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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아마가사키시(尼崎）부근에서 JR 서일본 구간의 후쿠지야마(福知山）
선에서 대형철도가 발생하였다. 107명의 사망과 400명이
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본 철도 민영화 이후의 최대 규모의 철도사고이다. 현재 사고원인이 조사 중이지만 차량의 과속, 낡은 시설
(ATS), 안전기준의 미약(차량의 측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그간의 주요한 일본 철도사고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번 사고
의 원인과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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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일본철도 발달은 사고발생에 따른 극복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주요사
고를 보면 1940년 1월에 국철의 니시나리선(西成線)의 아지가와구치(安治川

口)역에서 일어난 열차가 전복, 소실되는 사고가 있었다. 희생자는 사망자 181명, 중경상
자 92명에 이르렀다. 1945년 8월 24일에 일어난 국철 하치고선(八高線)의 정면충돌사고
는 사망자 105명, 부상자 67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 후 국철 제동장치 고장으로 발생한 하치고선(八高線)의 전복사고(1947년 2월, 사망자
184명, 중경상자 497명), 국철 게이힌도호쿠선(京浜東北線) 사쿠라기초(

木町)역의 화

재사고(1951년 4월, 사망자 106명, 중경상자 92명), 국철 조반선(常磐線) 미카와시마(三
河島)역의 3중 충돌(1962년 5월, 사망자 160명, 중경상자 296명), 국철 요코스카선(
須賀線) 쓰루미(鶴見)역의 3중 충돌사고(1963년 11월, 사망자 161명, 중경상자 120명)등
으로 10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용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yslee@krri.re.kr)

그런데 1963년의 요코스카선(

須賀線)의 열차 3중 추돌사고를 마지막으로, 철도사업

자가 사고대책의 향상, 안전 확보에 매진하여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철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철도중대사고가 근절된 것은 아니었다. 1971년 3월 후지(富士)급행전철의
건설목사고(사망자 17명, 중경상자 68명), 1972년 11월에 국철 호쿠리쿠(北陸)터널내의
화재사건(사망자 31명, 중경상자 637명), 1986년 12월에는 국철 산인선(山陰線)에서 열
차의 철교에서 추락하는(사망자 6명, 중경상자 6인)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1987년 국철의 분할, 민영화이후에도 1988년12월의 JR중앙선 전철의 충돌사고(사
망자2명, 중경상자109명), 그리고 1991년 5월의 신라쿠(信

)고원철도의 정면충돌사고

(사망자 42명, 중경상자 612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간 일본철도는 많은 대형 사고를 경험하면서 철도안전기준 강화, 안전시설투자확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후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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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통해 본 일본
철도

야마선의 사고에서는 안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곡선반경 300m에
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원심력에 의해 차량전복
으로 탈선된 경우가 매우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
다. 이른바 전복탈선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
다. 전복탈선은 보통 차륜이 레일의 접촉면을 이
탈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차륜과 레일의 횡방향의
마찰력에 의해 차륜이 레일위로 올라가는 경우,
마지막으로 지진 등 급격한 힘으로 차륜이 레일
위로 올라가는 3가지의 종류가 있다. 아직까지는
어떤 유형의 사고인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
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강한 원심력으로 전동차의 측면 차륜이 이탈하여
차량이 전복한 탈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두차량에(26톤)에 있었던 승객이 100명으로 평
균 체중이 60kg으로 상정할 경우 전복의 가능성
이 있는 속도는 무게중심을 높게 할 경우
110km/h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110km/h 미만의 속도였다면 다른 요인에 의한
사고발생이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곡선의 제한속도나 레일 외측과 내
측의 고저차인 캔트는 차량의 전복을 피하기 위
해 설치된 것이지만 차량의 중심이 높아지거나
차륜이 외측으로 이동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
기 쉽다.
사고차량의 207계는 경량화가 진전된 차량으로
특히 승객의 수가 중심위치를 좌우한다. 이에 과
속의 경우에 커브에 강한 원심력이 작용하여 중
심위치가 외측으로 이동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고,
이에 차륜이 레일을 이탈하여 전복한 전복탈선이
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당시의 선로조건은 곡선반경 300미터, 완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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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미터, 캔트는 R=300m기점에서 97mm였다. 속도 100km/h를 넘는 고속으로 이러한 완화곡
선에 들어가면 각각의 차륜에 걸리는 차륜무게의 차이에서 차량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어 결
국 사고차량은 완화곡선 진입 직후 탈선의 징조가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사고원인으로는 급브레이크로 제동할 경우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오버
로드도 탈선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탈선한 207계를 비롯한 신형차량의 브레이크는
고속 시에서 사용되는 회생브레이크와 저속 시에 사용되는 공기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회생브레이크로부터 공기브레이크로 전환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
은 무제동상태가 생기는 맹점을 신형차량은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할 경우 운전수는 사고당시 120km/h를 넘는 고속으로 곡선을 주행
할 때 통상의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으나 감속이 되지 않자, 비상브레이크를 작동했다고 보여 진
다. 그러나 브레이크의 작동시기가 늦어 차량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직접적인 요인 이외에도 기관사가 정시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 혹은 수익

영화 이후 사철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급행을 투입하고, 열차 다이야를 조밀하게 편
성하고 기관사도 과로하는 근무여건에 처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사는 조급
하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JR서일본은 JR동일본이나 JR동해와는 달리 지방 적자선을 운영하고 있어 도시부에서 수
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이른 바 내부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
편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에 도심에 급행을 투입하여 사철로부터 많은 승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윤 추구도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추구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과도한 노동조건을 완화하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열차시각표를 편성하는
등 새로운 열차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영화된 회사는 민간의 참여를 허용
하여 안전등의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일본의 철도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경우도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차량의 고속화에 따른 안
전기준의 강화, 안전설비보강, 시험인증의 제도화, 부주의한 운전 등에 근본적인 방지 대책과
안전기술개발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철도의 장점인 안전성을 계속 지켜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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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도 간접적인 사고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JR서일본 철도는 민

노학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물류연구본부 철도수송·운영연구팀 주임연구원 (hlrho@krri.re.kr)

열차시각표
철도운영의 핵심요소
Ⅰ. 서론

한 것으로, 최종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

의 종류, 중량, 길이)

는 최고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함이

- 지점별 허용속도가 표시된 운전 경로

열차시각표는 좋은 음식에 비유될 수 있

다.

- 운행요일 규정

다. 요리의 성분을 잘 선택하고 배합을 알

철도교통 시설을 확실하고 최적으로 활용

- 운전시각 규정

맞게 하는 훌륭한 요리사가 있다면 그 음

하기 위해서는 열차시각표가 필요하다. 열

- 운전시격 규정

식은 확실히 성공을 거둘 것이다.

차의 운전시각표는 일정 노선 상에서 이동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규칙이 지난

열차운영의 핵심요소로서 열차시각표는

하는 열차의 흐름을 시간적으로 계획한 것

몇년동안변화하였다.

철도운송기업과 인프라운영업체인 DB

으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

Netz AG의 공동생산품이다. 이것의 세세

되어 있어야 한다.

한 명세는 모든 파트너들의 임무를 문서화

- 열차의 특성 (특히 투입된 기관차·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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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럽연합이 변화의 단초를 제공함

- 회복여유(recovery margin)를 포함한
열차 운전시간 (회복여유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순수 운전시간에 일정 비율로 균
EU-(
Directive

General
Railway
Law(AEG)

Ordinance
on(the(Use
of(Railway
Infrastructure
(EIBV)

General
Business
Conditions
(ABN)

일하게 배분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Directive(402
Train(path
Management

운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영향
을 보상하는데 사용된다.)
- 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선로 공

Timetable(Procedure

사 관련 회복여유 (공사 관련 회복여유
는 인프라 안전 사용 대책에 따라 발생
하는 운전시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

<그림 1> Base for the timetable procedure

이다.)
- 최소 정차시간, 최소 환승시간 및 최소

현재 시행되고 있는 EIBV 및 ABN으로부

결정하였으며, 이것은 훈령 91/440으로 결

터 DB Netz AG의 개별 처리과정

의되었다. 또한 2001년 3월 EU가 철도교

(process), 즉 노선 등록, 건설 및 노선 상품

통의 인프라관련 의제를 결의하고 이에 따

의 처리과정이 파생되었다.(<그림 1> 참조)

반복시간
- 교차점 및 선로의 최대 부하 한계(upper
load limit)
- 운영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라 철도망(사업)에 대한 진입권을 확대하
이러한 계획 파라메터는 전자매체나 인쇄

였을 때, 이것은 회원국들의 철도망에 대
한 자유로운 진입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또

Ⅳ. 열차시각표 작성의 접근방법

매체를 통하여 열차시각표 변경 17개월 전
에 배포되어 모든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

한 인프라관련 의제에서 형성된 기본적 요
구조건은 모든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반영되

열차시각표를 작성하는 것은 목적에 적합

도록 한다. 한편, 열차시각표의 정확한 작

어야만 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 차원에서의

하게 고품질(high-quality)의 상품을 만드

성 일정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된다.(<표 1>

법률적틀이갖추어질수있었던것이다.

는 과정이다. 열차시각표를 변경하기 위한

참조)

과정에서 산출되는 성과물은 열차시각표
적용기간(연간 열차운행 계획)에 운행되는
Ⅲ. 유럽차원의 법률을 각 국가의 국내법

모든 열차의 운행시각을 확정하는 것이다.

2. 열차설정 계획
DB Netz의 계획 파라메터에 기초하여 대

에 적용
1. 기본계획

부분의 철도운영회사는 이용선로(노선) 신

국가 입법기관은 앞에서 언급한 훈령을 국

기본계획은 DB Netz에서 수립하며, 기본

청의 전 단계로서 열차설정 계획을 활용한

내법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 일반 철도법

적으로 연간 열차운행계획을 조정하는 작

다. 여기서 이들 계획 파라메터들은 자체

(이하 AEG) 및 철도 인프라-사용자 규칙

업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가용 가능한

보유한 자원(기관차, 객차, 승무원 등)의 활

(이하 EIBV)은 독일 철도망 운영자, 즉 DB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며, 각 열차시각표

용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계획된 서비

AG 사업조건의 법률적 기본을 나타낸다.

적용 대상구간 인프라의 확장 및 제한조건

스 개념과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DB Netz AG는 철도 인프라 사

을 고려하여 수립된다.

수많은 철도운영회사들은 지역계획 범위

용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조건(이하 ABN)

기본계획에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

내에 자신들의 열차설정 계획을 맞추려고

을 공포하였다.

적 평가요소가 고려된다.

한다. 이것은 선로사용에 있어서의 경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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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유럽연합은 철도교통의 자유화를

미리 파악하여 상호 합의하에 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

<표 1> 열차시각표 조정 일정
시각표 변경전 개월
17개월

이하고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면, 그 결과 서로 경합이 발생하는 경로가

철도운영회사의 열차설정 계획
17개월~8개월

서 철도운영회사의 뜻대로 신청이 이루어
지도록 하며, 예를 들어 소위 타당성 검토

8개월

이용선로(노선) 신청 접수 마감

6개월

철도운영회사의 노선 서비스상품 공표/교부

5개월

철도운영회사의 노선 서비스상품 수락 또는 거절

이용선로(노선) 설정,
조정 및 경합해소

노선 서비스상품의 확정

과정을 통하여 열차설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자체 열차설정 계획이 없

계획단계

열차시각표 분석
타당성 검토

신청된다.
이 단계에서 DB Netz는 서비스 수행자로

활 동
DB Netz의 기본계획 준비

인프라의 여유분량 범위 내에서 이용선로(노선)에 대한 신규 접수 처리
5개월~1개월

열차시각표 관련 문서의 작성 및 배포

는 철도운영회사는 DB Netz에서 조언하

추가 이용자를 위한 열차시각표 관련 자료의 준비

는 노선 또는 경로 상품과 타당성 검토결

열차 시각표 변경

과를 참고하며, 이것은 대부분 노선 신청
의 기초자료가 된다.

3. 노선(경로) 신청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노선신청

4. 노선 설정 및 조화, 경합해소

노선 신청은 늦어도 신청마감기한(열차시

은 적법하게 신청된 것으로 간주된다.

노선 설정은 훈령 402“노선관리”
의 규정

각표 변경 8개월 전)까지 철도운영회사에

요구조건을 완비하여 기간 내에 접수된 노

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서 문서나 자료전송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

선 신청은 DB Netz에서 고려하는 노선설

철도운영회사의 노선 요구사항(요구노선

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의 시간대, 연계열차의 접속 요구 등)과 인

야 한다.

철도인프라를 배정함에 있어서 DB Netz

프라의 용량을 서비스 질을 고려하여 서로

는 조건을 완비하여 기간 내에 접수된 노

조화시키는 것에 있다.

- 운영 및 기술적 사항 제시

선을 차별 없이 모두 검토한다. 기한보다

노선 설정은 열차시각표 조정 과정 중에서

- 이용기간의 제시

늦게 신청되거나 변경 접수된 것은 여유

상품생산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생산된

- 희망하는 경로 및 시용 희망시간

용량의 범위 내에서 검토된다.

상품은 노선과 열차경로 이다. 노선은 인

- 선로이용에 있어 경합이 있을 경우 이를

DB Netz에서는 현재“Trassenportal”
이

프라의 일부분으로 정의되며, 특정 열차

해소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담당

라는 노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

운행이 특정 선로에서 일정한 시간대 내에

자의 이름과 지위

다. 이것은 장래 - 인터넷을 통하여 - 신

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이다.

청 노선과 서비스 공급노선 간의 정보교환

노선 설정 단계에서 철도운영회사의 희망

DB Netz는 신청된 노선들에 대해 노선의

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철도인프라회사

사항들 사이에 상충이 일어난다면 서로 합

적정성과 요구조건의 완비성을 검토한다.

와 철도운영회사 사이에 보다 시의적절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조정과정이 진행된

필수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방안이 철도운영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회사에 제시된다.

가 이루어진다. 3일 안에 부족한 자료에

어떠한 해법도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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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물리적 역학관계에 의해 계산된 열차
운행시간에는 속도와 차량의 중량에 따른
회복여유시간이 더해지는데 이는 계산프
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된다. 노선
설정 단계에서는 또한 공사 관련 회복여유
시간, 정차시간, 환승시간 및 반복시간이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운전시간 계산에 활용되는 운전역학적 조
건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운전시
간 그래픽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속도-거
리 도표 이외에 운전시간-거리 선도 및 선
로저항 추이가 있다. 이와 함께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열차들의 운전 상
<그림 2> Data Processing system“RUT-K”

태를 직접 비교하여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선로의 통행량을 향상시키거나 열차 파라

들에 대한 추론을 끌어낼 수 있다.
노선설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노선 할당이

수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

RUT-K를 이용한 노선 설정 작업에서 도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철도 인프

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tool)를 가지게

출된 노선(경로)은 계획단계에서는 안전

라 효용에 대한 일반적 사업조건을 고려하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성과 품질이 양호한 상품으로, 이는 다시

여 결정된다.

기능을 제공한다.

고객들에게는 인프라회사의 상품으로 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최고가격기법이 도입된
다. 이때 철도운영회사들은 서로 상충이

안된다.
- 선로배선 조건에 정확히 맞는 운전시간
계산(연산시간이 1초 이하임)

일어나는 노선 구간에 대해 얼마만큼의 사

- 열차폐색 구간별(정거장내 sectional

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문서상으로 제

interlocking 구간 포함)로 계획 열차들

생산단계(노선 설정, 조화 및 경합해소)의

출해야 한다. 제안가는“선로 사용료 시스

의 점유시간을 그래픽으로 정확하게 보

결과가 노선 상품이며 이것은 노선 신청

템(TPS)”
에 의해 산출된 가격보다 높아야

여줌

마감 후 늦어도 2개월 내에 신청접수를 한

5. 노선 상품

한다. 최고 제안가를 제시한 업체에게 최

- 열차상호간의잠재적경합가능성을계산

철도운영회사에 제시되어야만 한다.

종 낙찰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해당업체는

- 그래픽 및 테이블 형식으로 경합을 표시

고객들은 이후 1개월 동안 제시된 노선 상

자신의 희망노선을 얻게 된다.

(conflict display)

품을 검토하여 수용한다. 이 4주 동안 DB

노선 설정 단계에서는 자료처리(data

열차 설정 단계에서 RUT-K는 시스템 내

Netz는 제시된 노선 상품을 유지할 의무가

processing) 프로그램인“RUT-K(컴퓨터

에 구축되어 있는 선로 인프라를 이용한

있다. 고객이 이 기간의 마감시간 까지 의

지원 노선설정)”
가 활용되고 있다.(<그림

다. 선로 자료와 열차 특성자료를 기초로

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DB Netz는 다른 업

2> 참조)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노선 계획

하여 RUT-K는 신청 노선에 특화된 거

체에 양도하거나 인프라를 다른 형태로 이

가는 노선 설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

리-시간 열차운행선도를 생성한다. 순수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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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터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조치(measure)

정시성 향상 조치인“ServiceCenter
Timetable”
의 최상위 요구사항(highest

Issue
Train(Path(Offer

requirement)은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이
다. 이외에 인프라를 최적 및 가장 경제적
으로 활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at(the(latest(20(working(days(AT)(before(operation

2004년 열차시각표에서는 약 47,000여개
의 열차 노선이 철도운영회사에 교부될 수
있다. 20여개의 DB 콘체른 내부 철도운영

at(the(latest(48(hours(before(departure

within(20(AT

회사 이외에 280여개 이상의 콘체른 외부,
국내 및 국외 철도운영회사가 이미 독일
철도망을 이용하고 있다.

within(24(hours

at(the(latest(1(hours(before(departure

<그림 3> Planning phases in the special train timetable

Ⅴ.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운영되는 열
차시각표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운영되는 열차시

청을 위해 훈령 402는 신청접수, 처리기

선 상품 제안까지 - 이 확정되었다.

각표에는 가용 여유용량의 범위 내에서 특

한 및 노선 상품 수용기한을 규정하고 있

정규 및 특별 노선을 포함하고 있는 열차

별 열차노선이 노선을 신청한 열차운영회

다. <그림 3>은 특별 열차 운행시각표의

시각표는 매우 복잡한 상품이다. 따라서

사에 배분된다. 현재 이러한 노선은 1일 약

계획단계를 보여준다.

전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시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철도운영회사와 DB Netz

7,000여개에 이른다.

사이에 계약관계에 의해 합의된 기본계획
특별 열차노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요소와 서비스의 질은 모든 관련자들에 의

Ⅵ. 결론

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 연간 열차운행 시각표에 신청되지 않은
노선
- 연간 열차시각표 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노선
- 열차시각표가 운영되는 당해연도에 최
대 30회까지 이용되는 노선

철도 인프라를 이용함에 있어 그 경계조건

마지막으로 열차시각표에는 절대 오류가

(boundary conditions)은 모든 고객들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기본계

게 똑같이 적용된다. 국제법 및 국내법이

획 요소가 어떤 이유에서 누군가에 의해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부

무시되어진다면, 이에 의한 열차시각표는

터 열차시각표 작성 과정, 즉 열차시각표

항상“진짜가 아닌(untrue)”
것으로 간주

작성의 접근방법 - 기본계획에서부터 노

된다.

이러한 노선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교부된다. : VIP 열차 운행, 관광 열차, 화
물수송, 측정 프로그램용 운행, 시험열차,
기관차 단행 운전, 자체운전이 가능한 건
설기계 운전, 우회수송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운영되는 노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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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odehard Weber,“Der Fahrplan - Kernelement des Eisenbahnbetriebes”
,
ETR(Eisenbahntechnische Rundschau) Vol.53, No. 6, 2004, pp340~344

강부병 | 영국임페리얼대학 박사과정/現 철도연 차량기계연구본부
(bbkang@krri.re.kr)

지난 10년 간 현장에서의 구조물의 실험적 안전도 평가기술은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많은 시험들이 수행되어졌다. 이 글에서는 하중시험과 관련한 새로
운 방법과 시험 장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실험적 안전도 평가

후의 특성은 더욱 알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의 이력 및 특성이 정확하게 보존되지 않은 경우가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해석을 위해서는 구조물의 실제 물성

많다. 이런 경우 실험에 의해 구조물의 물성과 정확한 치수들을

과 기계적 경계조건과 같은 입력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들은

구하여야 한다. 해석적인 방법으로 안전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현존하는 구조물의 경우는 오랜 기간 사용

현장에서의 하중시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중시험은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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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크 리 트
및
석 조
교량의 하중시험 기술

내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일반적

수행될 수 있다.

인 절차는 하중을 가하면서 변위나 미세 크랙의 형성 등을 동시

독일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간이 공동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

에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때 얻어진 실험결과를 통

지 실험적 안전 진단 기술에 대한 연구와 현장 안전진단이 이루

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임계하중을 찾을 수 있다. 하중시험 중에

어 졌다.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실험 기법 및 장비들이 개발되었

임계하중은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험 중 구조물에 손상

고 하중시험에 대한 기술적 지침이 작성되었다. 이 지침에는 안

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정교한 임계하

전개념과 하중시험을 위한 기술적인 규정 및 임계하중치에 대해

중값과 측정장비가 필요하다. 시험 중 부가할 수 있는 최대하중

언급되어 있다. 규정에 의하면 실험에 의한 안전 진단은 안전도

은 안전여유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림 1>은 시험 중 최대하중

평가를 위해 해석적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어

과 운행하중 등을 보여준다.

있다.

하중시험시 중요한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하중시험의 안전 개념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와
같이 하중선도를 보면 보통 실험으로 구한 강성이 해석적인 방

- 시험하중은 예상하지 못한 손상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급작스런 결함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구한 강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먼저 실험목표하
중은 해석 결과에 동하중(Qd) 및 정적하중(Gdj)과 안전여유를 고

- 하중시험 중에 구조물의 거동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평

려하여 선정한 다음 목표하중까지 하중을 늘려가며 실제 하중

가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임계하중이 결정되며 구조물의

시험을 진행한다. 하중시험중 하중선도를 통해서 회복 불능의

손상을 피하여야 한다.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한계하중(Flim)을 찾아낸다. 이 한계하중
이 실험목표하중보다 작으면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는 실패이고

실험을 통한 안전 진단 중에는 자주 해석적인 방법으로 예상치

실험목표하중까지 하중 증가시 한계하중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

못한 저항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석조교량

조물은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하중시험중 하중선도 변화

등에서와 같이 비금속 물질의 물성이 넓은 영역에서 변하며 실

를 모니터링 하여 해석적으로 구한 실험목표하중과 실시간으로

제 구조물에는 모델링하기 어려운 경계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

비교평가를 해야 한다.

이다. 많은 경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물의 교체

초기에는 하중시험을 <그림 2>에서와 같이 지지 구조물을 적절

등이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 예방될 수 있다. 아울러 실험결과

히 설계하여 하중시험시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에 기초하여 유지보수 및 복원작업등이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러나 시간과 비용의 절감하여 하중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그림 1> 하중시험의 안전성 판단 개념도

<그림 2> 지지구조물을 이용한 콘크리트 교량 하중시험

<그림 3> 철도교량 시험용 하중시험 차량(BELFA-DB)

위하여 BELFA로 불리는 하중시험용 차량을 개발하였다.

길이이다. 하중은 UIC71의 규정에 따라 1.6m간격으로 작용시켰
다. 현재 전체 최대 작용하중은 1800kN이나 2800kN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림 5>는 시험 중인 사험차량의 모습이다. 실험결과
도로 교량과 달리 철도 교량의 경우는 구조물의 동특성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도로용 교량의 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하중 시험차량의 기술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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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멀티레벨 NPC컨버터의
LC필터 설계 및 분석
(Design and analysis of LC filter for 3 phase multilevel NPC
converter)

이유경 | 한국철도공사 기술개발실 기술2팀장 (lyg3431@rail.korea.go.kr)

A high power factor converter using a higher switching

나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컨버터 스위칭에 의해 큰 고조파가 증

frequency has a LC filter installed at the AC side in order

가하게 된다. 따라서,

to eliminate the switching ripple. But the methods to
determine the optimum values of LC filter are not

외부 입력 필터는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 하게 되었다[3].

established yet[1]. The optimum values by the parameter

일반적으로 필터 인덕터 Lf 와 필터 커패시터 Cf 로 구성된 LC

variable of the L and C are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필터는 스위칭 리플 감소를 위해 AC입력단에 연결되었다. 이러

FFT analysis of input current, differential phase of input

한 입력 필터는 스위칭 노이즈 감소, 필터 입력 전압, 전류의 작

voltage and current, the THD analysis according to change

은 위상 레그,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이 요구된다[4]. 본 논문에서

of L, C and the voltage ripple of filter capacitor are

는 3상 멀티레벨 컨버터 회로를 위한 LC필터 설계 방법을 설명

measured.

하였다. L, C필터 값의 변화에 따른 THD분석과 입력전압과 전
류의 위상차, 필터 커패시터의 전압 리플을 측정하여 최적의 필
터값을 설정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타당성을 입증하

Ⅰ. 서 론

였다.

오늘날, 전력전자 장비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라, 전력 시스템에
서 고조파의 간섭은 증가되었다[2]. 따라서, 컨버터 시스템에서 발

Ⅱ. 멀티레벨 컨버터와 LC필터회로

생된 고조파의 감쇠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PWM제어
방법은 낮은 차수의 전류 고조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
76 Korean Rail Technology

1. 멀티레벨 컨버터

<그림 1>은 3상 멀티레벨 NPC 컨버터에서의 LC필터를 삽입한
회로구조이다. 이 회로는 필터 인덕터 Lf 와 필터 커패시터 Cf ,
부스터 인덕터 Li 로 구성되었다. 또한 멀티레벨 출력을 위한 12
개의 스위치와 6개의 다이오드, 두개의 출력 커패시터로 구성되
었다.

<그림 2>는 멀티레벨 컨버터 회로의 등가회로를 나타내었다. 일
반적인 단위역률 제어 회로에서와 같이 컨버터 입력단 전압을 조
절해 줌으로써 입력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를 조절할 수 있고, 스
<그림 1> LC필터를 첨가한 멀티레벨 컨버터 회로 구조

위칭에 따른 리플은 LC필터 회로에서 제거될 수 있다[5].

<그림 2>의 컨버터 등가회로 방정식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1)

식(3)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LC필터를 첨가한 멀티레벨 컨버터 등가회로

(2)

결과적으로 입력 전압 를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그림 3> LC필터를 첨가한 멀티레벨 컨버터 위상 벡터도

<그림 3>은 식 (1), (2), (3)을 고려하여, LC필터 첨가 시 멀티레벨
컨버터 위상 벡터도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필터 인덕터

Lf 와 필터 커패시터 Cf 는 입력 전류 THD, 입력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필터 커패시터 전압의 리플에 의해 필터 최적값을 설정하
였고, 이를 토대로 L과 C값의 변화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적의 L, C값을 설정하였다. <그림 4>는 입력 전류와 전압의 일
반적인 파형을 보여주며, 입력 전류에 큰 고조파 성분을 포함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입력 전압과 전류 파형

필터 커패시터의 전압 리플 성분은 Cf 에 의해 크게 변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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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필터 커패시터 전압 리플

<그림 6> Multi-carrier based PWM을 이용한 제어 시스템

이럴경우, 리플 성분은 증가한다.Cf 의 값이 작은 경우, 리플 성

회로에서 가장 저차 고조파 주파수 보다 더 낮게 설계를 해야 한

분은 증가한다.

다. 또, 필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터의 기생저항은 매
우 작게 설계해야 한다. 작은 기생저항과 큰 값의 LC필터 조합은

2. 멀티레벨 컨버터 시스템 설계

진동과 매우 낮은 응답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만일 고전압에서

3상 전력단 승압 인덕터 설계는 일반적인 부스터 컨버터와 동일

공진 주파수가 낮게 설계된다면, 필터의 크기가 매우 커짐으로

하다. 승압 인덕터 Li 의 인덕턴스는 스위칭 리플에 의해 결정되

인덕터 설계 시 최대 허용 인덕턴스 값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고, 소자와주회로안정을위해적절한인덕터의선택이중요하다.

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대 2mH로 인덕턴스를 제한하였
다. 스위칭 신호패턴은 <그림 7>에서와 같이 Multi-carrier

(1)

여기서

PWM을 사용하였다.

이고 Is1 은 입력 전류 기본파 성분, Va

는 입력 a상의 상 전압, α는 a상 전압 Va 와 컨버터 입력전압 Vc
의 위상차, θ
는 Va 와 입력 전류 Is의 위상차(역률 각)를 의미한다.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voltage-type 컨버터는 항상 double
loop 제어기를 사용하여 제어된다. 실제 dc 출력 전압은 Vdc 기
준전압과 비교되어 에러신호를 발생하였다. 에러신호는 컨버터

<그림 7> 멀티 캐리어 스위칭 패턴

입력 기준 전류를 결정하기 위해 출력 전압 제어기 (PI제어기 사
용)를 거쳐 처리되었다. 컨버터 입력 기준전류는 입력전류 에러
신호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된다. 에러 신호는 컨버터 스위칭 소
자를 위한 PWM스위칭 패턴을 결정하기 위하여 컨버터 입력 전

Ⅲ. 시뮬레이션

[6]

류 제어기에 의해 결정된다 .
기존의 고정 주파수하에서의 LC필터 설계는 공진주파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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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라메타를 보여준다. 입력 전압

은 1500Vac, 스위칭 주파수는 1.5kHz, 부하 저항은 16, 부스터

<그림 8(b)>는 필터 커패시터 값에 따른 전압 리플을 분석하였다.

인덕터는 2mH, 필터 인덕터는 0.5mH-3mH, 필터 커패시터는

커패시터 값이 증가할수록 리플 성분은 감소한다. 전압 리플이

5.4uF-6.4uF이다.

80%를 초과하지 않는 최적 필터 커패시터 값으로 5.6㎌ 보다 큰
값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필터 커패시터 최적값은 5.6㎌ ~ 6.3
㎌ 이다. <그림 9(a)>는 필터 인덕턴스에 따른 입력 전류 위상 레

<표 1> 회로 파라메타
Source voltage

1500 V/60 Hz

그를 보여주고 있다. 입력 전류의 위상 레그가 15。
이하가 되도

Switching frequency

1.5 kHz

록 필터 인덕턴스 값을 선택하면 2mH보다 작은 것을 선택할 수

Load resistor

16 Ω

Boost inductor

2 mH

Filter capacitor

5.4 ㎌ ~6.4 ㎌

Filter inductor

0.5mH~3mH

있다.

<그림 8(a)>는 필터 커패시터 값에 따른 THD분석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필터 커패시터가 커지면 THD는 증가한
다. THD를 20%이하의 필터 커패시터 값을 설정하면 커패시터
는 6.3㎌ 이하로 선택된다.

(a) 필터 인덕턴스에 따른 입력 전류 Phase lag

(a) 필터 커패시터 값에 따른 THD 분석

(b) 필터 인덕턴스에 따른 THD 분석
<그림 9> 필터 인덕턴스에 따른 분석

<그림 9(b)>는 필터 인덕턴스에 따른 THD분석을 보여주고 있
다. 인덕턴스가 증가할수록 THD는 감소하고, THD가 20% 이
하일 때, 필터 인덕터를 선택하면 0.5mH보다 큰 것을 선택할
(b) 필터 커패시터 값에 따른 전압 리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적의 필터 인덕터 값은 0.5mH ~ 2mH
사이이다.

<그림 8> 필터 커패시터 값에 따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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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는 입력 전압과 컨버터 입력 전압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컨버터 입력 전압을 입력 전압과 비교 하였을 때, 위상 변이 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b)>는 출력 커패시터 양단 전압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a) 입력 전압과 전류 파형

(a) 입력 전압과 컨버터 입력전압 파형

(b) 입력 전류 파형

(b) 출력 커패시터 전압 파형

<그림 11> 컨버터 시뮬레이션 결과파형

Ⅳ. 결 론
(c) 입력 전류 FFT분석

본 논문은 3상 멀티레벨 컨버터의 AC입력단 LC필터 설계 방법
<그림 10>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

을 설명하였다. 또한 LC필터 파라메타와 이에 따른 특성을 분석
하였다. LC필터는 입력 전류 THD, 입력 전류의 위상 레그, 필터

<그림 10(a)>는 최적 필터 값에 따른 입력 전압과 전류의 출력 파

커패시터의 전압 리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

형을 보여주고 있다. 입력 전압과 전류는 동상임을 알 수 있다. <

된 최적 필터 값은 필터 인덕터 는 0.5mH ~ 2mH이고, 필터 커

그림 10(b)>는 입력 전류의 시뮬레이션 출력 파형을 보여주고 있

패시터 는 5.6 ~ 6.3이다. 이 결과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

다. <그림 10(c)>는 입력 전류의 FFT분석을 나타낸다. <그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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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남북철도 연결의 현장을 다녀와서
나희승 | 동북아시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철도연 정책물류연구본부 책임연구원 (hsna@krri.re.kr)

남북철도 연구를 시작한지 5년째다. 한번은 북·러 국경인 러시아 핫산역에 간적이 있다. 북쪽을 바
라보며“곧 북한에도 갈 수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북측 철도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좀
처럼 오지 않았다.
올해 1월, 드디어 북한에 다녀왔다. 잘 복원된 동해철길을 따라 금강산이 손에 잡힐 듯하다. 버스에서
내려 북녘 땅을 밟는 순간, 약간의 흥분이 느껴진다. 곧이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낯익은
얼굴, 그는 작년 4월 모스크바의 남·북·러 철도전문가 회의에서 만난 북측 철도전문가이다. 그동
안 수차례 제3국에서 북측 철도전문가들을 만났다. 하지만 북녘 땅에서 그를 보니 친구를 만난듯하
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담소와 미소가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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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북측에 자재·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덤프트럭과 중장
비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기술지원 현장을 방문하였다. 겨울이라
고성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남과 북의 기술자들은 하나가 되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점검을
받기위해 끊임없이 왕래하는 차량의 엔진소리, 철길 자갈을 만들어내는 파쇄기의 굉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사업의 주역으로써 그들의 자부
심은 대단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오가며 강행군하는 그들의 얼굴에서 남북철도의 개통이 멀지 않
음을 예감한다. 현재 경의선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동해선은 올해 완공예정이다. 남북간 열차운행 합
의서가 채택되어 시험운행도 가능하다.
북한철도를 처음 보는 나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대부분 전철화되어 있어 철길을 따라 콘크리
트 지주가 늘어서 있었다. 철도수송 분담률이 높아 곳곳에 간선이 보였다. 책에서 읽은 것처럼 노반
은 남쪽보다 높고 견고해 보인다. 하지만 운행이 안되고 있는지 열차는 보이지 않고, 궤도도 빨갛게
녹이 슬었다. 철길의 나무침목은 훼손된 곳이 자주보이며, 자갈량이 절대 부족하다. 특정 교량구간에
서 토사가 유실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런 상태로 고속·대용량 운행은 불가해 보인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작업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온정리 온천에서 피로를 풀었다. 겨울이지
만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작년에 육로가 개통되어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한다. 우리가
숙소로 이용한 금강산호텔은 관광지답게 친절하고 깨끗하다. 다음날 금강산에 온종일 눈이 내렸다.
창문을 여니 겨울의 금강산을 화폭에 담은듯하다. 문득 영하30도의 혹한 속에서 시베리아철도를 타
고 새벽 일출을 맞이한 기억이 떠오른다. 남북철도가 하루빨리 연결되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 날 우리는 북측 담당자와 한차례 만찬을 가졌다. 철도인은 어느 나라
나 비슷한가 보다. 철도 이야기만 하면 신이 나고 어느새 친구가 된다. 그는 엘리트 철도인이며, 북측
철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라 생각한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북측 CIQ를 빠져 나올 때 왠지
여운이 남는다.

다음은 독자들에게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 북에 다녀온 후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륙철도 연결사
업을 정리해 보았다.

남북철도 연결은 분단 60년의 아픔을 씻고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사업이다.
또한 남북철도 연결은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철의 실크로드’
를 열고, 동북아 지역에 협력 기
반을 마련함으로써‘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특히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연결사업은 철도수송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켜 동북아에 새로운 우호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협
력사업이 될 것이다.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연결되면 남북간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수송비용 절감 및 수송시간 단축
등으로 동북아 경제협력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종단철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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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륙철도망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횡단
철도(TMR)와 연결되어 유럽 및 동북아시아 시장을 육상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운송로로서 자리
매김할 것이다.
남북철도가 연결될 경우 화물 수송루트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가
는 물동량의 일부, 중국의 동북 3성 및 몽골의 수출입 물량, 일본의 대유럽 수출입 물동량의 일부가
부산항, 광양항을 통해 대륙철도로 운송될 것이다. 유럽의 경우 해상운송과 비교하여, 거리는 약
7000km, 시간은 약 일주일이상 단축되어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최대 수혜국은 통과국인 러시아와 북유럽 종착지인 핀란드이며, 향
후 수혜 지역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철의 실크로드 사업은 차별화·특화
된 지역을 따라 신규 수요를 창출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을 잇는 국제 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장기적으로 서쪽으로는 중국과 연결되는 동북아의 인적·물적 철도망이 형성되고,
동쪽으로는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이 완성될 것이다.

철도 운송은 해운 운송과 경쟁 또는 대체 노선도 아닌 보완 노선으로써 복합 물류 기능을 충실히 이
행할 것이며, 부산항은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철의 실크로드”
는
비용 절감과 수송시간 단축 등 물류기능으로서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동북아의 긴장 해소, 한반도
의 평화 정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익도 매우 크다. 또한 시베리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수송로가 확보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시베리아의 자원과 에너지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
지는 것이다.
유럽철도망(Trans European Railway Network)이 교통망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
제·사회·문화를 통합하여 EU결성을 앞당겼듯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간 철도연결은 동북아지역
에 협력인프라를 마련함으로써“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나아가 유럽~아
시아~태평양을 잇는“철의 실크로드(또는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를 완성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촉진하는 핵심적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남북·대륙철도 연결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다수 있다.

첫째, 노후화된 북측 철도의 현대화이다. 남쪽과 달리 북쪽은 주로 철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화
물인 경우 철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화물 철도망의 평균속도가 40km/h 이상인
데 비해 북측은 제대로 보수 유지가 되지 않아 20km/h 이하인 구간이 상당수다. 개보수가 필요하며,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북측철도의 현대화 사업은 철도의 실태파악이 이루지고, 현대화의 대상노선,
수준을 결정한 후, 남북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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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진-핫산간 북한철도현대화가 북·러간 협의된 것은 사실이나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그 실효
성이 의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서 앞으로 남·북·러간 철도협력회의를 정부간 정례화
하고, TKR-TSR 연계를 위한 북측철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철도산업
협력 및 철도과학기술교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컨테이너 시범운송 사업과 남북 철도 시
범운행은 국제사회에서 북측 철도 현대화 및 대륙철도연결사업을 가시화하고, 본 사업을“동북아평
화사업”
으로 인식하여 국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범운행을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윈윈하는 플러스섬 게임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대륙철도의 통합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철도의 국
가간 운송을 위하여는 기관차의 운영, 요금 정산 및 여객과 화물의 수송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국제철도 수송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분야의 국제운송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
다. 정부는 한반도종단철도가 대륙횡단철도와 연결될 것을 대비하여 국제승객·화물운송협정을 관
장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을 추진중이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는 남북·대륙철도 연결사업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달
성하기 위한 국제철도협력 시스템으로“동북아철도 네트워크 및 동북아철도협의체”
를 구상할 시점
이다. 남·북·러간 유라시아 화물철도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철도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동북아철도 네트워크사업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
홍보 및 국제협력강화가 중요하며, 국제철도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철도
의 시범운송을 제안하고, 동북아의 철도운송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동북아철도운송협정을 마련하여,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우리철도는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철도네트워크의 통합연계
방안 및 표준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시속 350km급 한국형
고속전철을 자체개발 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 되었으며, 앞으로 동북아의
고속철도네트워크도 선도해야 할 것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철도는“철의 실크로드”
,“동
북아 일일생활권
“ 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고 잠자던 철마의 꿈이었던 남북철도 복원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다.
남북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안으로는 한민족이 60년 간 반목의
역사를 접고 통일의 길로 접어드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대동맥을 형성하여‘번영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를 여는 것이다.

철도·도로망의 연결은 국경 없는 인적, 물적 교류를 가능하게 해 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우리 민족의 위상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희망의 시작이 지금, 여기…. 남북철도연결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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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추진

건

설교통부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등 철도산업 환경변

건설교통부는 목표지향 적인 국가철도 R&D정책을 수립하여 철

화에 부합하는 철도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장기

도기술수요에 탄력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철도산업발전

비전과 발전방향,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에 기여하기 위해『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과제를‘05년

총체적 철도기술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철도기술 중장기 기

4월부터 추진 중이다.

본계획」
을 수립하여 철도기술연구개발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선정되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6년 4월까지 본 과제를 수행하여, 철도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의 기본방향, 전략적 목적 및 추진방향 설정, 중점 전략기술에 대

그동안 정부는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철

한 철도기술지도(RTRM)작성, 연구개발 사업 세부 추진계획, 투자

도안전성능 연구시설건설사업 등 철도기술 관련 다양한 R&D사

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철도기술의 혁신은

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도기술 관련 R&D는 절대규모 취약 및

철도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산업적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투자의 상대적 부진(매출액의 0.5%), 명확한 목표와 자원 투입을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비용절감으로 수익성을 증가시키고 철

수반한 총체적인 철도기술전략 부족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철도

도기술 관련 부품 생산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그동안 수입해오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기술의 대외(일본, 프랑스

부품을 국내에서 대체하여 생산 공급함으로써 부품의 수입대체

등)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 의식의 선진화로

향후 건설교통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철도기술의 혁신

더 나은 삶을 누리려는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

을 유도하면서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할 예

라 환경 친화적인 철도교통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 행정수도의 이

정이며, 2006년도부터 철도R&D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향

전 등에 따라 대도시권 통근통행의 광역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

후 2015년경에는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수준에 도달함으로서 선

속전철에 대한 수요 확대, 동북아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철

진국으로부터의 기술종속을 탈피하는 명실상부한 철도기술 자립

도교통망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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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 올인’윤리교육 및 윤리규범 준수 서약식,
실천협약식 체결
철도시설공단이 윤리경영에 전
력투구하고 있다. 우선, 철도시설
공단은 얼마전 913명의 직원들
을 대상으로‘윤리 및 고객만족’
특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윤리
교육은‘2005년 투명사회를 꿈
꾸는 사람들’
이라는 동영상을 시
작으로 청렴도 향상 방안, 고객
만족경영 등으로 꾸며졌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공단 및 대우건설 임직원 등 70여개 협력사 관계자들과 함께 윤리의식확산과 윤리경영실천의지를 다지는 자리인
‘윤리규범 준수 서약식’및‘윤리실천협약 체결식’
을 열었다. 지난 3월 29일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확고
한 윤리경영의 실천의지를 제고하는 계기를 가졌다. 이번 윤리실천 협약 체결을 계기로 100년 철도건설 비리 관행을 척결하여 건설산업
부문의 clean문화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05년 경영혁신 성과 협약식
4월 15일 시설공단은 각 실·본부 및 지역본부장과 2005년도 경영혁신성과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05년도 시설공단의 중점추진사항인 경영혁신활동, 윤리경영, 고객만족 및 조직변화관리 등에 대한 내실있는 실천 및 활
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협약의 내용은 각 실·본부·지역본부별로 수립된 자체 경영혁신 추진계획, 경영혁신 위원회에서 승인된
제2차 웨이브 과제에 대한 스폰서와의 확약 및 제1차 웨이브에서 추진한 과제에 대한 실행 약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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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업관리전문가(PMP) 양성목표 달성 기념행사
4월 28일 공단의 핵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내 PM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양성해 온 국
제사업관리전문가(PMP :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자격취득 목표 초과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이사장 및 PB(Parsons Brinckerhoff) 아시아 퍼시픽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소재 스파피아 호텔에서 개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국제사업관리전문가를 3년 동안 170명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았으나, CEO의 강력한 동기 부여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내 PM아카데미를 개설
한지 10개월 만에 3년 동안의 목표를 훨씬 뛰어넘은 279명의 국제사업관리전문가를 확보
하고 있다. 특히, 이날 미국의 사업관리분야 선도기관인 PB아시아퍼시픽사의 Keith
Hawksworth 회장이 참석하여 시설공단 사업관리분야의 괄목할 만한 인재 양성에 놀라움
과 경의를 표했으며, 고속철도와 사업관리분야의 강연을 통해 사업관리분야의 정보교류 등
향후 공단과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철도현장 찾아 이사회 개최
5월 6일 경부고속철도 경북 경산 소재 제10-4 공구현장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10명
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이사회가 개최되었다.
현장이사회는 비상임이사의 공단현안 사항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사업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생동감 있는 의견을 직접 수렴할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날 이사회
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철도횡단시설업무 위·수탁계약서
(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고객봉사실 오픈, Onw-stop 민원서비스 제공
5월 2일 철도시설공단은 이사장 및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만족도와 직원 청렴
도 향상을 위한 고객봉사실을 본사2층에 설치하고 개소식 행사를거행했다.
공단은 초대 고객봉사실장으로 젊고 참신한 생각을 가진 최윤정과장(사무직4급, 34세,여)을
발탁 인사하였으며, 앞으로 고객봉사실은 친절, 정확,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목표로 민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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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제 도입 및 One-Stop 민원 Service 체제를 갖추고 Happy-Call제(민원 사후확인 제
도)를 시행하여 내방고객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3월17일 본사 대강당에서 공단 임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을 위한 사업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는 공단의 인사·재무·사업관리·시설관리등에 대한 선진 업무프로
세스 전면도입과 개선 등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 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공단은 통합정보시스템(ERP)이 완료되는 2006년 초부터 경영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 및 실시간 의사결정, 중복작업 등의 낭비요소 제거로 업무만족도가 획기적으
로 증대될 것이 기대하고 있다.

철도사업관리종합시스템(KR-EPMS) 특허 출원
철도시설공단은 사업관리종합시스템인‘철도사업관리종합시스템(KR-EPMS)’
를 개발, 지난
2월 특허 출원했다. KR-EPMS을 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철도건설 사업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집행예산과 진행공정 등을 시공사, 감리단, 현장지역본부,
본사 전 조직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사기간, 사업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설공단은 1993년
부터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사업관리(PM)를 도입했으며 현재 공단 직원의 24%(344명)
가 국제사업관리전문가(PMP)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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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신개념 철도화차 등장

2005 한국철도공사
재해대책본부 설치 운영

현재 운행되고 있

한국철도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는 화물차량보다

의 악천후에서도 열차를 보다 안전하게 운행

적재 중량이 12톤

하기 위해 5월 16일‘재해대책본부’
를 설치

가량 늘어나고 1∼

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철도공사 부사장을 본

2년의 검수주기도

부장으로 하는 본사 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

10년 정도로 연장

로 5개 지역본부 및 시설·전기사무소를 비

되는 화차가 등장

롯한 총 42개 소속기관이 함께 재해대책본부

할 예정이다. 한국

를 운영한다.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가동되

철도공사 차량사업

는‘재해대책본부’
는 1백년만의 무더위 등이

본부는 3월 29일 대전청사에서 물류협회, 철도차량 제작사, 사유화차 소유주 등 관계

예상되는 올 하절기의 기상 및 강우 정보를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차세대 신개념 화물차량」
제작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시 파악해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통

신개념 화차 개발은 보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화물차량을 개발하고 적재중량을

제한다.

늘리기 위함이다. 이 차량이 운행하게 되면 검수주기 연장에 의해 검수경비가 현저히

또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처해 피해 복

절감되어 한국철도공사 및 사유화차 소유주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에 필요한 인원과 자재, 장비 등을 적시에

차량의 총 중량도 현재의 76톤에서 88톤으로 증가해 물류운송비를 줄일 수 있게 된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특히,

다. 또한 40ft (40ft×1개, 20ft×2개) 컨테이너 적재용으로 기존의 것보다 하중을 늘려

KTX가 운행되는 고속선로에서는 재해예방감

적재할 수 있으며,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혹한지역 장거리 운행에도 문제없이 사용

지시스템과 강우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기상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를 종합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각

주행 장치는 기존의 용접대차에서 최고 속도 120km/h의 스윙모션 주강대차로 바뀐

종 조치를 체계적으로 조정 통제한다.

다. 스윙모션 대차는 한국철도연구원이 지난 2002년 6월 최대 130km/h 주행시험을
완료했으며, 미국 ABC-NACO사에서 기존 BarBer형 주강대차의 고속주행 시 불안정
성, 횡방향 충격 및 차체롤링 안정도 감소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주행
장치이다.
현재 이 대차는 170km/h 이상의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궤도 부담하중이 줄어 차륜마
모가 적으며 적재하중 증대와 함께 주행거리 160만km까지 무보수로 주행할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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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전기분야 기술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산학협력대학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철도공사 전기사업단은 4월 7일 본사 회의실에서 철도전기
분야 우수인력 확보와 상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산·학 협
력’
을 체결한 대학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철도대학을 포함해 협력 관계에 있는 9개 대학의
산학협력처장과 학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산·학 협력체결
이후 교육, 연구, 기술 등의 정보교류 현황과 전문인력 양성 현
황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간 철도전기 분야 관련과목의 표준화
진행에 대한 문제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장비의 확보, 전
문실무능력을 겸비한 공사소속 겸임교수의 지원 등을 협의했다.
우수인력 육성지원을 위한 장학제도와 사장표창 등 공사차원의
지원이 요청되었으며 특히, 철도관련 과목 이수자에 대한 공사
채용시 가산점 부여, 공사의 인력충원계획 수립시 정보의 교류 등 전문인력 육성과 활용의 연계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력
대학간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 향후 교류협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차상신호(ATP) 시스템 시험운전 성공
ATP(열차자동방호장치) 시스템은 첨단 디지털방식의 열차운행 신호시스템으로 기존 아날
로그 방식 ATS(열차 자동정지장치) 시스템이 갖고 있던 전자파 장애와 기상 악천후 시 성
능저하 등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했다. 열차안전 운행을 높이고 최대 500km/h에서도 동작
이 가능한 선진국형 신호시스템이다. 한국철도공사는 호남선 송정리~함평역 33.2km 구간
에 상신호(ATP) 시스템 지상설비를 구축하고, 최초 개량한 객차 4량 편성의 디젤기관차
7301호를 투입해 3월 24일부터 4월 7일에 가졌던 예비시험운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는 ATP 차량이 ATS 구간을 운행하기 위한 장치로 국내에서 개발된
STM모듈에 대한 성능이 158km/h 속도에서 확인되었다. 이 시스템은 2006년 12월까지
경부·호남선에 운행되는 전체 차량에 설치,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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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재해예방 세미나
철도공사는 (주)삼성화재와 공동으로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한‘철도산업재해예방 세미나’
를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에 위치한 삼성화재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1월 공사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24시간 철야 맞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변화된 근무형
태 등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철도환경과 최근의 노동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철도산업현
장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진행되었다. 본사 및 현업의 안전관리자 등 120여명이 참석해 노동부 관계자 및 대학
교수 등 국내 안전전문가들로부터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안전관리 및 효율적 비상대
응방안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인적실수 방지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환경 조성,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
께 선진철도로서의 안전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소년소녀가장 초청 KTX 시승 및 대전시티투어
- 마산기관차승무사무소, 노사공동참여 봉사활동
철도공사 마산기관차승무사무소는 6월 18일 마산지역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 KTX를 타고
대전시내의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사를 가졌다.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 행사는 사내 봉사동아리인‘참샘회’
와 함께 소년소녀가장 등 아동들에게 폭넓은 경험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일일체험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20여명의 아동들은 마
산에서 무궁화호와 KTX를 갈아 타고 대전역에 도착, 한국철도공사에서 마련한 환영행사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등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시티투어를 하며 거
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노사가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처럼 서로 한 마음을 갖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산업안전보건 기반구축 및 산재예방을 위한 지역순회 교육
철도공사 수송안전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현업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산업
안전에 관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철도산업재해현황은 2001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한 상태다. 현재 직무사고의 발
생 유형을 보면 추락, 협착, 전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 부분의 사고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안전보호구 착용 등 최근 노동정책 변화에 따
라 강화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반구축과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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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철도 체험’철도연, 어린이 40명 초청행사
- 한국형 고속열차, 무인자동운전 AGT 경량전철, KTX까지
- 열차 안에서‘미니 철도학교’운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5월 4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의왕시 소재 8
개 초등학교 40여명을 초청해‘미래철도 체험’
행사를 가졌다. 철도
연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고속열차와 무인 자동운전
AGT 경량전철을 체험했다. 꿈나무들에게 미래의 한국철도를 직접
견학하면서 철도에 대한 관심과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우기 위
해 마련되었다. 특히 차량을 직접 개발한 연구진 10여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면서 고속열차와 무인경량전철 원리를 설명하는 등 학
생들의 호기심을 해결했다. KTX를 한번이라도 타 본 학생들은 한국형 고속열차가 순수 국내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과학자가 꿈인 갈뫼초 이태규(6학년)군은“다른 기차는 프랑스에서 기술을 배워 만들었지만 한국형 고속열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
접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자부심이 느껴졌다”
면서“빨간색과 흰색이 칠해져 있는 한국형 고속열차가 KTX보다 날렵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커서 기차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을 인솔한 내선초 성훈 교감은 우리나라 철
도기술의 발전에 놀라움을 느꼈다고 전한 뒤“과학반 아이들에게 고속열차와 무인도시철도 원리를 설명해줘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었
다”
고 평가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앞으로도 과학반 어린이들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래철도 체험행사를 마
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와 업무협약 체결
- 한국형 고속열차, 무인자동운전 AGT 경량전철, KTX까지
4월 8일 연합뉴스와 경량전철 경산시험선내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했다. 이에 따라 철도연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PDP-TV 설치를 맡게 되며, 연합뉴스는 실시
간 뉴스와 영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은 연합뉴스사에서 정영섭 연합뉴스
대표와 채남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경량전철과 영
상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양 기관의 협조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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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곤·김영국 박사, 과학의 날 수상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과학의 날에 박영곤·김영국 박사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영곤 박사는 그 동안 철도 재해 예방에 힘써왔으며‘철도방재’
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또한 철도방재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최근
에는 로봇을 이용한 철도시설물 검측 장비인 로보레일(Robo-Rail) 시스템 연구책임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국 박사는‘한국형 고속열차(G7 차량)’
의 350km/h 주행 성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점이 높이 평
가되어 상을 받았다. 김 박사는 G7기술개발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해 각종 계측시스템 구축과 평가기술
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차량의 다양한 성능평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승일 박사,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서승일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장이 5월 19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최영복)에서 수여
하는‘제1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을 받았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국내과학기술자가 2004년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서 단장이 발표한 논문은 구조물의 용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간이 열탄소성 해석기법을 제시하고 실제 적
용 시의 우수성을 실험 및 계산을 통해 입증했다.

김현기 주임연구원, 한국방재학회‘신진상’수상
3월 26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정기총회에서 연구시설건설사업단 김현기 주임연구원이 학회 신진상
을 수상했다. 신진상은 방재과학 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할 독창적이며, 장래성이 풍부한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학회는 김 연구원이‘불포화토이론을 이용한 강우시 열차운전규제기준 개발' 등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연구에 정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반공학회 대회 우수논문상‘사공명 외 4명’
4월 25일 열린 한국지반공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사공명, 황선근, 이수형, 김현기, 김민석 연구원이 우
수논문상을 받았다. 논문은‘현장조사를 통한 강우로 인한 철도연변 사면의 활동 특성분석’
이며, 전국 철도연변
의 사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흙사면의 활동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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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ㆍ사고 기술지원 TFT팀 발족
철도안전기술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철도 안전ㆍ사고 기술지원 TFT팀’
을발
족하고, 철도안전전문가 양성까지 계획하는 등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이번에 발족한 철도안전 TFT팀은 철도사고 및 안전자문 요청에 대한 24시간 상시대응
체계 유지, One-Stop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철도차량, 궤도토목, 전기신호, 운행제어, 고
속철도, 도시철도, 안전관리 등 7개 전문분야 22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철도
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안전관리상의 문제요인 분석 ▶철도 사고재발 방지와 안전관리
개선대책 제시 ▶사고조사/안전자문 활동의 일원적 대응 등 전 분야를 포괄한다. 실제, 4월
25일 발생한 일본철도 탈선사고로 4월 26일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철도현장 안전점검에도 합류하는 등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
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철도 사고조사와 안전관리 전문가 육성을 위해 미국
TSI(Transportation Safety Institute)의 안전 전문가 자격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안전
전문가 양성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철도산업전문 연수기관 지정과 함께 철도
사고 조사 및 안전관리 전문교육프로그램의 운영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태국철도청 납품용 신호시스템, 국내 최초 안전인증서 발행
철도연은 LS산전(舊 LG산전)이 태국 철도청으로부터 수주한 전자연동장치와 신호사령설비
등에 대한 종합성능시험을 수행, 국내 최초로 해외에 수출되는 철도신호시스템에 대한 안
전인증서를 발행했다. 이번에 시행된 안전인증은 LS산전이 태국 철도청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전자연동장치 14sets와 신호사령설비 등을 국제입찰에서 수주할 당시, 철도연에서
시험과 안전인증을 받아 납품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철도연의 종합성능
시험을 거쳐 국제규격에 따라 안전인증을 거쳐 수출된 신호시스템은 현재 태국 철도청의
각 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인증서 발행으로 철도연은 철도분야의 시험
과 안전인증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는 조선분야의 세계적
인 안전인증기관인 LLOYD, 자동차 등 중화학분야의 안전인증기관인 TUV 등과 같이 철도
분야의 세계적 인증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중국, 러시아, 호주 등에서 수입되는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도 수행하고 있
어 국내 철도분야 시험인증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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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토론회‘21C 감성경영과 혁신’
연구원 내 지식, 정보공유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만들고 연구원 간 상호발전을 위한
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수요토론회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4월 13일 수요토론회에는 여성
벤처협회 2, 3대 협회장을 지낸 이영남 EZ디지털 사장이‘21세기 감성경영과 혁신’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계측장비 제조업체 대표인 이 사장은 창업동기와 국내 계측기 시장분석을 자신이 겪은 경
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등 여성 특유의 섬세한 경영기법을 통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과학기술 홍보대사 강연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 홍보대사로 임명된 박현준 전기신호본부장이 4월 12일 서
울석계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철도이야기를 강의했다.
이번 강의는 전국의 초중고교와 기관에서 학생,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강연을 펼치
는 홍보대사인‘과학기술 앰버서더’
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앰버서더는 과학문화재단과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사업이다.

‘Challenge
`
& Change’
, 2005 KRRI 워크샵
연구원 발전과 혁신을 위한 워크샵 및 춘계체육행사가 4월 14~15일 경주에서 열렸다. 이
번 워크샵은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혁신적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
의 초청강연을 비롯해 경영목표 및 혁신계획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지역혁신과 R&D’
를 주제 발표한 홍 원장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아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문제해결에 있어 전략적 사고로 접근할 것을 거듭 주문
했다. 또한 경산, 경량전철 시험선을 방문해 무인 자동운전 AGT 경량전철를 시승했다. 경
량전철 성과물이 전 직원에게 공개되기는 처음으로 경량전철과 연구성과 실용화에 대해 논
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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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 HSR350x 모형 전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 선보인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에‘시속 350
km급 한국형 고속열차’
가 소개되었다.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는 33개 기관이 지난 2년 동안 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우주항공·기계소재·교통에너지
등 8개 분야에서 거둔 34개 성과물이 우수 성과물로 선정돼 전시되었다.
교통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로 선정된‘한국형 고속열차’
는 지난해 12월 시속 350km/h를
돌파해 세계 4번째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한 바 있다. 또한 동
북아 물류중심으로 거듭나려는 현 정부의 의욕이 담긴 기술개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영문소식지‘Korean Rail Technology’
창간
한국철도의 비약적인 발전과 기술자립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철도기술 보유국 간의 협력활
동을 전개하기 위해 5월 10일 연구원 영문소식지,‘Korean Rail Technology’
를 창간했
다. 영문소식지는 격월간으로 발행되며, 연구개발동향 및 성과, 주요 행사 등이 주요한 내용
으로 수록된다.
이번 창간호는 지난해 12월에 350km/h를 돌파했던 한국형고속열차에 대한 에피소드, 틸
팅열차에 관한 R&D리포트, 한국형경량전철과 도시철도정보화시스템 시험운영, 그리고 틸
팅차량 국제세미나 등이 연구원 소식으로 실렸다. 영문소식지는 해외의 주요 철도기관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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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 주요연구사업 진행현황

강원발전연구원과 경량전철 공동세미나
강원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5월 17일 춘천 강원도개발공사에서‘경량전
철과 강원도’
를 주제로 시사포럼을 열고, 경량전철의 강원도 도입을 논
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채남희 원장과 최동규 강원발전연구원장을 비
롯해 강원도청 공무원 등 경량전철에 관심 있는 도내 인사 50여명이 참
석했다. 첫 주제발표를 한 철도연 문대섭 본부장은“대표적인 관광도시
인 강원도는 새 교통수단 도입 시 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보전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면서“춘천, 원주, 강릉 등 중소도시의 대중교통체계
정비와 설악산 주변 등 대형관광지내 교통수단으로 경량전철 도입이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경량전철 추진현황을 발표한 한석윤 단장은“경량전철 10㎞ 노선 도입 시 생산유발효과는 2조
5,7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186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9,717명”
이라며“버스와 지하철의 중간규모 수송수요를 갖는 도시환경
친화적인 교통시스템”
이라고 했다. 철도연의 양근율 선임사업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창균 관동대 교통공학 교수, 김
영봉 국토연구원 위원, 강명찬 춘천환경운동연합 국장,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위원 등 8명이 참석했으며 경량전철 도입에 따른 경
제, 사회, 문화,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철도 정보화시스템 워크샵
5월 2~3일‘도시철도 시설물 유지보수체계 정보화시스템 시험운영 워크샵’
이 LG인화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샵은 서울특별시도
시철도공사 시험운영 전담팀을 대상으로 시험운영 계획과 각 분야별 개발내역 및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논의하여 성공적인 시험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시철도 정보화시스템은 연구원이 2001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구축협약을 맺고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토목, 선로, 설비, 신호, 통신, 전기, 전자의 8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정보를 표준화, 정보화하여 체계적인 유지보수 정보 관리 및 시설물 간 통합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된다. 정보화시
스템 개발은 2001년에 착수되어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5월 시험운영 가동 뒤 6월부터 서울시지하철 5, 6, 7, 8 전 구간을 대
상으로 첫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도시철도 시설물의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성 증대, 운영
유지비 절감 등 선진철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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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7월 21일(목) 오전 10:00
장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주요행사내용
‘특별강연’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일본철도사고조사위원회 초청발표
주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연

개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유지보수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을
통해 공사의 경영개선에 기여, 철도안전 및 서비스 향상, 철도환경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실용기술개발 과제의 발굴 및 산·학·연 공동연구 시범
사업과제 선정 추진
추진계획
실용기술개발 시범사업과제 최종선정 : 2005년 6월
협동연구 산·학·연 공모 및 선정 : 2005년 7월
사업추진 협약체결 및 시행 : 2005년 8월 이후
주관 철도공사

일시 7월 중
목적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윤리·고객만족 경영 및 조직문화 개선
대상 철도시설공단 전 부서, 전 직원

일시 6월 20일~24일
장소 일본철도총합연구소
참가 철도연, 중국철도부과학연구원, 일본철도총합연구소 약 50여명

새롭게 태어난 <한국철도기술>,

새로운 한국철도기술의 미래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한국철도기술>은 한국 철도를 이끌어가는 기관들의 최신 동향, 연구 성과는 물론
해외 철도 기술에 대한 정보까지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한국철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앞당길 힘찬 엔진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