결합체 외부에서의 본질적인 특질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상정한다. 이는 구성 요소들의 속성들을 초과하는

예측할 수 없는 열린 결말의 집합들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

이점과 관련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연합체(association) 바깥

에 존재하지만 연합체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둘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결합체

사고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인 개념적, 방법론적 도구들을 제공한

다.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 ‘올리곱티콘’(oligopticon),

‘블랙박스’(black-box), ‘불변적 가동물’(immutable mobile) 등과 같

은 개념을 경험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행

위자-네트워크 이론을 발전시킨 연구자들은 사물의 정치(politics of

things)에 대한 더욱 명쾌한 관점을 제공한다. 제도화 된 정당 정치,

정부, 의회 등으로 이해되는 ‘특별한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실행들을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이해되는 정치(politics)를 넘어서 ‘인공물, 행

위 또는 실행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방법’으로서의 정치적인 것

(the political)을 살펴보기 위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

물의 정치’를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해 몰 등은 이를 ‘존재론적 정치

82)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위상학적 공간개념”, 『공간과 사회』

25:3(2015),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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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ontological politics)라고 지칭하기도 한다.83)

결합체 사고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동일한 연구 의제를 공유

하기도 한다. 정치지리학 분야의 경우 결합체 사고와 행위자-네트워

크 이론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권력, 물질, 대상과 기술, 그리고 위

상공간과 같은 주제들을 연구 대상으로 공유한다.84) 이러한 결합체

사고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공유하고 있는 주제들은 1989년 에

드워드 소자가 『포스트모던 지리학』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사회

과학 분야에서 화두가 된 ‘공간적 전회’(spatial turn)와 연관시켜 생

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85) 특히 위상공간에 대한

결합체 사고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경험 연구들은 도시

철도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에 대한 연구에도 여러 모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결합체 사고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위상공간에 대한

연구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만 수행된 것은 아니다.

‘공간적 전회’ 그리고 ‘공간적 전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지

형학적 전회’(topographical turn)이나 ‘위상학적 전회’(topological

turn)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가 자연지리학처럼 물리적인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86)

오히려 ‘공간적 전회’는 공간(space)에 대해 단 한가지의 정의만을

기술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끔 하고 있다.87) 그 때문에 결합체 사고

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위상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결합

체나 행위자, 네트워크의 특성을 공간적인 은유나 개념들을 활용해

기술하는 것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83) Martin Müller,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2015), pp.
30-31

84) Ibid., p. 32

85) 외르크 되링·트리스탄 틸만 엮음, 이기숙 옮김, 『공간적 전회』(심산, 2008),

7-11쪽

86) 마이크 크랭·나이절 스리프트 엮음, 최병두 옮김, 『공간적 사유』(에코리브르,

2013), 629-631쪽

87) 슈테판 귄첼 엮음, 이기흥 옮김, 『토폴로지』(에코리브르, 2010),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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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체 사고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연구 대상으

로 삼고 있는 위상공간(topological space)은 1847년 수학의 거장 카

를 프리드리히 가우스(Carl Friedrich Gauss)의 제자인 요한 베네딕

트 리스팅(Johann Benedict Listing)이 “공간적 형태들의 양상적 관

계들”에 관한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에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88)

위상공간은 데카르트와 뉴튼 이래로 서구 철학계에 만연한 절대적,

계측적, 유클리드적 공간관처럼 거리와 각도로 형성된 좌표계에 바

탕하면서 임의 차원으로 연장될 수 있는 공간을 상정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토대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절대적, 계측적, 유클리드적

공간은 사물에 앞서 선험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물의 형태 또는 물체

성이 그 속에 존재하게 되는 일종의 중립적인 용기로 간주되는 반

면, 위상공간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기반하여 공간을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기 때문이다.89) 위상공간은 절대좌표계에서의 위치

나 거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계된 행위자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공간을 사고하는 관점에서 도출된 것

이다.

이러한 위상공간의 관점은 라투르가 행위자-네트워크를 기술할 때

활용한 공간적 은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라투르는 지위, 계

층, 영역, 범위, 범주, 구조, 체계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2차원의 면이

나 3차원의 구와 같은 공간적 은유를 동원하는 대신 섬유 모양의,

실과 같은, 철사 같은, 끈 같은, 밧줄 모양의, 모세관 형태의 공간적

은유를 활용해야 사회가 어떠한 것인지 기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결된 마디의 수만큼 많은 차원을 갖는 끈처럼 사회 역시 2차원이

나 3차원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

면서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멀고 가까움 같은 계측적 거리 관점에서

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반한 공간적 은유 대신 행위자들이 밀접하게

88) 슈테판 귄첼 엮음, 이기흥 옮김, 『토폴로지』(에코리브르, 2010), 23쪽

89)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위상학적 공간개념”, 『공간과 사회』

25:3(2015), 136쪽 ;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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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었는지와 같은 관계론적 공간의 시각에서 사회를 기술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나와 내 옆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누군가의 거

리는 1미터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6천마일

떨어진 어머니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회

를 절대좌표계에 기반한 거리라는 개념으로 재단하기보다 관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라투르는 또한 네트워크 개념이

근대의 도래 이후 지속된 거시/미시의 구분을 없앨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을 기술할 때 그 원인을 계급이나 성

별, 문화 등 보다 거시적인 범주로 환원하려는 시도 대신에 선험적

인 위계 관계를 갖지 않은 행위자들의 상호 동맹에 따른 효과로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외부의 구분 역시 소멸되는데, 행위

자-네트워크는 위상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례인 뫼비우스의

띠처럼 내부와 외부가 없는 경계이며, 중요한 것은 행위자들 사이에

연결이 만들어졌는가 아닌가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90)

이렇듯 위상학적 은유로 기술되는 행위자-네트워크의 작동 효과에

의해 생성된 공간은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91) 네트워크

공간은 지리학에서 논의되는 관계론적 공간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일례로 관계론적 공간을 주창하는 지리학자들은 세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역이라는 개념이 절대좌표계 상의 위치와 영

역 관점에서 관계적, 무경계적 관점으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렇지만 네트워크 공간은 지리학자들이 주창하는 관계론적 공간과

달리 행위자-네트워크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발전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92)

네트워크 공간, 관계론적 공간의 관점에서 도시나 교통시스템의 탈

90) 브루노 라투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관하여 : 약간의 해명,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이음, 2010), 99-106쪽

91)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위상학적 공간개념”, 『공간과 사회』

25:3(2015), 140쪽

92)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위상학적 공간개념”, 『공간과 사회』

25:3(2015),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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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화/재영토화를 조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는 도시결합체(urban assemblage), 교통결합체(transportation

assemblage) 등을 들 수 있다. “복수적 형태를 지니는 도시결합체

(urban assemblage)는 도시를 다중적 객체로서 파악하고 도시의 다

중적 작동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적합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도시결합체는 “도시가 어떻게 물질적 및 사회적 측면들에서 이질적

행위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구체적으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도시결합체는 “도시를 다중

적인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객체, 공간, 물질, 기계, 육체, 주체, 상

징, 공식들 사이의 비동질적인 연관들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고무

시킨다.” 도시결합체라는 개념은 “거리, 건물, 사람, 지도에 미리 존

재하지 않는 다중적인 연합과정의 특질로서 도시성(the urban)을 이

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도시결합체라는 관점은 도시를 바깥

에 있는 실재가 아니라 다중적인 방식으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93) 아울러 구체적인 경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도시결합체들

의 결합체(the assemblage of urban assemblages)들을 기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94)

교통결합체(transportation assemblage)는 동시에 상호 의존하고 긴

장하면서 공존하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자

동차와 자전거 행위자-네트워크는 교통 수요를 분담한다는 점에서

는 상호 협력을 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

로와 자동차 도로를 분리하면 통행 공간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또

철도와 자동차, 자전거 행위자-네트워크 사이에도 협력과 경쟁의 관

93) Ignacio Farias, "Introduction: decentering the object of urban studies" in

Ignacio Farias and Thomas Bender eds., Urban Assemblages: How
Actor-Network Theory Changes Urban Studies(Routledge, 2010), pp. 14-15 ;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위상학적 공간개념”, 『공간과 사회』

25:3(2015), 134쪽

94) Ignacio Farias, "Introduction: decentering the object of urban studies" in

Ignacio Farias and Thomas Bender eds., Urban Assemblages: How
Actor-Network Theory Changes Urban Studies(Routledge, 2010), pp.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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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모두 성립된다. 철도의 경우 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근

해서 열차 승객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그리고 역

으로 오는 승객들은 도보 이외에 자동차나 자전거 등 다른 교통수

단을 활용한다. 이처럼 자동차나 자전거는 잠재적인 열차 승객이 역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철도와 상호 협력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나 자전거를 통한 여행이 철

도 여행보다 더 매력적이라면 사람들이 기차를 타는 대신 자동차,

자전거를 이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95)

네트워크 공간과 관계론적 공간의 관점에서 도시나 교통시스템을

조망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처방의 공간’(spaces

of prescription)과 ‘협상의 공간’(spaces of negotiation)을 찾아볼 수

있다. ‘처방의 공간’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든가 어떠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과된 ‘처

방’(prescription)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이렇듯 ‘처방’이 작동하기 때

문에 ‘처방의 공간’에서는 행위자들이 효과적으로 정렬되며 네트워

크는 안정되는 면모를 보인다. ‘협상의 공간’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된 ‘처방’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사이에

설계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타협을 도출하기 위한 ‘협

상’(negotiation)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협상의 공간’

에서는 행위자들 사이의 새로운 타협이 도출되기 전까지 네트워크

가 불안정한 면모를 보인다.96)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스타(Susan

Leigh Star)는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 매장을 언급했다. 맥도

널드 매장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네트워크

로서 손님들은 표준화 된 매뉴얼에 따라 조리되는 햄버거를 메뉴판

95) Annemarie Mol, "Koordination und Ordnungsbildung in der

Akteur-Netzwerk-Theorie",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50:1(2010), p. 259

96) Jonathan Murdoch, "The Spaces of Actor-Network Theory", Geoforum
29:4(1998), pp. 362-364 ;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 사회』 25:3(2015),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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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골라 주문한다. 표준화 된 패스트푸드 행위자-네트워크가 인간

행위자의 행동을 강하게 규정하는 ‘처방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

이다. 그런데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양파를 뺀 햄버거를

달라는 주문을 할 경우 네트워크의 흐름이 깨지면서 패스트푸드점

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30분에서 40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야 양

파 없는 햄버거가 나오게 된다. 아니면 주문자가 메뉴판에서 햄버거

를 골라 주문한 후 양파를 빼고 먹을 수도 있다. 이처럼 행위자가

처방(prescription)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다른 행위자들과 협상을

통해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맥도널드 매장

은 ‘협상의 공간’으로 전환된다.97)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은 주체/객체, 행위/구조, 거시/미시,

내용/맥락과 같은 이분법적 구도로 조명되는 개념이 아니다.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이다. ‘처방의 공

간’이 없이는 ‘협상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고, ‘협상의 공간’이 없이

는 ‘처방의 공간’도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98) 이러

한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공간이 단일한 원리

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형태와 저항의 형태 사이의 복잡

한 상호 작용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99)

이러한 결합체 사고(assemblage thinking)의 관점은 라투르와 깔

롱, 로와 몰의 서로 상이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중 로와 몰의 행

위자-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에 좀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도시결

합체나 교통결합체 등 다양한 결합체(assemblage)는 구성 요소들의

연계성이 강고하고 전체적으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존재라기보

다 유동적이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존재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97) Jonathan Murdoch, "The Spaces of Actor-Network Theory", Geoforum
29:4(1998), p. 363 ;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

간과 사회』 25:3(2015), 142쪽

98) Jonathan Murdoch, "The Spaces of Actor-Network Theory", Geoforum
29:4(1998), p. 364

99)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 사회』

25:3(2015),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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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체 사고의 관점은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고 볼 수 있다.

3.3. 연구프레임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결합체 사고(assemblage

thinking)을 바탕으로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도시철도망은 다양하고 비동질적인 인간과 비인간 행위

자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행위자-네트워크 이

론과 결합체 사고의 통찰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에 대한 규명은 다양한 인간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행위자들이 어

떠한 이합집산을 통해 결합과 해체를 반복하면서 네트워크가 구성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

성에 대한 연구는 도시철도 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역학 관

계에 대해 보다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결합체 사고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 프레임을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 과정 규명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유의 사항이 존재한다. 서울 도시철도망

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기입되고, 번역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에서 시작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기입은 많은 경우 ‘불변적 가

동물’이라 불리는 문서들의 작성 과정에서 추적할 수 있다. 만약 행

위자들의 이동, 기입, 번역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다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결합체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연구 프레임을

서울 도시철도망 구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연구 프레임에



- 41 -

대한 적절한 변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연구방법론 및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이

동하고, 이해관계가 어떻게 기입되고, 번역되었는가를 추적할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불변적 가동물(immutable mobile)이라 할 수 있는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에 대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들, 그리고 가변

적 부동물(mutable immobile)이라 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

영 참여자들의 증언 등을 분석 대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과 관련된 1차 자료로는 우선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에서 보관 중인 각종 공문서들을 들 수 있다.

현재 ‘지하철’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타나는 기록물철은 1,356

건이 나타난다. 개개의 문서나 사진, 영상물 자료 건수 기준으로는

대략 500건 정도로 추정된다.100) 이러한 국가기록원 보관 공문서 외

에 서울 도시철도망이 본격적으로 구상되고 건설된 1962-2016년 기

간을 전후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록, 서울 도시철도 1호

선 건설에 8천만달러의 차관을 공여한 일본 국회(중의원, 참의원)의

관련 회의록 등도 중요한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 『서울메트로 30년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 『서울지

하철 3·4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5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

철 6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7호선 건설지』, 『서울 지하철

8호선 건설지』, 『한국철도 100년사』와 같은 서울 도시철도 건설

에 대한 각종 기관사(機關史)와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공사 등에서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펴낸 각종 자료집과 팜플렛, 도시철도 1-8호선

건설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펴낸 각종 사사(社史), 당대 도시철도

1-8호선 건설에 대해 보도한 신문자료들, 도시철도 1-8호선 건설에

100)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2013.7.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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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여한 관계자들이 펴낸 저서나 회고록, 연도별 『교통연보』

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들 역시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1차 자료

들이다. 서울 도시철도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구술 역

시 분석해야 할 주요 자료라고 볼 수 있다.101) 아울러 서울 도시철

도망 연구에 유용한 국내외의 선행연구 등 2차 자료들에 대한 분석

은 1차 자료를 해석하는 데 여러 모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1차 문헌 자료, 2차 문헌 자료는 그 자체로 하나의 행위자

라고 볼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한 관계자들

의 구술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기입되

고 번역되어 구성된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1차 문헌 자료와 2차 문헌 자료, 그리고 관계자들의 구술 등

을 통해 구성되는 본 연구 역시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라는 관점

에서 고찰될 수 있다.

따라서 1차 문헌 자료, 2차 문헌 자료, 관계자들의 구술 등에 대한

분석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서울 도시철도망이라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고, 네트워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동하고,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이동에 대한 추적은 서울 도시철도망의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서울 도시

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러한

관계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 질문

이 논문에서는 크게 4가지의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101) 대표적으로는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역사 구술자료집 ② : 서울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었다』(도서출판 선인, 2011)이 있다. 이 책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 지하철건설본부 공사과장으로 현장에서 건설 과정을

직접 관리 감독한 김병린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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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가 시공간적으로 어떻

게 변화해 왔으며, 행위자들의 연계성은 강고했는가 아니면 느슨했

는가? 둘째, 서울 도시철도망의 경계가 명확했는가, 아니면 유동적

이고 모호했는가? 셋째, 서울 도시철도망과 다른 행위자-네트워크

사이의 관계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넷째, 서울 도시철

도망의 건설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가 어떠했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들은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 과정 및 그 영향을 규명하는 것

은 물론, 좀 더 나아가 서울 도시결합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

들의 건설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 및 연계성은 시공간

적으로 항상 일정했다고 볼 수 없다.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은 상태 변화 없이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행위자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기입되고, 번역되고, 이동하는 역동적

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간적인 변화와 함께 도시철도망에

새로운 행위자가 도입되거나, 기존 행위자가 사라지면서 서울 도시

철도망은 끊임없이 구성 행위자가 변화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서

울 도시철도망은 계획 과정에서부터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일단 계

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계획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 및 연계성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모두 동등한 역량을 가진 행위자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행위자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독립변수처럼 보이고, 또 어떤

행위자는 영향력이 강한 다른 행위자에 의해 규정되는 종속변수처

럼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는 무엇이 더 많은 행위자와 연계되었나,

연계 정도가 얼마나 긴밀한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 같

은 관점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과 도시철도망이 서울 도

시결합체 내의 다른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모두가 실제로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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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들 간의 연계성과 관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은 기술과 사회 간의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전제로

하는 기술결정론 또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 입각하여 서울 도시

철도망의 건설 및 영향을 조명하는 것과는 다른 면모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 중후반 이후 2000년대 초반 서울 도시철

도 1-8호선이 건설될 때까지 도시철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변

화해갔는가를 조명하면서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개재된 맥락

과 번역의 동역학을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된 계획이

실제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변형되었는지에 대

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렇듯 계획과 건설 과정에서 서울 도시철도

망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보면 행위자-네트워크가 얼마나

다양하고 비동질적인 행위자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구성되는 역

동적인 존재인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 및 연계성의 변화에

대한 질문은 도시철도망의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망에 새로운 행위자들

이 유입되거나 기존 행위자들이 유출되면서 도시철도망의 외연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유입과 유출은 일시적인 현

상이 아니다.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많은 행위자들이 항상 도

시철도망의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폐의 경우, 도시철도망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인 행위자이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축장되지 않고 항상 금융

망을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들을 넘나든다. 이렇듯 서울 도

시철도망의 경계가 유동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도시철도망을 내

부와 외부, 거리의 멀고 가까움, 거시와 미시 같은 이분법으로 살펴

보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철도망이라는 기술과 도시철도망 외부에 있는

사회를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도시철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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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이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다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

다.

이렇듯 도시철도망 경계의 유동적인 변화를 관찰하면 도시철도의

건설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실은 모호한 외연을 넘나드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

를 넘나드는 행위자들 간의 다양한 관계 재구성이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의 실체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의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인가를 살

펴보면서 서울 도시철도망이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내부와 외부,

거리의 멀고 가까움, 거시와 미시 같은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관계

론적, 위상학적 공간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규명할 것이다. 이

를 통해 서울 도시철도망을 공간적 사유로 이해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도시철도망의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인가에 대한 질문은 또한

서울 도시철도망과 다른 행위자-네트워크 사이의 관계가 시공간적

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화두를 제기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망은 아무것도 없는 공백의 한 가운데에 존재하는 행

위자-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행위자-네트워크와 얽혀 있는 존재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도시철도망의 외연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모호한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결국 서울 도시철도망과 다른 행위자-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과 다른 행위자-네트워크의 관계가

시공간적인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왔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구

체적으로는 1960년대 중후반을 전후로 노면전차 행위자-네트워크와

지하철 행위자-네트워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와 도로·자동차 행위자-네트워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관계 변화에 대한 고찰은

1957-1968년 사이의 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노면전차, 그

이후부터는 버스와 지하철이 대중교통의 골간을 이룬 서울 교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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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의 구성과 변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은 서울의 도시결합체, 교통결합체에도 여

러 모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파급효과들은

단순히 도시철도라는 기술에 의해 유발된 사회적 변화라기보다,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관계 변화와 새롭게 형성되는 결합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

특히 교통결합체와 도시결합체와 관련된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인

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역할을 고려하면서 조명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승객이나 도시철도 역과 같은 중요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역할을 규명하면서 서울 도시철도망

의 구성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가 무엇이었으며, 그 함의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들이 제대로 규명된다면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

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역량을 지닌 행위자들의 동맹을 통해 이뤄졌

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거시/미시, 내부/외부, 거리의 멀고 가까움 등

이분법적 구도에 따른 위계적인 구도를 전제로 펼쳐지는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도시철도의 건설로 도시 개발

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또는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 서울 도

시철도의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같은 질문이 함의하는 기

술결정론, 사회결정론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나 결합체 사고의 발전에도 유의미한 통찰

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6. 연구 내용

위에서 언급한 연구 질문들을 규명해 나가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고자 한다.



- 47 -

우선 2장에서는 1960년대 중후반을 전후하여 서울 지하철과 노면

전차,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

가를 서울 도시철도 건설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시철도망의 외연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를 보여주면서, 지하철과 자동차 사이의 동맹 관계가 창출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동맹 관계의 창출은 노면전

차의 퇴출과 함께 나타났다는 점에서 서울 교통결합체가 어떻게 변

화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서울 도시철도 건설 사업 계획의 변화에 대해서는

노선계획 등 서울 도시공간의 위상학적 변화와 연관된 사항들을 중

점적으로 짚어볼 것이다. 1972년 일본 철도기술협력회(JARTS)의 현

장 조사와 조언 등을 반영하면서 서울시 등 수많은 관계부처들의

논의를 통해 수립된 서울 도시철도 1-5호선 건설 계획에서 나타난

노선도는 오늘날의 서울 도시철도 노선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는 서울의 도시공간에 대한 위상학적인 고찰과 서울 도

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관계 정의와 역할 부여

가 상이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1970년대 초 서울 도

시철도 계획은 1975년 이후 강북 중심의 노선 계획에서 강남 지역

을 강북과 대등한 ‘3핵 도심’의 일원으로 상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였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서울 도시철도 5-8호선 건설 계획이

수립되면서 서울 도시철도망은 더 이상 서울 4대문안 도심을 네트

워크의 중심에 놓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서울 도시철도망 계획의

변화는 서울 도시결합체의 위상학적 변화와 상호 작용하며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행위자-연결망의 구체적인 건설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도시철도 행위자-연결망의 건설은 도시철도 행

위자-연결망을 구성하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정렬

(alignment)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행위자-연결망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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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역할부여(enrollment)를 하고 계획 단계에

서 상호 부여된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하도록 조정하는 것

이 도시철도망의 건설인 셈이다.

그렇지만 도시철도 건설 과정은 항상 도시철도 계획 단계에서 미

처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 양상이 변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도시철도 시공이 완료된 이

후 행위자-연결망의 면모가 계획 단계에서 설정했던 것과 다른 양

상을 보이는 것도 시공 단계에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이 다르

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철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공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네트워크의 연계성의 강약과

외연의 유동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첩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1970년대 이후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 과정이 사전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기보다 현장에서 항상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

계를 새롭게 기입하고, 협상하고, 번역하면서 수행되었다는 점을 보

여줄 것이다. 서울 도시철도망 1-4호선의 건설에 지표면에서부터 궤

도가 놓이는 깊이까지 굴착해 들어가는 개착공법(open-cut)이 채택

된 까닭과 공기 단축 등을 통해 돌관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

으로 펼쳐졌는가에 대해서도 조명할 것이다. 또 도시철도망 5-8호선

의 건설에서 돌관공사가 펼쳐진 배경에 대해서도 조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 건설 과정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망과 전력, 통

신, 주변 건물 등 도시결합체(urban assemblage)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가에 대한 분석 역시 이뤄질 것이

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시철도망 구성에 대한 시민들의 영향력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서

울 도시철도망 건설이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돌관공사로

진행되면서 행위자-네트워크의 블랙박스화(black-boxing)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시철도 건설에 따르는 위험

이 증폭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4장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의 역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건설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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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서울 도시결합체와 교통결합체의 위상공간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역은 도시철도의 중요한 인간 행위

자인 승객과 비인간 행위자인 전동차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의무

통과점(obligatory point of passage)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역 승강장의 길이는 도시철도 전동열차 1편

성에서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열차량수와 1편성당 최대 수송 승객

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는 수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기입되

고 번역된다. 그 점에서 역은 전동차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하

나의 행위자-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은 또한 도시철도

와 주변의 다른 행위자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자(mediator)의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서울 도시철도망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의 면모

를 조명한다면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위상학적

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울 도시 공간의 변화 속에서

도시철도와 도시개발 사이의 밀접한 상호 작용과 관계의 전모에 대

해 충분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전동차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전동차는 도시철

도망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비인간 행위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

다. 도시철도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승객의 이해관계는 전

동차에 탑승해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철도 기술시

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들인 궤도, 전력공급설비, 신호·

통신설비 등은 결국 전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

들로서 전동차의 표준과 규격, 제원과 연관되어 있다. 도시철도망의

성공적인 작동은 결국 전동차의 안전한 정시 운행이 이뤄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전동차는 승객을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행위자-네트워크를 유

지하기 위한 처방(prescription)을 따르기도 하고, 그에 반하여 행동

하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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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속에서 행위자들은 전동차를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 장에서는 전동차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전력 표준, 통행방

식, 신호·제어시스템 등 전동차를 구성하는 표준과 규격이 비동질적

인 면모를 어떻게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비동

질적인 전동차의 표준과 규격은 전동차를 둘러싼 행위자들에게 특

정한 질서를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줄 것이다. 아울

러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전동차가 느슨하고 유

동적인 행위자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고하고 긴밀한 행위자로 전

환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5장 말미에서는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을

전후하여 전동차 행위자-네트워크가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

크 사이에서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임을 보여줄 것이

다.

6장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

다.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은 서울 도시결합체(urban assemblage),

교통결합체(transportation assemblage)의 구성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는 작업은 1974년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래 수많은 연

구자들이 부지불식간에 답습했었던 것처럼 도시철도를 사회 바깥의

독립적인 기술적 요소로 상정하고, 도시철도가 도시철도 역과 노선

주변의 지가 상승, 인구 증가, 역세권 개발, 상권 형성, 유동인구 변

동, 아파트 건설, 사무용 건물 신축 등 도시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가를 살펴보는 식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철도라

는 기술적 요소가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가와 같은 접근

방식은 결국 기술결정론적인 논의로 귀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기술의 이분법적인 구분 하에서 행위자-네트워크 구성의 전

모를 간과하는 결과를 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이 얼마나 외연이 유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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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행위자로 건설되었는지 살펴보면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동산 가

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역세권(station influence

area)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모호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

한 역세권 개념의 모호함은 도시철도망 경계의 유동성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 역 입지와 도시

계획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도시결합체, 교통결합체의 구성이

계획과는 달리 항상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겪으면서 전개된다는 점

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맺음말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이 다양한 행

위자-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논증을 펼쳐나

갈 것이다.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 중에는 구성원들과

의 연계성이 강고하고 영웅적인 행위자가 대변인으로 다른 행위자

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강력한 네트워크도 존재하고, 느슨하고

영웅적인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고 언제든지 해체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존재한다. 서울 도시철도망은 강력하고 긴밀한 네

트워크 또는 느슨하고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약한 네트워크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강력한 네트워크와 느슨한 네

트워크가 결합되어 구성된 서울 도시철도망은 어떤 경우에는 강력

한 네트워크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약한 네트

워크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끊임없이 유동하는 존재로 기능했다.

이렇듯 서울 도시철도망이 라투르나 깔롱이 기술한 강고한 네트워

크와 로와 몰이 기술한 짐바브웨의 부시펌프 행위자-네트워크처럼

느슨하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들이 결합하여 유동하는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서울 도시철도망 뿐 아니라 서울 도

시결합체, 서울 교통결합체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행위자-네트워

크의 면모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학계 내부의 논쟁에 중요한 통

찰력을 제공하면서 이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



- 52 -

대기술시스템을 연구할 때 라투르나 깔롱의 모델과 로와 몰의 모델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라투르와 깔롱의 모델과 로

와 몰의 모델은 번역과 정화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인 것처

럼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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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획

도시철도는 일반적인 철도와 마찬가지로 차량과 노선이 기술적으

로 서로 나눌 수 없게끔 결합시킨 하나의 ‘기계 앙상블’이라는 특성

을 지니고 있다.102) 도시철도 차량의 규격과 표준은 궤도와 역 등

도시철도 건축물의 건설 기준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한 번

건설하면 수십년 이상 유지되며 개조가 쉽지 않은 도시철도의 특성

상 강력한 잠김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한다. 이렇듯 도시철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조

응하는 법, 제도, 각종 표준, 규칙, 경영조직 등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성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각종 규범들 역시 상당히 밀접한 연관

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도시철도는 인간, 비인간 구

성요소들이 밀접하게 결합된 네트워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 비인간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설계하고 종

합한 총체로서의 도시철도 계획은 도시철도망의 구성 과정을 살펴

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철도 계획이 어

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입안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 계획의 경우, 처음부터 완성된 큰 계획을 수립

하고 그에 따라 하나씩 도시철도 노선 건설 작업을 실행했다기보다

20세기 후반 정치적 격변과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속에서 시기

별로 변화되어 왔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 도시철도

계획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서울 도시철도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102) 볼프강 쉬펠부쉬 지음·박진희 옮김, 『철도여행의 역사』(궁리, 1999),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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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계획이 시기별로 구체적인 맥락 속에

서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절에서는 노면전차(tram)와 지하철의 관계가

1960년대 중후반을 경계로 변화한 모습과 이러한 행위자들의 관계

변화가 지하철 계획의 구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이를 통해 1960-1970년대 초반 서울 지하철 계획의 입안

이 단순히 서울의 교통난 해소와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선택되었다기보다 미국과 일본, 서구권을 중심으로 나타

난 노면전차(tram)의 퇴조 및 자동차와 도로교통 위주의 도시계획이

라는 흐름 속에서 일본 도쿄의 도시 교통 정책과 도시철도 계획을

참조하면서 시작된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2절에서는 1975년 서울 4

대문 안 전통 도심과 영등포, 강남 등을 서울의 3대 도심으로 개발

한다는 소위 ‘3핵 도심 구상’에 따라 도시철도 계획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듯 ‘3핵 도

심 구상’에 따른 서울 도시철도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 양상을 짚어

보면서 그러한 변화가 서울 도시철도 네트워크가 독특한 스타일로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전기로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대 초반까

지 도시철도 계획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5-8호선 계획 수립이 강남 지역을 강북 4대문안 도심에 이어 서울

도시철도망의 제2의 중심으로 부상되도록 한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

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소결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구상과 계획의 역사를 1960년대 중반 노면전차와 지하철의 관계 변

화를 전후하여 시기를 크게 둘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 서울 도시철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철도를 구성하는

행위자 및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시기별로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

도시철도의 내부와 외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명확한 경계를

구획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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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해체되고 규모의

차이가 파괴되는 위상학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줄 것이다. 아

울러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1970년대 이후 상당히 긴밀한 네트워크

를 통해 입안되었음을 보여주면서 계획 수립 네트워크가 서울 도시

철도망을 구성하는 강력한 행위자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을 논증할 것이다.

1. 노면전차(Tram)와 지하철 계획

1.1.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의 노면전차와 지하철의

상호 보완 구상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까지 소급된다. 일본

의 사철 회사들이 1920년대 도쿄를 비롯하여 일본 대도시에서 지하

철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경성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철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이 서울 지하철 건설에 대한 최초의 논의 제기

라고 할 수 있다.

1929년 조선총독부는 경북선, 황해선, 함북선 등 국철 간선을 보조

하는 사철 지선을 운영하는 조선철도주식회사에 서울 지하철 노선

부설권을 부여하였다. 조선철도주식회사는 경성(서울)역에서 봉래동,

남대문로, 종로를 지하로 통과한 뒤 동대문에서 지상으로 나와 경원

선 청량리역에서 중앙선과 직결 운행하는 전압 600V에 제3궤조 방

식의 4마일 9체인의 복선전철을 제안하였다. 참고로 조선철도주식회

사는 1927년 아사쿠사-우에노 간 2.2km 구간에 개통된 최초의 도쿄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는 도쿄지하철도주식회사에도 지분참여를 하

고 있었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은 오늘날 서

울역-청량리역 사이를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비슷한 구간

에 지하철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

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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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는 경춘선을 운영하던 경춘철도주식회사에서 경성(서울)

역-성동역(경춘선 시발역. 현재는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연결

하는 지하철 건설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39년에는 경성(서울)

역-성동역-청량리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건설 계획이 제안되기도 했

다.104)

이러한 일제 강점기 지하철 건설 계획은 당시 경성의 대중교통체

계의 골간을 이루고 있던 노면전차(tram)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교통

수요를 분담하기 위한 구상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경성의 도심이 교

외로 팽창되면서 늘어나고 있던 도심과 교외 사이의 교통 수요를

지하철이 분담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105)

그 점에서 일제 강점기 경성의 지하철 건설 계획은 지하철로 노면

전차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노면전차와 지하철의 상

호 보완을 통해 대중교통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구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하철과 함께 경성의 도심과 교외 사이의 교통 수요를

분담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노선 상의 모든 정거장에서 정차

하는 기존의 완행 노면전차 대신 주요 정거장에만 정차하면서 표정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급행 노면전차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

기된 것도 일제 강점기 지하철 건설 계획은 기본적으로 노면전차와

의 상호 보완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06)

일제 강점기 지하철 건설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당시 경성의 핵

심적인 간선 대중교통체계인 노면전차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경성전기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성부에서 지하철이나 고속

전차를 직영하는 부영화(府營化)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것이

다.107) 사철 회사의 지하철 건설 계획을 승인하거나 면허를 발급하

103)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6-7쪽

104) 동아일보, “서울에도 지하철도”(1939.6.1.)
105) 최인영,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34-135쪽

106) 최인영,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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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넘어서 지하철 또는 급행 노면전차의 부영화 논의가 펼쳐

졌던 것은 사기업의 대중교통체계 운영권 독점이 교통난 해소에 지

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의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은 일부 노선에 면

허까지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는

1930년대 서울의 인구가 100만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과 중

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재정과 자원 모두 전쟁 수행에

투입해야만 했던 일본의 경제사정이 서울에 지하철을 건설하기 어

렵게 만드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일제 강점기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은 현재의 서울 지하철 1

호선 지하구간(서울역-청량리역)과 유사한 노선에 지하철을 건설하

겠다는 구상이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40여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의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 논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이 된 다

음에도 서울 교통문제 해결책으로 지하철 건설 계획이 간간이 논의

되었다. 1949년 동아일보가 보도한 교통 문제에 대한 좌담회108),

1950년, 1951년 서울시 도시계획안, 1953년, 1958년 교통부의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 1961년 교통부 철도청 기획과의 서울지하철 건설

계획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렇지만 해방과 남북 분단, 한국전

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격변 속에서 서울 지하철 건설 계

획이 실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렇듯 일제시대 이래 논의

와 구상만 되었던 서울 지하철 계획이 보다 본격적으로 입안되기

시작한 것은 분단과 전쟁의 참상을 어느 정도 복구한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였다.

107) 같은 글, 135쪽

108) 동아일보, “운송좌담회 – 운송의 회고와 장래”(194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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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60년대 노면전차 시스템의 해체와 지하철·자동차 동

맹의 구상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1899년 이후 서울 대중교통체계의 골간을

이루었던 노면전차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면전차 시스템이

흔들리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를 충

족시킬 만큼 노면전차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들 수 있

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다시 100만을 넘기 시작한 서울의

인구는 1957년경에는 16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109) 1959년에는 210만 54명으로 서울 인구가 200만

명을 돌파했고, 1960년에는 244만 5042명을 기록하면서 한국전쟁이

끝난 후 7년도 안 돼 2.4배 이상의 급속한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110)

반면 1948년 서울시 인구가 170만여명일 때 전체 보유차량 265대,

하루 운행차량 136대를 기록했던 서울의 전차 운행 차량 대수는 인

구가 210만명을 돌파한 1959년경에도 하루 운행차량 196대를 기록

하는데 그쳤다.111) 이러한 1950년대 서울의 노면전차 차량 확충은

1940년 당시 경성부 인구가 93만 5464명인 상황에서도 216대의 노

면전차 차량이 운행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인구 증가에 따른 교

통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라 할 수 있다.112)

1940년보다 1959년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

도에 운행되는 노면전차 차량대수는 194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나기는커녕 오히려 20대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서울의 노면전차 차량 운행대수가 인구 증가에 따른 교

109) 최인영,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71쪽

110) 최인영,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81쪽 <표 4-5> 참조 ; 국가통계포털(www.kosis.k

r)(2016.12.05. 최종접속)

111) 최인영,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57쪽 <표 4-1> ; 181쪽 <표 4-5> 참조

112) 같은 글,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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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요를 충족시킬만큼 늘어나지 않고 1940년대 이래로 계속 200대

이하로 정체되었던 까닭은 해방 이후 일본과의 기술적 연계 단절과

한국전쟁에 따른 전차 선로 및 차량 파괴 등 막심한 물적 피해가

단기간에 잇달았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직전 150대 수준으로 운

영되던 서울의 노면전차 차량 운행대수는 각종 기술자를 비롯한 조

선 거주 일본인의 본국 귀환과 일본산 기계 및 부품 수입의 난항

등을 겪으며 1945년에는 102대, 1946년에는 80대, 1947년에는 83대

수준으로 감소했다.113) 그러다가 일본에서 기계와 부품을 다시 수입

하면서 1948년에는 136대, 1949년에는 138대까지 일일 전차 운행 차

량대수를 늘리긴 했지만 17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 서울 인구의 교

통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였다.114) 게다가 1950

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전차 차량

등 주요 인프라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서울 노면전차 차량은 한

국전쟁 이전 도입한 미제 전차 8대를 포함하여 89대가 완전히 파괴

되었고, 남은 전차 차량도 크고 작은 고장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실

정이었다. 또한 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 역시 대부분 끊

어지는 피해를 겪었다.115)

노면전차 차량이 급증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충되지 못하고 새로운 궤도 건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서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킨 것은 버스였다. 1953년에 서울에

서 230대 정도 운행되고 있던 버스는 1954년에 508대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957년에는 604대, 1960년에는 615대로 늘어났다.116)

그 결과 1950년대를 거치면서 노면전차의 일일 수송인원 수는 소

폭 증가하거나 정체한 반면, 버스의 일일 수송인원 수가 급증하면서

서울 대중교통체계의 중심이 노면전차에서 버스 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53년 노면전차의 1일평균 수송인원은 241,083명이었고,

113) 같은 글, 157쪽 <표 4-1> ; 160-161쪽

114) 같은 글, 157쪽 <표 4-1> ; 158쪽

115) 같은 글, 168쪽

116) 같은 글, 181쪽 <표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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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까지 1일평균 수송인원이 364,923명으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

감소와 소폭 반등을 거듭하면서 1960년에는 340,950명 수준으로 낮

아졌다. 반면 버스의 1일평균 수송인원은 1953년 396명에서 1954년

138,659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1957년에는 410,021명으로 노면전차

의 같은 해 1일평균 수송인원을 45,098명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에는 버스의 1일평균 수송인원이 601,944명으로 노면전차의 1

일평균 수송인원의 2배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117)

이처럼 1950년대 중반 이후 버스가 노면전차 대신 서울 대중교통

체계의 중추적인 입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 복구 및 새로

운 차량 도입에 있어서 버스가 전차보다 훨씬 더 용이했기 때문이

었다. 노면전차는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궤도와 전력선을 복구하고,

파괴된 차량을 대체할 새로운 차량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고장 난

기존 차량은 수리하는 등 시설 복구 및 신차 도입을 위해 상당한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 이전까지 운행되

었던 본정선(충무로 4가(본정)-을지로 4가, 1915년 개통), 안국동선

(종로-안국동(송현동)-광화문, 종로-안국동 구간은 1923년, 광화문

구간은 1929년 개통), 장충단선(1926년 개통) 등의 전차 노선이 복구

되지 못하고 폐선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118) 1950년대 한국 정

부와 서울시의 재정 현황 상 자체적으로 노면전차 차량을 구입할

재원을 염출하기 어려워서 주한연합국민사원조처(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CAC)나 미국의 국제협조처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게 미제 전차를 도입할 수 있

게끔 원조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119)

반면 버스는 도로를 복구한 후 민간 버스회사에서 버스 차량 안전

검사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노선 운행에 투입할 수 있었다. 노면 전

차처럼 파괴된 궤도와 전력선을 복구하고 해외에서 차량을 도입할

117) 같은 글, 181쪽 <표 4-5>참조

118) 최인영,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68쪽

119) 같은 글, 172-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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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없이 중고 차량을 수리해서 노선버스 운행에 투입하는 일도

가능했다. 그 때문에 노면전차 차량 도입 및 시설 복구에 시간이 소

요되는 사이 서울 대중교통체계의 무게중심은 급속하게 버스로 이

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120)

이렇듯 1957년을 기점으로 서울 대중교통체계에서 버스가 가장 많

은 교통수요를 분담하게 되면서 노면전차는 점차 도로 상에서 설

자리를 잃기 시작했다. 도로 상에 부설된 궤도를 통해 시속 20km

내외로 주행하는 노면전차가 도심은 물론 교외 지역까지 직통으로

운행하는 버스의 주행을 방해하면서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버스 등 자동차의 원활한 소

통을 보장하고 도심과 교외 사이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

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 대신 지하철이나 고가철도를 신설하자는 주

장이 제기되기도 했다.121)

서울에서 노면전차 시스템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하던

1950년대 중후반은 서구 사회에서도 19세기 이래 대도시의 대중교

통체계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노면전차가 전면 철거되기

시작하고 이를 자동차나 지하철이 대체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1939년까지 노면전차 폐지 방침에 따라 전체 노면전차

노선의 절반이 철거되어 버스나 트롤리 버스 등으로 교체되었다. 미

국 뉴욕에서는 1956년 노면전차 노선이 모두 철거되었고, 시카고 역

시 1949년부터 철거가 시작되어 1958년에 모든 노면전차 궤도가 철

거되었다.122)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1963년까지 모든 노면전차 궤

도를 철거하고 이를 버스로 교체하기로 결정되었다.123)

국제적으로는 도시 대중교통 체계에서 노면전차의 입지가 점점 소

멸되기 시작하고, 국내적으로는 서울 대중교통 체계의 중심이 버스

120) 같은 글, 173-174쪽

121) 같은 글, 191쪽

122) 같은 글, 192쪽

123) Zachary M. Schrag, The Great Society Subway: A History of the
Washington Metro(Johns Hopkins University, 2006), p. 30



- 62 -

로 이동한 상황에서 서울의 도로 교통 체계를 노면전차가 아니라

버스, 택시, 승용차 등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1960

년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124) 이러한 상황에서 노면전

차 시스템을 해체하여 도로 교통을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동맹의 파트너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하철이었다. 1956

년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1일평균 수송인원수를 기록하는 교통수

단이었던 노면전차를 철거하고, 그 역할을 지하철로 대체하면 도로

에서 자동차의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125)

1960년대 초의 지하철 건설 구상은 1920-1930년대와는 달리 지하

철을 노면전차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 상정하면서 수립되었다.

자동차와 지하철의 동맹을 통해 노면전차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지

하철 계획에 대하여 다음 소절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

겠다.

1.3. 1960년대의 서울 지하철 계획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난 해

소,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방편으로 지하철 건설 구상이 이전 시기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62년 『서울 도시계획

백서』에서는 당시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던 노면전차로는 교통난을

더 이상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고속전차[지하철]야말로 현재 수송력

증강상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나아가

이 백서에서는 서울 도시계획에서 A. 불광동-홍은동-서대문-신문로

-세종로-탑골공원-원남동-혜화동-돈암동-우이동 25km, B. 영등포-

노량진-용산-서울역-시청앞-탑골공원-광희동-금호동-한남동-잠실-

말죽거리 29km, C. 노량진-여의도-마포-노고산-서대문-효자동-삼

124) 최인영,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90쪽

125) 같은 글, 191-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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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혜화동-신설동-청량리-답십리-뚝섬-말죽거리-행당리-상도동-

노량진 50km 등 3개 노선의 고속전차(지하철) 계획이 논의되고 있

다면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126) 1964년 4월 14일에는 국회 교통·체신

분과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역-청량리 간 9km

구간에 지하철을 건설할 구상을 갖고 있음을 표명하기도 했다.127)

1964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관계자들이 작성한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

다.128)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에서는 서울의 인구

가 1963년 말 현재 3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

구 100-200만명 시기에 지하철을 건설한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의 사례를 볼 때 서울 역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하철 건설이 시

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29) 이후 도시철도 건설의 방식으로 모노레

일이나 고가철도보다는 지하철도가 도심의 용지와 미관 문제 상 더

유리하다고 분석하면서 최소한 서울 4대문안 도심 지역에서만큼은

지하철 위주로 도시철도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30) 그리고

일본 대도시의 지하철 운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서울 지하철 역시

운영 체계를 시유시영(市有市營)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분석

하였다.131) 이 보고서에서는 또 서울 지하철 노선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면서 1) 제1노선 : 서울역-청량리 연장

8.44km, 2) 제2노선 : 서소문-성동역 연장 7.49km, 3) 제3노선 : 제3

노선 : 갈현동(박석고개 부근)-천호동 연장 약 27.6km, 4) 제4노선 :

126)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계획백서 1962』(서울특별시, 1962), 277쪽

127)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13쪽

12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1964), 5-6쪽 ; 한정섭,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 『대한

토목학회지』12:4(1965.2.), 54쪽

1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1964), 5-6쪽

130) 같은 책, 14쪽

131) 같은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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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말죽거리 연장 약 23.9km 등 4개의 노선으로 구성된 지하철

망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132)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

안』에서는 이러한 4개 노선의 지하철 중 먼저 제1호선을 66억

7919만 6천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

면서 제1호선을 5년 동안 건설하면서 매년 완공된 구간을 순차적으

로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33) 1965년 2월 3일 발표된

서울 시정 10개년계획안에도 지하철 건설계획이 수록되었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의 발주로 대한·국전·미림 등 기술용역회사가 지하철

건설계획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134)

1965년에는 구체적인 서울 지하철 건설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5년 4월 13일 서울시는 건설부 장관

에게 『서울시 고속전차건설계획안 : 제1호선 계획요약서』, 『서울

특별시 고속전차건설안』을 진달하면서 이 안을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서울시 지하철 건설 사업을 촉진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

다.135) 서울시가 건설부에 보낸 두 문건의 내용은 1964년도 『서울

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했다.136) 서울

시의 지하철 건설 계획안이 제출된 이후 건설부는 1965년 4월 16일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이 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공문

으로 요청하였다.137) 또한 1965년 4월 28일에는 건설부 국토보전국

장실에서 철도청 시설국장, 건설국장, 건설부 국토보전국장,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토목과장이 참석한 “서울특별시

고속전차 건설안에 대한 관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에서는 1) 서울시는 고속전차(지하철) 건설이 가장 경제적인 방안임

132) 같은 책, 21-28쪽

133) 같은 책, 41쪽

134)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13-14쪽

135) 국가기록원(BA0866455), “서울특별시 고속전차 건설”,『서울도시계획 5』

(1965.4.13.), 196쪽

136) 국가기록원(BA0866455), “서울시 고속전차 건설안”(1965), 222-224쪽

137) 국가기록원(BA0866455), “서울특별시 고속전차 건설안 경제장관회의 상정 요

청(1965.4.16.)”,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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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2) 교통부는 서울 고속전차(지하철)의

조속 건설을 위해 협조하며, 3) 고속전차(지하철) 건설에 대한 기술

적 문제를 교통부와 건설부가 협의·연구한다는 사항이 의결되기도

했다.138)

1965년 5월 17일 건설부는 다시금 경제기획원 장관 앞으로 서울시

의 지하철 건설 계획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설부는 4월 16일 서울시 지하철 건설안을 경제장관회

의에 상정 요청했을 때 첨부했던 『서울특별시 고속전차건설안』외

에 서울시 도시계획국 계획과에서 작성한 『서울시 고속전차와 타

교통기관의 비교』란 보고서를 추가로 첨부하였다.139) 추가로 첨부

된 『서울시 고속전차와 타 교통기관의 비교』에서는 서울이 한강

이남 지역을 부도심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강북 도심지를 중심

으로 한 단핵 원형도시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140) 이어 도시고속도로 건설, 트롤리 버스 도입, 모노레일, 고속전

차(지하철)을 비교 검토하면서 고속도로의 건설은 도심부에서는 불

가능하고, 트롤리 버스는 자동차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교통수단으

로서 교통난 해소에 큰 효과가 없으며, 모노레일도 수송능력에 비하

여 건설비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을 20km 정도 개

통시켜야만 1975년이 되어도 교통소통 상태가 1965년과 비슷한 현

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서울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141)

1965년 11월 26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고속철도 노선 계획안(지하철 노선 계획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서

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서울 지하철 노선 계획안은 1964년

138) 국가기록원(BA0866455), “서울특별시 고속전차 건설계획 관계관회의 결과 보

고”(1965.5.8.), 312-314쪽

139) 국가기록원(BA0866455), “서울특별시 고속전차 건설안 경제장관회의 상정 요

청(1965.5.17.)”, 264쪽 ; “서울시고속전차와 타 교통기관의 비교”, 297-311쪽

140) 국가기록원(BA0866455), “서울시고속전차와 타 교통기관의 비교”(1965), 303쪽

141) 같은 글,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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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특별시 고속전차 노선

도면(서울특별시 도시과, “서울특별시

고속전차 건설안”(서울특별시,

1965.11.)(국가기록원(BA0866455), 282쪽)

11월 이후 논의된 계획안에서 좀 더 확장된 안이었다. 지하철 1호선

은 오류동에서 망우동까지 28.5km 구간에 걸쳐 건설되는데, 기존의

국철 경인선, 중앙선 노선을 전철화 하는 것 외에 서울역, 종로, 동

대문, 청계천변, 청량리에 걸치는 지하철 구간을 건설하도록 계획되

어 있었다. 지하철 2호선은 능곡에서 서소문, 을지로, 동대문, 경춘선

성동역을 거쳐 창동 방향으로 가는 32.3km의 구간으로 계획 노선이

대폭 연장되었다. 지하철 3호선은 경기도 신도면 도내리에서 독립

문, 중앙청 앞, 안국동, 퇴계로, 왕십리를 거쳐 천호동으로 향하는

30.5km 구간으로 계획되었다. 지하철 4호선은 우의동에서 원남동,

동국대 앞, 약수동, 제3한강교를 거쳐 말죽거리로 향하는 24km의 구

간으로 계획되었다.142)(그림 1 참조)

142) 국가기록원(BA0866455), “서울 도시계획 고속 전차 노선망 조서”(1965.11.26.),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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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 지하철 계획도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 1966),

247쪽)

1965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고속전차

(지하철) 계획은 1966년 발표된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하철 3호

선의 노선만 약간 축소된 형태로 채택되었다. 지하철 1호선은 서울

역-남대문-광화문-종로-동대문-청계천변-청량리로 이어지는 8.5km

의 노선으로 계획되었고, 2호선은 서소문-시청 앞-을지로-동대문-

성동역으로 이어지는 7.5km 노선, 3호선은 갈현동-중앙청 앞-종로2

가-을지로2가-퇴계로-뚝섬-천호동으로 이어지는 28km 노선, 4호선

은 우이동-돈암동-종로4가-을지로4가-퇴계로-말죽거리로 이어지는

24km 노선으로 계획된 것이다.143)(그림 2 참조)

143)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 1966), 246-247쪽 ;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한울, 2003),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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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서울 지하철 계획은 1966년

해방 이후 최초의 본격적인 도시 기본계획으로 인식되는 1966년 서

울도시기본계획에도 채택되는 등 단순한 구상의 차원을 넘어 점차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중요 요소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서

울 지하철 계획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1964년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 1965년 『서울시 고속전차와 타 교통기관의 비

교』,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서는 모두 급속한 인구증가

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하철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144)

하지만 지하철 계획이 입안된 배경을 단순히 지하철만이 교통난

해소와 도시 개발 촉진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다거나 지하철

건설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사실 1960년대 들

어 서울 지하철 계획안이 수차례 입안되고 1965년 서울 시정 10개

년 계획안이나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지하철 건설 계획이 채

택되었음에도 1960년대 내내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것

은 당시 한국의 기술 수준과 투자 역량 상 지하철 건설이 쉬운 일

은 아니었기 때문이다.145) 또한 1960년대 서울의 노면 교통난이 심

각했다고는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처럼 자동

차 운행대수의 폭증에 따른 속도 저하가 아니었다. 손정목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공사가 진행되던 1972년 당시에도 서울 시

내 총 자동차 수는 6만 7천대에 불과했으며, 그 때문에 러시아워 시

간에도 도심에서 시속 40-50km로 충분히 주행할 수 있었을 만큼

자동차 속도는 저하되지 않았던 것이다.146) 따라서 1960년대 당시

14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1964), 6쪽 ; 국가기록원(BA0866455), “서울시고속전차와 타 교통기

관의 비교”, 311쪽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 1966), 222~4

쪽

145)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 (한울, 2005), 15쪽; 18-19쪽 ; 이상문,

“지하철 - 인맥·금맥의 내막”, 『정경문화』 1984.7., 303-304쪽

146)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한울, 2003),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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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의 성격은 러시아워 때마다 승객들이 만원버스에서 곤욕을

치르게 되는 등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에 더 가까웠

다고 할 수 있다.147) 그러한 대중교통수단 공급 부족 문제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수송분담률 제고가 단기간에 가능한 일도 아닌 상황에

서 버스 증차와 노선 조정, 버스 주행속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4대문 안 도심 내 각종 기관과 시설의 교외 이전을 통한 교통수요

조절 등 보다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1960년대 지하철 건설이 서울의 교통난 해소 및 도

시개발 촉진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계획안이 구상될 수 있었던 것은

도쿄 등 일본 대도시의 대중교통계획을 모방하여 서울의 대중교통

계획을 모색하는 흐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64년에 발

표된 본격적인 지하철 건설 계획안인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18일

간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 현황을 시

찰한 후 작성된 것이었다.148) 이 보고서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나고

야 등 일본 대도시들이 인구가 100-200만 이상이 될 때 지하철 계

획안을 작성하여 건설, 운영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인용하면서 서울

역시 지하철 건설에 착수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149)

이렇듯 일본 도쿄 등이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모델을 모방하여 서울에서도 지하철 건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도시개발 촉진에 나서려는 흐름이 생길 수 있었던 요인으

로는 일본에서 도시계획 관련 학문 분야에서 수학하거나 일본 도시

학계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1960-1970년대 당시 지

하철 계획 입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

다. 1964년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 작성 당시 서

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이었던 한정섭150)은 1966-1967년 일

147) 이상문, “지하철-인맥·금맥의 내막”, 『정경문화』 1984.7., 302쪽

14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에 대한 제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1964), 3쪽

149) 같은 글,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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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쿄대 도시공학과에서 수학했었고, 1970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기간 내내 서울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등 서울시에서 도

시계획과 지하철 계획 관련 고위직을 역임했던 손정목151)도 일본의

도시계획 관련 서적을 공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도시계획학계 사

이의 교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 된 서울 지하철 계획은 1970년대 일본

철도산업계와 지하철 전문가들의 자문과 기술지원, 일본 정부로부터

의 차관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렇듯 일본 철도산업계와 지하철 전문가들의 지원, 일본 정부의 차관

도입을 통해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건설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절

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50) 한정섭은 1944년 3월 31일 함남중학교, 1952년 3월 31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연구위원(1954.9.1.~1961.12.31.), 국가재

건최고회의 기획위원회 전문위원(1961.7.20.~1961.11.11.),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장(1962.5.7.~1966.1.14.) 등을 역임하였다. 1966년 1월 18일부터 1967년

1월 14일까지 일본 도쿄대학 도시공학과에서 수학한 한정섭은 단국대 건축공학

과 교수를 역임(1976.9.1.~1991.2.28.)하는 등 원로 도시계획학자로 활동하였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이야기로 듣는 국토·도시계획 반백년』(보성각,

2009), 241-244쪽

151) 손정목은 1949년 대구대학 법과 전문부를 수료하고 1969년 명지대학교 경영학

과를 졸업했으며, 1977년 단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손정목은

1951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이래 경상북도 수습사무관, 공보과장, 지도과

장(1952년), 예천군수(1957-1960년),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 부원장(1963-1970

년),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1970-1977년) 등을 역임하

였다. 관계에서 물러난 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1977-1994년)

에 재직하였으며, 정년 퇴임 이후에는 서울시 시사편찬위원장(1991-1997년), 서

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연구발전위원회 위원장(1998- ) 등을 맡았다.

저서로는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일지사, 1972),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

정 연구』(일지사, 1982),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일지사, 1982),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일지사, 1990), 『한국지방제도·자치사 연구(상·

하)』(일지사, 1992),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일지사, 1996), 『일제강점

기 도시사회상 연구』(일지사, 1996), 『서울도시계획이야기1-5』(한울, 2003),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2』(한울, 2005) 등이 있으며, 논문은 200여편을

발표하였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이야기로 듣는 국토·도시계획 반백

년』(보성각, 2009), 25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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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0년대-1980년대 초반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

도망 계획

2.1. 강북 도심 중심의 5개 노선 지하철 계획

1970년 4월 16일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김

현옥 서울시장에 이어 새로운 서울시장으로 양택식이 취임하였다.

양택식은 서울시장에 부임하기 이전 철도청장(1966-1967년)과 경상

북도 지사(1967-1970년)를 역임하였으며, 철도청장 시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지나는 산업선의 난공사를 지휘하면서 한국 철도 기술

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양택식은 서울시장

취임에 즈음하여 서울 교통난의 궁극적인 해소를 위해 서울 지하철

건설을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한다.152)

1970년 6월 9일 서울시에 지하철 건설본부가 설치되었다.153) 초대

지하철 건설본부장으로는 철도청 설계사무소장을 맡고 있던 김명년

이 임명되었다. 김명년은 1957년 서울공대 졸업과 함께 철도청 시설

국 건설과 기사로 임용되면서 13년 간 철도건설의 전문가로 활동한

이로서 1962년 경인선 전철화 계획, 1962-1963년 철도청 주관의 지

하철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었다.154) 김명년

이 본부장을 맡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1960년대까지의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한 후, 지하철 건설 차관 도입 교

섭을 위해 추진되고 있던 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방일 교섭 대

비를 위해 2개월 간의 작업을 통해 새롭게 서울 지하철 계획을 모

색하는 『수도 교통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

다.155)

152)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16-17쪽

15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52쪽

154) 이상문, “지하철 - 인맥·금맥의 내막”, 『정경문화』 1984.7., 305쪽

155)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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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에서는 이 지하철의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도시발전과 시민생

활 등에 보다 큰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동경의 경우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약 66%를 감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용자

에게 여러 가지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156)

그러면서 수도권 도시 개발 계획이 주로 한강 이남 지역에서 서울-

인천을 잇는 산업축과 서울-수원을 잇는 주거축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을 전제하면서 1973년까지 서울 4대문안 도심부의 동서 방향 교

통 수요를 감당할 지하철 1개 노선을 건설하고 지하철과 직결되는

기존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을 전철화하여 서울 도심 주변에 밀

집한 인구를 수도권 교외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을 제

안하였다. 또 1976년까지 동서 방향으로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

철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고 서울-수원 간 기존 경부선 구간 및 교

외선을 전철화 할 것도 계획하였다. 그리고 1980년 이후의 장기 계

획으로 통근시간 한계를 1시간 이내로 단축하면서 가급적 핵심부와

도시 대부분 지역을 20-30분 안에 연결하는 대규모 고속전철 건설

이 요망된다고 역설하였다.157)

1970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측이 요청한 서울 지하철 건

설 계획 등을 위한 종합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측에서 당해 가

을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158) 이어 8월 25일

에는 백선엽 교통부장관과 양택식 서울시장이 교통부 종합수송계획

관 서인수, 서울시 기획관리관 손정목,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김

명년의 수행 하에 일본정부 초청으로 방문하여 이후락 주일대사와

함께 서울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을 위한 차관도입 교섭을

진행하였다. 또한 양 서울시장은 도쿄와 오사카의 지하철망과 도쿄-

1989), 10쪽

156) 같은 책, 30-31쪽

157) 같은 책, 39-40쪽

158) 같은 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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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간 신칸센(新幹線)을 시찰하였고, 수행한 서인수, 손정목, 김

명년은 일본철도기술협력회(JARTS)159) 요원들과 함께 서울시 지하

철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수도 교통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를 바

탕으로 서울시 지하철 건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협의하였다.160)

백선엽 교통부장관과 양택식 서울시장의 도일 이후 일본정부의 파

견으로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본 철도 전문가 10명으로 구

성된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이 방한하였다. 단장을 맡은 가쿠모토 료

헤이(角本良平)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철도성

에 들어간 후 운수성 도시교통과장, 국철 신칸센(新幹線) 총국 영업

부장, 국철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도시교통 전문가였다.161) 수도권도

시교통조사단은 1개월 동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교통부, 철도청

요원들과 함께 서울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1970년 12월 17일 최종적으로 『서

울특별시 수도권도시교통계획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162)

이 보고서는 서울 4대문안 도심이 앞으로도 유일한 중앙업무지구

(Central Business District)로 기능하고 강남과 영등포 등 한강 이

남 신시가지 일대가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부도심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망을 계획하였

159) 일본 철도기술협력회(Japanese Railway Technical Service, 이하 JARTS)는

1965년 9월 1일 운수성(현재의 국토교통성)의 협력과 일본 국철(현재의 JR그룹),

일본철도건설공단, 제도고속도교통영단(현재의 도쿄메트로)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기관이다. JARTS는 해외 철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 철도

전문가의 파견과 영입, 외국 철도산업에 대한 소개 및 홍보활동, 외국철도와 도

시철도에 대한 컨설턴트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3월 31일 현재 단체

회원 120개사, 개인회원 67명(철도 관련기업이나 관련단체의 장으로 구성)이 회

원으로 참여하고 있다.JARTS는 60여 국가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기술협

력 건수는 4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용상 외 공저,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

전 I』(북갤러리, 2011), 333-341쪽

160) 같은 책, 53쪽

161) 같은 책, 54쪽 ; 매일경제신문, “[응접실] 가쿠모토 료헤이 박사 - 도시성장은

운송대량화로”(1970.10.3.)

162)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2쪽 ; 국가기록원(BA0147174), “서울시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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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보고서에서 조사단은 지하철 노선들이 기본적으로 교외에서

서울 4대문안 도심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후 다시 교외 방향으로 직

선으로 나가는 선형을 취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공사비 절감을 위

해 최대한 기존 도로망을 따라 지하철 노선망을 건설하도록 함으로

써 도로망을 따라 개발되는 서울 시가지의 발전 양상에 조응하고,

버스, 택시, 승용차 등 도로교통수요를 최대한 분담하여 노면 교통

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게끔 하였다. 아울러 경

인선, 경부선, 경원선 등 기존 수도권 국철 노선들의 전철화 및 서

울역-청량리 간 지하철 1호선과의 직결 운행을 통해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 도시들과의 교통 시간 단축을 꾀하였다. 이는 해당 지

역이 서울의 위성도시로 기능하면서 서울 도심 인구 분산 및 수도

권 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163)

이러한 노선 설정의 조건들을 토대로 조사단은 미아동 방향, 청량

리 방향, 천호동 방향, 뚝섬 방향, 보광동 방향, 용산 방향, 서울역

방향, 마포 방향, 신촌 방향, 냉천(독립문) 방향 등 10개 방향을 2개

씩 연결하는 5개 노선 총 연장 133km(국철직통구간 포함 209km)의

노선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지하구간은 61km였다. 5개 노선 총

133km의 지하철 노선망은 동서 방향으로 향하는 3개 노선과 서울

동남방에서 4대문안 도심을 거쳐 서남방으로 향하는 역 U자형 노

선, 서울 동북방에서 4대문안 도심을 거쳐 서북방으로 향하는 U자

형 노선이 얽혀서 구성되도록 계획되었다.164) 1호선은 서울역-청량

리 사이 지하 구간과 경인선, 경부선(서울역-수원), 경원선(청량리역

-성북역) 일부 전철화 구간을 포함한 노선으로 계획되었으며, 2호선

은 천호동에서 동대문을 지나 1호선과 평면 환승이 가능한 복복선

으로 광화문까지 이어지다가 신촌으로 향하는 노선, 3호선은 뚝섬에

서 4대문안 도심을 거쳐 마포로 향하는 역 U자형 노선, 4호선은 보

163) 같은 책, 12-13쪽

164)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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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71년 1월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망 계획도(매일경제신문, “5개노선 연 209km

- 수도권 지하철·고속전철화 계획 확

정”(1971.1.6.))

광동에서 용산으로 향하는 역 U자형 노선, 5호선은 미아동에서 냉

천(영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U자형 노선으로 설정되었다.(그림 3 참

조)165) 지하철 노선망의 종점에 위치하는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노

선은 설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부대의견으로 강남 지역 동서를 가로

지르는 모노레일 부설이 제시되었을 뿐이다.166)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이 제안한 서울 지하철 노선망의 형상은 터

너 타입(Turner type)에 가까운 것으로서 승객이 어느 곳에서 지하

철을 탑승하든 1회의 환승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끔 설정된 것이었다.167)(아래 그림 4 중 15번 노선 형상 참조)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중 조사단은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것으로 서울역-청량리 간 지하철 1호선(건설연장 9km) 건설 및 서

165) 매일경제신문, “5개노선 연 209km - 수도권 지하철·고속전철화 계획 확

정”(1971.1.6.)

166)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3쪽

167) 같은 책, 13쪽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

시 지하철공사, 1989),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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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하철 노선 배선 원리도(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

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81쪽 그림 2-1-3

울역-인천, 서울역-수원, 청량리-성북 간 국철 구간 전철화 사업을

들었다.168)

조사단은 또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 역량에 대해서도 평가

하였다. 그 결과 1971년 9월 제출된 『지하철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 실시계획서』에서 조사단은 철도차량, 신호, 통신, 제어, 전력

등 도시철도 기술시스템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요소들은 일본의

기술 도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169) 토목 및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기

술진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서울시 지

하철건설본부 및 철도청의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건설 공사만

은 한국 기술진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170)

이렇듯 일본 철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의 서

울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계획은 1960년대까지의 서울 지하철

계획 구상의 토대 위에서 당대 일본의 도시철도 기술시스템, 특히

168) 같은 책, 12-13쪽

169)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55쪽

170)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구술자료집 2 - 서울 나는 이렇게 바꾸

고 싶었다』, 99쪽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

별시 지하철공사, 1989),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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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시철도 기술시스템을 상당 부분 모방하고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서 채택한

터너 타입(Turner type) 유형의 지하철 노선망 형상은 대체로 해변

등에 접하여 지형 상의 제약 때문에 각 노선이 U자 형으로 도심부

를 관통해야 하는 경우에 채택되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노선망이 변형된 터너 타입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일본 도쿄의

도시철도 기술시스템이었다.(그림 5, 6 참조)171) 또한 서울 및 수도

권 도시철도 1호선이 서울역-청량리역 도심 지하 구간과 경인선, 경

부선(서울역-수원), 경원선(청량리역-성북역) 국철 전철화 구간의 직

통 연결을 통해 건설되도록 계획한 기조도 2차대전 이후 도심지의

교외 확대 경향에 따라 1956년 8월 일본도시교통심의회가 도심과

교외철도의 직결 운행을 지하철(도시철도)의 건설 기본 방침으로 정

한 것과 유사하다.172) 특히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및 수도권 전철

화 사업의 경우 철도차량, 신호, 통신, 제어, 전력 등 도시철도 기술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술적 요소들을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과 지원

을 통해 구성하도록 계획되었다. 5장에서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에서 처음 운행된 전동차의 경우 일본 해

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의

차관을 받아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산요(山陽), 가와사키(川崎)

중공업, 긴키(近畿)차량, 도큐(東急)차량 등 일본 철도차량 제조사에

서 제작된 186량을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마루베니(丸紅),

닛쇼이와이(日商岩井) 등 일본 4개 상사연합을 통해 직수입한 것이

었다.173)

171) 코야마 토루(小山 徹), “도시고속철도망의 정비”(都市高速鐵道網の整備), 中村

茂·後藤邦夫·吉岡 齊 編, 『[通史]日本の科學技術 3』(日文版), 264쪽 각주 5 ;

같은 글, 264쪽

172) 코야마 토루(小山 徹), 같은 글, 262쪽

173)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299쪽 ; 김대중전집편찬위원회, 『김대중전집 12 : 김대중 사건의 진상』

(도서출판 사단법인 한경과연, 1989),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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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터너 타입(Turner type) 지

하철 배선도(코야마 토루(小山 徹),

“도시고속철도망의 정비”(都市高速鐵

道網の整備), 中村 茂·後藤邦夫·吉岡

齊 編, 『[通史]日本の科學技術 3』

(日文版), 264쪽 그림 3) 그림 6. 1957년 6월 17일자 일본 도쿄도시계

획고속철도망(건설성 고시 제835호)(코야마

토루(小山 徹), “도시고속철도망의 정비”(都

市高速鐵道網の整備), 中村 茂·後藤邦夫·吉

岡 齊 編, 『[通史]日本の科學技術 3』(日文

版), 261쪽 그림 2)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의 보고서 제출 이후 서울시와 정부는 보고

서의 기조를 토대로 서울 강북 도심 중심의 5개 노선 지하철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971년 1월 작성된 『수도권도시고속

철도건설계획서』에서 서울시는 교외부에서 서울 4대문안 도심부를

관통한 후 다시 교외로 향하는 5개 노선 총 209km의 도시철도망(국

철 전철화 구간 76km, 지하구간 61km) 건설을 계획하였다.174) 5개

노선 중 가장 먼저 건설될 서울역-청량리 간 건설 구간 9.5km에 이

르는 지하철 1호선과 차고인입선은 1971년부터 1973년까지 공사기

간 30개월 동안 259억 6천만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

었다.175)(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계획도는 그림 7 참조) 이

174) 서울특별시, 『수도권도시고속철도건설계획서』(서울특별시, 1971.1.), 1-2쪽

175) 같은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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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71년 1월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계획도

서울특별시, 『수도권도시고속철도건설계획서』(서울특별시, 1971.1.)

어 1973년 1월 3호선, 1974년 중반 5호선, 1976년 중반 2호선, 1977

년 중반 4호선을 잇달아 착공하여 1980년 12월까지 5개 노선을 모

두 개통하는 데 총 2617억원(1970년 9월 물가 수준, 이자 불포함)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176) 정부는 1971년 2월 3일 경

인선, 경부선(서울역-수원), 경원선(청량리-성북) 일부 구간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철화공사사무소 설치령을 공포하였다.177)

수도권 국철 전철화 사업에는 총 181억원(내자 94억 50만원, 외자

289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178)

계획이 구체화 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은 1971년 3~4월

계획이 확정되고 곧바로 착공이 시작되는 등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

작했다. 서울시에서 구체화 한 지하철 1호선 건설 계획은 1971년 3

176) 같은 책, 52쪽

177) 매일경제신문, “서울·수원에 전철화사무소”(1971.2.4.)

178) 동아일보, “수도권전철 어제 착공”(19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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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일 확정 발표되었다.179) 3월 20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계획안을 승인하였다.180) 4월 7일에는 인천

시 공설운동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국철 전

철화 사업 착공식이 개최되었다.181) 4월 12일에는 서울시청 광장 앞

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양택식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 착공식이 개최되었다.182)

1971년 4월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이 착공된 이후 서울

지하철 2-5호선도 건설 착수와 관련해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0년 12월 일본 철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노

선 계획 원안의 기본 기조는 유지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여러 변화와

조정을 거쳤다.

1971년 8월 1일 경제기획원은 8월 10-11일 일본 도쿄에서 서울 지

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 등 한일 양국 간 정치, 외교, 경제 관

련 의제를 논의할 제5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 개최를 앞두고 『서울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 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 역시 1970년 12월 일본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도권 도

시교통조사단의 보고서에서처럼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을 서울

강북 4대문안 도심을 중심으로 한 5개 노선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렇지만 각 노선 별 호선 번호와 종점 및 경유지의 세

부안은 수도권 도시교통조사단의 보고서와 조금씩 달라졌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에서는 서울 지

하철 2호선 노선 계획을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를 거쳐 서울 4대문안

도심을 지나 왕십리, 삼성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1970년 12월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 보고서에서 기술된 지하철 3호

179) 동아일보,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계획 확정 - 5개 공구 4월 12일 착

공”(1971.3.16.)

180) 동아일보, “중앙도시계획위 서울 1호 지하철 건설계획을 승인”(1971.3.20.)

181) 동아일보, “수도권전철 어제 착공”(1971.4.8.)

182) 매일경제신문, “서울 지하철 1호선 착공”(19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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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구간
거리

(km)

투자계획
건설기간

비

고외자(백만불) 내자(억원)

제2

호선

왕십리~여의도 17.0 50.2 368.6 ‘74-’76 1차

삼성동~왕십리

여의도~김포공항
18.5 33.4 245.7 ‘81-’85 2차

(35.5) 83.6 617.3

제3

호선

미아동~종로5가~

퇴계로~불광동
21.5 36.4 229.3 ‘74-’79

제4

호선
34.5 64.5 444.4 ‘79-’85

미

정

제5

호선
32.0 71.2 523.6 ‘78-’85

미

정

계 123.5 255.7 1,814.6

표 1. 서울 지하철 장차 계획(국가기록원(BA0147147), “[대외비] 서울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전철화사업”, 27쪽)

선의 노선을 취하면서 동서로 각각 강남과 여의도, 김포공항 방향으

로 연장한 것이었다. 3호선 노선 계획 역시 미아동에서 종로 5가를

거쳐 퇴계로, 불광동으로 이어지도록 설정되었는데, 이 역시 수도권

도시교통조사단 보고서에서의 5호선 노선 계획을 기본적으로 취하

면서 서북쪽 종점을 냉천(독립문)에서 불광동으로 연장한 것이었다.

5호선 노선 계획 역시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 1970년 보고서의 2호

선 노선 계획에 해당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1971년 4월 착공된 서

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과 함께 노선 계획이 수도권도시교통

조사단 보고서의 원안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은 지하철 4호선뿐이

었다.183)(아래 표 1, 그림 8, 9 참조)

183) 국가기록원(BA0147147), “[대외비] 서울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전철화사업”,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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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971년 8월 현재 서울 지하철 5개 노선 계획도(국가기록원

(BA0147147), “[대외비] 서울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전철화사업”, 28쪽)

그림 9. 1971년 8월 현재 수도권 전철

화 계획도(국가기록원(BA0147147),

“[대외비] 서울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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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972년 1월 서울 도시고속철도 노선도(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 『서울도시고속철도 제2호 및 제3호선의 경제성 조사연구』(서

울특별시, 1972.1.), 17쪽)

1971년 8월 무렵 변화된 서울 지하철 노선망 계획 기조는 1972년

1월 서울시의 용역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서 작성한 『서

울도시고속철도 제2호 및 제3호선의 경제성 조사연구』에서도 이어

졌다. 지하철 2호선은 영등포에서 왕십리를 거치는 35.5km 노선, 3

호선은 미아동에서 불광동으로 향하는 21.5km 노선, 4호선은 포이동

에서 대림동을 향하는 34.5km 노선, 5호선은 연희동에서 종로 지역

1호선과 복복선 구간을 거쳐 천호동으로 향하는 32km 노선으로 계

획되었다.184)(그림 10 참조)

184)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서울도시고속철도 제2호 및 제3호선의 경제성

조사연구』(서울특별시, 1972.1.), 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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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조 사

단

호선

노

선

명

연

장
구간

1971 ~ 1980 1981~1985

비

고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1 1 9.54

서 울

역

청 량

리

9. 54

3 2 35.5

개 포

동

김 포

공항

17 18 .5

5 3 21.5

수 유

동

불 광

동

21 .5

4 4 34.5

포 이

동

대 림

동

12 22 .5

2 5 32

연 희

동

천 호

동

13 19

계
133.

04

표 2. 서울 지하철 노선 건설계획(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순환선)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1976), 11쪽)

이렇듯 1971-1972년 간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의 원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변경과 조정을 거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 5개노선

건설 계획안은 1972년 12월 31일 서울시에 의해 최종적으로 발표되

었다.185)(표 2 참조) 강북 4대문안 도심 중심의 도시철도망 건설 계

획이 확정되면서 이미 착공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사업

을 잇는 2호선, 3호선 등 후속 노선 건설 계획의 구체화 작업도 진

185)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0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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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기 시작했다. 1974년 11월 서울시의 용역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

소(KIST)가 작성한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건설기본계획에서는

1972년 12월에 발표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 건설계획안 중

지하철 2호선 성수동-양평동 구간 및 성수동-군자차량기지 인입선

구간 20.2km와 지하철 3호선 돈암동-퇴계로 5가 구간 7.1km, 신설

동-군자차량기지 인입선 구간 3.32km 등 총 30.62km의 노선을 1975

년부터 1981년 사이에 1,314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것을 구상하

였다.186) 이러한 강북 4대문안 도심을 중심으로 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 5개 노선 건설 계획은 1975년 서울 도시계획 기조가 변

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2.2. 서울 도시철도 계획의 위상기하학 : 강북 중심 노선계

획에서 강남 지역의 부상까지

‘3핵 도심 구상’과 강남 지역의 부상

1974년 8월 15일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일에 국립극

장 광복절 기념행사장에서 문세광의 저격으로 영부인 육영수 여사

가 사망한 책임을 지고 양택식 서울시장이 관계기관장의 일원으로

서 사임하였다. 1974년 9월 2일 새로 부임한 구자춘 서울시장은 그

해 10월 말 (주) 공간의 대표였던 김수근과 함께 김형만, 강병기 등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점심 모임을 갖게 된다. 이 자리에서 김형만이

제안한 ‘3핵 도심구상’이 구자춘 서울시장 재임 시기 서울 도시계획

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핵심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187)

‘3핵 도심 구상’은 서울 강북 4대문 안 도심과 강남, 영등포를 각각

주도심으로 삼아 서울을 도심이 3개인 다핵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이

었다. 1977년 4월 7-8일 서울시청 앞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

186)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지하철 제2, 3호선 건설기본계획』(서울특별시,

1974.11.), 69-70쪽

187)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한울, 2003), 260-261쪽



- 86 -

서 발표된 김형만의 구상에 따르면 기존 서울 강북 4대문안 도심은

국가적 차원의 중추적 중앙행정기능이 위치하는 곳으로 설정되었고,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는 경인·경수 산업지대의 중심축으로 설정되

었다. 강남지역은 서울시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은행, 산업

은행, 외환은행 등의 이전 대상지로 설정되었고, 또한 남부서울역을

신설하여 철도 교통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구상도 마련되었다. 그 외

상설 무역센터와 국제 스포츠센터, 버스종합터미널의 건설, 강북에

편재되어 있는 각급학교의 이전 및 도시철도 노선계획의 재조정 등

도 김형만 구상에 포함되어 있었다.188)

이러한 김형만의 ‘3핵 도심 구상’은 1960년대 중반부터 당대의 다

른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이미 구상하고 있던 방안들을 좀 더 구체

화 한 것이었다. 1966년 서울시가 대한국토계획학회에 의뢰하여 수

립한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서울 강북 4대문안 도심은 대통

령부, 용산 일대는 행정부, 강남 일대는 입법부, 여의도 일대는 사법

부가 들어서도록 함으로써 서울 강북 4대문안 지역에 집중된 도심

기능을 강남, 여의도 등지의 부도심으로 분산시키자는 안을 상정하

고 있었다.189) 또 (주) 공간의 대표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이름을 남기고 있는 김수근도 ‘3핵 도심 구상’과 비슷한 구상을 제

기하고 있었다. 여의도 개발 당시 여의도 도시계획을 맡았던 김수근

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무렵에 서울 강북 4대문 안 도심과 여의도,

강남 등 3개의 핵을 잇는 도시 발전축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김수근

의 구상은 1968년 4월 3일자 김현옥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에서 ‘제2

서울건설’이라는 표제로 대대적으로 발표되기도 했다.190)

‘3핵 도심 구상’은 서울 강북 4대문 안 구도심에 도시의 모든 중추

기능이 집중되면 도시 발전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당대

도시전문가들의 인식에서 출발한 일종의 ‘집단창작물’이라고도 볼

188)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한울, 2003), 270-271쪽

189) 같은 책, 265쪽

190) 같은 책,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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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히 자동차가 대중화되면 4대문 안 도심 기능을 주변 부

도심으로 분산시키지 않을 경우 교통 수요의 집중을 완화할 수 없

다는 인식이 ‘3핵 도심 구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191)

그렇지만 1970년대 중반 김형만이 구상한 ‘3핵 도심 구상’은 강남

을 도심 기능 일부를 분담하는 단순한 부도심이나 베드타운을 넘어

서 서울 강북 4대문 안 도심과 대등한 도심으로 성장시키자는 차원

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채를 지닌다. 사실상 무산되기

는 했지만 서울시청은 물론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은행, 산업

은행, 외환은행 등 중앙행정부처와 국책은행을 포함한 112개 기관을

모두 강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중앙행정부처로부터 큰 빈축을

살 정도로 서울 강북 4대문 안 도심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기능을

대폭 강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다.192) 이렇듯 김형만이 계획

한 ‘3핵 도심 구상’이 서울 강북 4대문 안 도심과 대등한 도심으로

서 강남을 상정할 수 있었던 것은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울시

연두순시 때 대통령 지시 사항 1호로 ‘서울 강북 인구의 강남 분산’

이 하달되었기 때문이었다.193)

김형만의 ‘3핵 도심 구상’에서 강남 지역을 서울 강북 4대문 안 도

심과 대등한 도심으로 상정하면서 서울 강북 4대문안 도심, 강남,

영등포 사이의 교통 수요를 담당하는 수단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의

전면 재조정도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구자춘 서울시장은 강남

의 존재감이 더욱 강조된 도시철도망 노선계획의 대대적인 전환의

일환으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2호선의 순환선 변경을 구상하

였다.194) 이렇듯 도시철도 2호선이 서울 강북 4대문 안 도심과 영등

포, 강남을 잇는 순환선으로 구상되면서 도시철도 3, 4호선 이하 다

른 노선들 모두가 전면적인 노선 재조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강남 지역이 도시철도망의 허브로 떠오르는 계

191) 같은 책, 266-267쪽

192) 같은 책, 336-340쪽

193) 같은 책, 332쪽

194) 같은 책, 273-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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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쿠모

토

조사단

호선

노선

명

당초계획 수정계획
비

고연장 구간 구간 연장

1 1 9.54km 서울역-청량리 9.54km

3 2 35.50

개포동-왕십리-

을지로-영등포-

김포공항

왕십리-을지

로-신촌-영등

포-영동-잠실

-왕십리

48.80km

5 3 수유동-퇴계로- 좌동 21.40km

기가 마련되었다.

서울 도시철도 노선 계획의 변화

1975년 2월 구자춘 서울시장은 2월 초에 도시계획국장, 서울지하철

건설본부장 등 도시철도망 건설과 연관된 간부들을 모아놓고 지도

위에 노선 시안을 그려가며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계획을 순환선으

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같은 해 3월 대통령 연두순시 보고를

통해 서울 도시철도 2호선을 종래와 달리 서울 강북 4대문 안 도심,

영등포, 강남을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선형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

승인을 얻게 되었다.195)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2호선을 순환선으로 선형을 변경하면서

기존 도시철도 계획도 대폭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기존 도시철도 계

획에서 5호선 등 다른 호선 노선으로 포함되어 있던 구간을 도시철

도 2호선 순환선 구간으로 변경하는 등 가쿠모토 조사단의 자문으

로 만들어졌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환선으

로 변경된 도시철도 2호선 계획 구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표 3

참조)

195) 같은 책, 273-275쪽



- 89 -

불광동

4 4 34.50

포이동-서초동-

율곡로-사당동-

대림동

서초동-율곡

로-동대문-우

면동

25.80km

2 5 32.00

연희동-아현동-

신설동-답십리-

천호동

김포공항-영

등포-마포-아

현동-서대문-

종로-신설동-

답십리-천호

동

34.46km

차량

기지
2개소

합계 133.04 140.00

표 3. 지하철 수정노선(1975년 10월 현재)(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52쪽)

표 3과 같이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이 순환선

건설 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서울 지하철 노선 계획까지 변

화된 것은 크게 세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3핵 도심 구상’

에 따라 강남 지역이 서울 4대문안 도심과 대등한 도심지로 계획되

고 지하철 2호선이 순환선으로 선형이 변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강남은 더 이상 변두리 지하철 종점 지역이 아닌 서울 지하철

노선망의 또 다른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도쿄 지

하철 노선 선형을 모방하여 ‘터너 타입’으로 계획되었던 서울 지하

철 노선 계획이 전반적으로 변화되면서 강남 등 신도시 발전과 함

께 도쿄와는 다른 지하철 노선 선형을 보이게 되었다. 셋째, 지하철

2호선 선형이 변화되면서 증가된 노선 길이와 난공사 구간의 속출

로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 재원 염출 부담이 높아지면서 1970년대

말 지하철 3·4호선을 사기업 주도로 건설하게 하려는 지하철 사영화

가 시도되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78년 3월 9일 서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첫 기공식이 잠실대

운동장 앞에서 거행되었다. 이후 도시철도 2호선은 1979년 3월 17일

성수동-강북구간-구로동 구간 기공식, 1980년 2월 26일 왕십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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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구로동의 제2차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총 54.2km나 되는 긴

구간에 걸쳐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이었기 때문에 개통식도 5회로

나누어서 거행하였다. 신설동에서 잠실운동장까지의 제1구간

(14.3km)는 1980년 10월 31일, 잠실운동장에서 교대역까지의 제2구

간(5.5km)은 1982년 12월 23일, 을지로입구에서 성수역까지의 제3구

간(8.6km)은 1983년 9월 16일, 교대에서 사당역을 거쳐 서울대입구

역까지 연결하는 제4구간(6.7km)은 1983년 12월 17일, 을지로입구-

신촌-신도림-서울대입구(19.1km)는 1984년 5월 22일에 개통되었

다.196)

이렇듯 ‘3핵 도심 구상’으로 노선 계획이 변경된 도시철도 노선은

비단 2호선만이 아니었다. 서울 도시철도 3·4호선은 1971년 이래로

전자는 서울 동북방에서 4대문 안 도심을 거쳐 서북방으로 향하는

U자형, 후자는 서울 동남방에서 역시 4대문안 도심을 거쳐 서남방

으로 향하는 역 U자형 노선의 선형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3·4호선

노선 계획이 3호선은 서울 동남방에서 서북방으로, 4호선은 서울 동

북방에서 남방으로 향하면서 두 노선이 서울 4대문 안 도심에서 만

나 환승할 수 있게끔 X자로 교차하는 선형으로 바뀌었다.197) 이런

3·4호선의 노선계획 변화는 강남 지역과 노원 지역, 은평 지역의 도

시개발 촉진과 연관된 것이었다.

서울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계획이 1970년 일본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의 원래 구상과 달리 54.2km에 달하는 장거리

순환선 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서울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

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데 투자한 총투자비 8,771억원 중

국고보조를 포함한 서울시 자체자금은 3,280억원으로 37.4%에 불과

했다. 나머지는 1977년 12월 30일자 서울시조례 제633호에서 제정된

지하철공채로, 또는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했다.198)

196) 같은 책, 280-281쪽

197) 대우개발주식회사·(주)대우엔지니어링, 『지하철 3·4호선 건설기본계획서』(대

우개발주식회사·(주)대우엔지니어링, 1979) 4장, 4-2 ~ 4-5

198)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한울, 2003),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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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통해 겪게 된 막대한 재정부담 때

문에 서울시에서는 대우그룹 등 사기업 주도로 서울 및 수도권 도

시철도 3·4호선을 건설하는 ‘민자 지하철 계획’을 추진하였다. 1979

년 2월 19일 서울시는 대우그룹의 서울지하철 3·4호선 민자건설 계

획안을 승인하였고, 4월 17일에는 지하철 3·4호선의 사영화를 뒷받

침하기 위해 지하철도 건설 촉진법이 제정되었다.199)

이러한 서울 도시철도 3·4호선 사영화 시도와 함께 기존 서울시 주

도로 수행되었던 지하철 1·2호선 계획에서 일본 철도 산업계와 도쿄

에이단 지하철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하철 기술시스템을 구축해왔

던 것과 달리, 3·4호선은 미국, 영국 철도 산업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건설하였다. 이는 전동차와 신호·제어시스템 등 도시철도 운영

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원천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소위 ‘1기 지하철’이라 부르는 1·2·3·4호선

노선망이 거의 완성되어 시행되었다. 아울러 현재의 지하철 5호선

강서-영등포 구간 일부와 8호선에 해당되는 노선이 함께 ‘지하철 5

호선’으로 지칭되어 계획되기도 하였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과 제2차 석

유파동 등에 따른 경제불황 등 경제적 격변 속에서 경제부처를 중

심으로 연기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서울시의 반대와 서울올림픽

유치에 따른 서울 대중교통 체계 정비의 필요성 대두 등의 요인으

로 오히려 1기 지하철 건설 계획은 1980년대 들어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영 지하철로 구상되었던 서울 지하철

3·4호선 계획이 서울시가 관장하는 지방 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1985년 지하철 2·3·4호선 1기 노

선이 모두 개통되면서 서울 지하철 운영 체계가 서울지하철공사로

통일되었다.200)

199) 손정목,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149쪽

200)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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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서울 및 수도권 1기 도시철도망 계획은

이후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2기 도시철도망 계획, 1990년대 중반

이후의 3기 도시철도망 계획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점에서 서울 및

수도권 1기 도시철도망 계획은 서울 도시철도망이 안정적으로 구성

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 계획

3.1. 1980년대 서울 및 수도권 도시개발과 도시철도 건설

구상

1980년대 이후 서울 도시결합체는 강북 4대문안 중심의 1도심 체

제에서 강남과 강북이 점차 대등한 도심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다핵도심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울 도시결합체가 다핵도심체

제로 변화하기 시작한 면모는 인구 통계에서부터 확인된다. 서울 도

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다음 해인 1975년만 해도 서울 전체 인구의

70% 가량이 한강 이북 지역에 거주하고, 한강 이남 지역 주민은 전

체 인구의 30%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5년이 지난 1990년

에는 한강 이남과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각 전체 서울 인

구의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강남과 강북의 입지가 대등한 모양

새를 보이게 된 것이다.201)(아래 표 4 참조)

2003), 30쪽

201) 서울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DS7100.jsp, 2016.12.06.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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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980 1985 1990

강남
2,111,113

(30.6%)

3,384,095

(40.45%)

4,426,157

(45.89%)

5,143,739

(48.4%)

강북
4,777,968(69.3

5%)

4,982,661

(59.55%)

5,219,775

(54.11%)

5,484,051

(51.6%)

미상 389 0 0 0

총인구
6,889,470

(100%)

8,366,756

(100%)

9,645,932

(100%)

10,627,790

(100%)

표 4. 1975-1990년 서울 강남북 인구 격차 변화(* 괄호 안은

백분율)(서울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DS7100.jsp, 2016.12.06.

최종접속)

1980년대 들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토건사업이 펼쳐진 것은 한강 이남 지역의 인구가 증

가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유치는 올림픽 주경기장과 체육관 등 국제대회를

수행할 수 있는 경기장 건설 뿐 아니라 김포공항과 올림픽 주경기

장 일대를 연결하는 올림픽대로의 건설, 경기 종료 후 주민들이 입

주한 선수촌 아파트의 건설, 가락지구 구획정리 등 강남 일대에 대

대적인 건축과 토목공사 붐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었다.202) 또한

1983년부터 시작된 목동 시가지 개발은 양천구 일대에 아파트 대단

지가 건설되면서 거주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요인이 되었다.203)

이러한 한강 이남 지역에서의 인구 증가는 그에 수반하는 교통 수

요를 초래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펼쳐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 노

태우 후보는 수도권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기 내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대선 공약이

었던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89년 4월 27일 경

기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지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

202)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5』(한울, 2003), 46-47쪽

203) 같은 책,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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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발표했다.204) 서울 근교 지역에서의 신도시 개발은 서울 도심

과 새로운 위성도시 사이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상당한 교통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듯 서울 한강 이남 지역과 5대 신도시의 개발로 증가한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서울 도시철도망의 확충이 논의

되기 시작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 진영에

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확충도 공약

하였다.205) 이러한 공약에 발맞춰 1988년 8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

국에서는 제2기 지하철 노선확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15개월의 기한

으로 발주하여 수행하였다.206)

이 조사에서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교통수요

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988년 당시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

지구, 도봉구 번동지구, 강서구 가양지구, 목동지구, 강남구 수서지

구, 대치지구, 기타 7개 지구 등 총 13개 지구에서 거주민 59만 5천

명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이 입안 또는 추진 중이었

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광명시 하안지구, 안양시 평촌지구, 군포시

산본지구, 부천시 중동지구, 성남시 분당지구, 고양군 일산지구, 기타

21개 지구를 합쳐 총 27개 지구에서 거주민 168만명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이 입안 중이었다.207) 이렇듯 계획 중인 서울

과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지하철을 추

가로 건설하지 않고 도로용량 역시 연평균 2%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교통 수요를 추산해 보면 2010년까지 연평균 1.4%의

총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208)(아래 표 5 참조)

204) 같은 책, 104-106쪽

205)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1998), 9쪽

206) 같은 책, 327쪽

207) 같은 책, 332-333쪽

208) 같은 책,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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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00 % 2010 %
연평균증

가율(%)

승용차/

택시

천통행/

일
8,480 30 10,060 32 1.7

버스 상동 15,127 54 15,890 51 0.5

도시철도 상동 4,460 16 5,190 17 1.5

합계 상동 28,067 100 31,130 100 1.4

표 5. 2000, 2010년 교통수요 추정치(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34쪽)

구분 단위 1982 1987 년평균증가율

도로면적 km2 58.0 64.7 2.2%

교통량 백만대·km/일 23.0 39.6 11.5%

표 6. 서울 도로면적과 교통량 증가추세(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35쪽)

이 조사에서는 또한 서울 시내에서 도로 면적이 연평균 2.2%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는 반면, 자동차 교통량은 연평균 11.5% 이상 증가

하여 이 추세로는 차량주행속도가 1987년 시속 21km에서 2000년에

는 시속 14km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아래 표 6 참조)209)

따라서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을 건설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의 교통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서울시 경내

에서는 강남 지역에서 신규개발로 인한 업무통행이 급증하였고, 신

촌, 청량리, 잠실지역 역시 유출입통행량이 급증한 상황이었다. 강동

구, 강서구, 송파구 일대는 도시철도망이 경유하지 않았으며, 구로구,

양천구, 중랑구는 도시철도가 통과하여도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꼽혔다.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일대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게획

되고 있었다.210) 서울과 교외 도시 사이의 교통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축의 경우 서울 도시철

도 1호선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었고, 서울과 수원을 잇는 경수축의

209) 같은 책, 335-336쪽
210) 같은 책, 339-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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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산본, 평촌지구 택지개발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추

산되었다. 분당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성남의 경우 서울과

신도시를 잇는 새로운 도시철도 건설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일산

방면 역시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수요를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

야 했다.211)

1980년대 후반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해 서울시에

서는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철도

망의 건설 및 운영 체계 변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

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서울 도시철도망 시설·운영의 분리

서울 도시철도 2·3·4호선이 한창 건설되고 있던 1983년 서울시에서

는 도시철도 시설 및 운영 체계의 일원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담당하고 있었고,

서울시 지하철운영사업소는 서울 도시철도 1호선과 개통된 도시철

도 2호선 구간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서울 도

시철도 3·4호선의 건설을 주관하면서 완공 후 해당 노선의 운영을

담당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이렇듯 삼원화 된 도시철도 시설 및

운영 체계는 같은 시기 국철의 시설 및 운영이 철도청으로 일원화

되어 있던 것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복잡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

다. 서울시에서는 삼원화 된 도시철도의 시설 및 운영 체계가 기능

중복과 사업 연계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된다고 보

고 이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에 나섰다.212) 그래서 1984년 1월 1일

211)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
본부, 1998), 339쪽

212)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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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운영사업소를 서울지하철공사에 통합하였고, 같은 해

9월 15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해체되면서 서울 도시철도 시설

및 운영 체계는 서울지하철공사로 일원화되었다.213)

하지만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 계획이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지고

있던 1989년 11월 3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재조직 되면서 서

울 도시철도망의 시설 건설 및 관리와 운영은 다시금 분리되었

다.214) 아울러 1994년 3월 15일 도시철도 5-8호선의 운영을 관장하

는 지방공기업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되면서 서울 도시철도망

은 시설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맡고, 운

영은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가 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가 5-8호선을 맡는 다원화 된 체계로 전환되었다.215)

국영철도는 철도청이 시설 및 운영을 일원적인 체계로 관장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서울 도시철도망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설

과 운영의 분리를 축으로 하는 다원화 된 체계로 전환된 배경에는

1987년 8월 12일 조직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의 존재에 대한 우

려가 있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출범한 지 1주일만에 전체

노동자의 87%인 6천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노사 단체협상에서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216)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창립한 지 3개월이 지난 1987년 11월 18일에 노사단체협상을 통해

정액 기준으로 16%(기본급 9%)의 임금인상을 쟁취하기도 하였

다.217) 이 때문에 새롭게 건설될 서울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운영을

서울지하철공사가 맡을 경우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218)

213) 같은 책, 108쪽 ; 119쪽
214) 같은 책, 108쪽
215) 같은 책, 108-109쪽
216) 이미란, “노동조합 운동의 내부정치 연구 : 내부정치 분석모델과 지하철 노조의 

사례 분석”(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75쪽
217) 이미란, “노동조합 운동의 내부정치 연구 : 내부정치 분석모델과 지하철 노조의 

사례 분석”(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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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 도시철도망은 1990년대 들어서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

합에 대한 정치적인 견제책의 일환으로서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기

반한 다원화 된 체계로 전환되었다.219) 이러한 시설과 운영의 분리

에 따라 서울 도시철도 5-8호선은 처음부터 서울지하철공사가 모든

것을 관장했던 3·4호선과 달리 1·2호선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직

접 계획과 건설을 관장하는 노선이 되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추진된 도시철도망의 시설

과 운영 분리, 도시철도 5-8호선의 운영을 관장하는 서울도시철도공

사의 설립은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의 표준과 규격의 결정,

열차 신호 및 제어시스템의 구성, 전동차의 설계 등 계획 수립과 연

관된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철도 1-4호선과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으

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후술하도록

하겠다.

3.3. 서울 도시철도망의 제2의 중심으로 부상한 강남

새로운 서울 도시철도 노선 건설 계획은 서울에 대한 위상학적 고

려와 연관된 두 가지 안들을 마련하면서 수립되었다. 첫 번째 안은

교외에서 기존의 도시철도 1-4호선 노선으로 연결되는 지선 위주의

노선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아래 그림 11, 표 7 참조) 두 번째 안

은 도시철도 1-4호선과 마찬가지로 교외에서 도심을 통과했다가 다

시 교외로 나아가는 간선 위주의 노선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220)

(아래 그림 12, 표 8 참조)

218) 김성원, “서울 도시철도망의 위험 : 스크린도어 사례 연구”(미발표 원고), 31-32
쪽

219) 박흥수, 『철도의 눈물』(후마니타스, 2013), 195쪽
220)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

본부, 1998),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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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선

명

구분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연장(km)

시계내 수도권

3
연장 양재 수서 명일 22 22

지선 압구정 역삼동 양재동 5 5

4
연장 상계 - 상계 1 1

연장 사당 과천 금정 3 16

5 신규 공항 화곡동 신도림 17 17

6 상동 잠실 가락동 성남 6 12

7 상동 노원 강남 노량진 29 29

8 상동 연신내 용산 길동 30 30

9 상동 부천 여의도 시청 15 22

10 상동 여의도 가리봉 석수 12 12

11 전철 청량리 구리 미금 5 12

12 상동 성북 태릉 남양주 5 10

13 상동 수색 화전 능곡 5 10

계 155 198

표 7. 서울 2기 지하철 계획노선별 기종점 및 연장(대안

1)(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41쪽)

그림 11. 서울 2기 지하철 노선망

대안 1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

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43쪽)

그림 12. 서울 2기 지하철 노선망

대안 2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

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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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구분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연장(km)

시계내 수도권

서

울

시

2 지선 목동 신정기지 신도림 3 3

3 연장 양재 남부순환도로 수서 8 8

4 연장 상계 - 상계 1 1

5
신규 공항 도심 명일 47 47

지선 거여 - 길동 6 6

6 신규
연신

내
용산 월계 34 34

7 상동 상계 강남 광명 37 42

8 상동 복정 가락동 암사 10 10

9 상동
가양

동
여의도 시흥 22 22

수

도

권

3 연장
구파

발
원당 일산 - 15

4 상동 사당 과천 금정 3 16

분

당
신규

왕십

리
수서 분당 18 27

계 189 231

표 8. 서울 2기 지하철 계획노선별 기종점 및 연장(대안

2)(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42쪽)

서울 도시철도 노선 건설을 위한 첫 번째 대안은 위 그림 11과 표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신규 건설 노선 중 7, 8, 9호선만이 교외에

서 도심을 통과해 다시 교외로 이어지는 간선 노선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5. 7, 10호선은 신규 건설 노선이지만 노선의 선형 상 기존

1-4호선의 지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 외 기존 3, 4호

선을 연장하거나 지선을 건설하고, 국철 중앙선을 전철화 하는 11호

선, 국철 경춘선을 전철화 하는 12호선, 국철 경의선을 전철화하는

13호선 등이 계획되었다. 이러한 안은 대체로 기존 도시철도망에 지

선 또는 지선 성격의 신규 노선을 건설하거나 도시철도 3, 4호선 연

장 및 국철 노선 전철화 등을 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대안은 위 그림 12와 표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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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00 2010

승용차주행속도 km/시간 19.88 14.19

추

정

통

행

량

승용차

버스

지하철/전

철

만통행/일

상동

상동

747

1,071

904

27

39

33

920

958

1,048

31

33

36

합계 상동 2,721
100

(단위 %)
2,926

100

(단위 %)

표 9. 연도별 승용차 주행속도 및 수송수단별 통행자(대안

2)(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48쪽)

본적으로 서울 도심과 교외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을 건

설하는 방안이었다. 도시철도 5호선은 강서 지역에서 영등포, 마포

일대를 거쳐 서울 4대문안 도심으로 진입했다가 성동, 광진 일원을

지나 강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다. 도시철도 6호선은 은평에

서 마포와 용산을 거쳐 동대문 일원을 통과했다가 강북, 노원 방면

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다. 도시철도 7호선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구

로, 동작 일원을 지나 강남을 통과하여 중랑, 노원, 도봉 일원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다. 8호선은 성남과 송파 일대를 연결하는 노선이

었고, 9호선은 강서 일대에서 여의도를 지나 금천구 시흥 방향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다. 그 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신도시와 서울

도심 사이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3호선을 일산 신도시와 수서

지구로 연장하고, 4호선을 과천과 평촌을 지나 도시철도 1호선 금정

역에서 산본, 안산 방향으로 이어진 안산선과 연결하고, 분당에서

수서를 지나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분당선을 건설하는 것을 구상하

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도시철도 건설 방안 중 1989-1990년에 걸쳐 선택

된 것은 두 번째 대안이었다.221) 첫 번째 대안보다 두 번째 대안이

2000년, 2010년 자동차 평균 주행속도를 더 높일 수 있고 연 12%의

할인율을 적용한 비용 투자 대비 수익성 평가(B/C 분석)에서도 우

위에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222) (아래 표 9, 10, 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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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00 2010

승용차주행속도 km/시간 17.98 12.24

추

정

통

행

량

승용차

버스

지하철/전철

만통행/일

상동

상동

762

1,181

816

28

43

29

959

1,113

1,018

31

36

33

합계 상동 2,759
100

(단위 %)
3,090

100

(단위 %)

표 10. 연도별 승용차 주행속도 및 수송수단별 통행자(대안

1)(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48쪽)

평가항목 대안 1 대안 2

총건설비(10억원) 4,957 4,439

순현재가(10억원) 2,922 7,904

B/C 율 1.57 2.64

표 11. 서울 2기 지하철 건설 경제성 분석(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50쪽)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 건설을 위한 두 번째 계획안이 선택되면서

강남 지역은 4대문안 도심에 이어 서울도시철도망의 제2의 중심으

로 확립되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은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서남

지역과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반순환선으로서 강남 일대 동서 방향

교통의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서울 도시철도 8호선은 최초로

강북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서 성남에서 송파 일대를 지내

강동 일대를 연결하였다. 분당선은 분당에서 강남을 통과하여 왕십

리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서 3호선과 함께 강남 일대 남북 방향 교

통의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처럼 신규 건설 노선인 도시철

도 7, 8호선, 분당선은 도시철도 2, 3호선과 함께 강남 지역에 구성

된 격자형 도시철도망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수립된 서울 도시철도망 신

규 건설 계획은 1970년대 중반 3핵 도심 구상으로 시작된 다핵도심

221)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22-124쪽
222)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

본부, 1998), 347-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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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도시 교통 체계에서도 완성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아울러 강남

지역이 서울 제2의 도심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 지리적으로

수도권 도시결합체의 중심으로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

도 했다. 강남은 과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군포, 의왕 등 경기

남부지역 도시들과 서울 강북 도심 사이의 중간에 입지하면서 지리

적으로 경기 남부와 서울 강북 사이에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남 지역의 부상은 2000년대 이후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건설, 신분당선 건설, 수서발 고속철도(SRT) 건설

등 수도권 철도교통망 확충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

4. 소결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이래 1990년대 초반 2기 지하철 계획까지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계속 구상

되어 온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은 1957-1968년 사이를 기점으

로 노면전차의 철거와 함께 서울 대중교통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과

도기 전후로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노면전차가 서울 대

중교통체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던 일제강점기에서는

지하철이 노면전차를 완전히 대체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상호 보완하

는 수단으로 상정되었다. 반면 1957년 이후 지상 교통에서 노면전차

가 버스 등 자동차에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자 1960년대 들어 수립

된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에서 지하철은 노면전차를 완전 철거한 후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상정되었다. 19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지

하철과 노면전차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변화한 반면, 지하

철과 자동차의 관계는 상호 공존하는 것으로 정립되는 등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다.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변화 외에도 서울 도시개발의

방향 역시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1970년 12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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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도시교통조사단에서 제안한 초창기 도시철도 계획안은 일본 도

쿄의 도시철도망 배선 원리인 터너 타입(Turner type)을 적용하여 4

대문안 도심 중심의 도시철도망 5개 노선 건설을 제안하였다. 하지

만 1975년 강남 지역을 4대문안 도심과 대등한 입지를 지니도록 상

정하는 ‘3핵 도심구상’의 영향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순환선으로 전

환되었다. ‘3핵 도심구상’ 이후 1980년대 이후 서울 강남 지역의 개

발과 수도권 5대 신도시 택지 개발이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 지역은

4대문안 도심에 이어 도시철도망의 제2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1970년 설치

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주도로 수립되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

본부는 도시철도 시설 관리와 운영이 서울지하철공사로 통합되어

해체되었던 1984년 9월 15일-1989년 11월 3일 사이의 5년간을 제외

하고는 도시철도 건설 계획의 중심으로서 기능하였다. 서울시 도시

계획국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0년대 이전

이나 1980년대 중후반 시기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의 입안을 담당하

였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존재하던 시기에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

시철도망 건설 계획에 참여하였다.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안도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을 기입

하고, 이해관계를 번역하여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존재는 도시철도 계획 행위자-네트워크가 상당히 긴밀하고 강력한

네트워크로 건설되었음을 방증한다. 1970-1974년 양택식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등을 역임한 손정

목이나 초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에 임명된 김명년 등 기술 관

료들과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서울시 도시계획국, 서울시 지하철건설

본부는 도시철도 계획 행위자-네트워크의 대변인(spokesperson)이

관장하는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으로서 기능하였다.

하지만 도시철도 계획의 사례만 보고 서울 도시철도망 전체가 긴

밀하고 강력한 동질적인 네트워크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도시철도

계획의 사례는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서울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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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의 구성 요소 중 일부분이 긴밀하고 강력한 면모를 지니고 있

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철도 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사전에 수립했던 계획이 실제 공사 현

장에서 변경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계획 단계에서 고려

하지 못했던 요인이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든가 하는 사유에 의해

실제 건설은 계획과 달리 수행되는 일이 빈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3장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를 통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등에서 생산한 계획서, 설계도 등

다양한 처방(prescription)이 공사 현장에서 그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협상(negotiation)이 이루어져야 했음을 보여

줄 것이다. 이는 도시철도망의 구성 요소들 중에는 긴밀하고 강력한

행위자-네트워크 이외에도 느슨하고 유동적인 행위자-네트워크도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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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설

도시철도 시공은 도시철도 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도시철도 계획 단계에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변

수들이 작용하면서 도시철도망의 구성 양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시공이 완료된 이후 행위자-네트워크의 면모가 계획 단계

에서 설정했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도 시공 단계에서 행위

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이 다르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철도망 구성과 관련된 번역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시공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 과정

에서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계획 단계에서

설정했던 것과 달리 기입되고 번역되는 모습들과 계획 단계에서 ‘침

묵’(silence)이 강요되거나 행위자-네트워크 구성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던 행위자들이 시공 단계에서 변수로 작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분석해야 한다.

이렇듯 도시철도 시공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계획 단

계에서의 설정과는 다르게 번역되는 것은 단순히 계획가들이나 설

계자들이 행위자들을 제대로 기입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계

획가들과 설계자들이 도시철도 계획의 설득력을 높여서 건설 사업

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사학적, 전략적 고려의 일환으로 행위자들에

게 이해관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서울 도

시철도 건설 계획안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실제 공

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 양상에 괴리가 발

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 단계에서의 이해관계 설정과 실제 공사 과정에서의 행위자

이해관계 번역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는 행위자들이 계획가들이나

설계자들이 제기하는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때 쉽게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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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괴리가 극대화되면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 구성 과정

에서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 그 때문에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

서 나타나는 각종 위험과 사고는 계획 단계에서의 설정과 행위자들

의 이해관계 번역의 실제 양상 사이의 괴리를 방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찰할 것이다. 1절에서는 1970-80년대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의 건

설 과정이 돌관공사로 진행되었던 배경이 무엇인가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이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 1990년대 시

공된 도시철도 5-8호선의 건설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절에서

는 도시철도 1-4호선의 공법 선택과 공기 단축 과정 등을 살펴보면

서 구체적인 돌관공사의 양상을 조명하고, 도시철도 5-8호선의 공법

선택과 난공사 양상 등을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도시철도 건설

과정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망과 전력망, 통신망, 주변 건물 등 도시

결합체(urban assemblage)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자-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진행된 돌관공사가 행위자-네트워크의 은폐

(black-boxing)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면서 도시철도 건

설에 따르는 위험이 증폭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소결에서는 도시

철도 건설 과정을 살펴보면 도시철도망이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처

방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 사이의

새로운 협상을 통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을 논증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행위자-네트워크 구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

단계에서의 수사학적, 전략적 고려가 공사 과정에서 어떻게 재구성

되고 변용되는가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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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도시철도망의 돌관공사 배경223)

1.1. 도시철도 1-4호선 돌관공사의 배경 : 부채, 교통난, 올

림픽

1971년 4월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거행된 서울역-청량리 간

도시철도 1호선 기공식은 이후 40년 이상 지속된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 공사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224)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9일 서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 군자기지-성수동-잠실 간 – 기공식이, 1979년 3월 17일 서울 도

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 성수동-왕십리역-을지로-구로동(신도

림역) - 기공식이, 1980년 2월 26일 서울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

간 – 왕십리역-을지로-구로동(신도림역) - 3차 기공식이, 1980년 2

월 29일에는 서울 도시철도 3·4호선 기공식이 거행되면서 도시철도

망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225)

서울 도시철도망 1-4호선 건설은 노선별로 공구를 나누고, 공구별

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가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착공에 나서는 식으로 수행되었다. 서울 도시철도 1호선은 서울역-

청량리 간 총 연장 9.4945km의 신규 지하노선 건설 구간을 15개 공

구로 나누어 시공하였으며, 동시에 서울역-인천, 서울역-수원, 청량

리-성북역 간 86.7km 구간의 전철화 사업도 진행되었다.226) 도시철

223) 돌관공사란 정해진 공기를 지키기 위해 장비와 공사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

하는 공사 방식을 뜻한다. 지금까지 학설로만 존재했던 돌관공사 개념은 2016년

10월 30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26부에서 원청 업체에 대해 돌관공사비를 청구한

하청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 판례로 인정받게 되었다. “법원 '돌관공사' 개

념 인정 판결 사실상 확정”,

(http://www.cnews .co.kr/uhtml/read.jsp?idxno=201610281440022080659,

2016.12.11. 최종접속)

224)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5쪽

225) 같은 책, 24-29쪽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

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80-81쪽

226)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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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호선은 순환선 48.828km와 인입선 0.9193km를 합하여 총 연장

49.7473km의 구간을 41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하였다.227) 도시철도 3

호선은 구파발-양재 간 총연장 29.193km 구간을 25개 공구로 나누

어 시공하였으며, 4호선은 상계-사당 간 총 연장 30km 구간을 23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하였다.228)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 공사에는 비동질적인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연관되어 있었다.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 공사를 주관하

는 서울시 지하철본부, 서울지하철공사 - 1981년 8월 공사 전환 이

전까지는 (주)서울지하철건설 – 등을 관계부서나 산하기관으로 두

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철도청과 같은 관련 부서를 두고 있는

정부,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입안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엔지니어,

잠재적인 도시철도 승객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민, 도시철도 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은 중요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 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하는 건설회사, 도시철

도망 건설에 자본을 대출한 은행, 기금 등 국내외 금융기관과 채권

단, 도시철도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하고 공사 구간 지하에 매설된

전력선망을 관장하는 한국전력공사, 도시철도에 투자되는 자본, 철

근·시멘트와 같은 건축자재, 각종 건설 중장비, 공사 구간의 지층,

문화재, 공사 구간 연변의 건물, 전력·통신·상하수도·가스망, 도로망,

버스·택시, 승용차, 버스회사, 택시회사 등도 중요한 연관 행위자였

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들은 도시철도 건설을 계획한

엔지니어들에 의해 표 12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설정은 도시철도 건설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한 수사학적, 전략

1989), 263-330쪽 ;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9쪽 ; 1019쪽

227)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180-181쪽

228)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38-40쪽 ; 20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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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이해관계

서울시

공사비 절감, 관장하는 각종 인프라 파손 방지 및 보존,

부채부담 경감, 도시개발 촉진,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대비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정부

공사비 절감, 관장하는 각종 인프라 파손 방지 및 보존,

부채부담 경감, 도시개발 촉진,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대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전쟁 대비 긴급 대피시설 구축

엔지니어
도시철도망 계획안 구현, 건설 공사 중 나타나는 각종 문제

해결

시민 교통난 해소, 공사의 안전성 제고

건설 노동자 임금 수취, 공사의 안전성 제고

건설회사 공사비 절감, 이윤 창출

국내금융기관,

채권단
차관 원리금 상환 및 이윤 창출

해외금융기관,

채권단
차관 원리금 상환 및 이윤 창출

자본 자본 회전율 제고 및 가치 증식

건축자재 자기 존재의 유지·보존

건설장비 자기 존재의 유지·보존

지층 훼손 최소화, 자기 존재의 유지·보존

문화재 훼손 최소화, 자기 존재의 유지·보존

건물 훼손 최소화, 자기 존재의 유지·보존

전력·통신·상하

수도·가스망
훼손 최소화, 자기 존재의 유지·보존

도로망 훼손 최소화, 자기 존재의 유지·보존

한국전력 전력망 훼손 최소화, 도시철도망 전력공급 매출 증대

버스 자기 존재의 유지·보존, 주행 속도 증진

버스회사 도시철도 교통수요 잠식 최소화, 연계 교통수요 흡수

택시 자기 존재의 유지·보존, 주행 속도 증진

택시회사 도시철도 교통수요 잠식 최소화, 연계 교통수요 흡수

승용차 자기 존재의 유지·보존, 주행 속도 증진

표 12.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 공사 관련 행위자들과 이해관계

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지하철본부, 서울지하철공사 등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을 입

안하고 이를 공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엔지니어들

이 표 1에서 열거된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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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계
1호선(국

철)

1호선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구간 4개 노선

서울역

-인천,

서울역

-수원,

청량리

-성북역

서울역-

청량리

시청-강

남-시청

구파발-

양재

상계-사

당

건설연장

(km)
209.7 74.1 9.5 54.3 28.9 30.3

영업연장

(km)
203.2 74.1 7.8 54.2 26.2 28.3

정거장 131 29 9 46 23 24

건설기간 ’71-’85 ’71-’74 ’71~’74 ’78~’84 ’80~’85

사업비(

억원)
23,215 289 330 8771 14,825

표 13.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사업비 내역(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83쪽 표 10 <서울 지하철 현황> ;

같은 책, 16쪽-19쪽 ; 1019쪽

번역(translation)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이었다. 건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건

축자재와 건설장비를 구입하고, 공사 과정에서 지층, 문화재, 건물,

전력·통신·상하수도·가스망, 도로망 등의 파손과 사고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번역하면서 이들을 도시

철도 행위자-연결망으로 등록(enrollment)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출

이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등록

(enrollment)시키며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을 건설하는 데 소요된

총사업비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에 나타난 것처럼 명목 가치로 총 2조 3215억원에 달하는 서

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사업비의 규모는 당대 국민총생산과 정

부 재정 지출과 비교해 볼 때 막대한 수준이었다. 서울도시철도 1호

선 건설이 시작된 1971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3조 858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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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었고, 정부 총 재정규모는 6884억 4천만원(경상)이었다.229)

서울역-청량리 간 지하구간과 경인, 경부, 경원선 전철화 구간을 합

한 건설연장 총 83.6km의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사업비 619억원은

1971년도 국민총생산의 2%, 정부 총 재정규모의 9%에 달하는 규모

였던 것이다. 서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시작된 1978년 한국의 국

민총생산은 22조 2557억원이었고, 정부 총 지출은 5조 8207억원이었

다.230)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8771억원은 1978년도 국민총생

산의 3.94%, 정부 총 지출의 15.0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는 셈이

다. 서울 도시철도 3·4호선 건설이 시작된 1980년 한국의 국민총생

산은 35조 306억원,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 지출은 5개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조달 기금을 포함하여 8조 4545억원(순계규모)이었다.231) 서

울 도시철도 3·4호선 건설 사업비 1조 4825억원은 1980년도 국민총

생산의 4.23%, 공공부문 총 지출의 17.5%에 달하는 규모가 되는 것

이다.

이렇듯 중앙정부 재정과 비교해 보아도 막대한 규모였던 서울 도

시철도 1-4호선 사업비는 철도청 소관의 경인, 경부, 경원선 등 국

철 전철화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철도망 건설을 담당했던 서

울시 차원에서도 재정 운용 상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일례로

서울 도시철도 2·3·4호선이 한창 건설되던 1983도 서울시 회계를 살

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8400억 8400만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가 9551억 81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1조 7952억 6500

만원이었다. 그런데 1983년도 서울시의 도시철도 건설 지출금은 서

울지하철공사 출자금 800억원과 서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 3

천 409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209억 4800만원이었다. 이는 서

울시 총 예산의 23.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232)

229) 재무부, 『197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재무부, 1972), 17쪽

230) 재무부, 『1978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업적편)』(재무부, 1979), 8쪽-11쪽

231) 재무부, 『1980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업적편)』(재무부, 1980), 14쪽

23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522-523쪽



- 113 -

총투자비 자체자금 부채성자금
24,324 5,505(23%) 18,819(77%)

표 14.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총 투자비 중 부채성 자금의 비율(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85쪽 표 11)

* 단위 : 억원

그림 13.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비와 부채성자금(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85쪽 그림 2)

이러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사업비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세

입으로 온전히 충당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

달되었다. 1981-1984년 서울지하철공사가 도시철도 3·4호선 건설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의 경우만 해도 전체 국공채 발행량의 6-7%, 전

체 사채 발행량의 3-5%를 점유할 정도였다.233) 이와 관련해서 도시

철도 1-4호선 사업비의 출처 및 부채의 규모와 서울지하철공사채의

국내사채 및 국공채시장 규모 대비 비중은 아래 표 14, 그림 13, 표

15와 같다.234)

23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555-556쪽

234) 표 3에 명시된 총투자비는 서울 도시철도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 구간, 2호선

은 시청-강남-시청 구간, 3호선은 구파발-양재, 4호선은 상계-사당에 투자된 사

업비를 집계하여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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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별
합계

일반

회사

채

국공채

소계

지하철공사채 전신

전화

채권

통신

채권

전력

채권

기타

채권금액 비율

1978 13,186 3,263 9,932 - - - - - 9,923

1979 18,876 6,246 12,630 - - - - - 12,630

1980 25,138 9,637 15,501 - - 769 - - 14,732

1981 35,416 10,361 25,055 600 2% 1,290 - 1,000 22,165

1982 57,085 21,122 35,963 1,015 3% 1,195 929 2,000 30,824

1983 43,043 14,972 28,071 1,390 5% 1,365 - 1,218 24,098

1984 63,613 18,041 45,572 1,293 3% 1,562 - 2,418 40,299

표 15. 국내시장 사채규모(단위 : 억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556쪽 <표

15-5-6>(대신증권(주) 발행 『‘85발행시장실무』 참조) 재인용)

서울시나 서울지하철공사에서 발행한 지하철 관련 채권이나 은행

차입, 해외 채권단에서 차입한 차관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용

OECF 전대차관(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이나 1978년에 발행

한 지하철공채(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6%)처럼 연리

5-6% 내외로 이자 부담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도 없진 않았다.235)

그러나 서울지하철공사에서 1981-1984년 간 총 29차에 걸쳐 도시철

도 3·4호선 건설을 위해 발행한 4298억원 규모의 지하철공사 회사채

는 이자지급 기일에 따라 연리 11-22%의 이자율을 보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의 차관단, 은행 등에서 차입한 차관은 연리 7.5%에서

런던은행간금리(LIBOR)에 0.5%-0.9375%를 가산하는 수준의 이자율

을 보였다. 이러한 금리는 1982년 당시 국내 금융기관 여신금리가

연 13.5~15.5%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자 부담이 그리 낮은 수준

이라고 볼 수는 없다.236)

이 때문에 공사 기법 채택, 공사 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건설 방법

235)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562쪽

236) 같은 책, 560쪽. 런던은행간금리(LIBOR)는 1982년에는 연 12-13%, 1985년에

는 연 8-9%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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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0 1975 1980 1985

상주인구 5,510 6,640 8,367 9,501

교통인구 6,170 8,100 13,350 16,341

표 16. 서울시 인구 및 교통인구, 1970-1985 (단위 : 천명)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요 1971』(서울특별시, 1971), 168쪽 표 1 ;

『서울시정개요 1976』(서울특별시, 1976), 491쪽 그림 2 ; 『‘85

시정』(서울특별시, 1985), 464쪽 참조하여 작성)

의 선택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채권단의 이해관계인 채권 원리금 상

환 및 이윤창출과 서울시, 정부의 이해관계인 부채부담 경감 등의

배경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을 담당한 엔

지니어들은 공사비 절감 및 채권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공법을 결

정하고 가급적 공기 단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237)

막대한 부채와 그에 따른 국내외 금융기관, 채권단, 서울시, 정부의

이해관계 외에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

들의 이해관계에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는 교통난 문제가 있

었다.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이 논의되던 1970년 서울시 인구는

551만명, 교통인구는 617만명이었는데, 1975년에는 인구가 664만명

으로 1970년 대비 20.5%, 교통인구는 810만명으로 같은 해 대비

32.18% 증가했다. 1980년 서울시 인구는 836만 7천명으로 1975년 대

비 26%, 교통인구는 1천 335만명으로 같은 해 대비 64.8%나 증가했

다. 1985년에는 서울시 인구가 950만 1천명으로 1980년 대비

13.55%, 교통인구는 1천 634만 1천명으로 같은 해 대비 22.4%가 증

가하였다. 이렇듯 1970-1985년 사이 서울시는 거주인구가 72.43%,

교통인구는 164.84%가 증가하면서 교통수요가 인구 증가 속도에 비

해 더 빨리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아래 표 16 참조)

이러한 교통인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도시철도망 건설은 공사 기

간 동안 해당 공사 구간의 노면 교통을 상당 부분 통제하면서 진행

237)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역사 구술자료집 ② 서울 나는 이렇게 바

꾸고 싶었다』(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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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에서는 공사기

간 동안 2공구(남대문 부근), 3공구(시청앞 광장), 7공구(세운상가

앞), 9공구(숭인동 로터리), 11공구(옛 성동역 앞) 등에서 개착 구간

중 통행량이 많은 구간만 전면 복공을 실시하고 기타 구간은 부분

복공만 실시, 노면 차선폭 감소, 종로 및 숭인동 근방의 도로는 청

계로로 차량 통행 우회 분산 등의 교통 통제 조치가 취해졌다. 5공

구(종각 로터리), 6공구(YMCA 앞), 12공구(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등에서는 인접도로로 차량 소통을 유도하는 것 외에 공사 구간 내

제한속도를 시속 25km로 낮추고 버스 정류장의 간격을 조정하는 등

의 조치가 취해졌다. 기타 공구 역시 앞선 공구들과 마찬가지로 노

면 교통 통제 조치가 취해졌다.238) 서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의 경우 4대문 안 도심을 포함한 강북 지역 공사 구간에서는 노선

버스를 제외하고 전 차량에 대해 교통 통제를 실시하다가 전면 복

공을 시행한 이후에 통행 제한을 해제하기도 했다.239)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불편을 조금만 참

자는 취지의 공익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일례로 서울 도시철도 1

호선을 건설할 때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희망

을 주기 위해 서울 곳곳에 “74년에 탑시다! 서울지하철”이라는 플래

카드를 사방에 걸어 놓기도 했다.240) 이렇듯 공사 마감 예정 기간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면서까지 도시철도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공사

구간 연변의 교통난 해소라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건설 과정에서

번역(translation)되어 공사 기간 설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점증하는 교통난 문제 외에도 1986년에 개최된 서울 아시안게임,

238)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257-258쪽

239)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67쪽

240)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역사 구술자료집 ② 서울 나는 이렇게 바

꾸고 싶었다』(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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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개최된 서울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는 서울시와 정부에 도

시 및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해관계가 부

여되고 그것이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과정에서 번역(translation)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서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막 진행되고 도시

철도 3·4호선 건설 사업이 구체화되던 1979년 10·26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 사업 연기·보류론

이 제기되었다. 1979년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정상천에 따르

면 10·26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경제기획원에서 지하철 관계 경제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으므로

서울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5년이나 10년 뒤에 다시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것이다.241) 1979-1980년 국제적으로는

이란 이슬람혁명과 2차 석유파동, 국내적으로는 부마항쟁, 10·26 사

건,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커다란 정치적 격변이

이어지며 한국전쟁 이후 1980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

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던 상황이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서울 도

시철도망 건설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 것도 이상한 일은 아

니었다.

하지만 1979년 10월 8일 서울시에서 1988년도 하계 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히고 1980년 12월 2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희망

서를 제출한 이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총력 외교전이

전개된 끝에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총회에서 1988년도 하계 올림픽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

다.242) 이어 1981년 11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경기

연맹(AGF) 총회에서 1986년 아시안게임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

다.243)

이렇게 1986년도 아시안게임, 1988년도 하계올림픽의 서울 개최가

241) 정상천, 『춘추유화 정상천의 공직수첩』(동아일보사, 2001)

242)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5』(한울, 2003), 37쪽

243) 같은 책,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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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이후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아시안게임, 하계 올림픽의 원활

한 개최 및 진행, 관광객 유치, 서울 및 한국 이미지 제고 등에 강

력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아시안게임, 올림픽 경기장으로의 원활한 관람객 수송 등의 이슈가

초미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결과 서울시는 ‘86 아시안게임

과 ’88 서울올림픽의 원활한 개최 및 진행을 위한 교통 대책의 차원

에서 서울 도시철도 2호선(시청-강남-시청)은 1983년 내 개통, 3호

선(구파발-양재)과 4호선(상계-사당)은 1984년 내 개통을 목표로 하

게 되었다.244) 1979-1980년 정치적, 경제적 격동기 때 일각에서 서

울 도시철도망 건설 연기·보류 주장까지 제기되던 것과 비교해보면

’86 서울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유치한 것이 도시철도

망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245)

막대한 부채 상환 부담과 점증하는 교통난, 그리고 1986년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도 서울 올림픽 진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

요성은 서울시, 정부, 시민, 국내외 금융기관·채권단, 자본 등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연결망의 이해관계를 ‘도시철도망 조기 완공’이

라는 목적으로 향하게끔 번역(translation)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을 위해 엔지니어들은 적

절한 공법 선택과 돌관공사 수행을 통한 공사 기간 단축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듯 부채, 교통난, 올림픽이라는 요소가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의 돌관공사의 배경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3.2절

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도시철도 5-8호선 돌관공사의 배경

1988-1989년 서울 한강 이남 지역 및 수도권 5대 신도시 개발에

연관해서 도시철도 5-8호선이 계획되기 시작할 때 서울시는 자체

244) 서울특별시, 『‘82 시정』(서울특별시, 1982), 606쪽

245)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5』(한울, 2003),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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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평균 1986 1987 1988 1989 1990

시 세입 14,000 9,818 10,736 12,660 18,869 18,278

지하철지

원
1,360 1,000 1,000 1,000 1,800 1,992

비율(%) 9.65 10.2 9.3 7.9 9.8 10.9

표 17. 지하철공사 지원 현황(단위 : 억원)((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97쪽 <표 23> 참조)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

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 때문에 서울시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전체 시 세입의 10%에 해당하는

1000~2000억원의 시비를 지하철공사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건설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상

황이었다.246)(아래 표 17 참조)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정부에 도시철도 5-8호선 건설에 대한 재

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1990년 서울시는 도시철도 2, 3, 4

호선 연장 노선 건설 및 신규 5-8호선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

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건의문에서 서울시는

최소한 총 공사비의 30%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역

설하였다. 다른 나라 도시들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 시 총 공사비 대

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뉴욕 60%, 런던 75%, 워싱턴 D.C.

80%, 오사카 30%, 파리 50%, 도쿄 24.5% 등 평균 53.25%나 되는

데 서울은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때 정부의 총 공사비 대비 재정

지원 비율이 2.7%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

울시는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시의 재정 형편 상 신규 도

시철도 건설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피력하였다.247)

서울시의 이러한 건의에 따라 정부에서는 2기 도시철도망 건설 사

246)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97쪽

247)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1998), 162-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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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선
연장

(km)

건설

구간

사업비

(억원)

재원조달계획(억원)

계
정부

지원

서울시 부담

소계
일반

재원
차입금

합계 160 41,870 41,870 14,200 27,670 13,731 13,939

1단계

계 47 11,800

11,800 - 11,800 5,900 5,900

2호선

연장
3

신도

림~까

치산

1,070

3호선

연장
8

양재~

수서
1,850

4호선

연장
1

상계~

당고

개

140

4호선

연장
3

사당~

남태

령

480

5호선

(강서)
17

공항~

여의

도

4,360

5호선

(강동)
15

왕십

리~고

덕

3,900

2단

계

계 113 30,070 30,070 14,200 15,870 7,831 8,039

1차

소계 51.5 13,920

13,920 10,431 3,489 1,500 1,9895호선

(도심)
13

여의

도~왕
4,170

업비의 30% 내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990년 12월 5일 국무

총리실,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의 합의로 총 사업비 4조 1870억

원에 달하는 2기 도시철도망 건설 및 재원조달 계획이 확정되었다.

(아래 표 18 참조) 1기 도시철도망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2.7%에 불과했던 데 비해 2기 도시철도망 건설에 대

한 재정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30%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부채성 자금도 27% 가량 감소할 수 있게 되었다.248)

248)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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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리

5호선

(지선)
7

길동~

거여
1,750

7호선

(강북)
16

성계~

화양
4,200

8호선

(성남)
15.5

잠실~

성남
3,800

2차

소계 61.5 16,150

16,159 3,769 12,381 6,331 6,050

6호선 31
역촌~

신내
8,500

7호선

(강남)
26

화양~

온수
6,650

8호선

(암사)
4.5

암사~

잠실
1,000

표 18. 2기 지하철 재원조달(단위 : 억원)((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01쪽)

구분 주요내역

물가상승 22,517억원(약 43%)

차량증가 4,400억원(약 8%)

노선연장, 정거장수 증가 4,010억원(약 8%)

투자관리비 증가 3,440억원(약 7%)

지가 상승 2,516억원(약 5%)

표 19. 2기 지하철 사업비 증가 주요 내역((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99쪽 <표 25>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12월에 확정되었던 예산 규모는 그 이

후 물가상승, 차량증가, 노선연장, 정거장 수 증가, 지가상승, 여건

변동에 따른 공법변경, 설비자동화, 안전시공, 지장물 이설 등의 요

인에 의해 1994년 9월 현재 8조 8300억원으로 4조 6430억원이나 증

가하였다. (아래 표 19 참조) 1996년 12월에는 당시 기준으로 총사

업비가 9조 42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249)

이렇듯 막대한 재정 지출의 확대는 가급적 도시철도 5-8호선 공기

를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 지원 확대

249)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9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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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부채 상환

부담은 공기가 길어질수록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기를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교통난 증

대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12월 도시철도 2호선 당산철교

가 안전진단 결과 철거 및 재시공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당산철교

구간 운행 중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급히 대체노선이 건설되어

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250) 도시철도 2호선 합정-당산 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면 2호선은 순환선으로 운용될 수 없을 뿐 아

니라, 당산철교를 통과하여 홍대입구, 신촌, 도심으로 진입하던 강서

지역 주민들의 통근 패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

다. 그 때문에 당산철교 구간의 2호선 운행을 중단하고 교량을 다시

재시공하기 시작한 1996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대체 노선인 도시

철도 5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251) 도시철도

5호선의 전 구간은 당산철교에서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기 하루

전인 1996년 12월 30일에 개통되었다.252)

도시철도 5-8호선의 시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1990년대는 도

시철도 1-4호선 건설이 이루어지던 1970-1985년과 달리 한국 사회

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거치면서 변화된 시기이기도 했

다. 3.2절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시기에 도시철도 5-8호선의 돌관공

사 양상이 1-4호선과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50) 같은 책, 186-188쪽

251) 같은 책, 188쪽

252) 같은 책, 1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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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싸우면서 건설하자” : 공병작전을 방불케 한 도

시철도 공사

2.1.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돌관공사

서울 도시철도 행위자-연결망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던 엔지니어

들은 부채, 교통난, 올림픽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번역(translation)하여

행위자-연결망 건설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엔지니어들

은 도시철도 공법(工法)을 선택할 때 서로 일치하거나 상충되는 행

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서울시와 정부의 도시철도 건

설부채 부담 경감이라는 이해관계 역시 엔지니어들이 고려해야 했

는데, 이는 도시철도 공법(工法)을 선택할 때 공사비 절감을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을 위해 주로 사용된 공법(工法)은 지

하구간의 경우 개착공법(open cut or cut and cover)이었다. 개착공

법은 공사 구간 지표면에서부터 궤도가 놓이는 심도까지 땅을 굴착

한 후 지표면에 철제 또는 목제 복공판(뚜껑)을 씌우고 안전 펜스를

쳐서 공사 기간 중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을 보장하고, 지하 구조물

이 완공된 후 흙으로 되메우기를 한 다음 복공판을 철거하고 도로

상태를 원상 복구하는 공법이었다.(그림 14, 그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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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착(open cut or cut and cover) 공법 소개 1(서울특별

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

사, 1989), 229쪽 그림 <5-3-1>, <5-3-2> 참조)

그림 15. 개착(open cut or cut and cover) 공법 소개 2(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230쪽 그림 <5-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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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착구간 터널구간 지상구간 합계

1호선(서울역

-청량리)
9,421 0 0 9,421

2호선(시청-

강남-시청)
30,304.65 4,606 14,836.7 49,747.35

3호선(구파발

-양재)
15,267.4 10,269.3 3,386.3 28,923

4호선(상계-

사당)
17,977.7 6,125.8 6,173.5 30,277

표 20.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공사구간 별 공법 채택 현황(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263-330쪽

;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180쪽 <표 5-2-1>

참조 ;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328쪽 <표

3-4-4> 참조)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노선별로 개착공법이 채택된 구간의 비중

은 서울역-청량리 지하구간 이외에는 기존 국철 노선을 전철화 한

도시철도 1호선을 제외하고 대체로 전체 공사구간의 50-60%대, 지

하 공사구간의 60-90%대 수준을 보였다. 서울 도시철도 1호선은 서

울역-청량리 간 9.421km 신규 지하건설 전 구간에서 개착공법을 채

택하였다.253) 서울 도시철도 2호선에서는 전체 공사구간 49.747km의

60.9%, 지하 공사구간의 86.8%에 해당하는 30.3km 구간에서 개착공

법을 채택하였다.254) 서울 도시철도 3호선은 전체 공사구간

28.923km의 52.8%, 지하 공사구간의 59.8%에 해당하는 총 15.267km

구간에서 개착공법을 채택하였다.255) 서울 도시철도 4호선은 전체

공사구간 30.277km 중 59.3%, 지하 공사구간의 74.6%에 해당하는

17.977km 구간에서 개착공법을 채택하였다.(아래 표 20 참조)

25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229쪽 ; 263-330쪽

254)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180쪽 <표 5-2-1> 참조

255)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328쪽 <표 3-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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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971년 8월 27일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공사

현장(국가기록원, CET0034006)

이러한 개착공법은 터널 공법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도

시철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채 부담 경감이라는 이해관

계를 갖고 있는 서울시, 정부와 공사비 절감에 따른 이윤 창출을 추

구하는 건설회사의 이해관계에 부합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역-청량

리 간 신규 지하건설 전 구간에서 개착공법을 채택한 도시철도 1호

선은 해당 구간 총 공사비가 122억 2126만 9천원이 소요되었고,

1km 당 공사비는 12억 9723만 6917원이 소요되었다.256) 이와 관련

해서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공사

과장으로 현장 공사를 진두지휘했던 김병린은 개착공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서울역-청량리 간 도시철도 1호선 신규 지하 노선 건설을

300여억원에 수행할 수 있었으며 터널 공법과 같이 좀 더 고급 공

법으로 시공했다면 500-600억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술회하

기도 했다.257)

256)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263-330쪽

257)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역사 구술자료집 ② 서울 나는 이렇게 바

꾸고 싶었다』(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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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선에 비해 지하구간 공사에서 터널 공법 채택의 비중이 높

은 3호선의 경우, 순수하게 개착공법을 채택한 313공구(연신내역 구

간), 314공구(불광역 구간), 328공구(신사역 구간), 330-2공구(고속터

미널역 구간), 332공구(화물터미널 역 구간), 333공구(양재역 구간)

등 총 5.9168km 구간의 공사비 합계는 528억 3539만 1000원으로,

1km 당 공사비는 89억 2972만 4006원이었다. 반면 터널 공법 위주

인 312공구(박석고개 구간), 316공구(홍제역 구간), 318공구(독립문역

구간), 319공구(중앙청역[현 경복궁역] 구간), 320공구(안국역 구간),

321공구(종로3가역 구간), 322공구(을지로3가역 구간), 323공구(충무

로역, 동대입구역 구간), 324공구(약수역 구간) 등 10.5632km 구간의

공사비 합계는 1478억 8758만 1000원으로, 1km 당 공사비는 140억

26만 3000원이었다. 터널 공법이 주로 채택된 구간의 1km 당 공사

비가 개착 공법이 채택된 구간에 비해 단순 계산을 해보아도 1.57배

더 높았던 것이다.258) 이 같은 사실은 공사비 절감을 통한 부채부담

경감이라는 서울시, 정부의 이해관계와 공사비 절감을 통한 이윤 증

대라는 건설회사의 이해관계, 나아가 채권, 차관 원리금 상환 및 그

에 따른 이윤 창출이라는 이해관계를 지닌 국내외 금융기관과 채권

단, 자본 회전율 증대 및 가치 증식이라는 이해관계를 지닌 자본 등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목적을 엔지니어들이 개착공법으

로 번역(translation)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착공법 채택 외에 서울 도시철도망 행위자-연결망 건설 과정에

서 서울시, 정부, 건설회사, 국내외 금융기관과 채권단, 시민, 자본

등의 이해관계를 번역(translation)하여 채택된 방법은 공사 기간 단

축을 위한 돌관공사였다. 공기를 단축시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

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각종 건축자재 가격 인상, 노임 인상과 채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점증하는 교통난 해소 및 ’86 서울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개최 이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기 위

258)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347-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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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밤낮을 가리지 않은 도시철도망 돌관공사가 행해진 것이다.

돌관공사는 서울 도시철도망 1호선 건설 당시부터 토목공사 현장

공정관리의 원칙이었다.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시공이 본격화 되면서

서울시 지하철본부는 토, 일요일 등 휴일 및 야간작업과 계절의 적

시 활용을 공사추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었다.259) 또한 공기단축을

위해 새로운 공법 개발을 추구하는 것 외에 부진공정 만회대책의

일환으로 철야작업을 불사한 작업시간 증가라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260) 이렇듯 서울 도시철도 1호선은 당시 지하철본부 공사과장

을 맡았던 김병린이 “이건 뭐 24시간 일했어요”라고 술회할 정도로

돌관공사로 진행되었다.261) 서울 도시철도 2호선은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당시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될 정도

였다.262) 서울 도시철도 3·4호선의 경우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

야간 계속 시공 및 동절기에도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보온시공을

공정관리 기본방침으로 하였다.263)

이처럼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지하구간의 경우 개착공법을 주로

채택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은 돌관공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 도시철

도 1-4호선은 외국 도시의 도시철도 건설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훨

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신속하게 건설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

도시의 사례를 보면 도시철도 건설속도가 1년에 1.5-3km인 반면,

서울 도시철도 2·3·4호선은 1년에 15km의 건설속도를 보였던 것이

다. 또한 1km 당 건설비용 역시 미국 워싱턴 D.C. 도시철도는 599

억원, 일본 도쿄 도시철도는 734억원이었던 데 반해, 서울 도시철도

2호선은 1km 당 184억원, 3·4호선은 253억원으로 미국, 일본에 비해

259)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226쪽

260) 같은 책, 253쪽

261)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역사 구술자료집 ② 서울 나는 이렇게 바

꾸고 싶었다』(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98쪽

262)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한울, 2003), 281쪽

26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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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수준의 공사비를 보였다.264)

개착공법처럼 저렴한 공법을 주로 채택하면서 돌관공사로 진행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은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1년 전 1969년 신년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내걸었던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구호에 딱 알맞은 사례라고 할 수 있

다.265) 공병작전처럼 전개된 도시철도망 건설을 통해 서울은 1985년

10월 현재 영업거리 기준으로 세계 7위 규모인 116.5km의 도시철도

망을 보유하게 되었다.266)

2.2. 서울 도시철도 5-8호선 돌관공사

도시철도 5-8호선은 도시철도 1-4호선과 달리 개착공법보다는 터

널공법 위주로 시공되었다. 도시철도 2-4호선 연장 구간과 5-8호선

을 포함한 2기 지하철에서는 전체 구간의 56.4%를 터널 공법으로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1970-1985년 간 도시철도 1-4호선에서

터널공법이 채택된 구간이 전체 노선의 16.9%에 불과한 것과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아래 표 21 참조) 다만 방화·대치·수서 등 1990년

대 초반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교통난에 상관없이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개착공법이 채택되었

다.267)

264) 매일경제, “본격 지하철 시대 시발 (2) 각종 신기록”(1985.10.2.)

265)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한울, 2005), 185쪽

266) 매일경제, “[사설] 세계 7위의 지하철 개통”(1985.10.18.) 이 수치는 경인선, 경

부선, 경원선 국철 전철화 구간인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지상 노선은 제외한 것

이다.

267)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1998),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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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별 총연장 개착 터널 지상 비고

계
168.4

(100%)

58.4

(34.7%)

95.0

(56.4%)
15.0(8.9%)

2호선 연장 3.0 3.0

3호선 연장 8.2 4.9 3.3

4호선 연장 1.3 0.3

5호선 57.9 21.9 35.4 0.6

6호선 34.1 1.5 24.3 8.3

7호선 44.2 12.8 27.8 3.6

8호선 19.7 14.0 4.2 1.5

표 21. 2기 지하철 적용공법 현황(단위 : km)(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1998), 23-24쪽)

1988 1992 2000

상주인구(만명) 1,028 1,097 1,200

교통인구(만명) 1,851 2,106 2,507

지하철 및

전철연장(km)
168.5 218.7 335

수송인원(만명/일

)
311 463 1,128

수송분담율(%) 16.8 22.0 45

도로율(%) 17.82 20.62 23

자동차수(만대) 78 145 270

표 22. 2기 지하철 건설 계획 지표(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1998), 12쪽)

터널공법 위주로 시공 방식이 채택된 배경으로는 우선 공사 중 교

통장애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작용했다. 도시철도 5-8호선의 시공이

시작되던 1990년대 초 서울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이미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었다.(아래 표 22 참조) 그 때문에 1970-1985

년 사이 건설되었던 도시철도 1-4호선처럼 도심 구간에서 개착공법

을 적용할 경우 1970-1980년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극심

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268)

268)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1998), 12쪽 ;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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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시철도 5호선의 경우 한강 경관 보존을 위해 철교를 건설

하지 않고 하저터널을 굴착하여 도강하는 공법이 채택되었다. 그 때

문에 한강을 도강하는 터널이 굴착된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의 구

간의 경우 개착공법을 적용하는 정거장 건축 현장조차 평균 심도가

38.1~39.2미터나 되었다.269) 다른 정거장 건축 현장에서는 평균 심도

가 20미터 미만인 사례도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는 한강

도강 구간에서는 상당히 깊게 갱도를 굴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방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터널 공법의 채택은 개착공법을 적용할 때보다 공사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시철도 5-8호선 공사의 중요한 선례였

던 도시철도 1-4호선의 경우 터널공법이 채택된 구간의 공사비가

개착공법이 채택된 구간에 비해 1.57배 정도 상승하기도 했을 정도

였다.

전체 구간의 50% 이상을 터널공법으로 시공하면서 도시철도 5-8

호선의 건설 역시 1-4호선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공기 단축을 위해

돌관공사로 수행될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도시철도 5-8호선의

경우 공정계획을 수립한 이후 공사 작업일수를 산정할 때 신정, 구

정, 추석명절을 전후한 1주일 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휴일 없이 연중 계속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설날이나 추석

을 제외하고는 매일 쉬지 않고 도시철도 5-8호선 공사 현장에서 작

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270)

돌관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 5

호선 궤도공사의 경우 도심구간에서는 교통 혼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이른 새벽 또는 야간시간대에 레미콘을 공급받아 도상 콘크리

트 타설 작업에 나서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269) 같은 책, 821쪽

270)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1998), 293쪽 ; 『서울지하철6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

본부, 2002), 392쪽 ;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391쪽 ; 『서울지하철8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1),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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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궤도공사가 바로 수행되어야 건축, 전기, 신호·통신 등 후속공

정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토목구조물 건설이 완료된

구간마다 찾아다니며 곧바로 시공에 나서야만 했다.271)

이처럼 도시철도 1-4호선과 5-8호선은 모두 돌관공사를 통해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꾀하였다. 그렇지만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

크에 등록된 행위자는 서울시, 정부, 국내외 금융기관·채권단, 건설

회사, 자본 등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층, 도로망, 전력, 상하수도,

가스, 통신망, 문화재, 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 역시 도시철도 행위자

-네트워크의 등록 대상이었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떻

게 번역(translation)되면서 공법 선택, 도시철도 설계 변경 등에 작

용했는지에 대해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 도시철도와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

이 절에서는 도시철도망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시철도와 다른 행위자들과

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 군

사독재정권 시기와 이후 민주화 국면에서 나타난 건설 배경의 변화

를 감안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1-4호선의 건설 사

례와 관련해서는 주로 지층, 도로망, 전력, 상하수도, 가스, 통신망,

문화재 등과의 상호 작용을 살펴볼 것이다. 도시철도 5-8호선의 건

설 사례와 관련해서는 1987년 이후 점증하기 시작한 시민들의 영향

력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와 시민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

이다.

271)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1998), 1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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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사례 : 비인간 행위자와의 상호

작용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 건설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미처 고려하

지 못했던 여러 돌발변수들이 건설 실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난

다. 측량 및 지질조사 때 완전히 조사하지 못한 지질구조, 아무런

지도도 없는 지하 매설물 –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선, 전력선 등

-, 문화재·건물 지반침하 및 진동 등에 의한 파손 방지, 지하수 배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공사 도중 속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돌발

변수들의 속출은 행위자-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필요

한 모든 행위자들을 사전에 완벽하게 등록(enrollment)하는 것은 불

가능함을 방증한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의 건설은 한국의 토목, 건축 엔지니어

들이 전례가 없었던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에 나서면서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by-doing)이 이뤄지는 장이기도 했다. 서

울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를 대변하는 대변인들도 처음부터 충

분한 경험과 숙련이 축적된 행위자들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

변인들의 경험 및 학습 부족 역시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과정에서

계획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속출하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설계도나 표준시방서를 공사 과정

에 곧이곧대로 적용시키는 것으로는 돌발변수 해결이 어렵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책을 찾아내서 계획 단계에서 등록이 누락되었던 행위자들을 도시

철도 행위자-네트워크에 등록시켜 그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하는 방

식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도시철도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 엔지니어들이 서울시 지하철본부, 서울지하철공사와 같은 계산

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에 있는 건축, 토목설계사 못지않게 번

역을 주관하는 행위자-네트워크의 대변인으로 얼마나 제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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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느냐가 행위자-네트워크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였다고 할 수 있다.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 건설에서 자기 존재의 훼손을 최소화하

려는 이해관계를 갖고 이를 번역(translation)시키기를 원하는 비인

간 행위자는 일차적으로 지층이다. 이러한 지층의 이해관계를 기입

(inscription)하고 번역하는 활동은 도시철도 계획 단계 때 노선 예

정 구간에서 실시되는 사전 지질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러한 사전 지질 조사를 통해 지층의 모든 이해관계가 기입될 수 있

는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도시철도 시공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지질 구조를 살펴보면서 새롭게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1년

4월 12일 시청 광장 기공식 이후 사전 지질 조사에 기반하여 작성

된 설계도대로 구멍을 뚫는 작업이 시작되자 당시 서울지하철본부

공사과장인 김병린이 작업을 일제히 중지시키고, 현장의 지질 구조

를 다시 조사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설계도와 표준시방서대로 구

멍을 뚫다가는 말뚝이 수직으로 지하에 박히지 않고 중간의 강한

암반구조 때문에 구부러지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272)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지질 구조를

가진 지층들이 속출하였다. 대체로 4대문 안 도심지 도로 지하를 굴

착해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2-4호선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공

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지질 구조가 적었던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청량리 구간의 경우에도 안암교-옛 서울대 사범대 앞-제기

동(경동시장)을 지나는 제11공구와 같이 안암천, 정릉천 등 2개의

하천 지하로 갱도 및 궤도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난공사 구간이 나

타났다.273) 4대문안 도심과 강남, 영등포 일대를 순환선으로 연결하

272)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역사 구술자료집 ② 서울 나는 이렇게 바

꾸고 싶었다』(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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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잠실철교, 당산철교 등 한강 횡단

구간 외에 홍수 때 물에 잠기는 하천부지를 매립하여 10m 가량 성

토한 강변역 부근 구간과 지표면에서 지하 10m까지 자갈(砂礫)과

굴러다니는 돌(轉石)이 발견되는 성내역(현 잠실나루)-잠실역 구간,

방배동, 사당동 일대의 구릉지, 신촌의 구릉지, 아현동 일대의 산지,

도림천 변 연약 지반 구간을 지나 전개되는 신림역-신도림역 구간

등에서 연약지반 등 시공이 쉽지 않은 지질 구조가 나타났다.274) 서

울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한강을 횡단하는 동호대교 외에 연신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313공구(연신내역 구간), 불광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314공구(불광역 구간), 홍제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316공구(홍

제역 구간), 청계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322공구(을지로 3가역 구

간), 반포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330-3공구(고속터미널 역-교대역

사이) 등의 난공사 구간이 나타났다.275) 서울 도시철도 4호선의 경

우 한강을 횡단하는 동작대교 외에 청계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413

공구(동대문운동장역[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간), 우이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404공구(수유역 구간), 월곡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406공구(미아동[신일고교 앞]-월곡천-미아리(대지극장 앞)), 정릉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408공구(길음역 구간), 성북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410공구(한성대입구역 구간), 대학천 밑을 지나가야 하는 412

공구(동대문역 구간), 후암천 하수암거 및 사다리모양 석축수로 밑

을 지나가야 하는 417공구(숙대입구역 구간) 등의 난공사 구간이 나

타났다.276)

지층 이외에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선, 통신선 등 다른 행위자-

연결망을 구성하는 비인간 행위자 역시 자기 존재 훼손 최소화 및

27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312쪽

274)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86-92쪽

275)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339쪽

276) 같은 책, 339쪽 ; 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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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단위 :

m)

하수도

(단위

: m)

통신

케이블

(단위 :

m)

전력

케이블

(단위 :

m)

체신주

(단위 :

주)

한전주

(단위 :

주)

소방

저수조

(단위 :

개소)

1호선

(서울역-

청량리)

5,910 1,710 3,160 1,410 null null null

2호선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3·4호선 27,971 16,761 28,653 4,949 61 642 13

표 23.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상하수도, 통신, 전력선 등 지장물 현황(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259쪽 <표

5-3-9> 참조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337쪽 <표 3-4-3> 참조))

자기 존재 유지·보존이라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망

1-4호선 건설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이 마주하게 된 상하수도관, 가스

관, 전력선, 통신선 등의 비인간 행위자들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과정에서 공사

구간에 놓인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전력선 등 비인간 행위자들은

모두 총 길이가 수십 km 이상 뻗어 있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 등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계획 단계에서 완전하게 기

입하고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서울시와 체신부, 한국

전력공사 등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 등을 관장하는

기관별로 지하 매설물 지도를 별도로 관리했기 때문이다.277) 그 때

문에 공사 때마다 지하 매설물 현황을 취합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

음은 물론, 부정확한 지하매설물 도면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278) 뿐만 아니라 매설물 위 지표면에 건설된 도로를

확장하거나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하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전력

277) 경향신문, “고압선, 케이블, 수도 등 지하매설물 도면 작성”(1976. 8. 25.)

278) 동아일보, “‘땅 밑은 미로’ 매설물 지도 부정확 파손 잦아 툭하면 단전, 단

수”(198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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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가스관 등의 평면상 위치나 파묻혀진 깊이가 달라지면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도 나타났다.279) 특히 김현옥, 구자춘 등

1960-1970년대 재직한 역대 서울시장들은 도심부와 외곽 간선도로

를 급속히 확장하는 공사를 정력적으로 펼쳤는데, 이 때문에 지하

매설물의 위치가 불명확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짐

작할 수 있다.280)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 외에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

해서 자기 존재의 훼손 최소화 및 유지, 보존이라는 이해관계를 갖

고 있는 중요한 행위자들은 시민, 문화재, 건물, 도로망, 그리고 도로

망과 함께 도로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자들인 버

스, 택시, 승용차, 버스회사, 택시회사 등이었다. 이 중 도로망의 경

우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노선 자체가 여객 수요 고려 및 공사 부

지 매입비 절감 등의 이유로 대부분 도심 및 외곽 간선도로망을 따

라 계획되었고, 전체 공사 구간의 50-60%, 지하 구간의 60-90%가

도로 표면에서부터 궤도 부설 깊이까지 파내려가는 개착공법이 적

용되었기 때문에 도시철도 공사 이후 원상 복구되어야 다시금 행위

자-네트워크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의 기입 및 번

역이 중요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281)

도로망 못지않게 문화재와 공사 구간 연변 건물의 이해관계를 기

입하고 번역하는 것은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특

히 서울 4대문안 도심은 1394년 조선 태조의 한양 도성 건설 이래

로 600여년 간 수도로 존립하면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축적된 역사

적인 공간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 4대문안 도심 공간에서 공사 중

279)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337쪽

280)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한울, 2005), 145-148쪽 ;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4』(한울, 2003), 35-38쪽, 48-64쪽

28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263-330쪽 ;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180쪽 <표 5-2-1> 참조 ;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328쪽 <표 3-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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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문화재

1호선 남대문(숭례문), 덕수궁, 보신각, 탑골공원, 종묘, 동대문(흥인지문)

2호선 덕수궁

3호선 독립문, 사직공원, 경복궁, 광화문, 운현궁, 창덕궁, 종묘

4호선 동대문(흥인지문)

표 24.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4대문안 도심 노선 주변 지상 문화재

현황(map.daum.net(2015.9.21.접속))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될 도시철도 1-4호선 주변 지상에 노출된 대표

적인 전통 문화재만 해도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에 명시된 전통 문화재는 대체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주

변 지상에 있는 궁궐, 성문 등 관광명소로도 이름난 건축물들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 외에도 조선 태조의 한양 정도 이

래 600여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 각종 전란과

일제시대 이래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망 및 건물 철거나 재건축, 화

재와 같은 재난 등을 통해 도로나 건물 지하에 매몰된 문화재는 이

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층,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 시민, 문화재,

건물, 도로망, 버스, 택시, 승용차, 버스회사, 택시회사 등 다양한 행

위자들이 가진 이해관계를 제대로 기입하고 번역하지 않으면 도시

철도망과 다른 행위자-네트워크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층

의 이해관계인 자기 존재 훼손 최소화 및 유지, 보존이 제대로 기입

되고 번역되지 않으면 지반 붕괴, 낙석 사고, 지하수 유출 등 다양

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유지, 보존하지 못하면 붕괴된 상하수도 망에서 유출된 물의 압력에

따른 토사 붕괴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통신 두절, 정전, 가스관 폭발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재, 건물, 도로망의 훼손을

방지하지 못하면 문화 유적 붕괴, 건물 붕괴, 도로 붕괴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건설 노동자 및 행인의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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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건설 장비 피해 등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도시철도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기 지연, 복구비 추가 지출 등으

로 부채부담 경감, 채권 원리금 상환, 이윤 창출 등 서울시, 정부, 국

내외 금융기관 및 채권단, 건설회사가 지니고 있는 이해관계 번역에

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지층,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 시민, 문화재, 건물,

도로망, 버스, 택시, 승용차, 버스회사, 택시회사 등 다양한 행위자들

의 이해관계를 기입하고 번역하여 서울 도시철도망을 건설하기 위

해 여러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 중 대표적인 행위는 도시철

도 계획 당시부터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하여 설계도에 반영

하거나, 공사 개시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를 번역하여 설

계도를 변경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지하구간(서울역-청량리역)은 4대

문안 도심에서도 가장 통행량이 집중되고 주요 관공서와 기업, 문화

재가 많은 태평로, 종로 일대를 통과하는 노선이었다. 그 때문에 주

변 건물의 이해관계를 번역하여 노선 설계도와 공법에 반영할 수밖

에 없었다. 이렇듯 주변 건물의 이해관계가 번역되어 노선 설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종

각역 사이 구간 중 세종대로 사거리 부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

다.(아래 그림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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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세종대로 사거리 부근 서울 도시철도 1호선 노선도

(노란 색으로 표시된 대로 가운데 남색 굵은 선이 도시철도 1호선,

map.daum.net(2015.9.21.접속))

그림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종대로 사거리 부근에서 서울 도

시철도 1호선 노선은 거의 90도에 가까운 급곡선 구간으로 전개되

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 1호선의 곡선구간은 원칙적으로 반경 400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지만, 세종대로 사거리 부근에서만은 곡선반

경이 135m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282) 그 이유는 노선이 동아일보

사옥(현 일민미술관)에 1.7m 거리로 근접하여 14m 굴착 깊이로 통

과할 정도로 주변 건물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야 했기 때문이

다.283)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동아일보 사옥 등 노선에 근

접한 건물이 균열이나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구간 토공 굴착작업 이전 기초말뚝이 7-8m의 나무

말뚝으로 이뤄진 동아일보 사옥의 기초 보강 작업이 이뤄져야 했다.

이를 위해 지하 16m 깊이까지 지름 450mm짜리 강관(鋼管) 말뚝을

집어넣고 동아일보 사옥과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

28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204쪽

283) 같은 책,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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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동아일보 사옥 기초보강 공사도(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286쪽)

초를 보강하는 작업이 40일 가량 진행되었다.(아래 그림 18 참조)284)

지층,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 도로망, 문화재, 건

물, 시민 등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이 도시

철도 행위자-연결망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식은 새로운

공법의 채택이었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지하 구간의 경우

공사비 절감을 위해 대체로 개착공법을 채택했지만, 시민, 지층, 상

수도, 하수도, 통신선, 전력선 등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이

해관계를 번역하기 위해 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터널 공법을

채택한 구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듯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

284) 같은 책, 285-286쪽



- 142 -

설 공사에서 채택된 터널 공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시철

도 3·4호선 건설에서 본격 채택된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이었다.285)

NATM 공법은 터널 주변 지반의 지지력을 유지시켜 이를 터널을

지탱하는 보호자재로 이용하는 공법이었다. 1940-50년대 오스트리

아, 스위스 등지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NATM 공법은 1962년 오스

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암반역학회의에서 NATM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286) NATM 공법은 1964년 일본에 처음으로 소

개되었고, 1977년 조에츠 신칸센(上越 新幹線)의 나카야마(山中) 터

널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287) 이러한

NATM 공법은 서울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및 3·4호선이 지하에서

입체교차를 해야 하고 주변 지역에 각종 문화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통행량이 많아 개착공법을 적용할 경우 극심한 교통난이 발

생할 수 있는 도시철도 3·4호선 4대문안 도심 노선에 적용될 터널

공법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1981년 12월부터 1982년 1월까지 4차

례에 걸쳐 한국,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토목전문기술자들의

자문 및 검토 회의를 거쳐 서울 도시철도 3호선 독립문앞-사직동-

비원 앞-장충체육관 앞 5.5km 구간과 4호선 동대문-퇴계로-서울역

앞 4.1km 구간에 대한 NATM 공법 적용이 결정되었다.288) NATM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유럽, 남북 아메리카,

아시아 등 19개국에서 기술자문 실적이 있는 오스트리아

Geoconsult사와 1976년부터 일본 철도 터널 공사에 NATM 공법을

적용한 실적이 있는 일본철도기술협력회(JARTS) 두 업체와 국내

기술용역업체 사이에 기술제휴가 이뤄지도록 하였다.289)

285)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290쪽

286) 같은 책, 290-291쪽

287) 정혜식, “NATM 개론”, 『대한토목학회지』 27:6(1979. 12.), 32-33쪽

288)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294-295쪽

289) 같은 책,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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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NATM 공법이 서울 도시철도 3·4호선 4대문안 도심의 총

10.328km 노선에서 적용된 것은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이

해관계를 번역하기 위해 해외 토목공학계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일종의 NATM 행위자-네트워크와 서울 도시철도망이 동맹

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 남북아메리카, 일본 등지에서

터널 공사를 통해 발전된 NATM 행위자-네트워크를 서울 도시철도

망으로 끌어들임으로써 NATM 행위자-네트워크는 서울 도시철도

망을, 서울 도시철도망은 NATM 행위자-네트워크를 자신의 구성

행위자로 삼는 상호 구성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층,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 도로망, 문화재, 건

물, 시민 등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 외에 도시철도망 구성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행위자-네트워크는 군사 행위자-네트워크였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

전선으로부터 44km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의 지리적 여건

은 1960-70년대 각종 인프라 건설에서 군사 작전상의 고려가 이뤄

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망의 경우에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방상 유리하다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언급될

정도였다.290)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 과정에서 번역된 군사 행위자-네트워크의

이해관계 중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사례는 지하역 및 역과 연결된

지하상가, 지하도가 전시에는 방공호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건설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군사 행위자-네트워크의

이해관계가 번역된 중요한 사례는 한강을 가로질러 서울 강남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교량 건설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면서 수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한강 인도교 파괴로 강북에서 고립되었던 경

험은 1960년대 서울 도시계획에서 한강 교량을 건설할 때 신속한

290)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36쪽 <표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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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후방 대피와 병력의 전방 전개를 위한 고려를 빼놓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훗날 경부고속도로의 기점이 된 제3한강교(한남

대교)나 반포대교 하단 잠수교는 원래 유사시 민간인 소개 및 병력

의 전개를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계획되고 건설되었다.291)

특히 홍수기 한강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물에 잠겨 통행이 금지되는

잠수교의 경우 포격이나 폭격을 맞아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다리라고 하여 ‘안보교’라는 별칭마저 있었을 정도였다.292)

이렇듯 한강 교량 건설에 있어서 군사 행위자-네트워크의 이해관

계 번역은 비단 한남대교나 잠수교 같은 도로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인 철도교 또는 도로 및 철

도 복합교 역시 전시 수송 여건과 같은 군사 행위자-연결망의 이해

관계가 반영되었다.293)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서울 도시철도 2호

선의 한강 상류 측 도강교인 잠실철교였다.

잠실철교는 도시철도 2호선 강변역과 잠실나루역(구 성내역) 사이

의 구간 중 한강을 횡단하는 구간에 건설된 총 1,270m 길이의 교량

이었다.294) 잠실철교와 가장 가까운 교량은 한강 하류 방향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잠실대교였고, 그 외에는 한강 상류 방향으로

1.7-1.8km 가량 떨어져 있는 천호대교와 광진교, 하류 방향으로

2.2km 떨어진 영동대교였다. 다른 교량은 도로교든 철도교든 1979년

10월 30일 잠실철교 공사 완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295)

291)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한울, 2005), 222-223쪽 ; 230쪽

292) 같은 책, 230쪽

293) 2015년 11월 현재 팔당댐 이하 한강 구간에 건설된 교량은 총 30개이다. 그

중 서울시 경계 내에 있거나 남단 또는 북단 진출입구 중 한 곳이라도 서울시

행정구역에 있는 다리는 모두 25개이다. 서울시계 내의 한강 교량 중 철도 전용

교량은 3개 – 한강철교, 당산철교, 마곡대교 -, 도로 및 철도 복합 교량은 4개

– 잠실철교 및 도로교, 청담대교, 동호대교, 동작대교 – 이다.

http://safe.seoul.go.kr/files/2014/11/55c19b48dc8247.65121351.hwp (2015.11.08. 접

속)

294)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195-198쪽

295) 잠실대교는 1972년 7월 1일 개통되었다.(동아일보, “박 대통령 참석 잠실대교

개통”(1972.7.1.)) 광진교는 일제시대인 1934년 9월 20일 기공식을 열고 1936년

10월 처음 개통되었다.(동아일보, “광진교 기공”(1934.9.22.)) 천호대교는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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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지 조건은 잠실대교와 잠실철교가 사실상 서울 강북 지

역의 광진구와 강남 지역의 송파구, 좀 더 나아가 서울 도심과 성남

시를 가장 최단거리로 직접 연결하는 일종의 ‘쌍둥이 교량’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서울 강북 성동구, 광진구 등

의 주민들을 신속히 소개시키고 후방의 부대를 전방으로 전개하는

데 주로 사용될 수 있는 통행로는 도로교인 잠실대교였다. 하지만

폭격이나 포격으로 잠실대교가 파괴될 경우에는 잠실철교를 사용하

지 못할 경우 천호대교, 광진교나 영동대교까지 우회해야만 하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잠실철교는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한강 상류방향

도강로로 계획된 것이었음에도, 철로 양측에 1차선씩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교를 별도로 건설하여 유사시 잠실대교와 함께 광진구

강변역과 송파구 잠실나루역 일대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

다.296) 또한 잠실철교 철로 부분 역시 비상시 자동차 통행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레일 높이까지 콘크리트도상을 높여서 시공하였다. 이

를 통해 일반 도로에 시공한 노면전차 궤도와 유사하게끔 한 것이

다. 그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도시철도 전동차의 통행을 중단시킨

후 레일 좌우의 콘크리트도상을 따라 자동차 바퀴가 진입할 수 있

게 되었다.297)(아래 그림 19, 그림 20 참조) 이렇게 도로교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건설함으로써 잠실철교는 유사시 잠실대교가 붕괴되

어도 민간인 소개와 군 작전차량의 전방 전개를 위해 상하류의 다

른 다리로 우회할 필요가 없게끔 하는 직결 통로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7월 5일, 올림픽대교는 1990년 6월 27일, 잠실철교는 1979년 10월 30일, 청담대

교는 2001년 2월 27일, 영동대교는 1973년 11월 8일 공사가 완료되었다.

http://safe.seoul.go.kr/files/2014/11/55c19b48dc8247.65121351.hwp 참조

(2015.11.08. 접속). 잠실대교와 주위 교량과의 거리는 다음지도서비스

(map.daum.net)를 참조함(2015.11.08. 접속).

296)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68쪽

297) 같은 책, 682-6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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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콘크리트도상 궤도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681쪽 그림 148 참조)

그림 20. 잠실철교 콘크리트도상 궤도구조(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683쪽 그림 149 참조)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네트워크의 이해관계의 번역은 서울

도시철도망 구성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자-네트워

크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통신망이나 전력망 같은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는 도시철도망 건설 과정에서 체신부,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이 서울시 지하철본부나 서울지하철공사에 위탁 공사

협정을 체결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체신부와 서울시는 1971년 12

월 17일 체신부장관과 서울시장 사이에 통신구(通信溝) 건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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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 도시철도 1호선과 함께 건설된 통신구 노선 현황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369쪽 그림 5-6-1 참조)

수탁공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 체결과 함께 체신부의 담당관 2

명이 공사 감독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파견되어 기술 지원을

수행하였다.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공사와 함께 통신구(通信溝)가 건

설된 곳은 서울역-신설동 간 6,474m의 구간이었으며, 1971년 12월

12일부터 1973년 12월 30일까지 총 18-2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지

출되었다.(아래 그림 21 참조)298)

서울 도시철도 2-4호선 건설 과정에서도 통신구(通信溝)나 전력구

(電力溝) 건설을 위한 서울시, 체신부, 한국전력공사 등의 상호 협정

이 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978년 11월 28일 서울시장과 체

신부장관 사이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통신구 수탁건설

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1980년 10월 28일에는 서울시와 한국전

력공사 사이에서 전력구 수탁건설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299) 도

시철도 3·4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는 1982년 6월 7일 서울시와 한국전

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전력구, 체신구 등 공동구(共同溝)

건설을 위한 협정을 갱신 체결하였다.300)

이처럼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과정에서 서울시 지하철건설

298)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368쪽

299)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부록 2쪽

300) 같은 책, 부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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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나 서울지하철공사가 체신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체신구, 전력구를 위탁 건설한 것은 도시철도

망과 통신망, 전력망이 도시철도 공사를 통해 상호 구성되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철도망 구성 과정에서 전력망, 통

신망 등 다른 행위자-네트워크의 이해관계 번역(translation)이 단순

히 해당 행위자-네트워크의 유지 및 보존에 나서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전력망, 통신망 건설 등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것

이다.

서울 도시철도망과 다른 행위자-네트워크 사이의 긴밀성이 높아지

고, 상호작용의 복합도도 증가하면서, ‘목표의 번역’(translation of

goals)이 나타난 것은 서울 도시철도망이 구성되기 이전과 위험

(riks)의 성격이 달라지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3.4절에서는 서울 도

시철도망과 다른 행위자-네트워크 간의 상호 구성에 따른 위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2. 도시철도 5-8호선 건설 사례 : 시민과의 상호작용

198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기 도시철도망 건설은

도시철도 1-4호선 건설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도시철

도 1-4호선은 1970-1985년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공

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 군사독재 정권 치하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철도 건설의 총책임자

인 서울시장도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고, 시의회도 구성되

지 않아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민주화에 따라 지방자치제

도가 다시 복원되기 시작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에 대한 민의가 반영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확충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기초·

광역의원 동시선거를 통해 1961년 이후 30년 만에 서울시의회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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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기

전체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3·4호선 및

9호선

’89 17 - - - - ?

’90 146 73 - 4 3 ?

’91 452 244 - 67 2 ?

’92 624 379 - 121 23 ?

’93 690 418 - 142 37 ?

’94 826 394 73 248 65 ?

’95 898 335 165 289 60 ?

’96 986 219 301 295 27 ?

’97 811 - 253 253 23 ?

’98 671 - 317 288 28 ?

활하였고, 1995년에는 제1회 통합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원 뿐 아

니라 서울시장도 시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2기 지하철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도시철도

1-4호선이 건설되던 군사독재정권 시절보다 높아진 것은 필연적이

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 5-8호선의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영향력 증진은 계

획 단계에서 주요 시공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개착공법이 아니라 터

널공법이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방증되고 있다. 개착공법에 비해 공

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터널공법이 2기 지하철 전체 구간의

56.4%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적용된 것은 시민들의 교통난을 초래하

지 않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요 공법 채택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시민들의 영향력

증진은 구체적인 공사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청원, 그리고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

5-8호선을 비롯한 2기 지하철 전체의 민원은 1989년부터 2001년까

지 8,183건이 제기되었다.(아래 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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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821 - 335 407 30 ?

’00 909 - 412 452 - ?

’01 332 - 201 79 - ?

총계
8,18

3

2,062

(25.2)

2,057

(25.14)

2,646

(32.34)

298(3.64

)

1,120

(13.68)

표 25. 2기 지하철 연도별 민원발생 현황(단위 : 건) * 괄호 안은 백분율 수치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82쪽 ;

『서울지하철6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171쪽 ;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159쪽 ;

『서울지하철8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1), 132쪽)

연

도

총

접수건

수

총

발생건수

건물피

해보수

및

보상

안전시공

대책

소음·진동

대책

노선및시

설물위치

변경

기타

’89 - - - - - - -

’90 73 48 9 6 - 20 13

’91 244 152 29 36 19 14 54

’92 379 229 83 37 20 19 70

’93 418 312 162 21 25 20 84

’94 394 217 132 5 18 17 45

’95 335 207 118 2 9 12 66

’96 219 139 74 5 5 7 48

계 2,062 1,304 607 112 96 109 380

표 26. 도시철도 5호선 유형별 민원 현황(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82쪽)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은 유형별로 건물피해 보수

및 보상, 안전시공 대책 촉구, 소음·진동 대책 촉구, 노선 및 시설물

위치 변경, 기타(역명 변경, 공사장 관리 등)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건물피해 보수 및 보상을 청구하는 것

이었다.(아래 표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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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6호선

발생민원

건물피

해보수

및 보상

안전시공

대책

소음·진동

대책

노선및시설

물위치변경

기타(역명,

공사장

관리)

’94 73 4 5 12 37 15

’95 165 56 2 25 37 45

’96 301 156 4 20 30 91

’97 253 159 1 7 25 61

’98 317 188 14 9 18 88

’99 335 184 11 3 42 95

’00 412 224 2 9 59 118

’01 201 108 4 9 11 69

계 2,057 1,079 43 94 259 582

표 27. 도시철도 6호선 유형별 민원 현황(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6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173쪽)

연도
7호선

발생민원

건물피해보

수 및 보상

안전시공

대책

소음·진동

대책

노선및시

설물위치

변경

기타(역명,

공사장

관리)

’90 4 - - - 3 1

’91 67 10 2 1 48 6

’92 121 19 13 12 23 54

’93 142 65 15 8 9 45

’94 248 74 6 43 61 64

’95 289 114 7 34 40 94

’96 295 152 6 17 37 83

’97 253 124 7 6 15 101

’98 288 132 12 16 23 105

’99 407 221 6 12 43 125

’00 453 190 - 6 36 221

’01 79 22 1 1 8 47

계 2,646 1,123 75 156 346 946

표 28. 도시철도 7호선 유형별 민원 현황(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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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

접수건

수

총

발생건수

건물피해

보수 및

보상

안전시공

대책

소음·진

동

대책

노선및시설

물위치변경

기

타

’90 3 3 - - - 2 1

’91 2 2 - - - 1 1

’92 23 14 4 1 - 1 8

’93 37 28 9 1 1 4 13

’94 65 35 13 2 1 4 15

’95 60 40 18 - 2 3 17

’96 27 22 1 - - 1 20

’97 23 19 10 - - 4 5

’98 28 23 12 - 1 1 9

’99 30 26 22 1 - - 3

계 298 212 89 5 5 21 92

표 29. 도시철도 8호선 유형별 민원 현황(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8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1), 132쪽)

처리현황(중복제외)

계 요구수용 설득이해 이첩

5,393(단위 : 건) 3,076 1,854 463

100(단위 : %) 57.04 34.38 8.58

표 30. 2기 지하철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이렇게 제기된 민원의 57%에 대해서는 요구가 수용되었고, 34.38%

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민원인을 설득하여 이해를

구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기타 8.58%의 민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당

기관에 이첩하는 조치가 내려졌다.(아래 표 30 참조)

시민들의 민원 제기에 의해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도시철도 노선이 설계와 다르게 변경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3호선 양재 이남 연장노선의 경우 1983년 10월 4일 발표된 노

선 계획안은 양재-도곡-개포-수서로 이어지는 경로를 취하고 있었

다.(아래 그림 22 참조) 이 노선은 2016년 현재 도곡역-구룡역-개포

동역-대모산입구역-대청역으로 이어지는 분당선 선형과 상당히 유

사한 경로였다.(아래 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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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83년 10월 4일 발표된 도시철도

3호선 연장구간 노선(동아일보,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고”(1983.10.4.)

그림 23. 2016년 현재 도시철도 3호선 및 분당선 도곡역-대청역

구간(map.daum.net, 2016.12.11.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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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은마·개포아파트 주민들의 3호선 연장노선 분쟁(변경요구노선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주장, 1983년 10월 시 발표노선은 개포아파트 주민들이 고수

요구)(동아일보, “양재~수서 지하철노선 다툼 치열”(1989.5.17.)

그런데 대치동 일대에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도시철도 3호선 연장노선이 단지

근방을 경유하여 지나게 해야 한다는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

를 위해 1988년 8월경부터 대치동 주민들은 청와대, 민정당, 서울시

등에 3호선 연장 구간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도 했다. 1989년 5월 16일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350명이 집

회를 갖고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3호선 연

장노선이 은마아파트 앞을 경유하도록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조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301) 대치동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과 압력 결과 3호선 연장 노선은 1989년 5월 20일 은마아파트

앞을 경유하는 양재-대치-탄천변-수서로 노선이 변경되었다.302) (그

림 24 참조)

301) 동아일보, “양재~수서 지하철 노선다툼 치열”(1989.5.17.)

302) (사) 한국철도학회·(사) 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

시, 2003),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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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의 요구대로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노선이 도곡역에서 개포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은마아파트 앞을 통

과하는 경로로 변경되자 개포동 주민들은 집단 시위까지 전개하면

서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1989년 5월 22일 개포동 주민 500여명이

개포3동 동사무소 앞에 모여 도시철도 3호선의 노선을 1983년 10월

에 발표한 원안대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

에서 개포동 주민들은 대치동은 주로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인 반

면, 개포동은 13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주거지역이라면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야 하는 지하철 노선을 원안대로 고수하지 않

았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집회 후 주민들은 지역구 이태섭 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민정당 강남을지구당까지 행진하여 농성을 벌였

다.303)

결국 착공 직전인 1989년 9월 8일 3호선 연장 구간은 또 다시 변

경되었다. 5월 변경 고시되었던 양재-대치-탄천-수서로 이어지는

노선을 양재-언주(현재 매봉역)-도곡-대치-탄천(현재 학여울역)-개

포(현재 대청역)-일원-수서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변경한 것이다.304)

그 결과 대치역에서 개포동 중동고등학교 앞 개포역(현재 대청역)

사이에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꺾이는 노선이 전개되는 등 3호선의

선형이 양재 이남 구간에서 상당한 굴곡을 보이게 되었다.(아래 그

림 25 참조)305)

303) 동아일보, “개포동 주민 500여명 시위”(1989.5.22.)

304) 동아일보, “지하철 연장구간 역 확정”(1989.9.8.)

305) (사) 한국철도학회·(사) 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

시, 2003),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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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1989년 9월 도시철도 3호선 노선

재변경안(동아일보, “지하철 연장구간 역

확정”(1989.09.08.)

이러한 3호선 연장 구간의 노선 변경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

들이 교통편의 증진와 역세권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자신들의 이해

관계 구현을 위해 집단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도시철도망의 구성

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철도망 구성이 더

이상 기술관료와 엔지니어들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압력과 같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방증해 준다

고 할 수 있다.

도시철도망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들은 민원 제출

뿐 아니라 1991년 30년 만에 다시 출범한 서울시의회를 통한 청원

도 제기하였다. 도시철도 5호선은 5건, 6호선은 4건, 7호선은 6건 등

의 청원이 제기되었다. 청원 대상 사안은 5호선의 경우 피해보상 1

건, 도시철도 역 출입구 증설 1건, 보상조례 개정 3건이었고, 6호선

은 노선변경 3건, 도시철도 역 출입구 증설 1건, 7호선은 노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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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221 2 9 18 22 22 23 32 21 32 31 9

행정

소송
48 - 1 6 4 2 1 14 4 12 4 -

민사

소송
173 2 8 12 18 20 22 18 17 20 27 9

표 31. 2기 지하철 소송제기현황(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171쪽)

4건, 역 출입구 증설 1건, 지하연결통로 설치 요구 1건이었다. 이 중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채택된 청원안은 5호선의 경우 1건, 6호선은 2

건, 7호선은 4건이었다.306) 청원 결과 도시철도 6호선의 경우 고려대

방향으로만 개설되기로 계획되었던 고려대역 출입구가 제기2동 방

향으로 2개소의 출입구를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했다.307) 도

시철도 7호선의 경우 중곡역 출입구를 추가로 더 개설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308)

도시철도 건설 관계기관에 대한 민원이나 시의회를 통한 청원이

유효한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법원에 민사소송, 행

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보상이나 권리청구를 주장하기도 했다.

1991년부터 2001년 사이 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173건, 행정소송이 48건 제기되었다.(아래 표 31 참조)309)

306)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1998), 87쪽 ; 『서울지하철6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

부, 2002), 180쪽 ;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168쪽

307)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6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2002), 182쪽

308)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2002), 168쪽

309)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2002),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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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행

정

소

송

민사소송

소계
건물

피해

토지

사용

보상

등

계약

등

교통

사고

공사

사고

공사

장관

리등

법적

절차

확인

중

공사

비추

가

간접

피해

일조

권,

영업

손실

등

계 221 48 173 86 13 5 21 12 17 3 16

종

결
183 44 139 66 10 3 20 10 17 1 12

계

류

중

38 4 34 20 3 2 1 2 - 2 4

표 32. 2기 지하철 소송 내역별 현황(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2), 171쪽)

이러한 소송은 대체로 서울시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승소

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도시철도 5호선의 경우 1998년 현재 제기

된 행정소송 9건 중 서울시 승소 또는 원고소취하 5건, 서울시 패소

가 3건, 계류가 1건으로 기록됐다. 민사소송 42건 중 서울시 승소

14건, 원고소취하가 10건, 서울시 패소가 10건, 법원조정이 8건, 계

류가 7건을 기록하였다.310) 6호선의 경우 2002년 현재 행정소송 13

건 중 서울시 승소 또는 원고소취하가 12건, 서울시 패소가 1건으로

기록되었다. 민사소송의 경우 54건 중 서울시 승소 22건, 서울시 패

소 10건, 계류 22건을 기록하였다.311) 7호선의 경우 2002년 현재 행

정소송 23건 중 서울시 승소 또는 원고소취하가 15건, 서울시 패소

가 5건, 계류 3건을 기록하였다. 민사소송은 39건 중 서울시 승소

25건, 서울시 패소 8건, 계류 6건을 기록하였다.312) 8호선의 경우

310)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1998), 92-93쪽

311)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6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2002),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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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현재 행정소송 2건 모두 서울시승소 및 원고소취하로 종결

되었고, 민사소송 16건 중 원고소 취하 3건, 서울시 패소 3건, 법원

화해 조정 2건, 계류 8건을 기록하였다.313)

2, 3, 4호선 연장노선과 5-8호선을 포함한 2기 도시철도망 건설 사

업에서 시민들은 1970-1985년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활동했다. 1989년부

터 2001년까지 제기된 8,183건의 민원, 15건의 청원, 221건의 민사·

행정소송은 시민들이 도시철도망 건설에서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관계 반영을 위

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3호

선 양재~수서 구간의 노선 변경 사례에서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도

시철도망 구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다. 1987년 이후 도시

철도망 구성에서 시민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행위자가 되었다.

4. 위험

앞서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 사업은 가급적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

공사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돌관공사는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

한 변수들이 속출하여 계획서나 시방서 대신 현장에서 새롭게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기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번역하지 못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성이 실패하는 위험의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1970-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에

312)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2002), 172쪽

313)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8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본부, 2001),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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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사과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하였던 김

병린에 따르면, 종로 도심에서 전개되던 지하철 1호선 건설 공사는

노면에서 개착식으로 굴착한 구간 모두를 복공판으로 덮지 않고, 가

운데 부분은 그대로 노출된 채 양 옆 자동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일부 부분만 복공판으로 덮기도 할 만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강행

되었다.314) 김병린은 또 공사에 따른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 빌딩 업

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공사 구간은 러시아워 때 자동차 속력

저하로 교통 정체가 나타났다고 회고하기도 했다.315)

이렇듯 1호선 건설 현장에서 개착식 구간 모두에 복공판을 씌우지

않고 행인과 차량의 추락 위험을 불사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1970-1974년 서울 도

시철도 1호선 건설 공사 당시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복공판은 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수입해야 할 만큼 비싼 철제 자

재였다. 또한 1970년대 초 부동산 경기 활성화, 고정환율제의 붕괴,

석유파동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건축 자재 비용이 폭등한 상황

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통행량이 많은 구간만

복공판을 전면 복개하고,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부분 복개하는 상황

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동차나 행인과 같은 행위자들의

‘안전’이라는 이해관계가 온전히 번역되지 않고, 도시철도망 건설에

서 자동차, 행인 모두가 제대로 등록(enrollment)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행위자 등록의 누락을 통한 이해관계 번역 규모의 축소

는 돌관 공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도시철도망을 건설

하겠다는 서울시, 정부 등의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측면이 있

었다.

이렇듯 도시철도 건설 공사에서 행위자 등록의 누락 등 이해관계

314)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역사 구술자료집 ② 서울 나는 이렇게 바

꾸고 싶었다』(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98쪽

315) 같은 책,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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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제1기 지하철 제2기 지하철

소계
1호

선

2호

선

3·4

호선
소계

2·3·

4호

선

연장

5호

선

6호

선

7호

선

8호

선

연

장(

km

)

274

.34

114.

34
9.54 48.8 56 160 15 52 32 42 20

사

망

자(

명)

275 133 17 44 72 124 4 55 21 27 17

km

당

사

망

자

수(

명)

0.9

4
1.16 1.78 0.90 1.29 0.78 0.27 1.06 0.68 0.64 0.85

표 33. 지하철 건설 km당 사망자수(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251쪽 표 84 참조)

번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 1970-1985년 사이 서울 도시철

도 1-4호선 건설공사는 1km 당 평균 1.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

도로 극심한 재난의 위험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울 도시철도 2, 3, 4

호선 연장노선과 5-8호선 역시 공사과정에서 1km 당 평균 0.7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아래 표 33 참조)

이와 관련해서 다음 소절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공사

에서 나타난 위험과 5-8호선을 비롯한 2기 지하철 건설 공사에서

나타난 위험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시철도

5-8호선이 건설되던 1990년대의 사망률이 1-4호선이 건설되던 1970

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의 사망률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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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고와 위험의 양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4.1. 도시철도 1-4호선의 위험

1970-1985년 간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각 노선별 발생된 사고 건

수는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지하구간의 경우 총 76건으

로 인사사고 17건, 토류공 붕괴 16건, 상수도 파손 14건, 교통사고 9

건, 체신시설 파손 7건, 침수 5건, 기타 8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316)

도시철도 2호선 사고건수는 총 182건으로 낙반 및 사면붕괴사고, 상

수도 파손, 중기추락사고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317) 도시철도 3, 4호

선의 경우 발생된 사고 건수는 총 166건이며, 유형별로는 추락 및

기타가 48건, 상하수도 누수 및 파손이 38건, 중장비 27건, 감전 20

건, 화재 15건, 지반침하, 침수 및 토사유출 9건, 발파, 낙반, 가설재

및 케이블 손상 등이 15건이었다. 도시철도 3, 4호선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는 총 189명(사망 72명, 부상 117명)

을 기록했다.318)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고 중 대

표적인 사례로는 1982년 4월 8일 서대문구 현저동(구 서대문구치소

앞) 지하철 3호선 318공구 붕괴 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지하

갱도 굴착을 위해 화약으로 암반을 발파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

파 진동으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누수된 물에 의한 수압으

로 토류판이 무너지면서 발생하였다.319) 사고 발생 후 사흘이 지난

4월 10일 서울시 경찰국은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1) 암반에 지난달

22일 경부터 균열이 생겨 무너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 무진동 폭발물 대신 진동 폭발물을 사용했으며,

3) 복공판을 받치고 있던 H빔의 연결부분용접이 부실했는데도 130

316)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251쪽

317) 같은 책, 252쪽

318) 같은 책, 254쪽

319) 같은 책, 254-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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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가량의 크레인과 쇠기둥이 얹혀 하중이 많았고, 4) H빔을 받치기

위한 파일을 설계도에는 1m 깊이로 박도록 돼 있었으나 암반이라는

이유로 30-50cm씩 밖에 박지 않았고, 5) 삼호주택으로부터 굴착공

사 부분을 하청받은 만승실업이 흙막이 나무판을 제거한 채 발파작

업을 강행하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수사 내역을 밝혔

다.320) 이 사고로 토류판이 붕괴되어 폭 20m, 깊이 24m, 연장 50m

구간의 복공판 등 가설강재가 무너져 내리며 시내버스 1대, 소형차

1대, 현장 작업크레인 2대가 갱내부에 추락하였다. 공사 인부 10명

이 매몰되어 사망하였고, 45명이 부상하였으며 독립문-무악재 간 교

통은 완전 마비되었다. 직경 800mm, 700mm짜리 상수도 파이프도

파손되었으며, 전압 154KV, 22KV짜리 한국전력공사 지중 고압케이

블과 통신케이블 20공이 절단되었다.321)

참사의 규모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의식해서인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4월 9일 유창순 국무총리가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322) 12일

오후 6시 40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시찰하

고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했다.323) 국회에서도 서울시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회 소집이 논의되었고324), 야당인 민한당은 독자

적인 진상조사단을 구성 및 여당에 국회 내무위, 건설위 소집을 요

구하기로 한 끝에325), 14일 국회 내무위, 건설위 소집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었다.326)

이렇듯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등에 의한 사고의 진상조사 및 참사 수습을 위한 행보가 이어

졌지만 매몰된 사망자 사체 발굴 등 사고 수습이 마냥 원활하게 진

320) 동아일보, “사고 보름전부터 암반에 균열 조치없이 작업강행”(1982.4.10.)

32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254-255쪽

322) 경향신문, “지하철 공사 사고 유총리 현장 시찰”(1982.4.10.)

323) 동아일보, “전대통령 현장시찰 지하철 사고 복구 총력”(1982.4.13.)

324) 동아일보, “지하철 공사 관련 내무위 소집 논의”(1982.4.10.)

325) 동아일보, “지하철 공사장 붕괴 민한서 조사단 구성”(1982.4.13.)

326) 경향신문, “내무, 건설위 소집 합의”(19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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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지는 못했다. 전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4월 12일 서울시

는 사고 수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현장에서 매몰된

사체 1구를 발굴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폭약 1개공 철거에는 5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327) 늦어진 시신 수습

에 분노한 몇몇 유가족들은 사고대책본부를 찾아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328) 또한 참사의 여파로 서울 서북부 일대는 교통난, 식수난,

통신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서 은평구, 서대문구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329)

이 사고의 책임 소재 규명과 관련해서 경찰은 1982년 4월 10일 지

하철공사 현장감독 권만수, 시공사인 삼호 현장소장 박인화, 삼호로

부터 굴착공사 부분을 하청 받아 시공에 나섰던 만승기업 화약주임

장승원 등 현장 관계자 3명을 구속하기로 했다.330) 또한 서울지하철

공사 정석현 시설이사가 같은 해 4월 12일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

표를 제출했다.331) 4월 28일에는 박영수 서울시장이 서울 도시철도

3호선 318공구 사고에 책임을 지고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는 형식으

로 경질되었다.332) 사고 발생 후 30일 만인 5월 1일에야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교통을 소통시킬 수 있었다.333)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공사에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이

해관계가 제대로 번역되지 못하면서 증폭된 위험은 공사 기간 이후

에도 끊임없이 상존하다가 발현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 대

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도시철도 2호선 당산철교가 공사 이후 끊임

없는 부실 공사 문제 지적 끝에 1997년 1월 1일부터 1999년 11월

327) 동아일보, “사체발굴 현상금”(1982.4.12.)

328) 경향신문, “사체발굴 미루자 유족들 농성 소동”(1982.4.14.)

329) 동아일보, “교통난... 식수난... 개점휴업... 서북 서울 ‘짜증 생활’ - 지하철 공사

장 붕괴 그후... 시민은 고달프다”(1982.4.13.)

330) 매일경제, “감독 등 셋 구속키로”(1982.4.10.)

331) 매일경제, “지하철공사 이사 붕괴 사고에 사표”(1982.4.13.)

332) 동아일보, “내무장관, 서울시장 경질”(1982.4.28.)

33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하)』(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1987), 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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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철제 트러스 부분을 전면 철거하고 사실상 신규 건설이나

다를 바 없이 재건축 된 것을 들 수 있다. 당산철교는 도시철도 2호

선 해당 구간 개통 3년만인 1987년 9월 2일 선로를 받치는 H빔이

부러져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한 후 3-4일 만에 보수되면서 해당 구

간에서의 열차 운행은 시속 30km의 서행으로 이뤄지게끔 조치되었

다. 그러다가 1991년 11월 선로와 침목을 받치는 가로 세로로 교차

하는 H빔들의 연결부위 76곳에 금이 가서 직각삼각형 철판 280개로

연결부위를 용접, 보강하는 보수 공사가 이뤄지기도 했다.334) 이렇듯

개통 이후 끊임없이 부실공사 논란이 빚어졌던 당산철교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진행된 한강교량 일제 안전진단

결과 위험 판정을 받게 되었다.335) 결국 서울지하철공사는 1995년

12월 당산철교를 일제 철거하고 재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336)

전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당산철교가 개통 이후 계속 위험한 균열

이 발생한 까닭은 설계 잘못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기치 않

은 외적 충격과 피로 누적을 감안하여 강재 단면에 여유분을 두어

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양만을 사용하는 설계 방법

인 경량 설계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37) 당산철교 시공에

사용했던 자재 역시 하중을 견디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

다. 동호대교, 동작대교, 잠실철교 등 서울지하철공사가 관리하는 다

른 철도교들은 1cm2 당 허용 응력이 1,900kg인 SWS50 또는

SMA50 등의 강재를 사용한 반면, 당산철교는 1cm2 당 허용 응력이

1,400kg인 SWS41을 사용하여 중앙 트러스 구간 세로보가 만들어졌

다는 것이다. 또한 당산철교는 설계 및 시공 당시 일반적인 철도교

시방서를 준용했는데, 이는 하루 열차 운행 횟수가 일반 철도교보다

더 많은 도시철도교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당산철교 설계를 맡은 삼우기술단에서는 피로도를 고려한

334) 정윤광, “불안 싣고 다니는 지하철”(한겨레, 1993.10.19.)

335) 경향신문, “당산철교 온통 균열”(1994.11.18.)

336) 한겨레, “당산철교 97년 전면 철거”(1995.12.5.)

337) 한겨레, “당산철교 97년 전면 철거”(19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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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도와 인장력을 1cm
2
당 1,381kg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면서 피

로 증가에 따른 여유분을 불과 1-2%밖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338)

1982년 도시철도 3호선 318공구 붕괴 사고 발생이라든가 개통 이

후 끊임없는 부실시공 논란 끝에 당산철교가 1997-1999년 전면 재

건축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과 ‘86 아시안게임, ’88 올

림픽 이전 개통이라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지층의 상태와 같은 비

인간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번역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82년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서대문구 현저동 공사현장 붕

괴 직후 언론에서는 1983년 말까지 도시철도 2호선, 1984년 말까지

도시철도 3, 4호선 등을 모두 완공하겠다는 무리한 공사 일정 강행

이 안전불감증을 불러 큰 참사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

다.339) 또한 서대문구 3호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경우 해당 공구

시공업체인 (주)삼호가 중소 건설업체에 재하청을 주면서 공사 현장

관리 감독 구조가 불분명해지는 등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을 대표

하는 대변인의 기능 역시 불명확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당산철교 역시 도시철도교,

전동차 등 비인간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것이

전면 재건축의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 도시철도 3호선 318공구 붕괴 사고는 행위자들의 이

해관계 번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변인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

지 못하면서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 구성 작업이 블랙박스화

(black-boxing)의 반대 방향으로 역진하면서 행위자-네트워크가 해

체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

크 구성과 관련해서 관련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기입

(inscription)과 번역(translation)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엔지니어

를 비롯한 행위자-네트워크의 대변인들이 행위자들을 대변하지 못

338) 한겨레, “당산철교 시공자재부터 ‘약골’”(1995.12.8.)

339) 동아일보, “‘빨리만 끝내라’ 안전 뒷전... 지하철 공사 문제점 진단”(19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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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행위자-네트워크가 해체되면서 위험이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산철교 역시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

르기까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기입(inscription)되고 번역

되지 못한 끝에 결국 행위자-네트워크의 해체와 재구성을 겪게 되

었다.

이렇듯 도시철도 노선 1km 건설 당 사망자만 1.16명이 나타난 서

울 도시철도 1-4호선 사고의 실상은 1960년대 후반 대표적인 토목

사업이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비교해 볼 때도 결코 위험의 수준

이 낮았다고 볼 수 없다. 비공식적으로는 수백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사고 사망자

수는 77명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총 구간이 428km였

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수치는 고속도로 1km 건설 당 0.18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340) 사망자 공식 집계 수치만 보면 험악한 산악

구간 공사도 많았던 경부고속도로보다 서울 도심에서 건설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이 1km 당 6-7배 높은 사망률을 보인 셈이

다.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현장에서 나타난 사고와 부실공사 사

례들은 서울 도시철도망이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등록

(enrollment)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해관계 번역에서 교란이 발

생하는 등 언제라도 행위자-연결망이 블랙박스화(black-boxing)의

반대 방향으로 역진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구성되었음을 방증한다

고 볼 수 있다. 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서울 도시철도 1-4호

선 건설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번역하기보다 ‘희생’

당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

설 과정에서 모든 행위자들이 동등하게 대표된 것이 아니라, 불평등

하고 비대칭적으로 대표되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340) 주간경향, “[2010 연중기획]경부고속 건설 중 사망 77명 맞나?”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02121142301&code=1

14, 2015. 11.1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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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재

해

자

수

123 1 6 21 24 23 12 14 5 10 5 2

구

성

비(

%)

100 0.8 4.9 17.1 19.5 18.7 9.7 11.4 4.1 8.1 4.1 1.6

표 34. 2기 지하철 연도별 사망자수(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

건설공사 안전사고 사례집』(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2000), 11쪽)

4.2. 도시철도 5-8호선의 위험

1990-2000년 간 도시철도 5-8호선의 건설 공사 역시 노선 1km를

시공할 때마다 평균 0.78의 사망자수를 보일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양상을 보였다. 이 수치는 1970-1985년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당시

1km 당 평균 사망자수 1.16명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

만,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1km 당 평균 사망자수 0.18명보다는 여

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값이었다.

도시철도 5-8호선 공사 당시 사망자수는 1992-1994년 정점에 올랐

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아래 표

34 참조) 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사 폭발 사고 등이 잇달으면서 그 이전에 비해 안

전관리가 좀 더 철저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341)

도시철도 5-8호선 공사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작업구간

은 31명의 사망자가 기록된 본선 개착구간이었다. 이어 정거장 건설

구간이 28명, 터널 건설 구간이 26명의 사망자수를 기록했다. 출입

구 건설 등의 요인 때문에 개착공법으로 시행되는 정거장 건설 구

341)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 건설공사 안전사고 사례집』(서울특별

시 지하철건설본부, 2000),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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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구

간
계

본선개

착
정거장 터널

작업구

환기구

강재

적치장
기타

재해자

수
123 31 28 26 22 8 8

구성비 100 25.2 22.8 21.1 17.9 6.5 6.5

표 35. 2기 지하철 작업 구간별 사망자 수(단위 명)(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 건설공사 안전사고 사례집』(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2000), 12쪽)

간과 본선개착 구간의 사망자수 합계는 59명으로서 터널 건설 구간

의 사망자수보다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아울러 터널 공법 구간이

95km, 개착 공법 구간이 58.4km이었기 때문에 개착공법이 적용된

구간에서의 1km 당 평균 사망자 수는 1.01명이었고, 터널공법이 적

용된 구간에서의 1km 당 평균 사망자 수는 0.27명으로 나타났다. 개

착공법을 채택한 구간의 1km당 평균 사망자수가 터널공법을 채택한

구간의 1km당 평균 사망자수의 3배 이상 되었던 것이다. 이를 살펴

보면 도시철도 5-8호선에서의 1km 당 평균 사망자수가 1-4호선에

비해 감소했던 요인으로서 터널 공법이 채택된 구간이 길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도시철도 5-8호선 건설 구간 중 56%가 터널공법을 채

택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1km당 평균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이다.(아

래 표 35 참조)342)

도시철도 5-8호선에서 사망 사건은 자재 및 장비 운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무거운 자재나 장비를 지하 갱도로 반입하거

나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 때문에 인부들이 철재 등에

맞아 죽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한 작업은 가시설공 작업이나 터널 작업이었고, 작업장에서 이

동 중에 사망한 사람 역시 9명이나 나타났다.343) (아래 표 36 참조)

이렇듯 자재 및 장비운반이나 작업장 이동과 같은 작업에서도 사망

자가 다수 발생했던 것은 그만큼 개착 공법이 적용된 공사 현장에

342) 같은 책, 12쪽

343)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 건설공사 안전사고 사례집』(서울특별

시 지하철건설본부, 2000),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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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재해자수 백분율 공종 재해자수 백분율

계 123 100

자재 및

장비운반
31 25.2

작업장

이동
9 7.3

가시설공 13 10.6 굴착작업 9 7.3

터널굴착 13 10.6
가설전기

및 화재
9 7.3

기타작업 13 10.6

천공 및

H-Pile

설치

4 3.3

터널지보

및 구조물
11 8.9

개착

구조물

작업

11 8.9

표 36. 2기 지하철 작업 공종별 사망자 수(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

건설공사 안전사고 사례집』(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2000), 13쪽)

서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

상과 지하 작업장 사이에서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고, 작업자가 이동

하는 공사 현장은 대체로 지상에서부터 지하로 굴착해 들어가는 개

착 구간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수가 많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추락사고가 빈발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로 2기 지하철 공사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전체 사망자수의 42.3%를 차지한 추락사고였다.344)(아래 표 37 참

조) 이러한 추락사고는 개착공사 구간에서 버팀보 설치 작업 등을

맡는 철골공, 용접공 등이 가장 많이 당했다. 전체 사망자 수의

17.1%를 차지하는 21명의 사망자가 철골공, 용접공이었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망한 직종은 터널 공사 구간에서 낙석이

나 작업대차 추락, 불완전한 행동 등으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착암공이었다.345)(아래 표 38 참조)

344) 같은 책,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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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형태
계

추

락

낙

하

비

례

협

착

전

도

붕

괴

낙

반

감

전

충

돌

질

식

화

재

폭

발

기

타

재해

자수
123 52 25 12 10 5 6 4 4 3 1 1

구성

비(%)
100

42.

3

20.

3
9.7 8.1 4.1 4.9 3.3 3.3 2.4 0.8 0.8

표 37. 2기 지하철 발생 형태별 사망자수(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

건설공사 안전사고 사례집』(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2000), 13쪽)

직종 사망자수 백분율(%) 직종 사망자수 백분율

계 123 100

철골공,

용접공
21 17.1 철근공 4 3.3

착암공 20 16.3
직원 및

반장
2 1.6

보통인부 20 16.3 측량 1 0.8

목공 10 8.1 화약공 3 2.4

증기운전

원
9 7.3 전기공 5 4.1

방수공 9 7.3 닥트공 2 1.6

비계공 6 4.8 토류판공 2 1.6

콘크리트

공
5 4.1 토공 4 3.3

표 38. 2기 지하철 직종별 사망자수(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

건설공사 안전사고 사례집』(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2000), 15쪽)

이러한 도시철도 5-8호선 등에서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기 내에 작업을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원 및 장

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공사가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재 및 장비 운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공기 내 작업 완

수 또는 공기단축을 위해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신속하게 자재

345) 같은 책,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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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장비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

증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도시철도 5-8호선의 건설과정 역시 도시철도 1-4호선 건설과

정에 비해 1km 당 평균 사망자수가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

히 위험천만한 돌관공사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질적으

로 도시철도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은 1970년대와 1990년대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소결

서울 도시철도망을 건설하기 위해 수행된 공사들을 추적해 보면

도시철도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모호하며 유동적인 과정을 통해 구

성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작성한

계획안이나 시방서 등 각종 처방이 공사 현장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한 각종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출현하면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 공사 현장을 지휘하는 엔지니어

들은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지층 구조나 전력선, 가스관,

상하수도, 통신선 등 지하 매설물이 속출할 때마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도시철도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보다 훨씬 높아지기 시작했다. 2

기 지하철 건설 사업 기간 중에 제기된 8,183건의 민원과 15건의 청

원, 221건의 소송은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권리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

는 징표였다. 나아가 시민들은 1989년 도시철도 3호선 양재~수서 구

간 노선 변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편의 증진과 역세권 부동

산 가격 상승 등과 같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철도

구성 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2기

지하철 건설 사업이 1기 지하철 건설 사업과 달리 더 이상 기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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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엔지니어들만이 행위자-네트워크 구성을 독점적으로 좌우할

수 없는 양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 과정은 점점 더 많은 인간과 비인

간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투영하면서 불안정성과 유동성

이 높아지는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엔지니어들은 도

시철도 건설을 위해 서울시가 짊어지게 된 막대한 부채 부담을 경

감시키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했다. 그 결과 서

울 도시철도망은 1-4호선과 5-8호선 모두 휴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

지 않고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해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

하는 돌관공사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서울 도시철도망의 돌관공사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불

완전하게 기입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불안정성과 모호성을 더욱 증폭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듯 네트워크의 불안정성과 모호성이

증폭되면서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1985년까지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건설 과정에서 총 133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노선 1km당 평균 1.16명의 사망자수를 기

록했다. 또 1989-2001년 서울 도시철도 2-4호선 연장구간과 5-8호

선 건설 과정에서 총 1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노선 1km 당 평균

0.78명의 사망자수를 기록했다. 서울 도시철도 1-8호선 건설 과정에

서 노선 1km 당 평균 사망자수는 0.94명이었다.

노선 1km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1명 남짓한 사망자가 발생

할 만큼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은 위험천만한 작업을 통해 수행되

었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행위자-네트워크는 해체되었

다. 이렇듯 해체된 행위자-네트워크를 다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그

때마다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협상을 전개해야 했고, 타협책에 기반

한 처방을 제시해야 했다.

결국 서울 도시철도망의 건설 과정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상정되었

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실제 공사 과정에서 기입되고 번역된 행

위자들의 이해관계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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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서울 도시철도망의 면모는 계

획 단계에서의 구상과 완전히 일치할 수만은 없었다.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 도시철도망의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면

서 모호한 특성은 도시철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완전히 불식되

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4장에서는 역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서 도시철도망이 번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행위자들을 정렬시키는

처방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네트워크와 번역에 실패하면서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협상을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움

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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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역

역(station)은 서울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자이자, 그 자체가 행위자-네트워크이다. 역을 구성하는 행위자

들도 그 자체로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역은 결국 행

위자-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것이다. 가정과 일터, 여가장소 등의

사이에서 상이한 활동 분야나 영역이 중첩되는 사이공간(interspace)

으로서의 역은 서울 도시결합체와 교통결합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도시계획, 교통계획의 맥락 속에서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

위자들의 실천과 상호작용을 통해 가변적이고 유동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346) 따라서 역이 어떻게 행위자-네트워크로서 구성되어

갔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행위자-네트워크로서의 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

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한 관점은 역을 행위자들의 연결이

강고한 네트워크로 살펴보는 것이다. 역을 구성하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기입되고 번역되는 의무통과점과 행위자-네

트워크의 번역을 관장하는 전략적 지점인 계산의 중심이 존재하며

행위자들을 규율하는 처방(prescription)이 효력을 발휘하는 네트워

크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듯 원활하게 번역이 이루어지면 행위자

들의 정렬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네트워크는 안정된다. 이러한 네

트워크는 ‘처방의 공간’(spaces of prescript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347)

다른 한 관점은 역을 행위자들의 연결이 느슨한 네트워크로 살펴

346) 존 어리 지음 ; 강현수·이희상 옮김, 『모빌리티』(아카넷, 2014), 322쪽

347) Jonathan Murdoch, "The Spaces of Actor-Network Theory", Geoforum
29:4(1998), pp. 362-364 ;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 사회』 25:3(2015),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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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다. 의무통과점이나 계산의 중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행위자들을 규율하는 처방 역시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설계자들과 건축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행위자들 사

이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듯 행위

자들의 네트워크 연계가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상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협상의 공간’(spaces of

negotiation)으로 정의할 수 있다.348)

이러한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은 도시철도 엔지니어들이 부

여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사이의 괴리가 역의 구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 엔지니어들이 수사학

적, 전략적 고려를 통해 부여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실제 건설

및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변화로 달라지는

이해관계 모두 역을 구성하는 데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철도 엔지니어들이 역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에게 이해관계와

처방을 부여하는 것은 역의 건설에 착수하고 운영을 개시할 수 있

도록 하는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 계획서나 시방서, 각종 매뉴얼 등에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처방은 역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

학의 일환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349) 예를 들어

도시철도 노선도 상의 특정 위치에 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계획서의 경우, 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이용자수 전망, 주변 도시개발 관련 전망 등 행위자

들에게 부여한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각종 수치와 통계가 근거자료

로 첨부된다. 그와 함께 승객들의 동선이라든가 대합실과 승강장 구

348) Jonathan Murdoch, "The Spaces of Actor-Network Theory", Geoforum
29:4(1998), pp. 362-364 ; 최병두,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 사회』 25:3(2015), 142쪽

349)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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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구분 등 역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행위자들을 규제하는

각종 처방이 제시된다. 이러한 도시철도 엔지니어들의 행위자 이해

관계 및 처방의 부여는 역을 인공물(artefact)에서 사실(fact)로 실현

시키는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350)

그렇지만 역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항상 도시철도 엔지니어들이

부여한 이해관계와 처방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도시철도 엔지

니어들이 행위자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행위자들 사이의 결합이 엔지니어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관계 변화를 촉발시키면서 새로운 협상을 필요로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변화, 관계 변화, 기

존 처방의 무력화는 역을 사실(fact)에서 다시 인공물(artefact)로 전

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때문에 역에서는 건설 이후

에도 상시적으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

운 처방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른 타협이 이뤄져서 엔지니어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처방이 도출되면 역은 다시 인공물(artefact)이 아니

라 사실(fact)로 재구성된다.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이라는 관점은 또한 역을 구성하는 각

각의 행위자나 개별적인 공간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역이

행위자-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을 구성하는 행

위자-네트워크 중 어떤 것은 행위자들이 처방에 따라 정렬되고 네

트워크가 안정된 ‘처방의 공간’일 수 있고, 어떤 것은 행위자들의 연

계가 느슨하고 상시적인 협상을 통해 관계가 변화되는 ‘협상의 공

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역이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 사이를 오가는 유

동적인 행위자-네트워크임을 논증할 것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

다. 1절에서는 ‘처방의 공간’으로서의 역을 조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역 건설 표준과 규격을 분석하고 열차 운행 시간표와 여객운송약관

350)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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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살펴보면서 행위자들을 정렬하고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기 위

한 처방(prescription)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규명하도록 하겠

다. 2절에서는 ‘협상의 공간’으로서의 역을 조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서울 도시철도망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투신자살이나 실족사와 같은 안전사

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도어의 도입이 행위자들 사이의 새로운

협상과 그에 따른 관계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을 기술하면서

역이 느슨하고 해체되기 쉬운 네트워크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

다는 점을 조명할 것이다. 소결에서는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살펴보면서 역에

서 번역(translation)과 정화(purification)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1. ‘처방의 공간’로서의 역

1.1. 역 건설 표준과 규격

도시철도 역은 행위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정렬하기 위한 처방

(prescription)이 부과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처방은 문서의 형태로

생산되고 유통되기도 하지만 구조물이나 인공물의 설계나 배열, 표

준, 규격의 형태로도 각인된다. 역을 건설하기 위한 각종 표준과 규

격은 수많은 다른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번역의 ‘문법’을 규

정한다는 점에서 행위자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망의 역 건설 표준과 규격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

된 대표적인 행위자는 전동차였다. 역 승강장 너비, 승강장 길이, 역

승강장 터널 높이 및 너비 등 역 건설에 관한 각종 기준은 최대 도

시철도 승하차 승객수와 전동차 길이, 높이, 너비 및 1편 당 최대

편성량 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이처럼 도시철도망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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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기

지하철(1-4호선)

제2기

지하철(5-8호선)
비고

도시철도

건설규칙

차량한계
폭 3.2m×높이 4.5m

×길이 20m

폭3.2m×높이 4.0m

×길이 20m

2기 지하철은

1기 지하철에

비해 차량

한계에서

높이 50cm

축소

건축한계 3.6m 3.6m

구조물

한계
높이 5.95m 높이 5.3m

2기 지하철은

1기 지하철에

비해 구조물

한계에서

높이 65cm

축소

토목분야

정거장

길이
205m

5, 6, 7호선 : 165m

8호선 : 125m

5, 6, 7호선 :

1기 지하철에

비해 40m

축소

8호선 : 80m

축소

정거장

공법
개착위주 터널공법 확대

운전분야
열차편성 10량

5, 6, 7호선 : 8량

8호선 6량

승무원 2인 1인

설비분야

냉방설비 8개 역사만 설치 전 역사에 설치

환기구 노면바닥
탑형환기구(H=1.2

m)

A.F.C 승차권 인력판매위주 자동판매위주

된 역의 표준과 규격이 전동차의 표준과 규격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변화한다는 것은 서울 도시철도 1-4호선과 5-8호선에 운행되는 전

동차와 역들의 사례를 비교해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래 표

39,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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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발매방식

자동발매

기
자립형, 폭 120cm

매표소삽입형, 폭

60cm

개집표기
TURN-STILE, 폭

50cm
FLAP, 폭 55cm

신호분야

역무관리

제어

CCTV

정거장별 역무관리실

제어

관리역

통합역무관리실

제어-정거장별

역무관리실 제어

표 39. 서울 도시철도 정거장 건설 관련 표준 및 규격 사항

1(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 지하철 5호선

건설지(하권)』(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1쪽)

구분
제1기

지하철(1-4호선)

제2기

지하철(5-8호선)
비고

정거장

길이 205m(10량) 125-165m(6-8량)

구조물

내공
H=5.95m H=5.3m

대합실

층

형태 평면적 입체적

매표소

및

집개찰구

2-4개소 1-2개소

승강장

층

상대식 4.
U

5.
U
~6.
U

섬식 10.3 11.
4
~11.

8

내부계단 4-8개 2-4개

공간구성 평면적

입체적

- 층고 확대

- TOP-LIGHT

- SLAB OPEN

문화예술작품 전 정거장 설치 정거장별 설치

색생계획 정거장별 설치 전 정거장 설치

장애인 편의 시설
점자안내판,

핸드레일, 공중전화

횔체어용 개찰구,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 유도블럭,

장애인용 승강기,

계단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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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안내판,

핸드레일,

공중전화

표 40. 서울 도시철도 정거장 건설 관련 표준 및 규격 사항

2(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 지하철 5호선

건설지(하권)』(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2쪽)

B=B1+B2+B3+BC(상대식)

B=(1#+2#)B1+(1#+2#)B2+(1#+2#)B3+2BC(섬식) => (1# : 상행, 2#

: 하행)

위 표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도시철도 5-8호선에 투입된 전동차

는 1-4호선에 투입된 전동차에 비해 차량의 높이 한계가 50cm나 낮

았다. 도시철도 5-8호선에 운용되는 전동차에서는 팬터그래프와 같

은 집전장치를 개량하여 터널 높이를 50cm 축소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351) 또한 도시철도 5-8호선은 도시철도 1-4호선과 달리 열차 1

편성 당 차량 대수를 6-8량으로 축소하여 승강장 길이 역시 205m에

서 125-165m로 단축하였다.352) 이렇듯 도시철도 1-4호선과 5-8호선

역 승강장 표준과 규격은 전동차의 표준과 규격과 밀접하게 연동

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역 건설 표준과 규격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는 승객이다. 승강장 폭이나 내부 계단 폭과 같은 역 건설 규

격은 잠재적인 승객의 수에 연동되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도시철도 5-8호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승강장 폭과 내부 계단

폭을 구하는 공식에 역 별 승객 예상치를 대입하여 관련 규격을 도

출하였다.353)

351)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378쪽

352) 같은 책, 378쪽

353)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8호선건설지(하권)』(서울특별시지하

철건설본부, 2001), 870-8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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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승차필요폭원 : 




×



승차인원이 12,700인/hr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적용한다.

B1′=∙∙


※ ⓶식을 사용시 최소폭은 1.50m로 한다.

B2=승객의 유동인원 :∙


×


B3=∙






BC=대피폭+지장물폭

기둥이 없는 경우 = 1.60

기둥이 있으면서 벽과 B2, B3의 폭을 유지할 수 없고 승객유동이 있을 경우 =

1.60+0.7=2.30

※ B1, B2, B3 중 1인 점유폭이 0.6m보다 적을 경우 최소치 0.6m를 적용한다.

V : 플랫폼 보행속도 - 1.1 m/sec l : 1 차량길이 - 20m

Pb : 1열차 하차인원 d : 1.3m(차량문의 폭)

l2 : 2.0인/m
2
(하차객군집밀도) V2 : 0.8인/m

2
(하차객 유동

군집밀도)

Pa : 1열차 승차인원 N : 1열차 편성수 - 8량

m : 1열차 편측문 수 - 4EA l0 : 승차객 군집밀도 - 3

인/m
2

l1 : 2.0인/m
2
(하차객군집밀도) Pa : 객 유동방향 승차인원 -

Pa×1/4

T : 배차시격

표 41.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승강장 폭원 결정 산정식(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8호선건설지(하권)』(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1), 870쪽)

S = S1 + S2

S1 =∙
∙

×

S2 =∙


× 

×
×

l4 : 3.3인/m
2(승계 군집밀도) l3 : 3.3인/m

2(강단 군집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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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 0.37인 인/sec(승계 군집속도) l3 : 0.346 인/sec

계단폭원 설계식(1# : 상행, 2# : 하행)

섬식 : S = (1#+2#)S1 + (1#+2#)S2

상대식 : S = S1+S2

표 42. 서울 도시철도 8호선 내부계단 폭원 설계

산정식(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8호선건설지(하권)』(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2001), 871쪽)

이처럼 도시철도 역의 승강장 길이, 높이, 폭, 계단 폭 등 다양한

표준과 규격은 전동차와 승객이라는 중요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하여 생산된 처방(prescription)을 통해

구성되었다. 역 내부의 각종 표준과 규격을 정하는 데 활용된 각종

공식들은 문서를 통해 역 설계도를 작성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불변

의 가동물(immutable mobile)로 활용되었다.

전동차와 승객의 이해관계를 번역하여 생산된 처방을 통해 구성된

역 내부의 각종 표준과 규격은 역으로 전동차와 승객을 정렬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처방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

1-4호선과 달리 도시철도 5-8호선의 역들에서는 열차 1편 당 전동

차를 6-8량까지만 편성할 수 있을 뿐 10량 편성을 할 수는 없었다.

전동차 10량이 편성된 열차 한 편의 전체 길이가 각 역의 승강장

길이를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승강장에서 수용 가능한 승객의

수 역시 잠재 승하차인원을 토대로 구성된 승강장이나 계단의 폭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 형성된 구

조물의 각종 표준과 규격은 역이 처방의 공간(space of prescription)

으로 구성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구조물의 표준과 규격과

함께 역에서 적용되는 도시철도의 각종 규정들은 역을 구성하는 행

위자들을 정렬시키고 규제하는 처방으로 작용하였다. 다음 소절에서

는 열차 운행 시간표와 여객운송약관 등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을

정렬시키고 규제하는 불변의 가동물에 대해 살펴보면서 역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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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방의 공간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열차 정시운행과 규칙들

역의 하루 일정은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구분된다.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은 도시철도망에서 가장 중요한 인

간 행위자 중 하나인 승객과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인 전동차가 역

을 출입하고, 운행되지 않는 시간은 보수, 정비, 청소 등 역의 기능

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수행된다. 첫차가 들어오는 시각과 막차가

떠나는 시각은 역의 일정을 양분하는 두 시점인 셈이다.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대에 역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결합

된 제3의 복합체가 끊임없이 구성된다. 승객이 탑승한 전동차는 운

행에 필수적인 다른 행위자들과 더불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결합한 일종의 잡종(hybrid)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전동차가 출발

역과 종착역 사이의 중간 역에 정차할 때마다 전동차 내 승객들이

승하차를 통해 계속 변화하므로, 영업 노선에서 전동차가 정시운행

하며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것은 전동차와 결합한 인간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변화를 의미한다.

열차의 정시운행은 승객과 전동차가 결합하여 제3의 인간-비인간

복합체를 구성하는 활동인 간섭 혹은 목표의 번역(interference or

goal translation)과 자신이 수행할 수 없는 행위를 제3의 행위자를

끌어들여 수행하는 복합(composition)이 수반되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354) 이와 관련해서 라투르에 따르면 자신이 수행할 수 없는 행

위를 제3의 행위자를 끌어들여 수행하는 복합(composition)은 인간

과 비인간 행위자의 능력 교환을 수반하며, 이렇게 교환되는 능력의

합은 교환 전후를 통해 보존된다고 한다.355)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354) Bruno Latour, Pandora’s Hope(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 178-182

355) op. cit., p. 182 ; 홍성욱, “브루노 라투어, 기술, 그리고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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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 시간 외선
  을지로입구 성수 신도림 홍대입

구
종착 성수 삼성  

  30  50 05 30  43  49  55
  07  17  24  31  35  41  47 

54
06

01  06  12  17  22  27  31  
36  41  46  51  56

  00  04  07  13  17  21  27 
31  34  38  41  45  49  53  56

07
01  06  10  16  20  23  26  
29  31  34  37  40  43  46  
49  51  54  56 59

  00  03  07  10  13  17  20 
23  26  29  33  37  40  43 

46  50  54 57
08

01  04  06  09  11  14  16  
19  21  24  26  29  31  34  
36  39  43  45 49  53  56  59

  00  04  07  11  14  18  22 
26  29  32  35  39  42  45 

48  52  55 58
09

01  04  07  10  13  18  21  
24  26  29  34  36  38  40  
43  45  48  50 53  58

  01  03  07  10  13  17  20  10 00  03  05  08  13  16  22  

전동차의 정시운행은 승객을 비롯한 인간 행위자와 전동차를 비롯

한 비인간 행위자의 상호 작용에 의한 각자의 행동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동 변화를

규제하고 정렬시키는 처방이 바로 열차 운행 시간표, 도시철도법 및

관련 시행령과 규칙 등으로 규정된 도시철도 운행관계자와 승객들

이 지켜야 하는 규범 등이다.

다양한 처방 중 승객과 전동차 모두 가장 일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처방은 바로 열차 운행 시간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승객들은

아래 표와 같은 열차 운행 시간표에 규정된 시각마다 전동차가 역

승강장에 진입하여 승하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승객들의 입장에서 열차 운행 시간표는 전동차가 출발역에서 출발

하여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 역마다 정차하는 일정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도시철도 노선이라는 1차원 공간에서 전동차가 역

이라는 또 다른 사이공간(interspace)와 연결되는 운동을 제어하면서

정시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이기 때문이다.(표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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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1  34  38  43  48  52  57 26  31  37  43  48  54  59
  02  06  12  16  19  25  28 

31  37  43  49  55
11

03  08  13  18  23  28  34  
38  44  51  56

  02  07  12  17  23  28  33 
38  43  49  55

12
01  07  13  18  24  29  34  
39  44  49  54  59

  01  07  13  19  25  31  37 
42  47  53  58

13
04  09  14  20  26  31  37  
43  49  54  59

  03  08  13  19  25  31  37 
43  49  55

14
04  09  14  19  24  29  34  
39  44  50  56

  01  07  12  17  23  28  32 
38  43  49  55

15
01  07  13  19  24  29  34  
39  44  49  54  59

  01  07  13  19  25  31  37 
42  48  53  57

16
04  09  15  20  26  31  37  
43  46  49  55  59

  02  08  13  19  25  31  34 
37  40  43  48  51  55  58

17
03  07  10  14  19  23  27  
30  34  38  42  45  49  53  57

  01  04  07  12  14  18  21 
24  28  32  35  38  43  46 

49  52  55 58
18

01  04  07  10  13  16  19  
22  25  29  33  37  40  44  
49  53  57

  01  04  0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39 

42  44  48 51  55  58
19

00  04  08  12  15  19  23  
27  31  34  40  43  46  52  56

  02  05  08  11  13  16  19 
22  25  28  31  35  40  43 

46  50  55 58
20

03  07  14  19  23  27  31  
38  43  48  53  58

  02  06  10  14  18  23  28 
32  36  41  47  53  59

21
04  10  16  23  29  37  44  
49  58

  05  10  16  21  27  32  37 
43  48  53  59

22
03  07  13  18  24  29  36  
45  53

  06  12  17  23  30  35  40 
46  51  57

23 00  08  19  29  37  44  55

  01  08  14  24  36  48 24 07  23  40
  을지로입구 성수 신도림 홍대입

구
종착 성수 삼성  

표 43.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열차 운행 시간표(서울메트로 교통센터

홈페이지,

http://dmzap1.seoulmetro.co.kr/station/trainschedule.action?eng=&searchValue=&sta

tionId=0228&mainLine=2(2015.4.27.접속))

역으로 기관사를 비롯한 전동차 정시운행을 수행하는 인간과 비인

간 행위자들은 아래 표와 같은 시간표마다 출발역과 종착역 사이의

각 역 승강장에 전동차가 정차하면 승객들이 승하차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기관사와 전동차 등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입

장에서 열차 운행 시간표는 승객들이 승하차 시간에 맞춰 역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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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승차를 준비하거나 전동차 안에서 하차를 준비하도록 행동

을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열차 운행 시간표는 승객, 기관사, 전동차 등 도시철도의

정시운행과 연관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동 모두를 제어하

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처방이다. 도시철도 행위자-연결망에서 시간

표는 전동차와 사람, 활동을 특정한 시공간에 위치시키는 규범적인

통치성을 지닌 강력한 행위자인 것이다.356) 이러한 도시철도 행위자

-연결망의 열차 운행 시간표는 역에 게시됨은 물론, 매표소에서 시

간표를 배포하거나 도시철도 운영사 홈페이지나 각종 포털싸이트,

도시철도 운행시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

해 확산된다. 이처럼 널리 확산된 열차 운행 시간표는 도시철도 행

위자-연결망을 구성하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번

역하여 생성된 것이다. 열차 운행 시간표는 도시철도 사령실을 비롯

한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에 있는 열차 운행 제어요원

등 대변인(spokesperson)들의 승객, 기관사, 전동차 등 다양한 인간

과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시켜 주고, 내용 자체는

열차 운행 시간표 개정 이전까지 변화하지 않지만 여러 매체를 통

해 널리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변의 가동물

(immutable mobile)이라고 할 수 있다.357)

356) 존 어리 지음 ; 강현수·이희상 옮김, 『모빌리티』(아카넷, 2014), 186쪽

357) 불변의 가동물(immutable mobile)은 번역의 중심에 위치한 행위자가 멀리 떨

어져 있는 행위자들에 대해 장거리 지배력을 행사할 때 활용하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를 쉽게 돌아다니면서 번역의 중심의 지배력을 유지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의미한다.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

동맹』(이음, 2010),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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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16:23 16:25 16:27 16:29 16:31 16:34

역명 당고개역 상계역 노원역 창동역 쌍문역 수유역

시각 16:36 16:38 16:40 16:43 16:45 16:47

역명 미아역
미아사거리

역
길음역

성신여대

입구역

한성대입

구역
혜화역

시각 16:49 16:51 16:53 16:55 16:56 16:58

역명 동대문역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충무로역 명동역 회현역 서울역

시각 17:00 17:02 17:04 17:06 17:09 17:12

역명
숙 대입구

역
삼각지역 신용산역 이촌역 동작역

총 신 대

입 구 역

(이수역

시각 17:14

역명 사당역

표 44.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사당역 간 열차 운행

시간표(http://map.daum.net/, 2015.4.27. 접속)

운행 시간표에 따라 역 승강장에 진입한 열차에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이 하차하고 새로운 승객이 승차하는 일이 완료되면 전동차는

다음 역을 향해 출발한다.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경우, 서울

시내 구간은 역간 소요 시간이 대체로 2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위

표 참조) 이는 승객과 전동차의 결합체가 역에서의 승하차와 함께

변화하는 주기가 대체로 2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역을 출입하는 승객들은 대체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도시철도망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역

에서는 승객들이 공유된 규칙을 따르고, 공통된 시각적, 청각적 신

호로 의사소통하며,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상호작용하는 신뢰에 기

초한 대중이 될 것을 요구하는 처방이 적용된다.358) 그렇듯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신뢰에 기초한 대중이 되도록 요구하는 대표적인 처

방은 바로 여객운송약관과 같은 규범들이다. 아래와 같은 서울 도시

철도 공사의 여객운송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제3항은 승객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얼마나 세세하게 짜여 있는가를 보여준다.

358) 신뢰에 기초한 대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존 어리 지음 ; 강현수·이희상 옮

김, 『모빌리티』(아카넷, 2014), 117쪽 참조



- 189 -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359)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

객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열차 내에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

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

가 있는 경우

-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

부하는 경우

-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

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공중이 이용하는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

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흡연이 금지된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직원의 허락 없이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하

거나 배포하는 행위

- 직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오물을 버리

는 행위

359) 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http://www.smrt.co.kr/main/publish/view.jsp?menuID=001001005002001, 2015. 04.

2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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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역을 처방의 공간으로서 구성하는 데 작용하는 것은 비단 승객의

행위를 규제하는 여객운송약관과 같은 불변의 가동물(immutable

mobile)만이 아니다. 기관사, 역무원, 지하철보안관,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들을 비롯한 승객과 전동차를 비롯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

자를 통제하는 인간행위자들이 여객운송약관과 같은 불변의 가동물

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기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역무원의 경우 1974년 8월 15일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이

처음 개통된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된 서울지하철 역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역내 질서유지)에 따라 “1. 역내 범죄의 방지에 노력한다, 2.

역내 잡상행위 게시물의 임의부착 및 연설행위 등을 방지한다, 3.

위험물, 휴대제한품 등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가

지고 승차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부랑아 등 무단출입자가 없도록

한다” 등 전동차 내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끔 규정

되어 있었다.360) 2011년 9월 이후 서울 도시철도망에서 활동한 지하

철보안관의 경우에도 “1. 이동상인, 취객, 노숙인 등 무질서 행위자

단속, 2. 전동차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및 현행범 검거시 경찰 인

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361)

역 구내의 안내방송 스피커나 CCTV, 도시철도 노선도, 각종 경고

표지나 지시문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 역시 역을 처방의 공간으로

360)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871쪽

361) https://traffic.seoul.go.kr/archives/1814 (2015.04.2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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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존재들이다. 안내방송 스피커는 역내 승객들에게 중요한

공지사항을 알리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CCTV는 승객들의 행위를 감시하면서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

할 경우 역무원 등이 이를 보고 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이다.

도시철도 노선도는 승객들이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와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면서 역에 진입하

는 열차 중 어떤 것을 타야하는지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비인간

행위자이다. 승강장에서 전동차가 진입하는 선로 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란선과 같은 경고 표지나 지시문은 승객이

안전을 위해 금지된 특정 행위를 하지 말도록 유도하는 비인간 행

위자이다.

이러한 안내방송 스피커, CCTV, 도시철도 노선도, 각종 경고 표지

나 지시문 등은 기관사나 역무원, 지하철보안관, 경찰 등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인간 행위자들이 다른 업무 – 예를 들면, 기관사는 안

내방송이 아닌 전동차 운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인간 행위자로서 기능한다. 그 점에서 안내방송

스피커, CCTV, 도시철도 노선도, 각종 지시문 등은 인간 행위자들

의 행위를 직권위임(delegation)을 통해 수행하는 존재로서 일종의

‘잠자는 역무원’, ‘잠자는 지하철보안관’, ‘잠자는 경찰’이라고 볼 수

있다.362)

이처럼 승객과 전동차 등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열차

운행시간표나 여객운송약관, 안내방송 스피커나 CCTV, 도시철도 노

선도, 각종 경고 표지나 지시문 등 처방에 따라 행동하면 역은 처방

의 공간으로 유지된다. 처방의 공간으로서의 역은 안정적인 행위자-

네트워크로 존립할 수 있다.

362) 직권위임(delegation)이란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 행위자가 했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면서, 이를 통해 인간 행위자의 역할을 바꾸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징과 사물의 경계를 교차하는 것’(crossing the boundary between signs and

things)으로도 불린다. 직권위임(delegation)에 대해서는 Bruno Latour,

Pandora’s Hope(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 185-190 ; 홍성욱, “브루노 라투어, 기술, 그리고 ANT”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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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항상 처방에 따라 행

동하는 것은 아니며, 처방에 따른 행동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이렇듯 행위자들이 처방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예기

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경우 역의 안정성은 흔들리게 된다.

역이 다시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필요로 하게 된다. 처방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관계가 변화되는 네트워크로서의 역은 더 이상

처방의 공간이 아니라 협상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협상을 통해 역이 이전처럼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작동하게 된다

면 역은 다시 처방의 공간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협상을

통해 변화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배열

이나 규범, 문서 등이 산출된다면 이는 새로운 처방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절에서는 역을 처방의 공간이 아니라 협상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인 승강장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스크린도어의 사

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크린도어의 설치 및 새로운 위험의

등장을 살펴보면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 사이를 오가는 유동적

인 네트워크로서의 역의 특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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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의 공간’로서의 역 : 스크린도어와 위험을

중심으로363)

2.1.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

선로 추락사고 : 승객과 전동차의 ‘목표의 번역 혹은 교란’

도시철도 역은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많은 인간

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의무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이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은 승객은 역을

통해서만 전동차를 타고 내릴 수 있고,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고나 고장 없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싶은 전동차는 노선상의

출발역에서 종착역 사이의 역에서 정차를 거듭한 이후에야 운행을

마치고 차량기지로 회송되어 수리와 정비를 받고 보존될 수 있다.

매출과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주요 수입은

역에서 승객들이 결제하는 운임으로부터 나온다.

역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기입, 번역되는 의무통과점이

지만 항상 역을 통과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이 성공하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을 통과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이

실패하면서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가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한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가 해체될 수 있

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역 승강장에서 벌어지는 승객 추락이나 투

신자살 사고가 생겼을 때 나타난다.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한 승객

이 전동차에 치여서 죽거나 다치면 사고를 수습할 때까지 도시철도

363) 제4장 제2절은 2016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외소액과제의 지원을 받

아 작성된 연구보고서 김성원, “서울 도시철도망의 위험 : 스크린도어 사례 연

구”(미발표 원고) 제4장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작성을 지

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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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행위자-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해

체되는 것이다. 이는 전동차와 승객이라는 두 행위자가 각각 존재했

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목표가 전동차와 승객이 결합했을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목표의 번역 혹은 교란’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승객이 음주 등으로 인사불성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하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 역 승강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선로

로 추락할 일이 없고, 전동차도 차량 기지에 있으면 운행 중 사고나

고장을 겪을 일이 없지만, 역 승강장으로 승객이 들어오고 역 내 선

로로 전동차가 진입해서 승객과 전동차라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결합체가 형성되면 선로로 추락한 승객이 전동차에 치어서 죽는다

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364)

이렇듯 승객과 전동차 사이의 관계 변화를 통해 가능해지는 선로

추락사나 투신자살 등 새로운 제3의 목표 구현이 도시철도 행위자-

네트워크의 해체를 초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종 처방

(prescription)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승객들이 탑승하는 승강장 가

장자리에 노란 선을 그어 놓고 역사에 부착된 각종 안내문이나 안

내방송 등을 통해 안전선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처방(prescription)이다. 역무원이 승강장을 순회하면

서 선로로 추락하거나 뛰어드는 승객이 없도록 유의하는 것 역시

처방(prescription)이라고 볼 수 있다.365)

하지만 노란선, 안내문, 안내방송, 역무원의 승강장 순회 등을 통해

기입(inscription)된 처방대로 항상 승객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행위

자는 네트워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할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술에 취해 경고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선로에 추

락하거나 자살하려고 선로에 갑작스레 뛰어드는 일은 언제든지 발

생할 수 있다. 설사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는 승객이

364) Bruno Latour, Pandora's Hope: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 184

365)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이음, 2010),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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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계

철도
교통
사상
사고

33 39 38 39 26 30 1 2 2 1 1 212

표 45. 서울메트로 철도교통사고

발생현황(2004년~2014년)(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2쪽 표 3 참조)

라 하더라도 선로에 추락하여 전동차와 충돌해 사망할 수 있는 위

험은 존재한다. 누군가 앙심을 품거나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이 노란

선 바로 바깥에 서 있는 승객을 선로로 밀어내 버리거나, 승강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다가 인파에 밀려 선로로 떨어지

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366)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걸쳐 서울 도시철도망에

서 발생한 선로 추락 사고는 역 승강장에서 승객과 전동차의 관계

가 항상 처방(prescription)대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고 볼 수 있다. 2009년 말 스크린도어가 서울 도시철도망의 모든 역

에 설치되기 전까지 서울메트로에서 관장하는 서울 지하철 1-4호선

에서만 연평균 30명을 상회하는 사람들이 선로 추락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아래 표 45 참조)

이처럼 승객과 전동차의 결합이 선로 추락사고라는 새로운 목표의

번역을 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도시철도망에 새로운 행위자를 도

입하는 처방(prescription)을 내리려는 움직임이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PSD)를 도입

하여 전동차 승하차를 제외하고는 승강장과 선로를 공간적으로 격

리시키는 해법이 등장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선로 추락사고에

366)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

규명위원회, 2016),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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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등은

한 목소리로 스크린도어의 도입을 촉구했다.367) 또한 법원에서도 작

업 중 승강장에 선로로 추락하여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은

도시철도공사 노동자의 산재배상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스크린도어

설치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368)

그렇지만 스크린도어라는 새로운 행위자의 도입이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기존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

한 성찰은 부족했다. 그 때문에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 건설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기입과 번역이 스크린도어 도입을

추진했던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행위자-네트워크의

유동성은 더욱 제고되었다. 이러한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의

유동성 제고는 스크린도어의 정체성이 다중화 된 것에서부터 나타

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겠다.

스크린도어 : 서울 도시철도망의 새로운 의무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2000년대 초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울 도시철도망의 주

요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2003년

10월 22일 유진메트로컴이 민자사업 방식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제

안한 이후, 2004년 12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2호선 12개

역에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

하기로 하는 계약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 스크린도어

도입의 시초였다. 또 2006년 12월에는 1호선 3개역, 2호선 6개역, 3

호선 2개역, 4호선 1개역 등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

367) 같은 글, 10쪽

368) 2004나81408 (2005.6.28. 서울고등법원),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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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결되었다. 2004년 12월 계약에서는 2006년 2월 9일부터 2028년

2월 8일까지 22년간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기로 했고,

2006년 12월 계약에서는 2007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9일까지

16년 7개월 간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이 끝난 후에는 스크린도어 설비는 서울메트로에 기부채납되는

조건이었다.369) 2006년 9월 이후 서울메트로는 2009년 12월까지 유

진메트로컴이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97개 역에 대해 자체발주를 통

한 스크린도어 도입에 나섰다.370)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도 2004년부

터 2009년까지 자체 발주로 총 157개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

하였다.371)

이러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설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다. 서울 메트로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에 따른

민자 사업과 재정 사업을 포함하여 시공이 진행된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2498억 6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372) 서울

도시철도공사 역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1794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373) 양대 공사에서 지출한 스크린도어 시공 예산

은 총 4293억 4300만원이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스크린도어는 그 자체

로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연관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

다. 전동차, 승객을 비롯한 도시철도망의 여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가 기입되고 번역되어 스크린도어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

도시철도망의 스크린도어를 구성하는 행위자들과 그들의 이해관계

를 엔지니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었다.(아래 표 46 참

369)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33-34쪽

370) 같은 글, 38-39쪽

371) 같은 글, 163-164쪽

372)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

규명위원회, 2016), 11쪽 <승강장안전문 설치 개요 및 경위> 참조

373)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63-164쪽 <표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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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이해관계

스크린도어

센서
고장과 사고 없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스크린도어

모터
고장과 사고 없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스크린도어

가동문
고장과 사고 없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스크린도어

비상문
고장과 사고 없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스크린도어

고정문
고장과 사고 없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스크린도어

제어부
고장과 사고 없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승객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

전동차
고장과 사고 없는 주행.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기관사 고장과 사고 없이 1편성 운행 완료

역무원 역 내부에서 사고 없이 승객들의 원활한 승하차 진행

정비공 스크린도어의 고장 발생 감소 및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

관제사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

승강장 고장과 사고 없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신호시스템 고장과 사고 없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통신시스템 고장과 사고 없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전력시스템 고장과 사고 없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한 보존

도시철도

운영기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공사 등)

사고 없는 원활한 도시철도 운영을 통한 매출, 수익 증대

스크린도어

제작업체
스크린도어 판매를 통한 매출, 수익 증대

스크린도어

관리업체

스크린도어 관리를 통한 매출, 수익 증대. 광고 유치를 통한

매출 수익 증대(유진메트로컴 등 일부 업체 한정)

서울시 시민의 대표성 유지, 조직의 보존·유지

서울시의회 시민의 대표성 유지, 조직의 보존·유지

중앙정부(국토

해양부 등)
국민의 대표성 유지, 조직의 보존·유지

국회 국민의 대표성 유지, 조직의 보존·유지

표 46. 서울 도시철도망 스크린도어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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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스크린도

어 행위자-네트워크는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스크린도어의 높이는 지하역사

의 경우 승강장의 발판에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에 맞춰서 디자인

되었다. 또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범위는 역 승강장의 길이에 맞

춰서 결정되었다. 스크린도어의 가동문 개수 및 위치 역시 서울 도

시철도망 전동차의 한 측면 당 출입문 개수 및 위치에 맞춰서 디자

인되었다. 승강장과 전동차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스크린도어의 규격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스크린도어는 서울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의 새로운 의

무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으로 부상했다. 위 표에서 언급되

는 스크린도어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크린도어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객은 스크린

도어를 통과해야만 전동차를 승차, 또는 하차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전동차 역시 역에 진입한 후 스크린도어의 위치와

전동차 문의 위치를 일치하게끔 정차해야만 승객의 승하차 완료 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기관사, 역무원, 정비공, 관제사 등

스크린도어 운용과 관련한 모든 노동자들은 스크린도어가 고장 없

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를 통해야 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의

기입과 번역이 항상 스크린도어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의도대

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구의역 사고와 같이 스크린도어의 설

치에도 불구하고 전동차에 치어 사망하는 참극부터 시작해서 승객

이나 옷, 가방이 스크린도어에 끼이는 사고가 계속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번역되는

것은 스크린도어의 표준이나 규격, 설계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났다. 아울러 스크린도어에 다중적인 정체성이

부여되고, 네트워크의 경계가 유동적이고 모호하게 구성되는 현상도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위자-연결망의 구성의 결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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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스크린도어 출입문까지의 최소거리

2.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승객의 끼임 감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설

치

3. 스크린도어 재질

4.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스크린도어 출입문 수동개폐 가능한 구조

5. 승강장의 구조와 승강장 바닥구조물의 강도 고려

표 47. 승강장안전문 설치 기준

난 것이 스크린도어의 위험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2.2. 스크린도어의 위험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의 다중적 정체성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에 개재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

계는 스크린도어의 규격과 설계를 통해 기입(inscription)되었다. 기

입된 승객과 전동차, 승강장의 이해관계는 스크린도어의 높이나 너

비와 같은 수치와 재질, 기능, 설비 등으로 번역되어 나타나는데, 그

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 2’는 스크린도어 설치 기

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374)(아래 표 47 참조)

스크린도어의 설치 개수 역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기입되어 번

역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 한 역사의 한

쪽 방향 승강장에는 전동차 한쪽 측면에 4개의 출입문을 가진 10량

편성 열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총 40세트(차량수 10량×차량당 4개

출입문)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대식 승강

374)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31쪽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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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지닌 역은 상행선과 하행선마다 각각 하나씩 2개의 승강장이

있고, 섬식 승강장을 지닌 역도 승강장은 상하행선 선로 사이 한 군

데밖에 없지만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측면은 2개로 나뉘기 때문에

역당 총 80세트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셈이다.375) 이러한 스크린

도어의 너비는 210cm, 높이는 200cm이다.376)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에 기입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는 스

크린도어 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서울 도시철도망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경우 전동차

한쪽 측면에 4개의 출입문을 가진 열차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10

량 편성 전동차가 운행되는 역은 승강장 한쪽 방향마다 40세트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이렇듯 40세트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에

서는 전동차 한쪽 측면에 4개의 출입문을 가진 전동차가 아닌 3개

의 출입문을 가진 전동차나 5개의 출입문을 가진 전동차가 진입하

여 운행할 수 없게 된다. 3개의 출입문을 가진 전동차가 운행되려면

10량 편성 기준으로 30세트의 스크린도어가, 5개의 출입문을 가진

전동차가 운행되려면 같은 편성 기준으로 50세트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야만 승객들이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철도 회사가 선로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규격의 전동차 - 3개의 출입문을 가진 전동차, 4

개의 출입문을 가진 전동차 등등 -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스크린도

어를 설치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동차는, 자신의

이해관계 기입을 통해 스크린도어 센서, 모터, 가동문, 고정문, 비상

문, 제어부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자를 규정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스크린도어의 구성에 따른 결과로서 규정된다.

이렇듯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의 건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

375) 같은 글, 31쪽

376) 민경윤, 손영진, 박근수, “수동운전(ATS) 구간에서 PSD 적용 기술의 성공적

요인 분석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0:1(2007), 57-66쪽



- 202 -

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변화를 통해 상호 간의 정체성을 규정하

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설된 서울 도시철

도망의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PSD)는 ‘승강장안전문’이

라는 번역에도 불구하고, 오직 안전문으로서의 정체성만 지니고 있

지 않았다. 스크린도어는 ‘승강장안전문’ 외에도 크게 2가지의 복합

적인 정체성을 추가로 더 지니고 있는 네트워크였다.

스크린도어는 우선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의 이해관계인 ‘시민의

대표성 유지, 조직의 보존, 유지’라는 목적을 번역한 정치적 상징물

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2015년도 서울메트로가 관장하는

지하철 1-4호선의 수송 연인원은 15억 1487만 1807명이었고, 서울도

시철도에서 관장하는 지하철 5-8호선의 수송 연인원은 9억 7000여

만명이었다.377) 서울시 산하 양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한 해에

수송하는 승객이 도합 24억 8487만여명이었는데, 그들 상당수는 서

울시장과 서울시의원을 선출하는 유권자이기도 했다. 이렇듯 서울

도시철도망을 이용하는 시민들 다수는 스크린도어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300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경부선 신길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체 응답자의 88%가 스크린도어 설치에 찬성했다.378) 서울시나 서울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계속 대표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보존, 유지

를 꾀하기 위해서 스크린도어 설치에 적극 나설만한 동기는 충분했

던 셈이다.

377) 서울메트로(www.seoulmetro.co.kr), 2015년+1_12월+수송실적[1].xslx ; 서울도

시철도공사(http://www.smrt.co.kr/main/index/index001.jsp), [160215_석간]서울

지하철 5~8호선,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은_(홈).hwp

378) 김상운, 성기창, 강병근, “지하철 역사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도입에 관한 연

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0:2(2004), 57쪽 <표 17> 스크린도어와 자동

발판의 설치에 대한 찬성여부 참조. 이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남녀 각각 150명으로 1:1이었고, 응답자의 연령 구성은 10대 4%, 20대 58%, 30

대 20.3%, 40대 이상 12.7%이었다. 같은 글, 56쪽 참조. 경부선 신길역(수도권

전철 1호선 신길역)은 코레일 관장 역사이긴 하지만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신길

역과 환승되는 역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은 다수가 서울시민이고,

도시철도 5호선으로부터 환승한 승객도 상당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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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시험 -> 단동시험 -> 연동시험 -> 종합시험 -> 현차시험

표 48. 스크린도어 설치 후 진행해야 할 5단계 시운전(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

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59쪽 <표 75>)

이 때문에 서울 도시철도망에서 스크린도어는 2004-2009년 사이

단기간에 걸쳐 전체 모든 역사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서울메트로에

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시행된 97개 역에서의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

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선

거기간 중 2009년 말까지 스크린도어를 조기에 설치하겠다는 공약

을 내걸었기 때문에 2009년 하반기 스크린도어 시공업체 2개가 부

도가 나는 상황에서도 설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379)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스크린도어 설치 후 진행해야 할 5단계 시운전도 제대

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아래 표 48 참조) 특히 2009년 말에 준

공된 역사에서는 실제로 임시열차를 투입하여 스크린도어를 작동하

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재현하여 점검하는 현차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예정했던 스크린도어 설치 마감 시한을 지

킬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생략하면서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점

검도 미비해졌다고 한다.380)

스크린도어는 또한 광고 수익 창출,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에 따른

매출 및 수익 창출, 역무원이나 안전요원의 인건비 부담 절감을 통

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 절감 및 운영수지 개선 수단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서울 도시철도망에서 본격적으로 스크린도

379)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진상조사단 조사보고서 첨부 요청 사항’”(2016.8.). 구의

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

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59쪽에서 재인용. 구의

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

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38쪽

380)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59-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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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 2차 선정

사업명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

서울역(1), 시청, 명동역 등 12개

역 스크린도어 설치, 제작 및 운영

사업

운영기간 2006.2.9.~2028.2.8.(22년간) 2007.11.10.~2024.6.9.(16년 7개월간)

운영역명

(총 24개 역)

강남, 교대, 선릉, 사당, 합

정, 신도림, 을지로입구, 을

지로4가, 영등포구청, 삼성,

이대, 강변 등 2호선 12개

역

서울역, 시청, 종로3가 등 1호선 3

개 역, 홍대입구, 역삼, 건대입구,

동대문운동장(현 동대문역사문화공

원), 잠실, 신설동 등 2호선 6개

역, 교대, 양재 등 3호선 2개역, 명

동 등 4호선 1개역

입찰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

약)

경쟁에 의한 공개모집

(협상에 의한 협약)

총사업비 42,769백만원 45,103백만원

스크린도어

사업비
31,754백만원 30,100백만원

1개 역사당

스크린도어

사업비

2,646백만원 2,509백만원

표 49. 유진메트로컴의 스크린도어 계약 내용(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34쪽 <표4> 참조)

제6장 광고에 관한 사항

어를 설치한 계기가 되었던 2004-2006년 유진메트로컴에 의한 BOT

방식의 민자 스크린도어 사업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에 따른 대가로 해당 역사의 스크린도어 광고 독점권을 획득하였다.

유진메트로컴이 운영하는 24개 역사에서의 스크린도어의 경우 전체

면적 중 33% 미만의 공간에 대한 광고권을 따낸 것이다.381)(아래

표 49, 표 50 참조)

381) 같은 글,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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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광고권)

1. “을”은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사업시설

중 승강장 스크린도어 전면의 일정 부분 【전체 승강장 스크린도어 면적의 33%

이내로서 설치 위치는 부록4(광고물 설치 및 운영 계획)과 같다】에 광고물을

게첨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표 50. 서울메트로-유진메트로컴 간의 민자사업 1차 실시협약서 중 일부(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35쪽 <표5> 참조)

비
상
문

가
동
문

가
동
문

고
정
문

고
정
문

가
동
문

가
동
문

비
상
문

비
상
문

가
동
문

가
동
문

고
정
문

O-3 O-2 O-1
표 51. 스크린도어 고정문, 가동문, 비상문 모식도

그 결과 서울 도시철도망에서 스크린도어를 처음 설치한 유진메트

로컴은 가동문 이외에 최대한 비상문을 줄이고 광고판을 놓을 수

있는 고정문을 늘리는 방향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 했다. 2004

년 5월부터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 사이에서 진행된 협의에서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1량 당 8개의 비상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반면, 유진메트로컴은 1량 당 2개의 비상문 설치를 요구했다. 이

협의 결과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은 전동차 1량 당 4개의 비상

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했고, 이러한 스크린도어 설계는 이후 서

울메트로가 자체적으로 발주한 모든 스크린도어의 기본 규격이 되

었다.382)(아래 표 51, 그림 26 참조)

382)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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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사진(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14쪽)

구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스크린도어

고정문
9,444 800 3,964 2,600 2,080

이렇듯 스크린도어 가동문 좌우측 모두에 비상문이 설치되지 않고,

한쪽 측면은 고정문이 설치되면서 광고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데

활용된 광고판 역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전체

121개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9,444개의 고정문 중 2,640개에

광고판이 설치되어서 2015년 약 70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렸다.383) 또

한 민자 스크린도어 설치 및 운영 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의 경우에도

서울메트로와 계약 당시 9.09~9.14%의 높은 사업 수익률을 보장받았

다.384) (아래 표 52, 53참조) 2015년의 경우 유진메트로컴은 광고수

입으로 475억의 매출을 올리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10% 이상인

55억원의 순이익을 얻었다.385)

383)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

규명위원회, 2016), 114-116쪽

384)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90쪽

385) 같은 글, 15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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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 수 2,640 220 1,204 580 636

표 52. 스크린도어 고정문 수 및 광고판 설치 현황

cf) 고정문 상부 구동부에 설치된 민자역 동영상 광고판(104개) 제외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15쪽 <표 52> 참조)

구분
2014년 2015년

계 조명 동영상 계 조명 동영상

고 정 문

광 고 판

의 광고

수익

6,555 5,835 720 7,141 6,301 840

표 53.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광고판 광고 수익(단위 :

백만원)(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16쪽 <표 54> 참조)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수단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스크린도어의

특성은 시공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서울메트로 자체 재정사업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97개 역의 경우 최저가 낙찰을 유도하여 유진

메트로컴의 1개역 당 시공비용 42억원의 1/2~1/4밖에 안 되는 수준

의 저가 시공이 잇따른 것이다.386) 그 결과 스크린도어 시공업체 중

저가 낙찰로 인해 부도가 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아래 표 54 참

조)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도 스크린도어 시공 계약은 거의 최

저가 낙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아래 표 55 참조)

386) 같은 글,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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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사업명

역사

수

계약

업체

발주금

액(백

만원)

낙찰

률

(%)

계약금

액(백만

원)

낙찰자

결정방

법

비고

계 90

1

동대문

⓵역
등

5개역P

SD제

작구매

설치

5
서윤

산업
11,692 65.86 7,700

기술·가

격분리

동시입

찰

부도로

동작역

타절

2

종합운

동장역

등

2개역

PSD

제작구

매설치

2
현대

E/V
4,541 72.62 3,297

기술·가

격분리

동시입

찰

3

종각역

등

20개역

PSD

제작구

매설치

0
서윤

산업
33,560 65.00 21,814

기술·가

격분리

동시입

찰

부도로

타절

22
현대

E/V
24,220 - 21,620

수의계

약

충무로 ⓷,
⓸역

설계변경

추가

4

충정로

역 등

13개역

PSD

제작구

매설치

2
Pss-

Tech
17,641 72.67 12,820

기술·가

격분리

동시입

찰

부도로

타절

13
삼중

테크
13,517 - 13,020

수의계

약

총신대입구

역,

창동⓸역
설계변경

추가

5 창동⓸ 5 Pss- 8,562 - 8,560 수의계 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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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

9개역

PSD

제작구

매설치

Tech

약

(신제품

인증)

타절

6

신천역

등

20개역

PSD제

작구매

설치

22
삼중

테크
30,258 84.28 25,500

협상에

의한

계약

한성대입구

역,

숙대입구역

설계변경

추가

7

청량리

역 등

15개역

PSD

제작구

매설치

15
현대

E/V
21,454 83.03 17,814

협상에

의한

계약

타절된

동작역

재발주

8

서초역

등

4개역

PSD제

작구매

설치

4
현대

E/V
5,184 84.99 4,406

협상에

의한

계약

9

신도림

지선

PSD

제작구

매설치

및

기타

PSD

보완설

치

1
삼중

테크
1,691 81.49 1,378

적격심

사

표 54. 서울메트로 자체발주 스크린도어 시공 계약 현황(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39쪽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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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수
시 공 업

체

시기 및

방법

계 약 금

액

역당 계

약금액

승 강 장

당 계약

금액

1

5호선

김포공

항역

1역

(2승강장

)

경일환

경산업

2004

조달청
1,437 1,437 719

2

5호선

우장선

역 등

4역

4역

(8승강장

)

동양에

이엔아

이

2004

조달청
4,127 1,032 516

3

7호선

수락산

역 등

20역

20역

(44트랙)
포스콘

2007

일반경

쟁

27,270 1,364 620

4

5호선

방화역

등 27역

27역

(56승강

장)

삼성에

스디에

스

2007

일반경

쟁

32,868 1,217 587

5

5, 7호선

마장역

등 38역

38역

(82승강

장)

지에스

네오텍

2008

일반경

쟁

49,500 1,303 604

6

6호선

봉화산

역 등

38역

38역

(76승강

장)

현대엘

리베이

터

2008

일반경

쟁

44,910 1,182 591

7

8호선

암사역

등 20역

20역

(39승강

장)

6개

업체

2009

수의계

약,

지명경

쟁

19,368 968 497

표 55. 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 계약체결 현황(단위 :

백만원)(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63-164쪽 <표 76>)

이렇듯 스크린도어는 단순히 ‘승강장안전문’으로서의 정체성만 갖

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해서 조직을 보존, 유지해야 하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상징물,

스크린도어 제작 업체, 스크린도어 관리 업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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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비용 절감 및 매출과 수익 창출 수단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

다. 이러한 스크린도어의 다중적인 정체성은 스크린도어 시공 과정

및 디자인 등 행위자-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이해관계 기입과 번역

양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다중적인 정체성을 지니며 건설된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에

서는 행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목표의 번역’을 보이는 모습도 나

타났다. 특히 기술 표준의 부재는 스크린도어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의 이해관계를 ‘문법 없이’ 번역하는 상황까지 도래하는 요인이 되

었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렇듯 예상하지 못한 행위자 이해관계의 번

역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술 표준의 부재와 부실공사 : ‘문법 없는’ 스크린도어 행위자-

네트워크의 번역

2004-2009년 사이 단기간에 서울 도시철도망의 모든 역사에 설치

된 스크린도어는 2015년까지 관련 기술표준이 없었다.387) 특히 스크

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 비인간 행위자인 “장애물

검지 센서, 구동모터, 개별 제어반 등 부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기

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설계 과정에서도 “부품별 성능 및 설치

방법, 진동과 충격 시험 등에 대한 시방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

았다.”388)

기술표준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기입하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문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센

서와 모터 등 스크린도어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에 대한 표준이 명

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기입 및 번역

이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387)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54쪽

388)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

규명위원회, 2016),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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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장치(차상) 장착, ATO 케이블 공사 및 ATO 위치 이설, 전창 급·배기 닥트

이설·보수 및 diffuser 보수, 스프링클러 신설, 전기실 변압기·고압케이블·변전소

용량 증설공사, PSD 설치 전·후 환경측정, 연단부 천장 등기구 이설, 천장 등기

구 회로분리, 승무원조작반 확성장치, 선로부등기구 설치, CCTV 시스템 공사,

선로부 차음판 철거, 화재감지기 이설, 승강장 안테나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 이

설, 경고등 재부착 및 이설, 모터카 사용료 징수, 역 구내 근무자 숙박비, SMS

발송 시스템, 승강장 승차위치 조정, 승강장 연단 구조보강

표 56. 스크린도어 설치 시 유진메트로컴에는 포함되었지만 예산사업에는 포함되

지 않은 영역(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

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52쪽 <표 68>)

주요사양 예산사업 유진메트로컴 사업

주기둥
각형 pipe+H 형강 조합

(분리형)
H형강(일체형)

Header Box
단순 커버 형강(내부

구조재는 철재 강관)

구조설계 반영 복잡

형상(100% 강화 AI)

Door sil 하부 채움재 없음
연단 구조 보강, 모르터

채움

출입문검지시스템 복제 개발

CCTV rack 복제 개발

또한 기술표준의 부재는 시공업체에 따라 서울 도시철도망의 각 역

사에 서로 다른 표준과 규격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음을 방증한

다. 실제로 서울메트로가 관장하는 지하철 1-4호선에서는 1개역 당

평균 42억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유진메트로컴이 24개 역에 민자로

설치한 스크린도어와 1개역 당 유진메트로컴 공사비의 1/2~1/4 수준

을 지출하며 재정사업으로 설치된 97개역의 스크린도어 시공 사양

과 내역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서울 도시철도망에 설치된 스

크린도어가 실제로는 제각기 서로 다른 표준과 규격을 갖추고 다른

시공 사양과 내역으로 구성된 다양한 ‘스크린도어들’이었음을 방증

하는 것이다.(아래 표 56, 표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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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접이식 도어 미적용 적용

안전표시 및 픽토그램 복제 개발

구동벨트 이탈 방지 풀리 없음 적용

구동부 커버 단판 디자인
Hollow core 이중벽

디자인(소음, 휠 방지)

구동부 커버 전광판 분리형 매립형

표 57. 스크린도어 설치 시 예산사업과 유진메트로컴 시공사양

비교(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52쪽 <표 68>)

구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적외선 에어리어 센서 포토센서
레이저

스캐너

적외선에어

리어센서

적외선

에어리

어센서/

포토센

서

스크린도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품들 역시 시공업체마다 제각기

다른 표준과 규격을 지닌 제품들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승객이 스

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여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애물 검지 센서의 경우 시공업체별로 국

내외 여러 제조사에서 만든 적외선 에어리어 센서, 포토센서, 레이

저센서 등 다양한 방식의 센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센서의 표준

중 방진(防塵)이나 방습(防濕)에 대한 품질 기준은 존재했지만 전동

차의 선로 진입에 따른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품질 기준은 존재하

지 않았다.389) 센서의 가격은 방식에 따라 1세트 당 5만 3천원에서

136만 1천원으로 다양했으며, 교체비율 역시 0.5%에서 49.8%로 천

차만별로 나타났다.390)(다음 표 58 참조)

389)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

규명위원회, 2016), 122쪽

390) 같은 글,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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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은성PSD(주)

재정
(주)유진메트로컴(민자)

은성PS

D(주)
자체 관리(직영)

제조

사

오디텍

(SA)

산일

전기

로

이

체

오

디

텍

(D

A)

산일/

오므

론

Yamata

k

BEA/

SICK

CEDES(스

웨덴)

오디텍/

오토닉

스

수량

(1세

트

2개)

3,290
2,99

6
810 328 469 287 1,378 9,661 1,750

최초

설치

시점

2006 2006
200

7

200

7
2006 2006

2012~

2016
2008

2013/

2005

세트

당

가격

(단

위 :

천

원)

236 292 570 150 53 - 1,361
328

(12빔)

236

(오디텍

)

IP등

급
66 65 65 66 65 65 65/67 65 66/64

진동

시험
- - - - - - O O -

충격

시험
- - - - - - O O -

교체

건수

(세

트)

1,134
1,49

3
9 30 10 2 1 259.5 9.5

교체

비율

(%)

34.5 49.8 1.1 9.1 2.1 0.7 - 2.7 0.5

표 58. 장애물검지센서 제조사별 품질 및 교체율 분석(기간 : 2013.1 ~

2016.5)(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23쪽 표 <62> 참조)

기술 표준도 없이 스크린도어를 2009년 말까지 최저가 낙찰 방식

으로 서둘러서 시공하면서 부실공사가 잇달았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시공이 완료된 이후인 2010년 4월 특명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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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부실시공 내역

사고 및 장애

2009년 1월~2010년 4월까지 사고 13건, 2010년 1월~4월까

지 장애는 1,812건 발생. 장애 주요원인은 스크린도어 출

입문 센서 감지 불량

부실시공(개선요구)

사항

3호선 금호역 수직천장판 상부보강 몰딩 일부 미시공, 뚝

섬역 스크린도어 비상문 고정상태 불량(흔들림)으로 비상

경보장치가 오작동 등 총 744건의 부실시공 및 개선요구

사항 적출

하자관리

2009년 5월 25일~6월 4일까지 발생된 하자 84건이 시공업

체 부도, 보증사측의 이의제기(하자불인정) 등으로 2010년

4월 현재 보수가 지연, 분소 특별관리 중

표 59. 2010년 서울메트로 부실시공 관련 특명감사 결과보고(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57쪽 <표 73> 참조)

호

선

지적

건수

천장

판

앵글

체결

상태

안내

표지

판

부착

시종

점부

화강

암마

감

열림

상태

구동

부덮

개틈

새

전선

조명

등이

설

CCT

V

모니

터카

메라

고장

표시

등오

작동

음향

경보

장치

오작

동

계 530 143 17 140 40 53 25 6 22 84

1 69 - - 49 - 11 4 4 1 -

2 100 12 2 25 2 1 4 1 1 52

3 237 112 15 30 21 7 11 1 19 21

4 124 19 - 36 17 34 6 - 1 11

표 60. 2010년 부실시공 관련 특명감사 결과보고 중 지적건수(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58쪽 <표 74> 참조)

에서 거대한 규모의 부실공사가 확인되었다.391)(아래 표 59, 표 60

참조)

이러한 부실시공 결과 서울 도시철도망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 이

후 고장과 장애가 빈발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서울

메트로에서는 총 121개 역에서 73,329건의 고장과 장애가 발생하였

391)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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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유진메트로컴

포함)

서울도시철도공사

관리역 수 121 157

2011년~2015년 73,329 15,751

역당 건수 606 100

표 61. 2011년 이후 스크린도어 고장·장애발생 현황(단위 : 개, 건)(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53쪽 <표 70> 참조)

장애

발생

순위

(주)PSS테

크

<타절>

(주)서

윤

산업

삼중

테크(

주)

(주)PSS

테크

(주)서윤

산업

<타절>

현대EV 민자

大 <-> 小

총

공사

기간

4개월 15개월 11개월 20개월 4개월
4-11개

월

14-18

개월

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총 157개 역에서 15,751건의 고장과 장

애가 발생하였다. 서울메트로 1개 역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 스크린

도어 고장 및 장애 건수가 606건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1개 역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 같은 고장 및 장애 건수 100건의 6배나 되었

다.392)(아래 표 61 참조) 이렇듯 빈발한 스크린도어 고장과 장애는

특히 최저가 낙찰 방식의 재정사업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서울

메트로 97개 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주로 설치기간이 짧고 시공비가

저렴한 역사들, 그리고 시공 중간에 도산으로 타절 준공된 역사들이

서울메트로 재정사업 구간에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393)(아래 표

62, 표 63 참조)

392)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53쪽

393) 같은 글,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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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비(억

원)

16.4-20.3 24.5 20.9 16.5 20 21.6 33.7

표 62.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제작사별 장애발생 순위(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40쪽 <표 9> 참조

설치업체 역사수 1개 역당 고장발생 건수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률
(%)2014 2015

디유에이
앤

아이
4 33.5 34.0 기술·가격분리 56.19

삼성SDS 27 25.0 23.0 협상에 의한 
계약 89.83

포스콘 20 22.7 23.4 협상에 의한 
계약 86.19

GS네오
텍 38 14.9 14.3 협상에 의한 

계약 83.53

현대EL 38 5.9 5.3 협상에 의한 
계약 81.07

표 63.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설치업체별 역당 고장발생

건수(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19쪽 <표 57> 참조)

결국 공사 수주를 위해 최저가 낙찰을 받은 후 기술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값싼 부품을 주로 사용하여 스크린도어

를 제작하고 시공한 업체들이 맡은 역사 위주로 고장과 장애가 빈

발한 것이다. 이렇듯 고장과 장애가 빈발한 것은 기술표준이라는

‘번역의 문법’도 없는 상황에서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가 서울

시와 서울시의회 대표성 획득 및 조직 보존, 유지를 위한 ‘정치적

상징물’로서의 정체성과 광고매출 및 이윤 제고, 인건비 부담 경감

등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수단으로서의 정체성 등 다중적인 정체

성이 부여되며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스크린도어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기입 및 번역이 스크

린도어 도입 논의 당시와는 다른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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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처방

(prescription)이 내려져야 했다. 빈발하는 고장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크린도어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 조정

을 위한 처방(prescription)이 효과적으로 내려진다면 스크린도어 행

위자-네트워크의 해체는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크린도어 행위자

-네트워크의 해체를 방지한다면 ‘승강장안전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을 터였다. 다음 소절에서는 과연 스크린도어를 구성하

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처방(prescription)이 내려졌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위자 관계 조정의 실패와 스크린도어의 위험

스크린도어의 설치는 서울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이었다. 새로운 행위자가 도

입되면서 이전까지 도시철도망에 존재했던 행위자들만으로는 불가

능했던 일이 스크린도어의 힘을 빌려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복합(composition)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394) 이러한 복합

(composition)을 통해 행위자들이 가능해진 일들 중에는 스크린도어

도입 논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포함된다.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아래 표 64 참조)

394) 복합(composition)은 한 행위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행위자의 힘을 빌려

서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섬나라에서 해외로 여행가고 싶은 사람이 혼자

서는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 여객기 티켓을 발권했는데, 해

외로 여행가고 싶은 사람과 여객기의 결합체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항의 힘을 빌려 여행객과 여객기의 결합체가 이륙하여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합(composition)이다. 여행객+여객기의 결합체가 공항과 또 결

합해 여행객+여객기+공항의 결합체가 구성되면 여행객+여객기의 결합체만으로

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 과정에서 인

간과 비인간 행위자 사이에 교환되는 역할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Bruno

Latour, Pandora's Hope: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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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고유형 비고

승객

스크린도어 끼임사고

비상상황시 열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갇힐 수 있음
스크린도어 고정문(광고판)

기 관

사

스크린도어 개폐 확인/오작동으

로 인한 업무 부담

밀폐/폐쇄감 증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상 구간

이 없어 위협요인으로 작용

역 무

원

스크린도어 개폐 감시 및 스크

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증가

유 지

관 리

작 업

자

센서 청소 및 점검 수리작업 시

스크린도어 안쪽 선로측 진입으

로 열차와 충돌 우려

새로이 발생된 순수 증가된 위협

표 64. 스크린도어 설치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3쪽 <표 5> 참조)

스크린도어의 설치에 따른 위험 중 승객이 겪을 수 있는 끼임사고

는 원칙적으로는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 센서에 이상이 없으면 방

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값싼 부품을 사용하여 짧은 기간 동안 부실

시공을 한 역사에서는 센서 교체율이 최대 49.8%나 될 정도로 고장

과 장애가 잇달았다.395)(위 표 58 참조) 이 때문에 승객의 신체 일부

분이 스크린도어에 끼거나, 옷자락이나 가방이 끼이는 사고를 완전

히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유지관리작업자가 센서 청

소 및 점검 수리 작업을 선로 측으로 진입하지 않고 승강장에서 수

행하는 것도 스크린도어의 구조 상 불가능했다. 광고판을 부착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문 쪽의 센서를 청소하는 작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선로 측으로 진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끼이는 사고를 장애물 검지 센서의 측정만으

로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고, 스크린도어 정비공 역시 선로측 작업을

395)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

규명위원회, 2016), 123쪽 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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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동차와 승객, 정비공 간의 충

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제어시스템

을 연동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스크린도어를 열고 정비공이 선로 측

으로 들어가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할 때 제어시스템을 통해

전동차의 역내 진입을 자동적으로 금지하거나 관제소의 통제를 통

해 전동차의 역내 진입을 막는 것이다. 또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끼

이는 경우에는 역무원 기관사, 관제소 사이의 통신을 통해 승객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동차의 발차를 중단하거나, 스크린도어에

사람이나 물건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어시스템과의 연동

을 통해 전동차 발차를 중단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 도시철도망에서는 전동차 제어시스템과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았다. 서울메트로가 관장하는 지하철 1-4호선

의 경우 ATS나 ATC 등 1970-80년대의 구형 열차제어시스템을 활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제어시스템

을 연동하여 스크린도어가 개방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열차의 역내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396) 서울도시철

도공사에서 관장하는 도시철도 5-8호선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기관사가 스크린도어의 개방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고, 관제소에서도 스크린도어 개방 여부

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서울도시철도

공사가 관장하는 도시철도 5-8호선의 157개 역 중 30개 역만이 스

크린도어 개방시 열차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세팅되어 있었을 뿐

이고, 나머지 127개 역은 스크린도어 개방시에도 열차의 역내 진입

이 가능한 상태로 세팅되어 있었다.397)

전동차 제어시스템과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연동은 또한 새로운 과

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전동차가 진입하려는 역의 스크린도어가 열려

396)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

규명위원회, 2016), 110쪽

397)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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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고장이 발생해서 연동된 제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차

했을 때, 신호시스템의 이상으로 역 진입을 앞두고 전동차가 대기

중인 폐색구간이 진입 허용 구간으로 잘못 표시되면 전동차 추돌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ATS와 ATO 제어시스템을 겸용하는 노선에서는 2014년

5월 2일 상왕십리역에서 벌어진 열차 추돌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전동차 제어시스템과 스크린도어 시스

템의 연동은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역사에 진입하지 못하는 전동차

가 신호 이상 때문에 후속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동차 제어시스템과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은 상황에

서 승객의 스크린도어 끼임 사고나 전동차와 승강장 측면에서 작업

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공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스크린도어 정비 매뉴얼을 확립하고 안전한 스크린도

어 정비 및 승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인 1조 작

업을 의무화 한다든가 스크린도어 정비공이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역무실에서 담당자에게 수리 사실을 알리고 받아야만 선로측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매뉴얼 등은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

워크의 해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처방(prescription)이라고 볼 수 있

다.398)

그렇지만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쏟아져 나온 이러한 매뉴얼들

은 처방(prescription)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듯

스크린도어 정비 매뉴얼이 처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가

장 큰 이유는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가 이해관계 번역을 전략

적으로 관장하는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도 없고, 행위자

들의 이해관계 번역을 매개하고 대표하는 대변인(spokesperson)도

존재하지 않는 해체되기 용이한 모호하고 불안정한 네트워크였기

때문이다.

398) 같은 글, 71쪽 <표 29> 승강장안전문 장애조치 절차 참조 ;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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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서울메트로

소계
외주 관리업체

은성PSD(주) (주)유진메트로컴

스크린도어

(개)
19,664 9,536 7,664 1,872

역사(개) 278 121 97 24

인원(명) 635 207 167 40

정비사업소

(개소)
18 4 3 1

표 65.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현황(2016.6.30. 현재)(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33쪽 <표 3> 참조)

- 기술본부(설비처) 전자관리팀 => 스크린도어의 기획 및 관리

- 기술본부(전자사업소) 전자팀 전자운영실 => 스크린도어 장애접수,

선로측 작업 승인 등 고장 장애 데이터 관리

- 기술본부(전자사업소) 승강안전문관리팀 => 스크린도어 기술개발 및

운영관리

- 기술본부(전자사업소) 전자관리소 =>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표 66.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관련 조직(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332쪽 <표 118> 참조)

서울메트로의 경우 스크린도어 정비는 2016년 6월 30일 현재 24개

민자 스크린도어 설치 역에서는 유진메트로컴이, 나머지 97개 재정

사업 스크린도어 설치 역에서는 은성PSD라는 외주 업체가 담당하

고 있었다.399)(아래 표 65 참조) 이러한 외주 업체와 협의하면서 스

크린도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메트로의 조직은 기술본부 소

속 전자사업소 산하 부서들이었다.400)(아래 표 66 참조) 서울도시철

도공사에서는 신호시스템을 정비하던 정규직 직원이 스크린도어 정

비 업무까지 맡아 수행하였다.401)

399)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33쪽 <표 3> 참조

400) 같은 글, 331쪽 <그림 31> 참조

401) 같은 글,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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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업무 담당

부서들은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의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설

비처 전자관리팀, 전자팀 전자운영실, 승강안전문관리팀, 전자관리소

등은 조직 체계 상 소속이 분리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려웠다. 또한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 등의 문제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역에서 스크린도어 장애를 접수하고 정비원에게 승강장 선로

측에서의 스크린도어 작업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 전자운영실의

경우, 원래는 교통카드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부서였다. 한

조에 3명씩 4조 2교대로 움직이는 전자운영실이 교통카드시스템의

유지 관리 외에 폭증하는 스크린도어 관련 업무 수행까지 전담하기

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때문에 역 구내에 마련된 전자운영실에

스크린도어 고장 및 장애 사항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비치해 놓고도

발생한 장애를 추후 확인할 수만 있을 뿐, 스크린도어 고장이나 장

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는 없었다.402)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신호시스템 정비 파트에 전가했는데,

그 결과 원래 수행해야 할 신호설비 점검업무조차 서울메트로에 비

해 점검주기가 길어질 정도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403)

서울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외주업체로 선정한 유

진메트로컴과 은성PSD도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의 계산의 중

심(center of calculation)으로 기능할 수는 없었다.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는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철도망의 시스템 운

영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였기 때문에

도시철도 운영 전반이 아닌 스크린도어 설치와 정비공 인력관리를

맡는 외주업체들이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으로 기능하는

것에는 한계가 많았다. 특히 은성PSD 같은 경우 2011년 서울메트로

402) 같은 글, 51-54쪽 ; 92-93쪽

403) 같은 글, 182쪽 ; 183쪽 <그림 23>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신호설비 점검

주기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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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력 감축과 외주화, 분사화를 통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서울

메트로 직원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업체였다. 사실상 서울메트로 전

적자들의 고용 보장 및 자체 채용 정비공의 인력 관리를 위해 설립

된 업체였을 뿐 스크린도어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

는 업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은성PSD는 서울메트로가 계약

을 통해 근로조건은 물론 경영권,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기업으로서

무늬만 도급일 뿐 사실상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였

다.404)

또한 은성PSD의 정비공들은 안전보다 전동차 정시운행을 중시하

는 서울메트로의 방침 앞에서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온전하게 기입(inscription)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체결한 용역 계약

에서는 스크린도어 고장 및 장애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을 해서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 당 0.25%씩 매월 지급대금에서 공제

한다는 조건이 명기되어 있었다.405) 게다가 서울메트로에서 은성

PSD의 정비공 필요 정원을 역사 당 1.2명 수준으로 계산하여 용역

대금을 지불하도록 계획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다.406) 이런 상황에서 은성PSD 스크린도어 정비공들은

매뉴얼을 준수하는 대신 시간에 쫓겨 혼자서 승강장 선로 측 작업

까지 감내해야만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려야 했다.407) 심지어 무려

80%에 이르는 은성PSD 스크린도어 정비공들이 과업지시서대로 작

업을 하지 못해 실제와 다르게 작업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408) 스크린도어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

해관계를 일차적으로 기입하는 중요한 행위자이자, 대변인이 될 수

404)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5-16쪽

405) 같은 글, 94쪽

406) 같은 글, 10쪽

407) 같은 글, 109-110쪽

408) 같은 글,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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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및

장소

사망자

구분
내용

성수역 사고

(2013.1.19.)
정비공

지하철 2호선 성수역4번 스크린도어 10-3지점에서

은성PSD 직원이 선로 측 센서 점검 중 출고열차

를 성수지선열차로 착각하여 대피하지 않고 계속

작업하던 중 열차와 접촉하여 사망

도 있는 정비공들이 실제와는 다르게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기입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는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전 10년 간 제대

로 된 선로 작업 안전 매뉴얼조차 생산하지 못했다. 매뉴얼에 명기

된 정비공이 선로 측 작업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부서가 어

떨 때는 PSD 설비팀, 어떨 때는 종합관제소, 어떨 때는 전자운영실

로 시시때때로 바뀌었다. 또한 어떨 때는 무조건 2인 1조 작업을 하

라고 했고, 어떨 때는 조건을 충족하면 1인 작업을 할 수도 있는 사

안이 있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2인 1조 작업을 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구분은 이렇다 하는 식으로 규정이 계속 바뀌

었다.409)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기입한 후 이를 번역하여 계산의 중심

(center of calculation)에서 행위자들의 상호 관계와 움직임을 조정

하기 위한 처방(prescription)을 생산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 스크린도어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

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를 비롯해 잇달아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공 사망 사고,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문 사이

에 낀 승객의 사망 사고였다.(아래 표 67 참조)

409)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

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1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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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입구역

사고

(2014.9.25.)

승객

4호선 총신대입구 상선 스크린도어 2-2지점에서

열차 출입문이 닫히는 중 뒤늦게 승차하려던 승객

이 지팡이를 열차 출입문에 끼워 잡고 있는 상태

에서, 승무원이 스크린도어 가동문의 열림상태를

인지하고도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로 끌려들어가

사망

강남역 사고

(2015.8.29.)
정비공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내선 스크린도어 10-2지점에

서 (주)유진메트로컴 직원이 선로측 센서 점검 중

진입열차와 접촉하여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

서울역 사고

(2016.2.3.)
승객

1호선 서울역 상선 스크린도어 9-1지점에서 열차

(코레일) 출입문이 닫히는 중 뒤늦게 승차하려던

승객이 쇼핑백을 열차 출입문에 끼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승무원이 스크린도어 가동문의 열림상태

를 인지하고도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열차

를 출발시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로 끌려들어

가 사망

구의역 사고

(2016.5.28.)
정비공

구의역 내선 스크린도어 9-4지점에서 은성PSD 직

원이 선로 측 센서 점검 중 진입열차와 접촉하여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

표 67.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점검 직원 및 승객 사고

사례(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상세)』(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6), 111쪽 <표 47> ; 112쪽

<표 49> 참조)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는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

이 없고,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행위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처방

(prescription) 역시 생산되지 못했다. 2013년 이래 2016년 5월 28일

까지 발생한 5차례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스크린도어 행위자-

네트워크가 얼마나 해체되기 쉬운 불안정한 네트워크인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아울러 이러한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의 유동성과

모호성, 불안정성의 증대는 서울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의 유동

성, 모호성, 불안정성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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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의 고장과 장애, 그리고 각종 사고는 전동차의 정시운행이나 승

객의 안전한 승하차 및 여행 등 스크린도어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실현이 생각만큼 원활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3. 소결

이 장에서는 ‘처방의 공간’으로서의 역과 ‘협상의 공간’으로서의 역

을 살펴보았다. 승강장을 비롯한 역의 구조물은 승객과 전동차 등

다른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번역되어 마련된 처방

을 통해 상호 구성되었다. 승강장 플랫폼의 길이나 역 내 전동차 진

입로의 높이는 전동차의 길이, 높이, 열차 1편 당 편성 차량대수 등

에 연관되어 도출되었다. 승강장 플랫폼의 폭이나 내부 계단의 폭과

같은 규격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기입·번역되어

산출된 각종 공식에 잠재적인 승하차 인원수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

하여 도출되었다. 구조물의 표준과 규격, 배열 등은 역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을 정렬하고 이해관계를 기입하는 데 작용하는 처방으로

기능하였다.

역에서 행위자들을 정렬하는 데 활용되는 또 다른 처방으로는 열

차운행시간표와 여객운송약관 등 다양한 규범들을 들 수 있다. 열차

운행시간표는 전동차와 승객들이 시간표에 맞춰 주기적으로 승강장

에 진입하고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객운송약관은 승객

들이 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규정한다. 이러한 규범들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역에는 역무

원, 기관사, 지하철보안관,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 등 다양한 인간

행위자들과 안내방송 스피커, CCTV, 도시철도 노선도, 각종 경고표

지나 지시문 등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이 승객의 움직임을 제어하

기 위해 기능한다.

그렇지만 역이 항상 ‘처방의 공간’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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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은 종종 처방과는 다르게 행동한

다. 이렇듯 역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처방과는 다르게 행동하면 역

은 불안정한 네트워크로 변화한다. 역이 다시금 안정적인 네트워크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새로운 협상이 이뤄질 필요

가 있다. 행위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관계가 변화되는 네트워크로

서의 역은 ‘협상의 공간’이라고 지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위자

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변화된 관계를 유지시키는 새로운 처방이

나타난다면, 역은 다시 ‘협상의 공간’에서 ‘처방의 공간’으로 전환한

다.

서울 도시철도망에서도 행위자들이 처방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례

가 잇달았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

각된 역 승강장 추락사고는 발생할 때마다 전동차 운행을 정지시키

면서 해당 도시철도 노선을 마비시키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

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역이 다시금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서는 행위자들이 새로운 협상을 통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역 승

강장에서 추락한 사상자를 구조·수습하고, 전동차 운행을 일시적으

로 중단시키고, 승객들이 사고 현장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

지하는 일 등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처방과는 다른 새로운

행위자들 간의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역이 승강장 추락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방의 공간’에서

‘협상의 공간’으로 전환하면서 그 효과가 파급되지 않도록 도시철도

망에 새로운 행위자를 도입하면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

킨 계기가 2004-2009년 사이 시행된 스크린도어의 설치였다. 스크린

도어와 전동차, 승객, 역 구조물과의 관계 변화와 스크린도어 도입

이전부터 존재했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변화는 역이 승강장 추락

사고에 따라 ‘협상의 공간’으로 전환하지 않고 새로운 처방에 의거

한 ‘처방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스크린도어의 도입 이후에도 역이 승객 또는 정비원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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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위자와 전동차와의 충돌 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를 통해

‘협상의 공간’으로 이행하는 일이 빈발하였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

철도공사, 스크린도어 정비 외주업체 등 그 어떤 기관과 조직에서도

스크린도어 행위자-네트워크의 계산의 중심을 확립하지 않고, 기술

표준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크린도어는 단기간에 부실공사와

불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스크린도어

와 정비 관련 매뉴얼은 안정적인 처방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 도시철도망의 역들은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 사이

에서 요동치면서 유동성과 모호성, 불안정성이 증폭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방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던 역이 ‘협상의 공간’으

로 전환하고, 다시금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처방을 생산하면서 ‘처방의 공간’으로 전환했다가, 또 다시 행위자들

이 처방과 달리 행동하면서 ‘협상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

타난 것이다. 승강장 추락사고 때문에 역이 ‘협상의 공간’으로 전환

하지 않고 계속 ‘처방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크

린도어를 도입했지만, 스크린도어의 도입도 역이 새롭게 ‘협상의 공

간’으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처방의 공간’과 ‘협상

의 공간’ 사이에서 요동치는 역의 면모를 명확하게 조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처방의 공간’에서 ‘협상의 공간’으로, ‘협상의 공간’에서 ‘처

방의 공간’으로 계속 전환되는 모습을 통해 역이라는 행위자-네트워

크에서 번역(translation)과 정화(purification)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처방의

공간’은 네트워크가 정화된 존재이고, ‘협상의 공간’은 새롭게 번역이

이루어져서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위자-네트워

크의 정화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첩경이 되고, 이렇게 번역되어 구성된 네트워크는 다시 정

화되는 번역과 정화의 밀접한 상호 관계를 살펴볼 때, 왜 역에서

‘처방의 공간’은 ‘협상의 공간’이 형성되는 첩경으로 작용하고,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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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 ‘협상의 공간’은 다시금 ‘처방의 공간’으로서 재구성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처방의 공간’과 ‘협상의 공간’이라는 양면적인 역의 면모는 서울 도

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가 행위자들의 연계성

이 강고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로서와 행위자들의 연계성이 미약하

고 언제든지 해체될 수도 있는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행위자-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로서의 서울 도시철도망이 단순히 강고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느슨하고 불안정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로 구성될 뿐만 아

니라,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자-네트워크의 강고함과

느슨함, 안정성과 불안정성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위자-네트워크들의 변화는 서울 도시

철도망이 전체 네트워크 차원과 개별적인 행위자 차원 모두에서 번

역과 정화가 교차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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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동차410)

전동차(electric car)는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자

이자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이다. 전동차는 전기 모터,

차축, 대차, 차체, 팬터그래프, 신호장치, 통신장치 등 오랜 시간 동

안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가 축적되어 구성된 비인간 행위

자들과 전문 교육을 통해 전동차 운전방법을 학습한 기관사와 전동

차 정비 방법을 학습한 정비사를 비롯한 수많은 인간 행위자들의

동맹이 없으면 구성될 수 없는 존재이다. 예를 들어 철도 표준 궤간

에 맞춰진 전동차 차축 상의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로마시대

까지 그 전통을 소급할 수 있는 18-19세기 영국 마차 궤간에서 유

래되는데, 이는 2천년에 걸친 시간 동안 마차에서 철도까지 수많은

공간에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수행한 행위가 응축된 게 전동

차의 표준궤간임을 방증하는 것이다.411) 또한 전력공급시스템을 통

해 외부로부터 전력이 공급되고, 신호통제시스템을 통해 속도와 전

동차 간 간격을 조정하고, 정해진 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제대로

운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동차는 도시철도망이 구성요소들의 밀

접한 연관을 통해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도 같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전동차가 어떻게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번

역하여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서울 도시철도망이 건설된

맥락을 살펴보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전동차가 도시철도망을 구

410) 제5장 제1절과 제2절은 201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외소액과제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구보고서 김성원, “한국 도시철도 기술제도사 :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기타연구 2013-03] 2013년 STEPI

Fellowship(국문) - 산·학·연 전문가/박사과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제

3장과 제4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작성을 지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411) H. Roger Grant, The Railroad: The Life Story of Technology(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200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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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다른 행위자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행위자라는 사실은, 역으로 전동차의 구성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른 행위자들과 도시철도망의 구성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실

마리를 찾아볼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인

전동차가 어떻게 강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동차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를 통해 1990년대 초반까지 전력 방식이나 통행 방식 등 비동질적

인 전동차의 표준이 도시철도망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이렇듯 전동차가 비동질적인 표준 하에서 노

선 별로 조금씩 다르게 구성된 까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전동차

구성의 ‘계산의 중심’이 부재했기 때문임을 보여줄 것이다. 2절에서

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서울 2기 지하철 사업

에 투입된 전동차들의 표준과 규격을 참조하면서 진행한 한국형 표

준전동차 사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전동차 구성의 ‘계산의 중심’이 정립되었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계산의 중심’의 정립은 한국의 철도차량 산업 분야

가 기술도입과 모방의 단계에서 점차 기술자립의 단계로 전환했음

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소결에서는 1990년대 초

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비동질적이고 느슨했던 전

동차 행위자-네트워크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보다 동질적이고 긴

밀한 네트워크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

하는 행위자들이 시기에 따라 네트워크의 느슨함과 긴밀함이라는

변수 사이에서 변화하는 존재임을 논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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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 이전의 전동차

1.1. 1990년대 초반까지의 전동차 도입과 비동질적인 표준

들

‘전류의 전투’ : 직류시스템과 교류시스템

서울 도시철도망은 대도시에서 건설된다는 특성 상 다른 인프라와

의 관계 설정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시철도망과 다른 인프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해관계의 충돌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시철

도망과 다른 인프라와의 상호 작용은 전동차의 표준과 규격에도 영

향을 미쳤다.

1970년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서울 도시철도망 계획안이 수립될 당

시 도시철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프라는 1899년 경인

선 노량진-인천 구간 개통 이래 한국의 중추적인 간선교통망으로

기능하고 있던 국영철도망이었다. 국철은 인적, 제도적, 물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서울 도시철도망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서

울시 지하철건설본부의 경우, 출범 당시 김명년 본부장을 비롯한 철

도 전문가들이 상당수 서울시 외부에서 영입되어 구성되었다.412)

1971년 9월 1일에는 교통부장관이 철도법에 의거하여 서울 지하철

1호선 사업면허를 교부하였다.413) 또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

호선의 경우, 서울역-청량리 간 지하철 구간과 경인선, 경부선(서울

역-수원), 경원선(청량리-성북) 일부 구간 전철화 구간의 직결 운행

을 실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존 국철의

412)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구술자료집 2 - 서울 나는 이렇게 바꾸

고 싶었다』, 98쪽 ; 이상문, “지하철 - 인맥·금맥의 내막”, 『정경문화』

1984.7., 305쪽

413) 이상문, 앞의 글,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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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규격이 상당 부분 준용되었다. 선로 궤간은 국철과 마찬가지

로 표준궤(1435mm)를 채택하였고, 전동차의 길이와 폭 등 차체 규

격 역시 수도권 국철 전철화 구간의 표준과 역 승강장 규격을 고려

하여 각각 19,500mm, 3,180mm로 정해졌다.414) 서울 도시철도망에서

운용되는 전동차의 구성에 국철의 표준과 규격이 영향을 미친 것이

다.

이렇듯 국철이 전동차의 표준과 규격의 결정 등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과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보다도 최초의 도시철도 건설 당시 기존 국철 이외에는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참고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선례가 없

었기 때문이다. 국철 전철화 구간을 제외한 서울 도시철도망 5개 노

선 모두를 관장하는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1970년 4월 서울 도시철

도 1호선 건설 결정 당시 시에 철도와 관련된 조직이 존재하지 않

았던 실정이었다.415)

이런 상황에서 서울역-청량리역 간 지하철과 수도권 국철 일부 전

철화 구간과의 직결 운행을 위해서는 표준과 규격이 호환되어야 하

고, 법과 제도, 각종 관행에서의 상충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1970년대 초까지 70여년에

걸쳐 형성된 강력한 국철의 기술적 모멘텀(technological

momentum)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416) 전문 인력, 운영 기

관, 관련 정부 부처와 기업 등 국철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한국

에서 철도 행위자-네트워크가 건설된 이래로 70여년에 걸쳐 자신들

414) 서울특별시, 『수도권도시고속철도건설계획서』(서울특별시, 1971.1.), 2쪽 ; 45

쪽

415)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구술자료집 2 - 서울 나는 이렇게 바꾸

고 싶었다』, 98쪽

416) 기술적 모멘텀(technological momentum)은 기술시스템이 공고화 단계에 접어

들면서 기술시스템 유지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시스

템을 유지시키기 위해 부여한 일종의 사회적 관성이다. 기술적 모멘텀

(technological momentum)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Thomas P. Hughes,

Networks of Power(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3), Ch. VI.
Technological Momentum, pp. 140-17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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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해관계를 고수하기 위해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며 형성한 법과

제도, 표준과 규격, 관행 등이 서울 도시철도망 건설에서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하지만 국철만이 도시철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대도시의 기반을 구성하는 도로, 전력, 통신, 상하수도, 가

스 등 다른 인프라와의 상호 작용 역시 도시철도의 구성에서 무시

할 수 없는 요소였다. 이렇듯 다양한 인프라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여러 인프라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서울 도시철도망 전동차의 표

준과 규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71년 전개된 도시철도 전동차 전력방식 논쟁이다.

1970년 12월 일본 철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

에서는 서울 도시철도망 5개 노선 중 수도권 전철과 직결되는 지하

철 1호선과 종로에서 1호선을 따라 노선이 전개되며 평면 환승을

하게끔 설계된 지하철 5호선 -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 원 보고서에

서는 지하철 2호선 - 은 국철 전철화 구간에서 채택한 교류 25,000

볼트로 전동차 급전 방식을 정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는 수도권 국철

과 지하철 1호선 등이 직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급전 방식을 통일

하는 것이 동일한 교류 방식의 전동차가 지장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등 여러 모로 효율적이라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

은 또한 교류 25,000볼트 채택에 따른 통신선 유도 장애 문제는 신

칸센 도쿄 지하 구간 시공 사례에서 보듯 일본의 기술력으로 충분

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장하였다. 아울러 국철 노선과 직결 운행하

지 않는 서울 지하철 2, 3, 4호선 - 수도권도시교통조사단 원 보고

서에서는 각각 3, 5, 4호선 - 은 직류 1,500볼트로 전동차 급전 방식

을 정하라고 권고하였다.417)

그렇지만 서울역-청량리 간 지하철 1호선 구간과 지하철 5호선의

전력 방식을 국철과 동일하게 교류 25,000볼트로 정하는 것에 대한

417)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112쪽 ; 국가기록원(BA0147147), “지하철 전기방식”(1971.6.8.),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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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체신부에서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

구간의 전력 방식을 교류 25,000볼트로 결정하면 지하에 매설된 전

화선 등 통신선이 유도장애를 일으켜 통화 장애는 물론 교환수의

감전사고까지 우려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 도시들의 사례와 마찬가

지로 전력 방식을 직류로 결정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6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터널도 종전 계획보

다 30cm는 더 깊이 파도록 공사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1년 1월 14일 체신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철 1호선 지하구간

전력 방식을 교류 25,000볼트로 결정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였다.418)

체신부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서울시도 지하철 5개 노선과 수도권

전철화 구간 모두 직류 1500볼트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1) 세계 각국 도시의 지하철 전력 방식은 대개 직류 600-1500볼트

를 채택하며 지하철 급전 방식으로 교류 2만 5천 볼트를 채택한 전

례가 없고, 2) 교류 2만 5천 볼트를 전력 방식으로 채택하면 1호선

지하 구간에서 통신선 유도 장애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방지 대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3) 1968년 11월까지 운행했던 서울 노면

전차 급전 방식도 직류 600볼트였기 때문에 지하철 전력 방식을 직

류로 채택하는 것이 노면 전차 운행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전력 공급 방식을 교류 25,000볼트로 결정

할 경우 지하철 1호선 지하 구간 등의 통신선 유도장애 방지 대책

에 60여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체신부의 견해를 인용

하였다.419)

이렇듯 서울시와 체신부 대 철도청, 교통부 사이에서 발생한 전동

차 전력 공급 방식 논쟁은 결국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해소되었다. 1971년 1월 18일 대통령

418)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113쪽 ; 118쪽 ; 이상문, 앞의 글, 311-312쪽

419) 국가기록원(BA0147147), “지하철 전기방식”(1971.6.8.), 89-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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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에서 서울특별시, 경제기획원,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

술처에 서울 도시철도 1호선 등의 전동차 전력 공급 방식을 직류

1500볼트 또는 교류 25,000볼트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를 관계부

처 간 충분한 검토 협의를 하라는 지침이 하달하였다.420) 이어 8개

월 간 관계부처 간 논의 끝에 1971년 9월 15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는 최종적으로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전력공급 방식을 서울역-청량

리역 간 지하 구간은 직류 1,500볼트로, 그 외 국철 전철화 구간은

교류 25,000볼트로 하고,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는 직류와 교

류 모든 구간에서 운행될 수 있는 직교류 양용 전동차를 사용하기

로 결정했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421)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지하 구간(서울역-청량리)과 수도권 전철화

구간의 전력 방식이 각각 직류 1,500볼트, 교류 25,000볼트로 달라지

면서 남영역-지하 서울역 구간, 지하 청량리역-회기역 구간 사이에

전력 방식 전환을 위한 사구간(dead section)이 나타났다. 이렇듯 철

도청과 서울시의 전동차 급전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후 서울 지하철

4호선과 과천선이 연결되는 선바위-남태령 역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로 사구간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서울 도시철도 1호선과 4호선에

서는 열차 직결 운행을 위해 직류 전용 전동차나 교류 전용 전동차

가 아닌 직교류 양용 전동차를 구매하게 됨으로써 전동차 대당 단

가가 인상되는 요인이 되었다.422) 예를 들어 4호선의 경우 서울메트

로와 코레일(철도청) 구간 모두를 운행하는 전동차를 편성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 기준으로 직류 전용 전동차 1량 제작비 6억원보다 8

천만원 더 비싼 6억 8천만원짜리 직·교류 양용 전동차 430량을 구

입, 340여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기도 했다.423)

이렇게 서울 도시철도 1호선의 전력 공급 방식이 서울역-청량리역

420)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120쪽

421) 같은 책, 115쪽

422)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5쪽 ; 56-57쪽

423) 같은 책,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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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구간은 직류 1,500볼트, 그 외 국철 전철화 구간은 교류 25,000

볼트로 결정된 과정은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을 둘러싸고 국철과

전화망의 기술적 모멘텀(technological momentum)이 충돌한 대표적

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전력 공급 방식이

국철에서 채택한 교류 25,000볼트로 통합되지 못하고 통신선 유도장

애를 이유로 구간에 따라 직류 1,500볼트와 교류 25,000볼트로 나뉘

게 된 것은 결국 국철의 기술적 모멘텀 대신 전화망의 기술적 모멘

텀이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울 도시철

도망이 국철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지만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행위

자-네트워크로 구성된 것은 다른 인프라의 영향 때문임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서울 도시철도망 전력 방식이 직류 1,500볼트와 교

류 25,000볼트로 이원화 된 것은 전동차의 표준이 비동질적으로 구

성된 한 사례에 불과했다. 이러한 비동질적인 표준과 규격이 전동차

와 도시철도망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례로는 이원화 된

전동차의 통행 방식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

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서울 도시철도망의 전동차 통행 방식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철도청-철도공사가 관장하는 노선과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

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관장하는 노선에 따라 이원화 되어 있

다. 2016년 현재 코레일(구 철도청)이 관장하는 서울 도시철도 1호

선 지상 노선과 서울 도시철도 4호선 오이도-선바위 구간,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민자로 건설된 신분당선 등은 전동차가 좌측으

로 통행하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장하는 서울 도시

철도 2, 3, 4, 5, 6, 7, 8호선과 민자로 건설된 서울 도시철도 9호선은

우측으로 통행한다. 예외적으로 서울메트로가 관장하지만 코레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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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철도 구간과 직결 운행을 하는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청

량리 구간은 전동차가 좌측으로 통행하고, 코레일이 관장하지만 서

울 도시철도 3호선과 직결 운행을 하는 일산선 대화-지축 구간은

우측으로 통행한다.424)

이렇듯 서울 도시철도망의 전동차 통행 방식이 운영 주체에 따라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으로 이원화 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

지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서울 도시철도 1호선을 제외한 2호선

이하 노선들은 초창기 계획 단계에서 국철 구간과 직결 통행을 구

상하지 않았다.425) 1994년 과천선 개통으로 도시철도 1호선 외에 국

철 구간과 직결 통행을 시행하게 된 유일한 노선인 도시철도 4호선

의 경우 1979년 민자 건설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남쪽으로 과천

까지만 연장될 계획이었다.426) 그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이하의 노

선들은 국철과의 직결을 위해 전동차 운전 진로를 굳이 좌측통행으

로 통일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도시철도와 자동차의 통행 방향을

통일해서 승객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2호선 잠실철교, 3호선 동호대교, 4호선 동작

대교 등 도로와 철도가 함께 놓인 복합교량에서는 전동차와 자동차

의 진행 방향이 다를 경우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424) 1980년 9월 20일 교통부령 제679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규칙

제5조(열차의 운전진로)는 “상·하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쌍의 선로에 있

어서의 열차의 운전 진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유철도와 상호 직통으로

운전하는 경우의 운전진로는 좌측, 2. 제1호선의 이외의 운전진로는 우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1994년 제정된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조(열차의 운전 진로)에

서는 “상행·하행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의 경우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왼쪽

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http://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

규칙, 2016.12.08. 최종 접속) ;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

별시, 2003), 61쪽

425)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1989), 85쪽 ;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

(서울특별시, 2003), 13쪽 ;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

(상)』(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1998), 344쪽

426) 대우개발주식회사·(주) 대우엔지니어링, 『지하철 3·4호선 건설기본계획서』

(대우개발주식회사·(주) 대우엔지니어링, 197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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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동호대교 전경(서울메트로, 『시민의

발, 시민의 길, 서울메트로 30년사』(서울메트

로, 2012), 245쪽

했다.(아래 그림 27 참조)427)

이원화 된 도시철도 전동차 통행방식의 채택은 국철과 도시철도가

직결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나 직결 운행을 하더라도 통행방식이 좌

측 또는 우측으로 통일된 노선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

다. 그렇지만 도시철도 4호선과 같이 코레일 관장 구간에서는 전동

차가 좌측으로 통행하고, 서울메트로 관장 구간에서는 우측으로 통

행하는 노선에서는 문제가 되었다.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관할 구간

의 접경에서 전동차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도시철도 4호선 남태

령-선바위 구간 사이에서 전동차는 8.8m 높이 차이가 있는 지하 터

널 입체 교차로를 통해 좌측에서 우측,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

행 방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428)

이처럼 전동차 통행방식의 이원화와 같은 비동질적인 표준과 규격

의 채택은 지하 터널 입체 교차로의 건설과 같이 동질적인 표준과

427)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

본부, 1998), 586-587쪽

428) 철도청, 『과천선복선전철건설지(금정~사당 간)』(철도청, 1994), 530-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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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하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협상물을 산

출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듯 전동차 행위자-네트워크가

도시철도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처방 대신 새로운 협상을 필요로

하는 사례는 전동차의 안전한 주행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는 신호·

제어시스템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다음 소절에서는 자동열차정지

(Automatic Train Stop, ATS) 시스템과 자동열차제어(Automatic

Train Control) 시스템, 자동열차운전(Automatic Train Operation,

ATO)이라는 서로 다른 전동차 신호·제어시스템이 동일 노선에서

운용되면서 나타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TS, ATC, ATO

서울 도시철도망의 신호·제어시스템으로는 시기별로 자동열차정지

(ATS)429), 자동열차제어(ATC)430), 자동열차운전(ATO)431) 등 서로

429) ATS는 후속열차에 선행열차의 위치를 검지하여 후속열차에 운행속도를 지상

신호기를 통해 기관사에게 지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만약 열차의

운행속도가 신호기의 지시속도를 초과하여 신호기의 방호구역 내로 진입할 경

우 3초간 경보하고, 경보시간 내에 기관사가 지시속도 이하로 운행하지 않으면

열차가 자동으로 비상정지 하게끔 하였다.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820쪽 ;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

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

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29쪽 각주 6 참조

430) ATC는 ATS를 개량하여 열차 비상정지기능 외에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ATC는 선행열차와의 간격을 측정하여 후속열차에 제한속

도를 송출하고, 송출된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도록 한다.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

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826-828쪽 ;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

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29쪽 각주 6 참조

431) ATO는 ATC의 제어범위를 좀 더 개량하여 열차의 가속과 감속, 정지, 승강장

정위치 정차 및 출입문 취급 등 운행정보를 종합사령실이나 지상신호기에서 차

상신호기로 송출하면 열차 내부 컴퓨터에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사)한국

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828-829쪽 ;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

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29쪽

각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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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호선 신호·제어시스템

서울메트로

1 ATS

2
ATS 및 ATP/ATO

겸용

3 ATC

4 ATC

서울도시철도공사

5 ATC/ATO

6 ATC/ATO

7 ATC/ATO

8 ATC/ATO

코레일

1 ATS

과천선(4호선 직결) ATC

안산선(4호선 직결) ATS

분당선 ATC

다른 시스템이 채택되었다. 신규 도시철도 노선의 경우 대체로 건설

당시 가장 최신형의 신호·제어시스템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착공된 도시철도 1·2호선 구간은 ATS를 채택했지만, 1980

년 착공된 3·4호선 구간은 ATC를 채택하고, 1990년대 초반 착공된

도시철도 5-8호선 구간은 ATC/ATO를 채택한 것도 최신형의 신호·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432) 그렇지만 직결

운행을 실시하는 노선과 표준과 규격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

설 당시 가장 최신형은 아닌 신호·제어시스템을 채택하는 사례가 나

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86년에 착공되어 1988년 안산역-금정역

구간이 개통된 안산선에서 ATC가 아니라 ATS 신호·제어시스템이

채택된 것도 1994년 이전까지는 안산선이 도시철도 1호선의 지선으

로 운용되었기 때문이다.433)(아래 표 68 참조)

432)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817쪽

433)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0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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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선(3호선 직결) ATC

표 68. 기관별/호선별 신호·제어시스템((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818쪽 ;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중간발표 자료집』(구

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016), 30쪽 표 1 참조

전동차 신호·제어시스템은 동일 노선 내에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방

식만 채택되어야 한다. 동일 노선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신호·제어

시스템을 채택하면 시설 설치와 정비가 복잡해지면서 이상이나 장

애가 발생하여 전동차의 안전한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다.434)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신호·제어시스템이 채택될 경우 각각

의 신호 방식에 대응하는 차상신호기를 탑재한 전동차를 투입해야

한다. 그럴 경우 전동차의 운용에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특정 도시철도 노선에서 어떤 구간은 ATS, 어떤 구간은

ATC 방식의 신호·제어시스템이 채택됐을 경우, 전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는 ATS, ATC 방식의 차상신호기를 모두 탑재해야 한다. 이

는 도시철도 신호·제어시스템이 통일되어 있을 때에 비해 전동차 제

작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기관사는 ATS

구간에서의 운전 방식과 ATC 구간에서의 운전 방식 모두를 교육받

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시철도망에서는 동일 노선에서 두 종류

의 전동차 신호·제어시스템이 채택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위 표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16년 현재 서울 도시철도 2호선은 전 구

간에서 ATS와 ATP/ATO 방식을 겸용하고 있고, 도시철도 4호선은

금정~오이도 구간에서는 ATS 방식을, 당고개~금정 구간에서는

ATC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 4호선에서 ATS와 ATC 방식을 겸용하게 된 것은

434)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 조사보고서 :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

역 구내(내선) 전동열차 열차충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14),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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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오이도 사이의 안산선 구간이 본래 도시철도 1호선의 지선으

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코레일이 관장하는 도시철도 1호선과 신

호·제어시스템의 호환을 위하여 안산선에서는 ATS 방식을 채택하

였다. 이렇게 채택된 ATS 신호·제어시스템은 사당~금정 간 과천선

이 개통되어 당고개~사당~금정~오이도를 잇는 전 노선이 도시철도

4호선으로 통합된 1994년 이후에도 해당 구간에서 철거되지 않았다.

20km를 상회하는 안산선 구간에서 다시금 신호·제어시스템을 설비

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했기 때문이다.435) 그

래서 서울 도시철도 4호선 당고개~오이도 전 구간을 주행하는 열차

는 ATS와 ATC 방식의 차상신호기를 모두 탑재한 직교류 양용 전

동차로 편성되어야 했다.436) 4호선 금정~산본 구간 사이에서는 신호

방식이 ATS에서 ATC로 또는 ATC에서 ATS로 변화되었고, 남태

령~선바위 구간 사이에서는 전력 방식이 직류 1,500볼트에서 교류

25,000볼트, 또는 교류 25,000볼트에서 직류 1,500볼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ATC/ATS 절환시스템을 탑재한 직교류 양용전동

차의 1량 제작비는 1990년대 초반 기준으로 직류 전용 전동차 1량

제작비 6억원보다 8천만원 더 비싼 6억 8천만원이었다. 과천선 개통

이후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도시철도 4호선 전 구간

을 운행할 수 있는 직교류 양용 ATC/ATS 절환시스템 탑재 전동차

430량을 구입, 직류 전용 전동차를 운용할 때에 비해 340여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437)

서울 도시철도 2호선에서 ATS와 ATP/ATO 방식의 신호·제어시

스템을 겸용한 배경에는 전동차 운전 및 제어의 자동화를 통해 서

울메트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사측의 의도가

있었다.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여 기관사가 업무를

거부하면 전동차를 자동으로 운행시킬 수 있도록 ATS나 ATC을

435)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366쪽 <표 116> 참조

436) 같은 책, 367-368쪽

437) 같은 책,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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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 구간의 신호·제어시스템을 ATP/ATO 방식으로 전환시키겠

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제어시스템 전환 방침은 1999년 9월 서울

시에서 ‘지하철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결정하였다.438) 이 중 도

시철도 1호선, 3호선, 4호선은 코레일(당시 철도청)이 관장하는 구간

과 직결 운행을 시행하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 단독으로

신호·제어시스템을 전환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서울메트로 단독으

로 운영하는 도시철도 2호선에서 ATS 신호·제어시스템을

ATP/ATO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2000-2001년 사이에 시스템

설계를 완료한 후 2002년부터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ATP/ATO

방식의 지상신호기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 2호선

선로 변에 설치되었다.439) 2010년 3월 도시철도 2호선에서

ATP/ATO 방식의 전동차 시운전이 완료되었고, 2011년 1월부터 2

호선에서 운용되는 전체 88편성의 열차 중 38편성이 ATP/ATO 방

식의 차상신호기를 채택한 전동차로 구성되었다.440)

이렇듯 도시철도 2호선은 도시철도 4호선과 달리 구간 별로 다른

신호·제어시스템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 ATS와

ATP/ATO 방식의 신호·제어시스템을 동시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ATS 방식의 차상신호기를 탑재한 전동차를 단기간에 ATP/ATO

방식의 전동차로 대체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전 구간에 걸친 복수의 신호·제어시스템 표준 운용을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4년간이나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ATS,

ATP/ATO 방식의 신호·제어시스템 혼용은 지상 신호 설비 운용 및

정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ATS와 ATP/ATO의 혼용은 2014

년 5월 2일 지상 신호장치의 이상으로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441)

438)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 조사보고서 :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

역 구내(내선) 전동열차 열차충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14), 14쪽

439) 같은 글, 14-15쪽

440) 같은 글, 15쪽

44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 조사보고서 :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

역 구내(내선) 전동열차 열차충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14),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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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방식, 열차 통행 방식, 신호·제어시스템의 방식 등 전동차의

구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표준과 규격이 서울 도시철도망에서는 노

선에 따라 일치하지 않고 혼용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동질

적인 표준과 규격의 채택은 전동차 운용 및 정비에서의 호환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상당한 비용 지출과 시간 소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듯 서울 도시철도망에서 전동차의 구성과 직결된 표준

및 규격이 비동질적으로 구성된 것은 무엇보다도 행위자들의 이해

관계를 기입하여 번역의 전략적 지점으로 기능할 ‘계산의 중심’이

1990년대 중후반까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전동차

의 ‘계산의 중심’이 부재했던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다.

1.2. 전동차와 ‘계산의 중심’의 부재

1970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사업 착수 이래 1990년대 초반까

지 도시철도망의 주요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은 상당히 비동질적이고

다양한 면모를 보였다.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게 되

지만 주요 도시철도망의 행위자로는 1) 전동차·전력·신호·통신·제어·

선로시스템·터널·역사(station), 2) 도로·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스

템, 3) 도시철도 노선 주변의 주택, 상가, 문화재 등 건축 구조물들,

4) 도시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층과 같은 자연환경, 5) 승객, 6) 역

사 주변 지역 주민, 7) 도시철도 운영기관, 8) 도시철도 노동자, 9)

승용차·버스·택시, 10) 버스회사, 11) 택시회사, 12) 건설업체, 13) 국

내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제조업체, 14) 해외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제조업체, 15) 해외 원조·투자기관, 16) 관련 중앙 행

정부처, 17) 국회, 18) 감사원, 19)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서·지방의회,

20) 관련 연구기관 등을 들 수 있다. 도시철도 계획가들에 의해 정

의된 이들 주요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는 표 69와 표 70

과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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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간/비인간 행위자 이해관계

전동차·전력·신호·통신·제어·선로시

스템·터널·역사(station)

사고와 파손 없이 계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오랫동안 존재하고 더 많은 도시철

도 노선들로 확장되는 것

도로·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스

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사고나 파

손 없이 제 기능을 유지하는 것, 도시철도

노선을 따라 자신들의 행위자-연결망 연

장

도시철도 노선 주변의 주택, 상가,

문화재 등 건축 구조물들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훼손, 진

동·소음 최소화

도시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층과

같은 자연환경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훼손 최소

화

승객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출퇴

근, 통학, 여행

표 69. 1970년대 이후 주요 대도시 도시철도 행위자-연결망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1

주요 인간/비인간 행위자 이해관계

역사 주변 지역 주민

소음 및 진동 공해 방지, 역세권 개발을

통한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사업 매출

확대

도시철도 운영기관

더 많은 도시철도 교통수요 유치 및 매

출·이윤확대,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 부채

최소화 및 재정건전성 조기 달성

도시철도 노동자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승용차·버스·택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주행 지연

회피 및 속도 향상. 도시철도로의 교통 수

요 흡수에 따른 운행량 감축 회피

버스회사·택시회사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매출, 이윤

감소 최소화, 새로운 운행 노선 유치

건설업체
도시철도 건설 사업 수주 및 매출, 이윤

증대, 새로운 시공 기술 확보

국내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제조업체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생산에 따른

매출·이윤 증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력

증대

해외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생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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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매출·이윤 증대, 기술 이전 로열티에 따른

매출·이윤 증대, 자신들이 원거리 지배력

을 행사하는 도시철도 행위자-연결망 확

장 및 한국의 관련 행위자들 등록

해외 원조·투자기관

도시철도 사업 관련 차관 제공에 따른 이

자 수입 증대, 자국 도시철도 행위자-연결

망 확장 지원

관련 중앙 행정부처

도시발전, 원활한 교통 지원, 예산 절감·부

채 최소화에 따른 재정 부담 감소 및 이

를 위한 각종 법률, 표준, 규제 제정을 통

해 영향력 행사

국회

도시발전, 원활한 교통 지원, 예산 절감·부

채 최소화에 따른 재정 부담 감소 및 이

를 위한 각종 법률, 표준, 규제 제정을 통

해 영향력 행사

감사원
예산 절감, 도시철도 사업 관련 부정부패

방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서·지방의회

도시발전, 원활한 교통 지원, 예산 절감·부

채 최소화에 따른 재정 부담 감소 및 이

를 위한 각종 조례 제정을 통해 영향력

행사

관련 연구기관
도시철도 사업 관련 기술 개발, 정책 역량

배양

표 70. 1970년대 이후 주요 대도시 도시철도 행위자-연결망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2

이렇게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되는 도시철도망은 1990

년대 중반까지 도시별, 운영기관별, 노선별로 비동질적으로 구성되

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일본

해외철도기술협력회(JARTS) 기술진이 현장 조사를 통해 자문을 하

고 기술 지원에 나섰다.442) 또한 역사, 갱도, 궤도 건설과 같은 토

목·건축 사업을 제외한 전동차, 전력, 신호, 통신, 제어시스템 등 중

요한 비인간 행위자들은 일본 해외개발협력기금(OECF)로부터 8천

442)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 5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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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의 차관 – 철도청에 4500만 달러,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

부에 3500만 달러 분배 – 을 공여 받은 후 차량을 제공한 히타치

제작소, 산요, 가와사키, 긴키, 도큐와 같은 일본 기업들로부터 도입

한 것이었다.443)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국철과 마찬가지로 열차 통행

방식이 좌측통행인 것을 비롯하여 주요 기술시스템 표준이 일본공

업규격(JIS)을 참조한 경우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444)

반면에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의 경우에는 일본 이외에

영국, 미국의 기업들에서도 전동차, 전력, 신호, 통신, 제어시스템 등

주요 비인간 행위자들을 도입했다. 2호선의 경우 1983년 6월 20일부

터 1984년 5월 22일까지 도입된 192량의 전동차 중 102량은 일본

미쓰비시와 제휴하여 현대차량(주)에서 제작한 쵸파(chopper) 제어

차량이었고, 92량은 대우중공업이 영국 GEC사와 제휴하여 제작한

영국형 쵸파 제어 차량이었다.445) 또 3·4호선의 경우에는 영국 GEC

에서 차량, 차량기지, 궤도시설 관련 제품 및 기술을 도입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WELCO)사로부터는 전기설비를, WABCO사로부터는

신호통신설비 및 기술을 공급받았다.446) 이렇듯 다양한 해외 업체로

부터 설비를 구입하고 기술을 도입하면서 노선별로 주요 기술시스

템 표준과 규격 역시 다르게 되었다.

이는 1989년 이후 추진된 서울 2기 지하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관장하는 5·6·7·8호선의 경

우, 동일한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노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호선

은 스웨덴 ABB사와 제휴한 현대정공(현 현대로템)이 제작한 366량

의 전동차, 6호선은 일본 미쓰비시사와 제휴한 현대정공(현 현대로

템)이 제작하는 328량의 전동차, 7호선은 GEC-ALSTHOM사와 제

443)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12쪽 ; 299쪽

444)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302-307쪽

445) 같은 책, 330-331쪽

446) 같은 책, 342쪽



- 250 -

휴한 대우중공업이 제작하는 136량과 이후 일본 도시바 사와 제휴

한 한진중공업이 제작하는 360량의 전동차, 8호선은

GEC-ALSTHOM사와 제휴한 대우중공업과 일본 도시바 사와 제휴

한 한진중공업이 각각 90량, 42량씩 제작하는 전동차를 도입하는 등

노선별로 기술 도입 업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일마저 발생하였다.447)

도시철도 중요 기술시스템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하

면서 해외 원조·투자기관이나 해외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제

조업체의 영향력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사실상 도시철도 기술시스

템 일체를 8천만달러의 차관을 받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다시피한

수도권 전철 1호선 건설 사업(서울 지하철 1호선 포함)을 비롯하여,

1990년대 중반 서울 2기 지하철 건설 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시철도

망을 구성하는 데 해외 차관이나 기술 지원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기술시스템 이상이나 사

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외 기술자의 개입 없이는 해결하

기 어려운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도시철도망의 이해관계 충돌

을 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448)

이처럼 1990년대 중반까지 도시철도망이 도시별, 운영기관별, 노선

별로 비동질적으로 구성된 까닭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도시철도

차량 및 시스템 기술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술 표준

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철도망을 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의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비인간 행위자인 전동차·전

력·신호·통신·제어시스템의 경우 국내 관련 제조업체들이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수행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정책은 도시개

447) 같은 책, 399쪽 ; 407-408쪽 ; 419-421쪽 ; 427-428쪽

44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도시철도시

스템 표준화 및 총괄연구』(건설교통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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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나 교통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전개된 기술수요정책의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독자적인 도시철도 차량 및 시스템 기술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도시철도 기술개발을 담당하

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새로운 도시철도 기술을 개발하거

나 혁신에 나서는 기술공급정책을 전개하는 데 여러 모로 난점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 연구개

발정책은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전개될 때마다 정부의 지원 하에

주요 기술시스템에 관한 개별 제조업체들이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

을 도입하고, 학습하고, 조립생산에 나서면서 부품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6년

12월 31일 대우중공업에서 철도청으로 최초의 국산전동차 3량을 납

품할 수 있었던 것도 전동차 국산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청

에서 물량을 발주했기 때문에 생산 기회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었

다. 이러한 저항제어 방식의 국산전동차 3량은 일본차량(주)으로부

터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부품 국산화 비율은 28%에 불

과했다.449)

또한 1980년대에 진행된 서울 지하철 3·4호선 건설 사업의 경우,

1982년 5월 서울지하철공사와 국내 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전

동차를 공급하는 GEC-TPL사, 기타 효성중공업(주), 대우중공업(주)

등 국내 전동차, 관련 시설 제조업체 사이에서 핵심 부품인 견인전

동기와 전동발전기 국산화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서울

지하철공사 측은 견인전동기와 전동발전기 전체의 60% 국산화를 요

구한 끝에 최종적으로 전체 견인전동기와 전동발전기 수요의 10%를

국산화하는 합의를 보기도 했다.450)

이처럼 도시철도 기술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적 인

449) (사)한국철도학회․(사)대한교통학회,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309쪽

450) 같은 책,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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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을 제공하는 기술공급정책이 사실상 미약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도시개발정책, 교통정책 등 기술수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기술수요정책을 담당한 것은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자치단

체 산하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들이었다. 철도청(현 코레일), 서울

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의 엔지니어들이 주요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에게 표

68와 69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은 이해관계를 부여하면서 도시철

도망에 등록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엔지니어의 활동에 따라 도시

철도 건설·운영기관들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도면, 각종 보고서,

문서 등으로 기입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위자들의 타협을 매

개하면서, 기입된 이해관계를 번역, 도시철도 행위자-연결망에 포함

된 여러 행위자들을 향해 원거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종 표

준이나 규정, 문서 등 불변적 가동물을 생산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

한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의 엔지니어들은 스스로를 도시철도망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하는 데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의무

통과점’이자 ‘대변인’로 설정하였다.451)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들이

도시철도망의 계산의 중심들로 기능하면서 도시철도 기술 관련 연

구기관들이나 국내의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시설 제조업체들이 도

시철도망에 등록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을 전략적으로 관장하

면서 영향력을 미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들, 특히 코레일(옛 철도청)이나 서울메트로(서울지하

철공사) 등 거대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이 제각기 설정한 기술 표

준 및 규정들은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과 같은 위상을 확

451) 대표적인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번

역하는 ‘의무통과점’이자 ‘대변인’으로는 1970년부터 1975년 2월까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과장을 맡아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를 기획하고 현장

지휘에 나선 토목공학자 김병린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들 수 있다. 김병린

전 국장의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에 대한 다음 인터뷰를 참조할 것. 서울

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구술자료집 2 : 서울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

었다』(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1), 97-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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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면서 도시철도망의 번역의 양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도시

철도 기술 관련 연구기관이나 차량 및 관련시설 제조업체의 영향력

을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도시철도 기술 관련 연구기관들이나 국내의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제조업체들이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의 계산의 중

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기술정책이 기술수요정책 위

주에서 기술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이었다.

2.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과 전동차

2.1. 철도기술연구원의 출범과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추진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까지 도시철도 행위자망은 도시

철도 건설·운영기관의 주도로 도시별, 기관별, 노선별로 비동질적으

로 구성되는 면모를 보였다. 또한 도시철도 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사업을 관장하면서 기술 표준이나 규격 제정을 조정할 기관이 부재

하다시피 한 가운데 도시철도 기술정책은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이나

교통정책 등 기술수요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해

외 원조·투자기관이나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시설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으며, 어떤 업체로부터 기술을 도입하

느냐에 따라 기술 표준과 규격이 기관과 노선별로 제각기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행위망을 구성하는 다양

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충돌 및 그에 대한 협상의 일

환으로 직교류 양용전동차의 도입이나 도시철도 4호선 남태령-선바

위역 구간의 지하입체교차로 건설과 같이 좀 더 많은 비용은 소모

되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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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도시철도 행위자망을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들, 특히

도시철도 기술 및 정책 관련 연구기관과 국내의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제조업체들에게는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니었다. 많은 도

시철도 건설·운영기관이 중요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면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연구기관이 표 70에서 정의된 이해관계

인 ‘도시철도 사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정책역량 배양’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국내의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제조업체들 역시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생산에 따

른 매출과 이윤을 증대시키고,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 번역의

양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철도 기술정책이 기술

수요정책 중심에서 기술공급정책과 기술수요정책이 병립하는 양상

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당시 추진되고 있던 대표적인

거대 철도 프로젝트인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고속철

도 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에

의해 1994년부터 제각기 기안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부처 간에 고

속철도 기술 연구개발 사업 주관과 관련해서 서로 경쟁이 빚어졌다

가 1996년 3월 선도기술개발사업 기획자문회의를 통해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등 유관 부처에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총 2874억원의 예산으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

은 건설교통부 587억원, 통상산업부 587억원, 과학기술처 263억원,

민간기업 1437억원을 투자하는 거대한 관·산·학·연 복합 프로젝트로

출범하게 되었다.452)

452) 윤장호, “대형복합시스템 기술의 진화 특성 연구 – 한국형 고속철도와 도시

형 자기부상열차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3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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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철도 기술정책이 기술공급정책과 기술수요정책을 병립시키

면서 상호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상황은 도시철도 관련

연구기관과 국내외 제조업체들에게 좋은 환경 변화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철도 기술 연구개발 기관 역시 재편되었

는데, 현재 대표적인 철도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철도기술연

구원이 바로 1990년대 중반 철도 기술정책의 전환이라는 배경 속에

서 등장한 기관이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1949년 3월 19일 교통부 산하 교통기술연구소로

출범하였다. 1963년 교통기술연구소가 철도청 산하 철도기술연구소

로 전환되면서 국내 유일의 철도 관련 공공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까지 철도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은 철

도기술공급정책의 미비로 부진한 형편이었다.453) 특히 1970-80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

되고 있던 도시철도 관련 기술에 대해서 철도기술연구원은 거의 연

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454)

1994년 7월 철도기술연구소는 당장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

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차선책으로 상법상 철도청과 철도차량 및

관련 시스템을 제작하는 민간업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회사인 ㈜철도산업기술연구원으로 체제를 개편하였다. ㈜철도산

업기술연구원은 설립목적을 철도차량의 품질인증·표준화 설계·표준

제정·기술지도, 고속철도 기술의 수용·개발·보급, 경량전철 기술의

개발·보급, 철도시설 장비의 현대화 및 기술개발 연구, 미래 한국철

도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으로 규정하면서 도시철도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다.455) 1996년 3월에는 근거법령 마련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

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공공 부문인 철도 기술 연구개발에 나설

45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년사 : 1996-2006』(한국철도기

술연구원, 2006), 112-113쪽

454) 같은 책, 416-421쪽

455) 같은 책,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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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였다.456)

이처럼 철도기술연구원의 출범으로 도시철도 기술 관련 연구기관

이 재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 발생하였다. 1997년 11월 발생한 IMF 경제공황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당면한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 지출 확대 및 낭비성 예산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IMF 경제공황의 발발은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자인

관련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국내 도시

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제조업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서

울 2기 지하철 사업 이후 1990년대 후반 가장 규모가 큰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로 계획되었던 서울 3기 지하철 사업이 사실상 취소

되었다. 1998년 서울 지하철 10, 11, 12호선 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

었으며, 9호선 건설 계획 역시 노선 재조정 및 단계적 사업 추진으

로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대전 지하철 2호선, 광주

지하철 2호선 등 지역 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사업 역시 재검토 대

상에 오르게 되었다.457)

국내 도시철도 시장에서 ‘빅3’로 군림하던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

진중공업 철도차량 사업부문 역시 IMF 경제공황의 발발로 산업 구

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 전동차 수요가 1년에 400량 정도인

상황에서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이 도합 1200량의 전동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은 IMF 경제공황이 밀어닥친 상

황에서 지나친 과잉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7월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빅딜’의 일환으로 4:4:2의 비율로 각 사의 철도차량 부문을 ㈜

한국철도차량(ROTEM)으로 합병하였다. 이후 대우그룹의 붕괴로 로

456) 같은 책, 126-127쪽

457)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 6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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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ROTEM)은 지분 구조 상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편입하게 되었

다.458) 로템의 출범은 한국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제조업체가

단일 기업으로 통합되면서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여

러 해외 기업들로부터 도입했던 도시철도 관련 기술이 융합되고, 나

아가 도시철도망에서 번역의 중요한 의무통과점이 마련되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철도기술연구원의 출범과 중앙정부 관계부처 및 지

방자치단체가 준비하던 국내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재조정, 그

리고 철도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빅딜’의 일환으로 단행된 로템

(ROTEM)의 출범은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던 도시철도망을

크게 변화시키는 단초로 작용했다.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들의 주

도로 도시철도망이 비동질적으로 구성되어 왔던 형국이 새로운 행

위자들의 등장과 기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재정의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도시철도망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바로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이었다. 도시철

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번역의 양상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도시철도망에 차이를 보여주게

되었다.

2.2.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의 전개와 전동차의 구

성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산업

기술연구원 시절이던 1995년 8월 건설교통부 수행 연구과제로 시작

하였다. 1995년부터 2001년 초까지는 도시철도차량 표준화를 통해

도시철도차량 표준 사양 제정과 전동차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수행

하였으며, 전체 예산 투자규모는 249억원이었다.459) 이후 2001년 1월

45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담 : 정학진((주)로템 대표이사)”, 『한국철도학회지』

4:4(200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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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79억 4천 300만원(정부 265억원,

민간 14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철도 인프라 표준화 및 핵심장

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 1단계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래철도기술 연구개발 사

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2단계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460)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근거로는 도시별,

운영기관별, 노선별로 해외 도시철도 차량 및 관련 시설 업체로부터

제각각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술 표준 및 규격이 난립하게 된 것이

건설비 및 운영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또

도시철도 안전성 면에서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

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도 도시철도 표준화 사

업의 근거로 제기되었다. 도시철도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로 제기되었다.461) 요컨대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 표준과 규격을 확립해야 도시철도 건설

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보다 안전한 도시철도 시스템을 향

유할 수 있으며,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입대체에 따

른 외화유출 절감 및 해외 도시철도 시장 개척 역량도 높일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의 전개 양상은 도시철도망

의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재정의되면서 번역의 양상이 변화

되는 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시철

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자들이 수많은 인간·비인

간 행위자를 어떻게 번역시켜 나갔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459) 최성규·이관섭, “도시철도차량의 표준화, 국산화 연구”, 『한국철도기술』

17(1998)

46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도시철도시

스템 표준화 및 총괄연구』, 3쪽

461) 최성규·이관섭, 앞의 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도시철도시스템 표준화 및 총괄연구』,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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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선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번역의 단계를 구

분해 보면서 사업의 전개 양상을 짚어보도록 하겠다.462)

번역에 참여할 행위자들을 구별하기

1995년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의 시작이 곧바로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의 모든 행위자들을 번역에 동원하는 것으로 이어

지지는 않았다. 표 2와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었지만 1970년대 이래

로 도시철도망은 워낙 다양하고 비동질적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번역의 양상을 변화

시키는 일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

자들이 1995년에 당장 모든 도시철도망의 행위자들을 번역에 참여

시키면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면 지금까지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이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은 그 자체가 또 하나

의 거대한 행위자-네트워크로 구성된 존재이다. 따라서 번역에 참여

시키는 행위자들을 구별하는 일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도시철

도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번역 작업이 쉽사리 이뤄질 수 없다. 번역

에 참여할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번역 작업의 첩경인 것이다.463)

성공적인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의 번역을 위해 철도기술연구

462) 행위자-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나타나는 번역의 양상은 행위자-네트워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도시철도 연구개발 사업에서 나타나는 번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행위자-네트워크의 번역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라. 미셸 칼롱 지음,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 가

리비와 생브리외 만의 어부들 길들이기”,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 행위

자 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도서출판 이음, 2010), 58-94쪽

463) 번역에 참여할 행위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칼롱이 정의한 ‘번역의 4단계’ 과정

에서 문제제기(problematization)나 관심끌기(interessement)와 비슷하거나 중첩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셸 칼롱,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 가리

비와 생브리외 만의 어부들 길들이기”,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도서출판 이음, 2010), 69-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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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수행년도) 연구 주제와 범위

도시철도차량 표준화 사

업(1995-2001)

- 도시철도차량 표준사양 제정

-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 제정

- 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기준 제정

- 도시철도차량 정밀진단기준 제정

- 도시철도차량 품질인증체계 제정

- 견인전동기 개발

- 추진제어인버터 개발

- 종합제어장치 개발

- 표준전동차 개발

1단계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2001-2006)

- 시스템 표준화 및 총괄

- 선로시스템 표준화

- 신호시스템 표준화

- 전력시스템 표준화

- 유지보수체계 표준화·정보화

2단계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2007-2012.6)

- 도시철도차량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체계 구축 연

구

- 도시철도차량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 직·교류 전동차 표준사양, 성능시험기준, 품질인증

기준 연구

- 직류전동차 표준사양, 성능시험기준, 품질인증기준,

정밀진단기준 개정연구 등

원의 과학기술자들은 1995년 8월 이래 크게 3단계에 걸쳐 번역에

참여할 행위자들을 구별해 나갔다. 표 71에서 나타나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도시철도차량 표준화 사업, 2001년부터 2006년까

지 진행된 1단계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진행된 2단계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의 연구 주제와 범위 등은 번역

에 참여할 행위자들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464)

464) 표 71은 최성규·이관섭, “도시철도차량의 표준화, 국산화 연구”, 『한국철도기

술』 17(1998)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도시철도시스템 표준화 및 총괄연구』, 10쪽 ;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

가원,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2007~2012)』, 4-5쪽

등에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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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시설 표준화 연구

- 전력시설 2단계 표준화연구

- 역사시설 표준화 연구

표 71.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주제 및 범위

이렇게 번역에 참여할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철도

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이 스스로를 행위자들의 대변인이자 의

무통과점으로 정의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을 번역을 전략적으로 관장

하는 계산의 중심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에 참여할 행위자들을 구별해 냄으로써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역량으로는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행위자들에 의한 번역 과정의 교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번역에 참여할 행위자들을 구별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번역하여

재구성할 행위자-네트워크를 정의하면서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

술자들은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의 재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행위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번역의 첫 단

계일 뿐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 사이의 타협

을 통해 새롭게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를 재구성하려면 또 다른

단계의 활동이 필요한 데 그것은 바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재정

의하는 것이다.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재정의

표 69, 70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 이래 한국 도시철도망은 매

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비동질적인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

다. 그런 행위자들 중 일부분을 구별해서 새롭게 행위자-네트워크를

번역해 나가는 것이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에서 펼쳐졌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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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충되거나 갈등을 빚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사이에 타협을

이뤄내는 것은 물론,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자체를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재정의한다는 것은 행위자-

연결망에 등록되어 번역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일인데 그런 활동을 펼치지 않고서는 과학기술자들이 행

위자-네트워트를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차량 표준화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자. 도시철도

차량 표준화는 도시철도의 주요 수요자인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의

이해관계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지닌 번역 활동이다. 도시철도차

량의 규모와 제원과 연동되어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방식의 결정은 도

시철도 교통수요관리와도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도시

철도를 어느 규모로 건설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

는 열차편을 하루에 몇 편이나 편성하여 운영할 것인지는 도시철도

교통수요관리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도시철도 교통수요관

리는 결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존폐와도 연관된 매출 및 수익 극

대화와 부채 최소화와 직결된 일이다. 교통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방

대한 규모로 도시철도를 건설하면 매출 및 수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부채만 늘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은 가급적 자신들이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방식과 부합하는 도시철도차량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사양과

기술 표준, 규격을 지닌 도시철도차량은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다.

실제로 1980년 부산 지하철 1호선 건설 사업 당시 상공부와 국내

도시철도차량 제작업체, 서울시 지하철본부, 철도청, 부산시 지하철

기획단 등이 참석해서 열린 소위 ‘차량규격 표준화회의’에서 부산시

지하철기획단은 부산 지하철 1호선의 차량규격을 대형전철 전동차

를 채택한 서울지하철과 동일하게 하라는 상공부 등의 ‘도시철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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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표준화’ 요구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서울지하철과 사양과 기술

표준, 규격이 다른 중형전철 전동차 채택을 고수했다. 부산 지하철

의 잠재적인 승객 수요가 서울 도시철도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전

동차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도

시철도 운영기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거나 재정의하지 않는 도시철

도차량 표준화는 성공하기 어렵고, 도시철도차량 표준화를 통해 행

위자-네트워크를 재구성할 수도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465)

그 때문에 구별된 도시철도망의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번역을 통해

새롭게 행위자-네트워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을 행위자-네트워크에 등록(enrollment)할 수 있게끔 이해

관계를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466) 이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의 과

학기술자들은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재정의하는 작업에 돌입

했다.

예를 들어 다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돌아가 살펴보자면, 철도기

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은 1단계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을 진행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이해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해

우선 표 72와 같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를 부각시켰다.467)

465) 박재관, ““부산 전동차 크기를 서울에 맞추라니” 부산시정 현대사 숨은 얘기를

찾다 – 제1화 부산지하철 뚝심으로 뚫다 ⑤”

(

http://news.busan.go.kr/sub/special01.jsp?amode=_viw&arti_sno=20110921113740

0001), 2011. 9. 21.

466)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재정의에 대해서는 미셸 칼롱 지음,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 가리비와 생브리외 만의 어부들 길들이기”, 홍성욱 엮음, 『인

간·사물·동맹 :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도서출판 이음, 2010),

69-70쪽 ; 78쪽을 참조할 것

467) 표 72는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

발사업 세부시행계획(2007~2012)』, 8쪽의 표 <운영기관별 연간적자규모>를 인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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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

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지하철공

사

인철지하철공

사

2002 -3,637 -3,297 -994 -1,079 -952

2003 -2,689 -3,540 -1,594 -1,349 -585

2004 -1,527 -2,679 -1,308 -1,055 -520

2005 -817 -2,499 -1,801 -1,227 -372

표 72. 운영기관별 연간적자규모 (단위 : 억원)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2007~2012)』, 8쪽의 표 <운영기관별 연간적자규모>)

그렇지만 표 72에서 나타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과연

운영기관의 이해관계와 반드시 상충한다고는 볼 수 없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적자가 운영기관

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도 있고 상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만약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이해관계가 표 70처럼 “더 많은 도시철

도 교통수요 유치 및 매출·이윤확대,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 부채 최

소화 및 재정건전성 조기 달성”이 아니라 “보다 많은 승객들에게 저

렴한 가격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면, 적자는 운영기관의 이해관계와 상충한다기보다 오히

려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이해관계가 수익

성 추구가 아니라 공익성 추구로 정의될 경우 운영적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한 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철

도 운영기관의 이해관계가 공익성 추구로 정의된다면 적자 문제의

해결책 역시 운임 인상이나 경비 절감과 같은 방식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자 보전 지원금 인상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이해관계를 정의할 경우

적자 문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에 끌어들

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이해관계가 “더 많은 도시철도 교통수요



- 265 -

유치 및 매출·이윤확대,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 부채 최소화 및 재정

건전성 조기 달성”으로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 표준화가 그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도시철

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운임이 비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억제되어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전력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인상되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도시철도 교통수요 예측이 잘못

되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표 72에서 언급되는 도시철

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반드시 도시철도차량과 주요 기술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이다.

당연히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를 도시철도 차량과 주요 기술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철도

운임을 인상하거나 각종 부대 수익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이

해관계를 “보다 많은 승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하고 안전하

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성 위주로 재정의하지는 않았

다. 또한 수익성 위주의 기준인 “더 많은 도시철도 교통수요 유치

및 매출·이윤확대,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 부채 최소화 및 재정건전

성 조기 달성”으로만 정의하지도 않았다.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

술자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이해관계를 “(더 많은 도시철도 교통

수요 유치 및 매출·이윤확대,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 부채 최소화 및

재정건전성 조기 달성을 위한) 운영효율 향상”으로 재정의하였

다.468) 그렇게 “운영효율 향상”으로 이해관계가 재정의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표준화 사업을 통해 도시철도망을 재구성하려는 철도

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이 네트워크에 등록시킬 수 있는 행위자

468)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2007~2012)』,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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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

(대형전철) (1998.2.26.

건설교통부제정)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전동차 사양

전기방식 직류 1,500V 직류 1,500V

차체길이 19,500mm 19,500mm

차체폭 3,120mm 3,120mm

지붕높이 3,600mm 3,600mm

궤간 1,435mm 1,435mm

성능최고속도(

km/h)
100km/h 100km/h

가속도(km/h/

s)
3.0km/h/s 3.0km/h/s

표 73.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대형전철)과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전동차 사양

비교(건설교통부,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1998.2.26. 제정) ; 오해원,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도시철도기술자료집(6) 차량』(이엔지북, 2004), 6-8쪽)

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철도기술연구원들의

과학기술자들은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과의 타협 역시 모색하

지 않을 수 없었다. 타협 없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처음부터 끝

까지 새롭게 재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행위자-네트워크

를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이 다른 행위자들과 타협을 한 사

례는 1998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도시철도차량 표준사양에

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도시철도

차량 표준사양서와 표준사양 제정 이전 서울 지하철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의 사양을 일부 비교한 표 73을 보면 알 수 있다.469)

이렇듯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은 도시철도 행위자들의 이

해관계를 재정의하거나 타협을 모색하는 등 도시철도망을 재구성하

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재정의된 도시철

469) 표 73은 건설교통부,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1998.2.26. 제정)과 오해원, 『서

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도시철도기술자료집(6) 차량』(이엔지북, 2004), 6-8

쪽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 267 -

도망의 행위자들을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재

구성하는 행위자-네트워크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행위자들을 네트워크에 등록하기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재정의되는 것은 행위자들이 행위자-네트

워크에 등록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470) 등록 또는 행위

자-네트워크에서의 행위자에 대한 역할부여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를 번역하여 새롭게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들을 등록하는 것은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이 재정

의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의무통과점

이자 대변인인 과학자들을 통해서만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도시철도망의 여러 행위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

해관계를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을 통해서 번역하게 되었

는지를 짚어보기 위해 다시금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는 행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는 행위자의 이

해관계는 2단계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당시 철도기술연구

원의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더 많은 도시철도 교통수요 유치 및 매

출·이윤확대,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 부채 최소화 및 재정건전성 조

기 달성을 위한) 운영효율 향상”으로 재정의되었다. 이러한 이해관

계 재정의에 따라 표 72에서 나타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

는 이제 공익성 추구에 따른 ‘착한 적자’가 아니게 되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제 적자를 감축할 해법을 찾아 실천할 수밖에 없게

470) 미셸 칼롱 지음,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 가리비와 생브리외 만의

어부들 길들이기”,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테

크노사이언스』(도서출판 이음, 2010), 77-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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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사업 차량 신호 전력 선로
정보화

(차량)

정보화

(시설

물)

계

운영

비

절감

수송능

력 증대

1,406 8 84 44 202 50~106
1,794~

1,850

유지보

수비

절감

인건비

측면

기타

표 74. 도시철도 표준화사업 경제성 평가 1 (단위 : 억원)(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2007~2012)』, 149쪽 표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사업 경제성

평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운임 인상과 같은 방식을 쉽사리 선택할 수도

없다. “운영효율 향상” 없는 운임 인상은 과학기술자들이 재정의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이해관계가 재정의

되기 이전에는 모색 가능했던 해법을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

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이 마련한 해법을

채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과학기술자들이 대변하게끔 하

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

들은 표준화 된 선로시스템, 신호시스템, 전력시스템, 유지보수체계

를 채택함으로써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운영효율”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표 74와 같이 보여주었다.471)

이렇듯 도시철도 표준화사업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평가 자료는 엄밀히 말하면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

471) 표 74는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

발사업 세부시행계획(2007~2012)』, 149쪽 표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사업

경제성 평가>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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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사업 차량 신호 전력 선로
정보
화

(차량)

정보
화

(시설
물)

계

국
산
화
분
야

수입대체

532 192 70 113~
194 - - 907~

988

시스템가
격하락

부품표준
화

들에 의해 인공물에서 사실로 치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철

도 운영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에 의

해 재정의되지 않았다면 표 74와 같은 사실은 사실이라기보다 인공

물에 가깝게 비춰졌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재정의되고 다른 해법의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

다시 말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

들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 번역의 대변인들을 찾을 수 없게 된 상태

에서 – 도시철도 표준화사업에 따른 운영비 절감이라는 사실은 운

영기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번역하도록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이외에 이해관계가 재정의 된 다

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도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에게 자

신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하도록 하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도시철도망

에 등록되었다. 예컨대 현대 로템과 같은 국내 최대의 도시철도차량

및 관련시설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표 75에 나오는 사실들을 도

시철도망에 자신들이 등록되면서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도시철도 표준화·국산화에 동참, 이해관계를 번역하

도록 만드는 근거로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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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 75. 도시철도 표준화사업 경제성 평가 2 (단위 : 억원)(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

통기술평가원,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2007~2012)』,

149쪽 표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사업 경제성 평가>)

비동질적이고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철도기술연구원의 과

학기술자들이 대변하는 행위자-네트워크에 등록되면서 행위자들이

이해관계 번역이 목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이해

관계 번역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대변인들이 계산의 중심에서 행위

자-네트워크에 대한 원거리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는 각종

표준, 규정 등이 기입된 문서와 같은 불변적 가동물 등 행위자-네트

워크의 은폐에 따른 새로운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등장이다.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하기

1995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 도시철도 표

준화 사업의 결과 이해관계가 재정의되고 등록된 수많은 인간·비인

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무수히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의 결과로 새로운 인간·비인간 행위

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도시철도차량 표준화 사업의 결과 1998년 2월 28일 건설교통부에

서는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을 제정하였다.472)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한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은 이후 도시철도 대형·중형 전동차를 제작

할 때 중요한 생산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

술자들이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에 대한 원거리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불변적 가동물로 작용했다.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은 전동차 표준사양과 장래에 건설될 경전철

표준사양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서울 도시철도망과 같이 대형·중형

472) 건설교통부,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1998.2.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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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을 운용하는 노선에서 적용되는 전동차 표준사양은 차량운행조

건, 전동차 성능규격, 전동차 주요 구성요소의 규격 등으로 구성되

었다. 전동차는 승객 정원 탑승 시 1인당 점유 면적 0.35m
2
를 기준

으로 대형전철 열차를 구성하는 A형과 중형전철 열차를 구성하는

B형으로 구분되었다. A형 전동차는 운전석이 있는 제어차(Tc)의 경

우 정원이 148명(좌석 48명, 입석 100명), 운전석이 없는 중간차(M,

T)는 정원이 160명(좌석 54명, 입석 106명)으로 규정되었다. B형 전

동차는 운전석이 있는 제어차(Tc)의 경우 정원이 113명(좌석 42명,

입석 71명), 운전석이 없는 중간차(M, T)는 정원이 124명(좌석 48

명, 입석 76명)으로 규정되었다.473) 전동차의 표준적인 전력방식은

직류 1,500볼트로 규정되었다.474) 전동차의 신호·제어시스템의 표준

은 서울 도시철도 5-8호선에서 채택하고 있는 ATC/ATO 방식으로

규정되었다.475)

이러한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에 의거하여 제작된 표준 전동차는

2000년 4월 본선 시운전과 10만km 주행 내구도 시험 평가를 완료한

후 2000년대 개통된 광역시 도시철도 노선이나 새롭게 투입되는 기

존 도시철도 노선 전동차로 공급되었다. 2004년 4월 광주시 도시철

도 1호선에 52량의 표준 전동차가 공급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10

월에는 대구시 지하철 2호선에 168량, 2005년 11월 부산시 지하철 3

호선에 80량, 2005년 12월에 서울시 지하철 2호선에 54량, 2005년

12월 코레일(철도공사) 천안선에 120량, 2006년 3월 대전시 도시철

도 1호선에 84량의 한국형 표준 전동차가 공급되었다.476)

또한 1단계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의 결과 37건의 도시철도 표준화

관련 고시 및 지침, 11건의 특허 등록, 26건의 특허 출원, 234건의

473) 건설교통부,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 2.2 승객정원(1998.2.26. 제정)

474) 건설교통부,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 2.1. 전기방식(1998.2.26. 제정)

475) 건설교통부,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 3.3.3. 신호보안장치

(ATC/ATO)(1998.2.26. 제정)

476)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2007~2012)』, 155쪽 표 <표준사양을 적용한 표준전동차 활용 실

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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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등록, 38건의 국내외 논문게재, 163건의 국내외 논문발

표 등 수많은 불변적 가동물이 생산되어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

술자들이 새롭게 재구성하는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에 대한 원

거리 지배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477)

철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재정의된 행위자들의 이해

관계가 번역되면서 구성된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 표준전동차, 도시

철도 표준화 관련 고시 및 지침, 특허, 소프트웨어, 논문 등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들은 자신들의 구성과정이 은폐되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행위자인 것처럼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은폐를 통

해 하나의 행위자로 작용하는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은 1995년 이전

과 다른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를 새롭게 재구성하게 되었다. 새

로운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크에서 철도기술연구원은 1995년 이전

번역의 중심으로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철

도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자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엔지니어가

차지하고 있던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이해관계 번역의 의무통과점,

대변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 소결

이 장에서는 전동차 행위자-네트워크가 1990년대 중반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970년대 초 서울 도시철도 1호선이 건설된 이후 1990

년대 초반까지 전동차 행위자-네트워크에는 단일한 계산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동차의 표준과 규격은 시기와 노선, 운영기관에

따라 비동질적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전력방식, 전동차 통행방식,

신호·제어시스템 등 전동차의 구성과 직결되는 표준과 규격 역시 다

양하게 규정되었다.

477)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2007~2012)』, 104쪽 ;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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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호선별로 제각기 다른 전력방식, 전동차 통행방식, 신호·

제어시스템이 채택되어도 서로 다른 표준과 규격을 적용하는 노선

끼리 직결운행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

지만 서울 도시철도는 1970년대 초 1호선이 건설될 때부터 표준과

규격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공사)

가 관장하는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청량리 구간과 코레일(옛 철도

청)이 관장하는 국철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구간의 전력 방식이 각

각 직류 1,500볼트와 교류 25,000볼트로 이원화되면서 1호선 남영역

-서울역 사이 구간과 청량리역-회기역 사이 구간에서 전력 방식 전

환을 위해 전동차가 전원을 끊고 관성으로 주행하는 사구간(dead

section)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표준과 규격의 차이가 전동차의 구성에 미친 영향이 극명

하게 드러난 노선은 도시철도 4호선이었다. 서울 도시철도 4호선은

전력방식, 전동차 통행방식, 신호·제어시스템이 모두 비동질적으로

구성된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4호선 당고개-남태령 구간은 서울메트

로의 표준과 규격에 따라 직류 1,500볼트의 전기가 공급되고, 전동

차는 우측으로 통행하였으며, 신호·제어시스템은 ATC 방식을 따랐

다. 남태령역과 선바위역 사이의 구간에서 전동차의 통행방식과 전

력방식이 전환되어 선바위-금정 구간에서는 코레일의 표준과 규격

에 따라 교류 25,000볼트의 전기가 공급되고 전동차는 좌측으로 통

행하였다. 다만 신호·제어시스템은 서울메트로의 표준과 규격에 따

라 ATC 방식을 유지했다. 금정역과 산본역 사이의 구간에서는 신

호·제어시스템이 ATC 방식에서 코레일의 표준과 규격에 따라 ATS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도시철도 4호선은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의 전

동차 표준 및 규격의 차이에 따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사당-금정

사이 과천선 구간에서 전력방식과 통행방식은 코레일의 기준을 따

르고, 신호·제어시스템은 서울메트로의 방식을 따르는 기묘한 타협

으로 행위자들 사이를 관계를 매개해 나갔다.

비동질적인 표준과 규격은 전동차 행위자-네트워크가 도시철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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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사업 이전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불안정한 네트워크로 구성되

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때문에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는 도시철도 계획 당시의 처방과 다른 행위자들 간의 타협을 도출

해야 했다. 1994년 과천선이 개통되면서 서울 도시철도 4호선에 대

당 6억원 수준의 직류 전용 ATC 전동차 대신에 6억 8천만원 수준

의 ATC/ATS 전환 가능 직교류 양용전동차가 도입된 것은 그러한

타협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1995

년 이후 추진된 것이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이었다. 철도기술연구원

의 주도로 시행된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은 서울 도시철도 5-8호선

의 전동차 표준과 규격 등을 참조하여 한국형 표준전동차를 개발하

는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을 제정하였는데, 대형·중형전철 전동차 표준

사양은 대체로 서울 2기 지하철 노선에서 운용되는 철도차량의 사

례를 참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의 제

정으로 2000년대 이후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에 투입되는

전동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는 단

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을 주도한 철도기술연구원은 전동차의 표준

및 규격의 제정, 한국형 표준전동차 연구개발 등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전동차 행위자-네트워크의 계산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했

다. 1990년대 중반 이전 단일한 계산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던 서

울 도시철도망의 전동차 행위자-네트워크는 전력방식, 통행방식, 신

호·제어시스템 방식 등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불안정한 네

트워크였던 반면,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좀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전환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철도기술연구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 전후의 전동차 행위자-네트워크의 변화는

행위자-네트워크가 항상 강고하고 안정적인 상태나 항상 느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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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990

년대 중반을 전후한 서울 도시철도망 전동차의 변화는 행위자-네트

워크가 시기별로 강고하고 안정적인 상태와 느슨하고 불안정한 상

태 사이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점을 방증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동차 행위자-네트워크가 강고함과 느슨함, 안정성과 불안정성 사

이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존재라는 사실은 서울 도시철도망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 도시철도망의 재구성을 살펴보

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도시철도망과 도시결합체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자-네트워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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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도시철도와 서울 도시결합체

도시철도망의 운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에 도달하여 승객으

로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478) 도시철도망 완공 이후 승

객의 이용이 부진하여 계획 단계에서 예측했던 교통 공급과 수요

곡선의 교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운영기관의 적자는 그만큼 더 확대

된다. 이러한 운영기관의 적자 확대는 도시철도망의 지속적인 운영

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때문에 도시철도망의 계획 단계에서 엔지

니어들은 잠재적인 교통 수요를 고려하여 노선과 역의 위치를 선정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역 주변 지역의 잠재적인 승객의 규모가 도시철도의 건설

과 운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시철도망의

외연은 단순히 역 출입구까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역의 출입구를 넘

어서 잠재적인 교통 수요를 제공하는 역 주변 지역 역시 도시철도

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도시철

도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세권(station

influence area)이라고 통칭되는 역 주변 지역과 도시철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도시철도망의 건설 및 운영은 또한 도시 발전과 주민의 교통 패턴,

주변 지역 경관 변화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도시철도망에 따른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

영에 따른 도시의 발전 변화를 고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재커리 쉬락(Zachary M. Schrag)은 미국 워싱턴 D.C.의 도시철도

망 건설사를 연구한 저서 『위대한 사회 지하철 : 워싱턴 도시철도

사』(The Great Society Subway: A History of Washington

478) Annemarie Mol, "Koordination und Ordnungsbildung in der

Akteur-Netzwerk-Theorie",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50:1(2010).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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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에서 워싱턴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도시 발전 변화를 도심부

(the district)와 교외(the suburbs) 별로 1장씩 총 2장에 걸쳐 논의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쉬락은 도시철도의 건설 이후 워싱턴 구도심

부가 어떻게 도시철도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재개발(transit-oriented

renewal)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479) 또한 워싱턴 D.C. 교외 지역인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 버지니아주 알

링턴 카운티(Arlington County), 페어팍스 카운티(Fairfox County)

등에서 워싱턴 도시철도망 건설이 도시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쉬락은 워싱턴 D.C.

교외 지역에서 도시철도 역세권개발은 고밀도 클러스터 발전 추구

라는 도시계획가들의 이상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경제, 지역 사안의 민감성, 역사적 보존, 또는 경제정의 등과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수행되었음을 보여주

었다.480)

하지만 도시철도망의 건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영

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우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다. 도시철도망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

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살펴보지 못한 채 행위

자-연결망의 정화(purification) 이후 구성된 기술 대 사회와 같은 이

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도시철도망의 영향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번역(translation)과 정

화(purification)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로서, 번역이 이뤄진

행위자-네트워크는 정화(purification)되고, 행위자-네트워크의 정화

(purification)는 다시금 더 큰 규모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자-네트

워크 구성을 위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번역의 첩경이 되는 양태를

기술하지 못하는 것이다.481)

479) Zachary M. Schrag, The Great Society Subway: A History of Washington
Metro(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pp. 197-209

480) Ibid., p. 242
481)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번역(translation)과 정화(purification)의 관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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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도시철도망의 건설에 따른 영향을 기술하면서 번역과 정화

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라는 점을 누락하는 것은 또 다른 한

계를 초래한다. 도시철도망은 항상 안정적이고 강고한 네트워크로

유지되지 않고,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

고 강고한 네트워크와 불안정하고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에서 끊임

없이 유동하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도시철도망이 주변의 다른 행위

자에게 항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도시철도망이 안정적이고 강

고한 네트워크에 가까울 때는 주변의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불안정하고 느슨한 네트워크에 가까울 때는 오히려 주변의

행위자들이 도시철도망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도시철도가 항상 안정적이고 강고한 네트

워크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도시철도망의 건설에 따른 영향을

기술한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처럼 인간과 자연, 기술과 사회 식

의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어떤 것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어떤 것이 피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객체인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영

향(effect)을 논증하는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번역(translation)을 통한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과 행위자-네트워

크의 정화(purification)의 전모를 조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객체

라는 이분법을 사용하는 대신 이 장에서는 도시철도 행위자-네트워

크가 번역(translation)과 정화(purification)를 거쳐 새로운 번역

(translation)에 동원(mobilization)되는 전모를 기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망 건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끼치는 영향

(effect)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행위자-네트워크의 정화

(purification)로 말미암은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면

서 이러한 연구들조차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행위자-네트워크의 번

는 브뤼노 라투르 지음·홍철기 옮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40-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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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translation)에 동원되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절에서는 역세권(station

influence area)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은 도시철도망의 내

부와 외부를 나누는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보여주는 첩경임을

논증할 것이다. 2절에서는 역세권을 구성하는 기입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라는 개념의 활용은 결절화

(punctualization) 된 도시철도망이 다른 행위자들과 연합하여 새로

운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역할이 부여(enrollment)되고

동원(mobilization)된 사례임을 보여줄 것이다. 3절에서는 서울 도시

철도망에서 역의 위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도시철도와 역세권이 상호 구성되는 양상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4절

에서는 역세권이 서울을 분절된 도시로 조망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펼쳐나갈 것이다. 이러한 역세권

에 대한 조명은 도시철도와 서울 도시결합체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결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살펴 본 도

시철도망과 서울 도시결합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도시철도의

외연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모호한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1. 역세권 개념의 모호성

도시철도망이 은폐(black-boxing)를 거쳐 결절화(punctualization)되

면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로 인식되면서 더 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동맹을 통해 규모가 큰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도시철도망의 건설에 따른 영향이라 불리는 현

상들은 많은 경우 도시철도망과 새로운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결합하여 또 다른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번역(translation) 활

동을 정화(purification)시키면서 관측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망이 어떻게 다른 행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새로



- 280 -

운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가를 살펴보면 도시철도의 영향이라

는 현상의 면모가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다. 역으로 도시철도망의

영향이라는 현상과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분석하면, 도시철

도와 다른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행위자-네트워크가 무엇인가를 규

명할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도시 개발에 대한 도시철도망의 영향이라는 관점과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으로는 역세권(station influence area)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

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세권에 대한 도시학이나 지

리학, 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연구들 역시 도시철도망와 다른 행위

자들을 연합시켜 새롭게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결합체(urban

assemblage)의 면모를 조명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역세권(station influence area)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역세권법)에 따르면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

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정의된다.482) 또 도시학, 지리학, 경제학 등 관련 학계에

서는 역세권을 일반적으로 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로 정

의하고 있다.483) 요컨대 역세권은 철도망이나 도시철도망이 역을 통

해 주변 공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종의 세력권으로 규정할 수 있

는 셈이다.

한국에서 역세권이라는 개념은 1899년 9월 18일 사상 최초의 본

격적인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05년 일제에 의해 러일전쟁의 병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

48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역세권법) 제2조(정의) 1항,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461#0000,

2016.04.13. 최종접속)

483) 임희지, “서울시 역세권 도시조직 분포유형별 역 중심 생활권 형성을 위한 연

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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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부선, 경의선 등 간선철도망이 건설되면서 각지의 철도역을 중

심으로 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우마차, 인력거, 자동차 등을 활

용한 소운송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484) 이러한 소운송업의 등장은

철도역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와 운송수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에 대한 구분과 인식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철도의 도입 및 연선 주변 지역에서의 소운송업

등장 등 교통 상의 변화는 역세권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의 사용 여

부를 떠나 해당 개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세권’(驛勢圈)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매체를 통해 보

다 대중화 된 시점은 1970년대 초인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최초의 신문보도로 검색되는 사례는 1972년 9월

14일자 매일경제 기사 “부동산학 강의 <47> - 부동산 경기이론

(10)”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1970년대 초 한창 건설되고 있

던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연변, 특히 도시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

밀도 개발지역이 나타나는 ‘마이크로스프롤’(micro sprawl)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485) 또한 학계에서도 1970년대에 접어

들면서 역세권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석박사 학위논문이나 연구논

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세권’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최초의 논

문으로는 1977년 김본식이 쓴 “지하철 및 전철이 교통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논문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김본

식은 도시철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을 중점적으로 개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6)

역세권은 일반적으로 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로 인식되

484) 정재정, 『일제 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561-573쪽

485) 김영진, “부동산학 강의 <47> - 부동산 경기이론(10)”, 『매일경제』

(1972.9.14.),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검색

(2016.04.15. 최종 접속)

486) 김본식, “지하철 및 전철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77), 57쪽, www.riss4u.net 검색(2016.4.15.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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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학계 내에서 연구자들에 따라 역세권의 정의가 제각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의 영향력 중 어떤 요소에 초

점을 맞추는가, 그리고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역세권의 정의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역세권의 정의는 크게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관

점은 역이 입지하면서 주변 지역의 지가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권이라는 개념으로 역세권을 정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보행자들이 도보로 역에 접근하여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거리라는 보행권의 개념으로 역세권을 정의하는 것이다. 세 번

째 관점은 해당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생활권의 개념으

로 역세권을 정의하는 것이다.487)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자들

에 따라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전성찬은 역세권을 역이 부

동산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역으로 정의하면서

역 주변 반경 180m 이내가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보았다.488)

임희지는 역이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력권은 역 주변 반경 200m, 주민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도보로

역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권은 역 주변 반경 600m, 해당 역을 이용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생활권은 역 주변 반경 1km라고 분석하면

서, 생활권으로서의 역세권 관점을 차용하여 역 주변 반경 1km가

역세권이라고 보았다.489) 김병린은 서울 도심부 지하철역의 역세권

은 역 반경 1km, 서울 근교 위성도시를 지나는 전철 구간 역세권은

역 반경 2.5km로 정의하였다.490) 김진과 이민석은 보행권을 기준으

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주변 400m로 설정하였다.491) 베르톨리니

487) 같은 논문, 7쪽

488) 전성찬, “지하철역 주변 상업적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

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489) 임희지, 앞의 논문, 9쪽

490) 김병린, “지하철 제1호선의 성과와 장래계획”, 『도시문제』 11:11(1976), 26쪽

491) 김진·이민석, “지하철 이용수요와 역세권도시구조특성과의 관계분석연구 : 수

도권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1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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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 Bertolini)는 주민이 도보로 역에 접근할 수 있는 역 반경

700m를 역세권으로 설정하였다.492) 그렇지만 이연수, 추상호, 강준

모는 이 같은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수치가 많은 경우 구체

적인 근거가 결여되었거나 추상적이고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수 있는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493) 이와 관련해서

이연수, 추상호, 강준모는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위치한 도시철도역

223개소의 역세권 유형을 용도지역과 도시철도 승하차 인원을 기준

으로 주거위주 상업혼재형, 주거위주 타용도 혼재형, 상업중심형, 준

공업중심형, 녹지중심형 등 5가지로 유형화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주거중심 상업혼재형 역세권은 역 반경 650m, 주거위주 타용도 혼

재형 역세권은 역반경 550m, 상업중심형은 역 반경 700m, 준공업중

심형은 역 반경 600m, 녹지중심형은 역 반경 450m를 역세권의 범

위로 하자고 주장했다.494)

역세권의 정의와 공간적 범위에 대해 학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속출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도시철도망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

은 상당히 모호하고 유동적인 작업이다.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

위자들은 상호 간에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입각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도시

철도망의 모든 행위자들이 항상 네트워크에 연계되어 존재하지 않

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철도망의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의 내부와

외부를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승객, 화폐, 교통카드 등 중요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308쪽

492) Luca Bertolini, “Station areas as nodes and places in urban networks: An

analytical tool and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ies” in Frank Bruinsma;

Eric Pels; Hugo Priemus; Piet Rietveld; Bert Van Wee eds., Railway
Development: Impacts on Urban Dynamics(Physica-Verlag, 2008), p. 41

493) 이연수·추상호·강준모, “서울시 지하철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 설정과 특성분

석”, 『국토계획』 47:1(2012.2), 116쪽

494) 같은 글, 124쪽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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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철도망 내부와 외부를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존재

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객, 화폐, 교통카드는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이기도 하고, 버스 교통시스템과 같은 다른 행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렇듯 역세권 개념의 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 행위자인 승

객과 화폐가 도시철도를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도

시철도망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도시철도의 영향력

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라고 정의되고 있는 역세권이 도시철도망의

경계를 기하학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개념적 시도의 일환으로서 도

출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

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가 거리의 멀고 가까

움에 좌우되지 않는 것도 역세권의 정의와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집 앞을 지나는 길 20미터 지하에 도시철도 궤도

가 부설된 터널이 있는 주민보다 역에서 1km 떨어져 있지만 마을버

스 등 연계 환승 수단이 잘 갖춰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철

도망에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거주지 범위는 거리와 무관하게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도시철도 노선에 있는 역 주위 반경 500미터 이내는 모두 동질적인

역세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세권의 범위에 대

해 연구자들은 역이 도심에 존재하느냐, 교외에 존재하느냐, 주거지

구냐 상업지구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소 180미터에서 최대

2.5km까지 규정하고 있다.

역세권 개념과 공간적 범위가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은 역세

권을 둘러싸고 도시철도망과 연관된 행위자들의 관계가 협상의 영

역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이 다양하

게 정의하고 있는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고 활용되는

지를 살펴보면, 도시철도망이 어떻게 결절화(punctualization)되어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행위자-네트워크를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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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동원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절

들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역세권에 대한 사례 연구들을 보다 본격적

으로 짚어보도록 하겠다.

2. 역세권을 구성하는 기입(inscription)들

역세권(station influence area)이라는 개념은 도시철도 행위자-연결

망을 비롯한 수많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목표를 기입

(inscription)하고 번역(translation)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 과정

의 특성 상 역세권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역세권(station influence area)을 구성하는 데 활용되는 행위자들의

목표가 기입(inscription)되어 형성된 대표적인 불변적 가동물

(immutable mobile)은 도시철도 역 및 노선에 대한 지리적 정보이

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 노선도, 지도상에서의 역의 위치 및 주

소 등이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임

희지는 “서울시 역세권 도시조직 분포유형별 역중심 생활권 형성을

위한 연구”라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서울 도시철도망 역세권을

특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 도시철도망 현황도와 서울시 역세

권과 교차역 분포 현황도를 인용하였다.495)(아래 그림 28, 29 참조)

495) 임희지, “서울시 역세권 도시조직 분포유형별 역중심 생활권 형성을 위한 연

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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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울시 역세권(반경 500m)과 교차역 분포현황(임희지,

“서울시 역세권 도시조직 분포유형별 역중심 생활권 형성을 위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85쪽 그림 III-15에서 재인

용)

그림 29. 서울시 지하철 현황도(임희지, “서울시 역세권 도시조직

분포유형별 역중심 생활권 형성을 위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84쪽 그림 III-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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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노선도, 지도상에서의 역의 위치 및 주소와 같은 기입

(inscription)은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으로 구성된 행위자-네트워크

인 서울 도시철도망을 추상적인 점과 선의 집합으로 치환

(displacement)시킨 것이다. 특히 전동차, 궤도, 터널, 역 건물, 전력·

통신·제어 관련 시설물 등 도시철도 행위자-연결망을 구성하는 중

요한 비인간 행위자들은 지도상에서 점으로 재현되는 역과 선으로

재현되는 노선도 속에 접혀져 버리게 된다. 비인간 행위자들이 추상

적인 점과 선의 집합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노선도, 지도상에서의 역의 위치 및 주소와 같은 기입(inscription)은

도시철도망에 대한 정화(purification)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 역의 이용객수 현황 역시 역세권을 구성하는 데 활용되

는 대표적인 불변적 가동물(immutable mobile) 중 하나이다. 역의

이용객수 현황은 해당 역세권에서의 교통수요와 유동인구를 추산하

게 함으로써 역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곽영호는 역 반경 500m 이내를 역세권으로 설정한 후, 역세권

내에서 상주하는 주민 숫자를 해당 지역 내 잠재적인 도시철도 이

용객수로 간주하였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가

정되는 역세권 내 상주인구 수치를 해당 역의 연간 이용객으로 나

눈 값을 백분율로 만들어 역의 영향력을 고찰하였다.496)

이러한 역의 이용객수 현황은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

요 행위자인 승객들을 다양한 목적과 배경을 가진 개개인이 아니라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행위자로

추상화·균일화시킨 결과물이다. 이렇듯 숫자로 추상화 된 승객들은

역시 지도상의 점으로 추상화 된 역의 입력물 - 도시철도 승차자 -

과 출력물 - 도시철도 하차자 - , 지도상의 선으로 추상화 된 도시

철도 전동차, 궤도, 터널, 전력·통신·제어 시스템의 유동량(flow)로

간주되며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점과 선의

496) 곽영호, “서울의 지하철 교통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지리학연구』

15(1990.6.),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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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속에 접혀져 보이지 않게 된다.

역세권(station influence are)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역

주변지역의 상주인구, 건물 분포, 용적률, 지가, 지대 현황 등과 같은

요소이다. 예를 들어 장경철은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 - 서울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연구대상 역세권의 연도별 건축물 연면적 현황을

1970년대 이전, 1995년 이후, 2001년 이후라는 세 시간대를 중심으

로 정리한 표를 활용하기도 했다.497) 이러한 역세권 상주인구, 건물

분포, 용적률, 지가, 지대 현황 등의 요소 역시 역세권의 인간과 비

인간 행위자들의 목표를 기입·번역하고 추상적인 점, 선, 면과 숫자

로 치환(displacement)한 결과물이다. 역세권에 다양한 목적을 지니

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도시철도 이용자로,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상이한 설계로 건축된 건물들은 용적률, 지가, 지대와 같은

숫자로 추상화되면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 수단으로 간주

된다.

이렇듯 역세권(station influence area)은 도시철도 노선도 등과 역

의 이용객수 현황 등의 기입(inscription)에 역 주변지역의 상주인구,

건물 분포, 용적률, 지가, 지대 현황 등의 기입(inscription)을 번역·

치환하여 구성된 행위자-네트워크이다. 역세권을 구성하는 수많은

행위자들이 각각 또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이며, 수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공간에서 구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역세권에는 각 행위자들

의 시공간이 접혀져(folding)있다고 볼 수 있다.498)

이와 관련해서 다음 절에서는 역세권이 도시철도망과 어떤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망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역세권이 서울 도시결합체의 구성에 어떠한 기여를

497) 장경철,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 - 서울시 역세권 지

구단위계획구역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3쪽 표 25 참조

498)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이음, 2010),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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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3. 역세권과 도시개발 계획

3.1. 도시철도 1-4호선의 역 입지 선정

서울 도시철도망에서의 역의 입지는 도시 개발과 연관된 행위자들

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지하철 건설에서 간과할 수 없는 기술적

요소들 - 전동차가 표정속도499)를 유지하며 승객을 싣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곡선반경, 기울기(급구배/경사도) 한

도, 콘코스(concourse, 역무실, 기계실 등 역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

이 들어서는 역내 공간), 대합실, 승강장 입지 조건(ex. 지하역의 깊

이) 등등 - 과 표준을 고려하여 지하철 계획 단계에서 선정되었다.

역 입지 선정은 그 자체가 도시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활동으로서 도시철도 망과 다른 행위자-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작용

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역 입지는 우선 도시철도 노선 계획을 통해 건설 대상 지역이 결

정되면서 구체적인 선정 범위가 설정된다. 도시철도 노선 계획은 도

시계획과의 연관 하에 잠재적인 승객의 규모와 교통 수요를 참고하

여 구체적인 역 건설 입지를 염두에 두고 설정되기 때문이다.

노선 계획 하에서 구체적인 역 입지 선정 범위가 설정된 후에는

전동차의 역 간 거리 이동 평균 소요시간을 감안하면서 주변 역세

권의 유동인구, 일일 역 이용객 수, 환승객수(환승역의 경우) 등 역

을 이용하는 도시철도 승객 규모를 예측하여 보다 확실한 입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망 구성 과정에서는 전동차의 표정속

도, 주변 역세권의 유동인구, 일일 역 이용객수, 환승객수, 신호방식,

열차 길이 및 그와 연관된 승강장 길이 등의 요소를 교통 수요 예

499) 표정속도는 표정속도=지하철 노선 총 영업거리/시점과 종점 간 총 소요시간

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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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모델에 대입하여 최적의 역 입지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 2010년대까지 지속적인 건설 사업을 통해 노선

을 연장해 온 도시철도 3·4호선 건설의 경우, 1979년 최초로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미국 교통부에서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UTPS를 활용하여 수송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역 입지 선정에 반영

하였다.500)

이러한 UTPS와 같은 교통 수요 예측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은 역 입지 선정 및 건설 계획을 둘러싼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번역하고 치환하는 기입도구(inscription device)이다. 또

한 UTPS와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그 소스코드까지

분석할 필요 없이 수송수요 예측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입력과 출력의 단위로만 간주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행위자-연결망의 블랙박스(black-box)라고 할 수 있다. 이

렇듯 교통 수요 예측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도시

철도 계획가들은 스스로를 도시철도망의 의무통과점(obligation

point of passage, opp)으로 등치시킨다고 볼 수 있다.501)

서울 도시철도망에서도 도시계획 및 그와 연관된 노선계획에 따라

각 호선 별 역 입지 선정 범위가 결정되었다. 1호선은 서울역-청량

리 사이에 신규로 지하철 구간을 건설하고, 그 외에는 경인선, 경부

선, 경원선 등 기존 국철 구간을 전철화 하는 방식으로 노선이 구성

되었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는 서울시청, 종각, 종로3가, 종로5가, 동

대문, 신설동, 제기동 등 종로 일대 및 그 연장선상에서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지하 역 입지를 선정하였다. 기존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국철 전철화 구간에서는 기존 역에 도시철도 역 기능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증축하거나, 수도권 위성도시 개발계획과 연관된 지

역에 새로운 역을 개설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1

500) 대우개발주식회사·(주)대우엔지니어링, 『지하철 3·4호선 건설기본계획서』(대

우개발주식회사·(주)대우엔지니어링, 1979), 2쪽

501)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이음, 2010), 23-24쪽

;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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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에서는 역세권, 승강객 수요, 운전속도, 신호방식, 열차 길이(승

강장 길이), 역의 건설비 등의 요소와 다른 나라의 도시철도 역 입

지 선정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역 간 표준 거리를 1) 미개발 지역

2.0~3.0km, 2) 주거 시가 지역 0.8~1.5km, 시 중심부 0.6~1.2km로 결

정하였다.502)

도시철도 2, 3, 4호선에서는 신도시 개발 계획과 연관되어 노선과

역 입지 선정 범위가 결정되었다. 그 중 서울 강북 4대문안 도심 지

역의 경우 도시철도 1호선과 비슷하게 종로, 중구 일대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역 입지를 선정하였다. 강북 4대문안 도심 지역에서 도시

철도 2, 3, 4호선의 역 간 표준 거리는 0.7~1.0km로 설정되었다.503)

강북 4대문안 도심 지역을 벗어난 강남 등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발전된 지역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연관되어 역 입지를 선정하였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1975년 2월 서울 4대문안 중심-강남-영등포

를 잇는 ‘3핵 도심 구상’에 입각하여 노선 계획이 전면 개편되면서

잠실나루(구 성내)-당산 간 역 입지 선정 범위가 결정되었다.504) 도

시철도 2호선 잠실나루(구 성내)-당산 간 역 간 거리는 최소 697m

(교대역-서초역 간)에서 최대 1769m(신림역-신대방역 간) 범위 안

에서 결정되었는데, 평균적으로는 1214m로 설정되었다.(아래 표 76

참조)505) 도시철도 2호선의 역 표준 거리가 도심에서는 0.7~1.0km,

교외에서는 1.5km로 설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역 간 거리가

0.7~1.0km 범위에서 결정된 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의 역들을 강남과

영등포의 도심 개발을 위해 배치한 곳으로 볼 수 있고, 1.5km 내외

50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1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82쪽

50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95쪽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상)』(서울특

별시 지하철공사, 1987), 153쪽

504)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한울, 2003), 272-275쪽

505) 당산-잠실나루(구 성내) 간 총 거리 26.721km를 22개 역으로 나눈 값. 당산역

은 2호선 시청역에서 동쪽으로 277.9m 지점에서 설정된 도시철도 설계시종점으

로부터 40.642km, 잠실나루(구 성내)역은 13.921km 떨어져 있다. 서울특별시 지

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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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잠실나루(

구 성내)
잠실 신천 종합운동장 삼성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13k921 14k963 16k178 17k358 18k336

역간

거리
1042 1215 1180 978 1326

역명 선릉 역삼 강남 교대 서초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19k662 20k865 21k641 22k886 23k583

역간

거리
1326 1203 776 1245 697 1643

역명 방배 사당 낙성대 서울대입구 봉천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25k226 26k785 28k452 29k502 30k485

역간

거리
1643 1679 1667 1050 983 1149

역명 신림 신대방

구로디지

털단지(구

구로공단)

대림 신도림

설계시

점부터

의

31k634
33k403

(외선순환)

34k510

(외선순환

)

35k630 37k394

인 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된 1978년 3월 9일 당시 교외 지

역으로 간주되었거나 지형 상의 제약 조건 때문에 역 간 거리가 길

어진 곳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506)

506)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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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33k393

(내선순환)

34k507

(내선순환

)

역간

거리
1149

1769

(외선순환)

1107

(외선순환)

1120

(외선순환)
1764 1227

1759

(내선순환)

1114

(내선순환)

1123

(내선순환)

역명 문래 영등포구청 당산

설계시

점

부터의

거리

38k621 39k486 40k642

역간

거리
1227 865 1156

표 76. 2호선 잠실나루(구 성내)-당산 간 배선현황(단위는 m)(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93쪽 그림

4-1-2 참조)

1978년 3월 9일 착공 당시 도시철도 2호선의 잠실나루(구 성내)-당

산 간 구간에서 입지가 선정된 역 주변은 상당수가 도심으로 개발

되지 못한 지역이었다. 2010년대에는 서울 4대문 안 광화문·종로 도

심 이상의 번화한 도심지로 기능하고 있는 강남 테헤란로 일대도

1978년에는 개발되지 못한 변두리 지역에 불과했던 것이다. 삼성역,

선릉역 일대는 “미개발 지역으로 장차 주택 및 업무지구로 예상되는

지역”, 역삼역 일대도 “도로변을 중심으로 장차 업무 및 주거지구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강남역 일대도 “주변지역은 미개발 상태이

며 강남의 업무중심 지구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었다.507) 심지

어 교대역 일대는 “주택지역이나 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서초역은 “역이 설치됨으로써 장차 개발이 예상되는 지

역”, 방배역도 “용지매입이 불가피한 논이 많은 주택지역”이었다.508)

이렇듯 2010년대 현재 서울의 가장 번화한 도심 지역인 강남 테헤

507)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102쪽

508) 같은 책,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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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로 및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가 1978년 당시에는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까지 변경하

며 역 입지를 선정할 수 있었던 까닭은 도시철도 계획가들이 미래

의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와 역이 상호작용을 하게끔 설정했기 때

문이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2000년 12월 4월 버스전용 중앙

차선제와 노면보다 높은 승강장을 결합한 노면전차나 지상 경전철

에 준하는 간선버스급행체계(Bus Rapid Transit)의 일종인 트랜스

밀레니오(Transmilenio)를 건설할 때, 보고타 도시철도망이 2000년

전후 절대 건설되지 않고 단지 구상과 논의로만 그쳤던 가상적인

행위자-네트워크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밀레니오 계획에 나선 엔

지니어들은 가상적이고 미래의 행위자-네트워크인 보고타 도시철도

망에 맞서 투자 우선순위 논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던 것처럼, 도시철

도 2호선에서도 아직 가상적인 미래의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와의

상호 작용이 네트워크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509) 그 때문에

강남역은 1978년 3월 도시철도 2호선 강남구간 착공 당시 “주변지역

은 미개발 상태이며 강남의 업무중심 지구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역 입지 선정 단계부터 “이용승객이 많은 정거장”

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510)

이렇듯 미래의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와 역이 다른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과 함께 도시결합체(urban assemblage)의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해당 구간에서 역 입지가 선정될 당시의

역세권 상황과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개통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시

점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

도 2호선이 착공되던 1978년 전해인 1977년 서울의 총인구수는 752

만 5600명이었는데, 그 중 강북 9개구에 489만명, 강남 4개구에 263

509) Andres Valderranma Pineda, “How do we co-produce urban transport

system and the city?: The Case of Transmilenio and Bogota” in Inagcio

Farias and Thomas Bender eds., Urban Assemblages: How Actor-Network
Theory Changes Urban Studies(Routledge, 2010), pp. 133-135

510)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2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9),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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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구파발 연신내 불광 녹번 홍제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7k550 9k545 10k865 11k975 13k570

역간

거리
1995 1320 1110 1595 890

역명 무악재 독립문
경복궁

(중앙청)
안국 종로3가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14k460 15k550 17k130 18k210 19k230

역간 890 1090 1580 1080 1020 625

만 3천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북 대 강남의 인구 비율은 65대

35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 2호선이 완

전 개통된 다음해인 1985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총인구 964

만 6천명 중 강북 10개구에 521만 9천명, 강남 7개구에 442만 6천명

이 거주함으로써 강북 대 강남의 인구 비율이 54대 46으로, 강남의

인구 급증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였다.511)

도시철도 3, 4호선도 ‘3핵 도심 구상’의 영향을 받아 노선 계획이

전면 개편되면서 강남 등 1970년대부터 새롭게 발전한 지역에서 신

도시 개발과 연관하여 역 입지가 선정되었다. 1980년 2월 29일 도시

철도 3·4호선 건설 당시 교외 지역으로 간주된 곳에서의 역은 역 간

거리 1.5km를 기준으로 노선 상에서 입지를 결정하였다.(표 77, 표

78 참조)512)

511)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한울, 2003), 282쪽

51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1987),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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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역명
을지로3

가
충무로 동대입구 약수 금호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19k855 20k500 21k430 22k180 22k990

역간

거리
625 645 930 750 810

732.

1

역명 옥수 압구정 신사 잠원
고속터미

널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23k722.1 25k850 27k350 28k240 29k462

역간

거리

732

.1
2127.9 1500 890 1222

155

8

역명 교대 화물터미널 양재

설계시

점

부터의

거리

31k020 31k942.5 33k700

역간

거리

155

8
922.5 1757.5

표 77. 3호선 구파발-양재 간 배선현황(단위는 m)(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728쪽 그림 5-1-1

참조)

역명 상계 노원 창동 쌍문 수유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1k220 2k260 3k693.5 5k043 6k498

역간

거리
1040 1433.5 1349.5 145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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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미아 미아3거리 길음 성신여대입구
한성대입구

(삼선교)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7k850 9k370 10k620 12k047 13k065

역간

거리

135

2
1520 1250 1427 1018 925

역명 혜화 동대문 동대문운동장 충무로 명동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13k990 15k480 16k193 17k460 18k180

역간

거리
925 1490 713 1267 720 740

역명 회현 서울역 숙대입구 삼각지 신용산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18k920 19k770 20k763 21k993 22k660

역간

거리
740 850 993 1230 667 1265

역명 이촌 동작
총신대입구

(이수)
사당

설계시

점

부터의

거리

23k925 26k602.5 28k379 29k537.5

역간

거리

126

5
2677.5 1776.5 1158.5

표 78. 4호선 상계-사당 간 배선현황(단위는 m)(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87), 729쪽 그림 5-1-2

참조)

도시철도 3호선의 역 입지를 살펴보면 강남 구간에서는 2호선 강

남역이 아니라 교대역이 환승역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남

구간의 선형이 압구정 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직진하지 않고 상당

히 우회하여 교대역으로 간 후 다시 양재역 방면으로 우회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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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3호선 강남 구간의 선형이 교대역 근방으

로 우회하게 된 까닭은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계획 당시 고속터미널

을 경유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고속버스 이용객들의 교통난을 해소

하기 위해 고속터미널 근방으로 3호선 노선을 결정하고 고속터미널

역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이다.513)

도시철도 4호선의 역 입지 선정도 도시 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갖

고 이루어졌다. 특히 상계역, 노원역은 원래 입지 선정 당시 주변

지역이 농경지였으나 상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주변 아파트와 주택

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근 수요를 감당하는 역으로 발전하였다.514)

즉 상계역과 노원역은 상계 신도시의 아파트, 빌딩, 단독주택 및 주

민 등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와 함께 상호 구성된 행위자로 기

능한 것이다.

1985년 10월 18일 서울 도시철도 4호선의 개통 당시 최남단 종착

역인 사당역도 주변 주택 및 빌딩은 물론 도시철도 2호선과 과천으

로 향하는 남태령길 등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과 상호 작

용하는 행위자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당역은 도시철도 2·4호선이 만

나면서 경기도 방면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승객들의 관문 역할을 수

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으로 기능하였다.515)

3.2. 도시철도 5-8호선의 역 입지 선정

도시철도 5-8호선의 역 입지 선정은 1-4호선이 포괄하지 못했던

도시철도 소외 지역에서의 교통 수요 흡수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

다. 도시철도 5-8호선의 역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고려된 주요 사항

은 역세권의 잠재적인 수송수요와 주변 개발현황, 노선 주변 도시개

513)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한울, 2003), 308-309쪽

514)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1987), 162쪽

515)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1987),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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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방화 개화산 김포공항 송정 마곡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2K

632.50
3K 505.00 4K 743.00 6K 010.00 7K 130.00

역간

거리
872.5 1238.0 1213.9 1120 1230

역명 발산 우장산 화곡 까치산 신정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8K

360.00
9K 282.50 10K 222.00 11K 477.50 12K 800.00

역간 123 922.5 939.5 1255.5 1322.5 753

발 계획, 역세권의 장래 개발 전망 등이었다. 또한 다른 도시철도

노선이나 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 효율, 선형계획 및 지

반조건, 전동차 운행속도 및 운행시간, 전력소모량 등 운전효율 관

련 사항도 주요 고려 사항이었다.516)

도시철도 5호선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영등포, 마포, 서울 4대문안

도심, 성동, 강동 일대 지역의 교통 수요를 충족하면서 장래 개발이

예정되고 있던 강서구 방화택지개발 지역의 미래 교통 수요를 분담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의 입지를 선정하였다.517) 도시철도 5호선의

평균 역간 거리는 1,011.5미터였고, 광나루역에서 천호역으로 이어지

는 한강 하저터널 통과 구간의 역간 거리가 2,009미터로 가장 길었

다. 역간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은 왕십리역과 마장역 사이의 740미터

구간이었다.(아래 표 79 참조)518)

516)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6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 지하

철건설본부, 2002), 445쪽

517)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 지하

철건설본부, 1998), 361-366쪽

518) 같은 책, 659쪽. 도시철도 5호선 역간 평균 거리는 전체 영업구간 51.5885km

를 51개 역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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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0

역명 목동 오목교 양평 영등포구청 영등포시장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13K

553.00
14K 430.00 15K 484.00 16K 270.00 17K 180.00

역간

거리
753 877 1054.0 786.0 910.0 1091.5

역명 신길 여의도 여의나루 마포 공덕

설계시

점부터

의

거리

18K

271.50
19K 220.00 20K 170.00 21K 960.00 22K 782.50

역간

거리

109

1.5
948.5 950.0 1790.0 822.5 1097.5

역명 애오개 충정로 서대문 광화문 종로3가

설계시

점

부터의

거리

23K

880.00
24K 802.50 25K 560.00 26K 645.00 27K 860.00

역간

거리

109

7.5
922.5 757.5 1085 1215.0 990

역명
을지로4

가
동대문운동장 청구 신금호 행당

설계시

점

부터의

거리

28K

850.00
29K 775 30K 678.5 31K 618.00 32K 510

역간

거리
990 925 903.5 939.5 892 808.2

역명 왕십리 마장 답십리 장안평 군자

설계시

점

부터의

거리

32K 960 33K 700.00 34K 640.00 35K 667.50 37K 358.00

역간 808 740 940 1227.5 1464.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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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2

역명 아차산 광나루 천호 강동 길동

설계시

점

부터의

거리

38K

392.00
39K 890.00 41K 899.00 42K 710.00 43K 648.00

역간

거리

103

4
1498 2009 811 938 802

역명 굽은다리 명일 고덕 상일동

설계시

점

부터의

거리

44K

450.00
45K 200.00 46K 400.00 47K 492.50

역간

거리
802 750 1200 1092.5

역명 강동 둔촌동 올림픽공원 방이 오금

설계시

점

부터의

거리

42K

710.00
1K 000.00 2K 383.00 3K 234.50 4K 090.00

역간

거리
1000 1383 851.5 855.5 859.5

역명 개농 거여 마천

설계시

점

부터의

거리

4K

949.50
5K 840.00 6K 728.50

역간

거리

859

.5
890.5 888.5

표 79. 5호선 배선현황(단위는 m)(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5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1998), 659쪽 “서울시

지하철5호선 종. 평면도” 참조)

도시철도 6호선의 경우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건설되기 시

작한 상암 월드컵경기장으로의 승객 수송과 노원구 신내지구 택지

개발지역의 교통 수요 분담이 해당 구간 역 입지 선정에서 중요하

게 고려되었다. 특히 월드컵 관람객의 교통수요와 관련해서는 6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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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번호 역명 환승노선 역간거리

603 응암 0.0

600 역촌 1.1

600-1 불광 3호선 0.8

600-2 독바위 0.9

601 연신내 3호선 1.4

602 구산 0.9

603 응암 1.5

604 새절(신사) 0.9

605 증산(명지대앞) 0.9

606 수색 1.1

607 월드컵경기장(성산) 0.8

608 마포구청 0.8

609 망원 1.0

610 합정 2호선 0.8

611 상수 0.8

612 광흥창(서강) 0.9

613 대흥(서강대앞) 1.0

614 공덕 5호선 0.9

615 효창공원 0.9

616 삼각지 4호선 1.2

617 녹사평 1.1

618 이태원 0.8

619 한강진 1.0

이 상암 월드컵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관람객의 절반을 수송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519) 아울러 은평, 마포, 용산, 동대문 등 서울 강북

도심 및 부도심 지역의 도시철도 소외 지역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

는 것 역시 역 입지 선정에서 주요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하였다.520)

6호선의 역간 평균 거리는 925m였고, 각각 1.4km의 간격을 보이는

독바위-연신내 사이와 고려대-월곡(동덕여대) 사이의 구간이 역간

최대거리를 기록했다. 또한 신당과 동묘앞 사이의 600미터 길이의

구간이 역간 최소거리를 기록했다.(아래 표 80 참조)521)

519)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44쪽

520) 같은 책, 43쪽

521)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6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 지하

철건설본부, 2002), 445 ; 454-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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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버티고개 1.0

621 약수 3호선 0.7

622 청구 5호선 0.8

623 신당 2호선 0.7

624 동묘앞 0.6

625 창신 0.9

626 보문 0.8

627 안암 0.9

628 고려대 0.8

629 월곡(동덕여대) 1.4

630
상월곡(한국과학기술

연구원)
0.8

631 돌곶이 0.8

632 석계 1호선 1.0

633 태릉입구 7호선 0.8

634 화랑대 0.9

635 봉화산 0.7

차량기지 차량기지

표 80. 6호선 배선 현황(단위 : km)(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6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2002), 454-455쪽)

도시철도 7호선은 강남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서울 서남 구로, 금

천 지역으로, 동북쪽으로는 중랑, 노원, 도봉 지역으로 이어지는 반

순환선 형태의 선형을 보였다. 7호선은 도봉, 상계지역 대단위 주거

단지와 묵동, 중화 및 면목지구 등 도시철도 1-4호선 노선에서 벗어

나 있던 중랑구 일대의 교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또한 7호선은 노선상의 역 9개소에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과 환승할 수 있게 구상되었다.522) 역간 거리는

평균 1.14km였고, 역간 최대 거리는 2.21km, 최소 거리는 0.8km였

다.523)

도시철도 8호선은 1989년 8월 왕십리-선릉을 경유하여 분당으로

이어지는 분당선이 성남 구시가지를 경유하여 전개될 경우 분당과

성남 구시가지의 통근수요가 합쳐져서 수송능력을 상회할 수 있다

522)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45쪽

523)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 지하

철건설본부, 2002), 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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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도시철도 8호선 모란-복정역 간 선형(map.daum.net,

2016.12.14. 최종접속)

는 분석 하에 별도 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구상된 노선이었

다. 분당 지역과는 별개로 성남 구시가지와 잠실 지구를 연결하여

서울-성남 간 통근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524) 그 때문

에 도시철도 8호선의 선형은 분당선과의 환승역인 모란역과 복정역

사이에서 성남 구시가지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기 위해 동쪽으로 크

게 반원형의 모습을 그리며 전개되었다.(아래 그림 30 참조) 이러한

성남 구시가지의 교통 수요 흡수 구상이 도시철도 8호선의 역 입지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었다.(아래 표 81 참조)

524)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건설삼십년사』(서울특별시, 2003),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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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순 역명 위치 역간거리(전역 대비)

0km 480

801 암사 0km 932.00 452.0

802 천호사거리 2km 251.270 1,319.27

803 강동구청 3km 182.00 930.73

804 올림픽공원 4km 815.00 1635.861

805 잠실 5km 950.00 775.0

806 고분 6km 835.00 1245.0

807 가락 7km 760.00 925.0

808 농산물시장 8km 550.00 795.0

809 문정 9km 450.00 895.579

810 장지 10km 300.00 850.0

811 복정 11km 231.198 931.198

812 남한산성 15km 195.00 2688.649

813 법원 15km 975.00 1285.0

814 단대 16km 810.00 780.0

815 종합시장 17km 660.00 835.0

816 교육구청 18km 640.00 850.0

817 모란 20km 125.469 980.0

차량

기지
차량기지 1485.469

표 81. 도시철도 8호선 배선 현황(단위 : m)(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지하철8호선건설지(상)』(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2001), 388쪽)

이처럼 도시철도망의 역 입지 선정은 주변의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과 역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

었다. 역의 입지는 역세권의 도시 개발 계획을 고려하거나, 역으로

역세권의 새로운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정되었다.

따라서 역의 입지 선정 및 그에 따른 역세권의 조성은 서울 도시결

합체(urban assemblage)의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세권의 구성은 서울 도시결합체를 역세권과 비역세권으로 구분

하여 도시개발계획을 조망하는 시각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도 했다. 서울의 분절도시화에 역세권의 구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

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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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세권과 분절된 도시(The Station Influence

Area and the Splinterring Urbanism)

역세권(the station influence area)은 서울 도시결합체의 시공간의

분절과 밀접하게 맞물려 상호 구성되었다. 역세권(the station

influence area)이라는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은 그 자체로 서울 도

시결합체(urban assemblage in Seoul)를 역세권과 비역세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나눠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공간을 구성하는 정화(purification)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서울시의 경우 시 면적에서 역세권이라는 면이 차지하는 비율,

시가화 지역 면적에서 역세권이라는 면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면서 도시결합체의 이분법적인 구도가 수치화를 통해

기입(inscription)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도

시철도망의 역세권이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과 서울시 시가화 지역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역 반경 250m 이내에 포함되는 1차 역

세권의 면적 비중은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대비 9.9%, 시가화 지역

면적 대비 13.4%로 나타났다. 또한 역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되는

2차 역세권의 면적 비중은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대비 34%, 시가화

지역 면적 대비 45.3%로 나타났다.525)(아래 그림 31과 표 82 참조)

525) 구자훈·이승일·이창무 등,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정립 방안 연

구』((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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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울시 내 도시철도 역세권 면적 현황도(왼쪽 :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상,

오른쪽 : 시가화 지역 면적 대상)(구자훈·이승일·이창무 등,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정립 방안 연구』((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104쪽 그림

3-39 인용)

역세권

구분

역세권 면적 점유비율 누적면적
누적

점유비율

전체

행정

구역

시가화

지역

기준

서울시

행정

구역

면적

서울시

시가화

면적

전체

행정

구역

기준

시가화

지역

기준

서울시

행정

구역

면적

서울시

시가화

면적

1차역

세권

(250m)

60km
2 58.1

km
2 9.9% 13.4% 60km

2 58.1

km
2 9.9% 13.4%

2차역

세권

(500m)

145.7k

m2
137.9

km2
24.1% 31.9%

205.7

km2
196

km2
34% 45.3%

합계 352.6 321.9 58.3% 74.4%

표 82. 서울시 도시철도 역세권 면적 산정(구자훈·이승일·이창무 등,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정립 방안 연구』((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104쪽 표 3-30 인용)

이렇듯 역세권과 비역세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서울 도시결합

체의 시공간이 재구성되면서 도시결합체의 발전 역시 역세권의 발

전으로 치환(displacement)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철도망을 구성하

는 중요 행위자들인 역사 주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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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관련 중앙행정부처, 국회, 도로·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

스템 등의 목표인 도시발전, 자신들의 행위자-네트워크 연장이라는

목표가 역세권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치환(displacement)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목

표가 역세권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번역되고 치환된 면모는 구자훈,

이승일, 이창무 등이 2012년 제출한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

권 기능정립 방안 연구』와 같은 연구보고서나 논문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정립 방안 연

구』에서 연구자들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로 발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고 언명하면서

역사 주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서, 지방의회, 관련 중앙

행정부처, 국회, 도로·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스템 등의 목표를

번역·치환하였다.526)

구자훈, 이승일, 이창무 등의 연구자 외에도 수많은 관련 분야 연

구자들이 서울 도시결합체를 역세권과 비역세권이라는 이분법적 구

도로 조명하면서 역사 주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서, 지

방의회, 관련 중앙행정부처, 국회, 도로·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스

템 등의 목표를 번역·치환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검색

시스템(www.riss.kr)에서 ‘역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자료는

석박사학위논문 608건, 국내 학술지논문 462건, 단행본 523건, 연구

보고서 81건 등 모두 1674건으로 나타났다.527) 이러한 연구논문, 학

술서적,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

들의 목표가 번역·치환된 것은 역세권과 비역세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시키면서, 서울 도시결합체(urban assemblage in Seoul)

의 정화(purification)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역세권과 비역세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는 서울 도시결합체

(urban assemblage in Seoul)의 분절된 도시(splintering urbanism)

526) 구자훈·이승일·이창무 등, 앞의 글, 3쪽

527) www.riss.kr에서 ‘역세권’ 키워드로 검색(2016.5.11.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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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번역·치환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528) 1960년대 이래 서울에

서 가장 인상적인 도시 발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강남 지역의

발전과 그에 따른 강남·강북의 격차 역시 서울시 내 자치구 행정구

역 면적 대비 역세권 면적 비율, 서울시 내 자치구 시가화 면적 대

비 역세권 면적 비율 등의 기입(inscription)을 통해 조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지역의 도시결합체(urban assemblage)가 도시철도망과

상호 구성되었다는 통찰은 1980년대 이래 도시학, 지리학 분야의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손정목은 서울 도시철도 2호선이

서울 강북 도심, 강남, 영등포 일대 등 소위 ‘3핵 도심’을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전환된 것이 강남 지역의 발전에 지각변동과도 같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의 개통 이후 1982-1986년 한국전력(주) 본사 빌딩 건설을 필두로

1987년 무역회관(코엑스), 1988년 인터컨티넨탈 호텔, 1988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1991년 서울상록회관 등 20층 이상 고층 건물이 속

속 건설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손정목은 1997년 현재 테헤란로

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건축밀도가 높은 거리가 되었다고 기술하면

서 이 같은 테헤란로의 발전은 서울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과 밀접

한 상호 연관이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529)

곽영호도 1980년대 서울 도시철도 2·3호선의 개통이 강남 지역 역

세권 발전을 견인했다고 분석하였다. 곽영호는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삼성역, 2·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 3호선

종착역인 양재역 등의 역세권을 분석하면서 도시철도 개통과 함께

해당 지역의 도시 발전이 활발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2호선 삼성역 주변에 무역회관(코엑스), 한국전력, 현대백

화점, 인터컨티넨탈호텔, 공항터미널 등이 건설되면서 테헤란로 일

528) 분절된 도시(splintering urbanism)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Stephen Graham

and Simon Marvin, Splintering Urbanism: Networked Infrastructure,
Technology Mobilities and the Urban Condition(Routledge, 2001)를 참조할 것

529)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한울, 2003), 280-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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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오피스빌딩 건축 붐이 불었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과 함께 2·3호선 교대역 부근에 서소문 일대의 500여

변호사 사무실과 400여 사법서사 사무실이 이전해오면서 법조타운

이 구축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530)

임동근 역시 서울 강남 테헤란로가 강북 도심에 이어 제2도심으로

부상한 배경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의 존재라고 보았다. 공덕

로터리를 비롯한 서울 마포 일대가 광화문 일대의 강북 도심과 여

의도 도심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남만큼 발전한 도시가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1984년 테헤란

로에 적용된 도시계획과 구역정리(zoning) 외에 교통 수요를 분담해

줄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이었다고 지적한 것이다.531)

이렇듯 서울 강남 지역의 발전이 도시철도망의 건설과 밀접한 연

관이 있다는 연구자들의 통찰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역으로 서울 강

북 지역의 낙후와 도시철도망의 부족 사이의 상관성을 지적하면서

강남·강북의 격차를 도시철도 역세권 밀도의 격차로 번역·치환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박흥수는 서울 도시철도역 접근성을 분석한 자

료를 인용하면서 자치구내에서 도시철도역 반경 500m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도시철도 소외 면적 비율 순위가 강북구

80.94%, 금천구 79.67%를 필두로 관악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등

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 3구의 교통 여건과 강북 등 저소득층

주거 지역의 교통 여건 및 도시 발전에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비판

하였다.532)(아래 그림 32 참조)

530) 곽영호, “서울의 지하철 교통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지리학연구』

15(1990.6.), 40-42쪽

531) 임동근·김종배 지음,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반비, 2015), 312-317쪽

532) 박흥수, 『철도의 눈물』(후마니타스, 2013), 64-65쪽



- 311 -

그림 32. 서울시 대중교통여건 및 대중교통 이용자수(구자훈·이승일·이창무 등,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정립 방안 연구』((사)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2012), 142쪽 그림 4-6 인용)

허식, 이성원은 “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 지가격차에 관한

연구”에서 강남과 강북 지역의 지가 격차는 대부분 교통여건의 차이

때문이라고 논증하였다. 허식과 이성원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주거용지 가격을 비교 분석하면서 지가격

차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도로조건과 도시철도 밀도임을 보였

다. 강북 3구(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도로를 통해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필지는 무려 17.6%나 되는 반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 역사

수 역시 강남 3구의 행정동에는 평균 2.123개인 반면, 강북 3구 행

정동에는 평균 0.927개로 강남이 강북보다 한 동에서 2배 이상의 역

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533) 허식과 이성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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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료를 근거로 강남과 강북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북 지역 도시고속도로를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고 도시철도역도

강북 곳곳을 지날 수 있도록 강남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534)

이처럼 역세권과 비역세권이 행정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

중, 시가화 지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세권과 비역세권

의 지가 격차, 용적률 격차 등의 기입(inscription)으로 서울 도시결

합체(urban assemblage)의 분절성을 고찰하게 되면서, 강남 대 강북

이라는 서울의 분절도시화(splintering urbanism)가 도시철도망을 도

시집합체(urban assemblage) 연합에 끌어들였는가의 여부에 의해

발생했다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결국 도시철도

행위자-연결망이 도시발전의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결절화

(punctualization)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이 서울 도시결합체(urban assemblage in

Seoul)를 강남 대 강북의 분절도시(splintering urbanism)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간주되면서 서울 도시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3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전철 9개 노선과

도시철도 9호선 연장선을 포함한 총 10개 노선 114km의 도시철도망

을 8조 5333억을 투자하여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서울 지역의

37%를 차지하는 도시철도 소외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에서 수행된 것이었다.535)

이렇듯 도시철도망의 구성이 서울의 분절도시화(splintering

urbanism)에 영향을 미쳤다는 역세권 대 비역세권의 이분법적 구도

의 창출은 서울 도시결합체(urban assemblage in Seoul)의 정화

533) 허식·이성원, “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 지가격차에 관한 연구”, 『감정

평가연구』 18:2(2008.12), 134-136쪽

534) 같은 글, 142쪽

535) 노컷뉴스, “[숫자로 본 한주간]"10"..MB의 9호선과 박원순의 경전

철 ” ( 2 0 1 3 . 0 8 . 1 0 . )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810060311765(20

16.05.11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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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fication)를 통해 새로운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한 번역

(translation)에 나설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번역

(translation)과 정화(purification)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더욱 규모

가 커진 새로운 행위자-네트워크는 서울 도시결합체의 시공간을 새

롭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이 장에서는 역세권의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역세권을 구성하는 기입(inscription)들과 역세권 개념이

서울 도시결합체의 분절을 조망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가 연구자에 따라 최소 180미터에

서 최대 2.5km까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망의 경

계를 규정하는 일이 얼마나 모호한 작업인가를 상기시키는 일이라

고 할 수 있다. 도시철도망 뿐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성원으

로 활동하면서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승객과 화폐, 교통카드 등의

행위자들은 내부와 외부, 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라는 기준으로 역세

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역세권은 도시철도 노선도, 지도상에서의 역의 위치와 주소, 역 이

용객수, 역 주변지역의 상주인구, 건물 분포, 용적률, 지가, 지대 현

황 등 도시철도망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기입한

수치와 자료들에 의해 구성된다. 그 점에서 역세권도 하나의 행위자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공간적 범위에 대해 제

각기 다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세권은 단일한 계산

의 중심에서 생산된 처방에 의해 행위자들이 긴밀하게 정렬한 강고

한 네트워크라기보다, 계산의 중심도 불분명하고 경계도 모호한 느

슨하고 유동적인 행위자-네트워크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역세권이라는 개념은 서울 도시결합체를 역세권과 비역세권, 강남

과 강북 등으로 분절하여 조망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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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서울 도시결합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분석할 때 고려해

야 하는 하나의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역세권 개념은 서울

도시정책, 교통정책의 중요한 참고 사항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

다.

역세권이 유동적인 행위자-네트워크라는 사실은 도시철도의 건설

이 주변 지역의 도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실은 행위자들의 결합

과 관계 변화에 따른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도시철도라는 기술이

역세권이라는 공간에서 토지나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

는 현상은 역세권이 행위자-네트워크로 구성된 데 따른 피상적인

결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역세권의 구성은 도시철도의 건설에 따른 행위자들의 이해

관계 번역 및 결합이 서울 도시결합체 내의 행위자 간 관계 변화로

연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

간 관계 변화와 결합이라는 관점으로 도시철도와 서울 도시결합체

의 관계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는 점에서 역세

권의 구성 과정을 규명하는 것의 가치는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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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일제 강점기 이후 서울 도시철도망이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연

구 질문은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가 시공간

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행위자들의 연계성은 강고했는가 아

니면 느슨했는가 이다. 도시철도망이 라투르나 깔롱이 기술하는 것

처럼 계산의 중심과 의무통과점, 그리고 영웅적인 대변인이 존재하

는 강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로나 몰이 기술하는 것처

럼 계산의 중심이나 의무통과점, 영웅적인 대변인이 존재하지 않고,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느슨한 네트워크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서

울 도시철도의 구성을 규명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 변화와 연계성을 살

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도시철도망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네트워

크가 아니라 행위자-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이다. 도시철도

계획, 건설, 역, 전동차, 역세권과 도시결합체의 관계 등 이 논문에서

분석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 자체로 행위자-네트워크라

고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도시철도망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도시철도망의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서를 생산

하는 네트워크나 공사를 통해 도시철도를 구성하는 각종 구조물을

세우고 설치하는 건설 네트워크, 역, 전동차, 역세권 등은 모두 수많

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이렇듯 서울 도시철도망이 행위자-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는 사

실은 행위자-네트워크에 대한 라투르와 깔롱의 관점, 혹은 로와 몰

의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양자택일하여 도시철도망 건설 과정에 적

용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시철도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 중 어떤 네트워크는 라투르와 깔롱의 관점과 유사한 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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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어떤 네트워크는 로와 몰의 관점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

다. 또 어떤 네트워크는 시기별로 라투르와 깔롱이 조망하는 것처럼

강력하고 긴밀한 면모를 보이다가 로와 몰이 조망하는 것처럼 느슨

하고 약한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네

트워크들이 결합되어 구성된 서울 도시철도망을 쉽사리 동질적인

존재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중 가장 행위자들 간의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 계획 수립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1970년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

부(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984~1989년 사이 서울지하철공사로 도

시철도 시설 관리와 운영 체계가 일원화 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 현재까지 항상 서울 도시철도망 계획 작성의 중추적인 기관

으로 기능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도시철도 1-2호선 건설 계획,

도시철도 5-8호선 건설 계획 등 서울 도시철도망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노선들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도시철도

건설 사업으로 이어졌다. 초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역임한

김명년이나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 공사과장을 역임한 김병린

등 도시철도 계획 수립 네트워크에서 ‘영웅적인 대변인’으로 조명될

수 있는 엔지니어들도 존재하였다.

반면 도시철도 건설 네트워크는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

자들 중 가장 불안정하고, 느슨하고,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네트

워크였다. 계획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지층 구조, 전력선, 통

신선,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 매설물, 그리고 공사 현장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도시철도 건설

과정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들의 개입 속에서 진행되어야 했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번역되지 못하면 이는 건설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증폭시

키는 요인이 되었다. 불안정성의 증폭은 각종 안전사고의 요인이 되

었고,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때마다 도시철도 건설 네트워크는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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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계

획서나 설계도, 시방서 등 각종 매뉴얼에 없는 해결책을 활용해야

할 때도 다반사였다. 도시철도 공사 현장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생

산한 각종 처방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항상 엔지

니어들이 다른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끊임없는 협상을 통

한 타협책이 도출되어야 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도시철도 건설 네트워크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더욱 증폭

시킨 것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때부터 지속되어 온 돌관공사였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차입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시 세

입의 10%를 빚을 갚는데 사용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로 불어난 부

채, 점증하는 교통난, 올림픽이나 신도시 건설과 같은 신규 교통수

요 충족의 필요성 증진 등은 공기 단축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는 정해진 공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공

사가 성행했다. 돌관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속출한 새로운 변수들에

대한 고려를 불충분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현장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정도를 제외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 24시

간 돌관공사를 강행한 것은 1970-2001년 사이 도시철도 건설 현장

에서 노선 1km당 평균 0.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수많은 안

전사고가 나타난 원인이 되었다. 1970-1985년 사이 도시철도 1-4호

선 건설 공사에서는 133명이 사망하여 노선 1km당 평균 1.16명이

사망했고, 1989-2001년 사이 도시철도 2·3·4호선 연장구간과 5-8호

선 건설 공사에서는 124명이 사망하여 노선 1km당 평균 0.78명이

사망했다. 이렇듯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각종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설 네트워크는 마비되었다. 사고를 복구하고 공사를 재개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수습과 복구 작업을 통해 행위자들 사이의

새로운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만 했다.

역과 전동차는 강고한 네트워크와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에서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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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움직였다. 계획 단계에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규정하

는 각종 건설 표준과 규격, 여객운송약관을 비롯한 행위자들의 움직

임을 규제하는 여러 법규에 의해 구성된 역은 ‘처방의 공간’과 ‘협상

의 공간’ 사이에서 움직이는 유동적인 존재였다. 계획에서부터 건설,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역은 다양한 처방들에 의해 행위자들이

정렬되는 ‘처방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지만, 승객을 비롯한 역의 행위

자들이 항상 처방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승강장

추락사고와 같이 역은 물론이고 도시철도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사

건이 빈발하면서 역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상을 필요로 하는 ‘협상의 공간’으로 종종 전환되었다.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역을 다시 ‘처방의 공간’

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협상의 결과물로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스크린도어의 도입이 역을 항구적인 ‘처방의 공간’으로

유지시킬 수는 없었다. 2015년까지 기술 표준이 부재하고, 운영기관

과 외주 관리업체 중 어느 곳도 스크린도어의 ‘계산의 중심’으로 기

능하지 않았다. 폭증한 스크린도어 정비 수요는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담당하거나 신호·제어시스템 정

비를 맡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의 대

표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는 정치적 상징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 절감과 외주 업체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윤 추구의 수단

등 다양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안전문’으로서

의 정체성만 발현할 수는 없었다. 2009년 스크린도어의 도입 이후

2016년 5월까지 정비원과 승객 등 5명의 사람이 전동차 추돌사고로

사망한 것은 역이 다시금 ‘협상의 공간’으로 전환되었음을 방증하는

일이었다.

전동차 역시 강고함과 느슨함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네트

워크의 면모를 보였다. 전동차의 표준과 규격은 1974년 8월 15일 도

시철도 1호선이 개통될 때부터 비동질적으로 구성되는 면모를 보였

다.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서울메트로에서 관장하는 서울역-청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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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구간과 코레일(옛 철도청)이 관장하는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국철 구간은 각각 직류 1,500볼트와 교류 25,000볼트라는 복수의 전

력 공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4호선은 전동차의 전

력 방식, 통행 방식, 신호·제어시스템 모두 비동질적으로 구성된 대

표적인 노선이었다. 도시철도 4호선 당고개-남태령 구간은 직류

1,500볼트의 전력 방식과 우측통행 방식, ATC 신호·제어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남태령-선바위 구간에서 전력 방식과 통행 방식이

변화되어 선바위-금정 구간에서는 교류 25,000볼트의 전력 방식과

좌측통행 방식, ATC 신호·제어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금정-산본

사이 구간에서는 신호·제어 방식이 변환되어 산본-오이도 구간에서

는 교류 25,000볼트의 전력 방식과 좌측통행 방식, ATS 신호·제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듯 비동질적인 표준과 규격의 채택은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

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을 필요로 하는 요인으로 작

용했다. 도시철도 4호선의 경우 1990년대 초 기준으로 1량당 6억 8

천만원이 소요되는 ATC/ATS 신호방식 전환이 가능한 직교류 양용

전동차를 채택하여 당고개-오이도 전 구간 운행에 투입하였다. 1량

당 6억원이 소요되는 직류 전용 ATC 전동차에 비해 대당 8천만원

이상의 추가 지출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 4호선 남태령-

선바위역 사이 구간에서는 상행선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행선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방식을 전환하는 지하 입체교차로를 건설하

기도 했다.

1995년에 철도기술연구원의 주도로 추진된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

은 전동차의 표준과 규격을 제정하고 한국형 표준전동차를 개발하

여 비동질적인 표준과 규격에 따른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

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1998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도시철도차량

표준사양은 도시철도 5-8호선의 표준과 규격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

으로서 대형전철과 중형전철 전동차의 표준과 규격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의 제정과 한국형 표준전동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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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 이전에 비해 전동차 행위자-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면모를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시

철도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 철도기술연구원은 전동차 행위자-네트

워크의 ‘계산의 중심’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다.

서울 도시철도망의 역세권에 대한 논의는 도시철도망의 경계가 유

동적이고,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모호하며,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의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

다. 역세권의 개념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역

세권의 공간적 범위 역시 역 주변 최소 180미터에서 최대 2.5km까

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렇듯 역세권의 개념이 모호하게 구성

된 요인으로는 도시철도망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행위자인 승객이

네트워크의 경계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역세권은 도시철도 노선도, 지도상에서의 역의 위치 및 주소, 역

이용객 수, 역 주변지역의 상주인구, 건물 분포, 용적률, 지가, 지대

현황 등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자료와 수치를 기

입하여 구성되었다. 그 점에서 역세권은 느슨하고 불안정한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역세권이라는 개념은 서울시를 역

세권과 비역세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도시 개발에 참조하는 이분법

적인 구도를 창출하는 데 활용되면서 도시결합체의 구성에도 영향

을 미쳤다.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은 도시철도망이 1957-1968년 사이 서울 대중교

통체계의 변환이라는 과도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다른 교통

수단과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1957년 이전까지 서울에서 가

장 많은 교통수요를 부담했던 노면전차가 건재했던 시기 지하철은

노면전차와 상호 보완적인 교통수단으로 상정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기 지하철 건설 계획은 노면전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논의되

었다. 1957년 이후 서울의 인구 급증과 교통수요의 증대와 함께 도

로 교통에서 버스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노면전차에 대한 철거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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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지하철은 자동차와

의 동맹을 통해 노면전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구상되기 시작

했다. 지하철과 자동차 사이에 동맹이 구성되면서 1968년 11월 노면

전차는 서울시내에서 영구히 철거되었고, 1974년 8월 도시철도 1호

선이 개통되면서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버스가 대중교통의 양대 축

으로 활용되는 교통결합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행위자-네트워크의 경계가 상당히 유동적이었다는 점 역시 서울

도시철도망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망

계획 단계에서부터 엔지니어들은 서울의 인구계획, 도시계획, 중앙

정부 차원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계획들을 참조해야만

했다. 승객과 같이 도시철도망을 구성하는 요소로 상정된 행위자들

은 도시철도망 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네트워크로 넘나들며 이동하

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건설 과정에서 도시철도망의 경계는 더욱 유

동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측량 및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다

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은 공사를 통해 계속 도시철도망에 연

계되었고, 그러면서 도시철도망의 외연은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도

시철도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로 논의되고 있는 역세권의

모호한 개념 정의 역시 도시철도망의 경계가 유동적임을 방증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경계가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도시철도망이 건설된 결과

서울 도시결합체에서는 행위자들의 이동성(mobility)이 증진되기 시

작했다. 도시철도망이 이동성(mobility)의 증진에 기여하게 된 것은

도시철도가 단순히 수많은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이동하게끔 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도시철도를 활용한 승객들의 여행

은 분명 이동성(mobility)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도시철도

가 이동성의 증진에 기여하는 보다 궁극적인 요인은 수많은 행위자

들이 도시철도망과 다른 행위자-네트워크들의 경계를 넘나들게끔

하였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계획을 통해 생산되어 불변적 가동물(immutable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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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통된 계획안 등 수많은 문서들,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자본, 도시철도 운용을 위해 도입된 전동차와 같은 수많은

시설과 장비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도시철도망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였다. 또한 도시철도망에서 행해진 기입의 결과는 수많은 문

서로 생산되어 도시철도 안팎을 넘나들며 이동하였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메트로에서는 정보공개대상인 문서만 68만 4965건

이 생산되었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정보공개대상 문서만 35만

5180건이 생산되었다.536)

이렇듯 도시철도망을 넘나드는 행위자들의 이동성 증진은 다른 행

위자들과 함께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행위자들의 이동은 물리적인 위치 변화를 넘어

서서 기입과 번역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종의 변환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 본 서울 도시철도망 구성의 특징들은 행위자-네

트워크에 대한 라투르와 깔롱의 관점과 로와 몰의 관점이 번역과

정화의 관계처럼 상호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하고

긴밀하게 행위자들이 연계된 네트워크와 느슨하고 해체되기 쉽게

행위자들이 연계된 네트워크들이 결합하여 행위자-네트워크의 네트

워크로서 서울 도시철도망을 구성하게 된 것은 거대 기술시스템을

단순히 강력한 네트워크 또는 느슨한 네트워크 중 어느 하나의 관

점으로 조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 도시

철도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연계성은 강고하고 긴밀하게 연계된

하나의 블랙박스와 느슨하고 분산된 부시펌프 사이의 중간에서 항

상 움직이고 변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서울 도시철도망에 대해 머리말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

들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한계를 안고 있

536) 서울메트로, http://www.seoulmetro.co.kr/page.action?mCode

=C020000000&cidx=135[2016.05

07. 최종접속 ;  서울도시철도공사,  http://www.smrt.co.kr/main/publish
/view.jsp?menuID=001002011002001001[2016.05.07.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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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공간된 1차 문헌·2차 문헌을 통해 도시철도

망의 구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과학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도시철도

계획 및 건설, 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수

행하거나 참여 관찰을 펼치면서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은 도시철도

구성의 양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뒷받침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 때문

에 이 논문은 인터뷰와 참여 관찰 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구체적으

로 서울 도시철도망의 구성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아울러 도시철도망 구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 과정이나 재정 조달, 운영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조명하지 못한 것 역시 이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논문의 한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

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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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poses that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which

was built in the 1970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network of

actor-networks. To consider the Subway as the network of

actor-network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was constructed since the late 1960s.

First, this paper illuminat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way and other actors such as trams or buses changed in

planning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This paper shows the

plan of Subway construction was propelled in alliance with car

systems. Also, in examining the plan of Seoul Metropolitan

Subway, the paper shows the planning has been produced about

the dense and powerful networks.

This paper argues that prescriptions such as the designs or

specifications produced in the step of planning did not simply

apply to the construction sites. On the construction sites, the

actors of subway often needed new negotiation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s which could not be

predicted in the planning stages. However,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was constructed in a rush because of various reasons;

to reduce the burden of debt or to solve the problem of

increasing traffic related to the opening of the Seoul Olympic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ity. These rushed works were

carried out in terribly risky circumstances; for example, the mean

number of deaths is 0.94/km in the construction of Seoul

Metropolitan Subway line number 1 to line number 8. In doing

so, the network of subway construction was unstable and easily

disassembled.

The station, a participant of the construction of Subway

networks, has a fluid aspect between ‘spaces of th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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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paces of the negotiation’. The station is constructed as

‘spaces of the prescription’ which is applied in the prescriptions

such as the standard of station constructions or terms and

conditions of transportation which control passengers, which

regulate to align actors. However, actors do not always act in

relation with the prescriptions. The resistance of actors to the

regulations is a factor that makes it need new negotiations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relationships between actors.

The platform screen doors (PSD) were brought to reconstruct

the station as ‘spaces of the prescription’ and to regulate the

action of actors such as falling accidents in a station platform

that could stop the subway network, which was increased in

early 2000. Despite the introduction of PSD, the absence of

technological standards, the absence of ‘center of calculations’,

unstable part-time laborer’s working on the safety supervision of

PSD, has transformed the stations from ‘spaces of the

prescription’ to ‘spaces of the negotiation.’

The electric car,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on-human

actors in the Subway, has been transformed from a loose and

dispersive network to a powerful and dense network. In the

absence of ‘center of calcu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electric

car, the important standards such as the electricity standard

between DC 1500V and AC 25,000V, the way of traffic between

left and right, the signal and control system, was

non-homogeneously constructed. The subway standardization

project, which was started by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in the middle of 1990s, was carried out to reduce the

conflict between non-homogeneous standards. The subway

standardization project was related to the creation of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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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of the subway electric cars in 1998 and proceeded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tandard electric car. The project

transformed the electric car into a relative powerful and dense

network.

The station influence area in the Seoul Subway Network, which

is the potential of traffic needs, shows the boundary of subway

is so ambiguous and fluid. Various numbers and norms about the

range of the station influence area, which regulate the range of

the relation between the subway and its neighborhood actors,

show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the boundary of subway

networks clear. The station influence area in the Subway, which

is constructed through the inscription of the interests of various

actors, has been used to illustrate the urban assemblage in Seoul

in the dichotomy between the station influence area and

no-station influence areas. The station influence area is

constructed as the network that co-develops the subway and the

urban assemblage in Seoul.

In doing this case study, this paper argues that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is not concluded in a mode between two

actor-networks. One is a powerful and dense actor-network and

the other is a loose, unstable, and disperse actor-network. The

planning network, which is one of the actors that constructs the

Subway, has more powerful and dense aspects. On the contrary,

the construction network has relative loose and unstable aspects.

The station, the electric car, the station influence area, move

between a powerful and dense network and a loose and unstable

network. As we see,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is combined

in a powerful and dense network and a loose and unstabl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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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lso shows that the boundary of Seoul Metropolitan

Subway is very fluid. There are many actors that pass the

boundary of Subway. These actors which show that the Subway

contributes to promote the mobility of their actors.

Key words: Seoul Metropolitan Subway, Subway, Actor-Network,

Translation, Risk, Urban Assemblage,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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