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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풍경을싣고달리다
두 손 도 모자라 머리에 짐을 이고 기차에 올라탄 어머니의 얼굴에선 웃음이 가실 줄 모릅니다. 봄볕에 새카맣게
그을렸으면 어떤가요, 자식들에게 나눠줄 꾸러미도 넉넉하고 오랜만의 나들이에 차려입은 한복이 참 곱습니다.
아이는 삶은 달걀 한 알에 마냥 좋아 연신 까르르 웃어대고, 군기 바싹 든 표정과 자세로 첫 휴가를 받아 나온 티
를 물씬 풍기던 일병은 기타 치며 노는 또래 젊은이들을 힐끗 쳐다봅니다. 곧 노래 한 자락에 어우러지겠지요. 도
란도란, 시끌벅적 정담과 여흥이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턱을 괴고 물끄러미 창 밖만 내다보는 사색가도 있기 마련
입니다. 그 풍경. 창밖으로 스치는 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답습니다. 철길에 오르면 우리들 삶의 풍경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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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ed with landscape of life
Deputy Prime Minister Oh, Myung joins third anniversary of Korea Rail Forum, Lee,
Chul sworn in as president of Korea Railroad Corporation, MOCT officially launches
Rail Accident Inspection Committee, Seoul Rolling Stock Workshop marks 100th
anniversary, KRNA tops management evaluation among government-owned units,
Call us "Chuldoyeon or KRRI[kr:]", Driverless AGT unveiled to public for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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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오명 부총리 특별강연‘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
, 철도포럼 3주년 기념행사

Third anniversary of Korea Rail Forum celebrat

철도연 채남희 원장 등 철도계 주요 인사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Korea Rail Forum marked the third anniversary and ceremony was held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강연에서 최근 다녀온‘한-브

in its 19th event July 21 at Coex Intercontinental hotel. Aimed at

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관련 내용과 함께 브라질에서 한국의 첨단

globalizing Korean railways, the rail forum launched to set right

철도 기술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또한 오 부총리

directions of policy in railway. Presided by professor Kim, Soo-sam, the

는 취임 이후 강조하고 있는 한국형고속열차 및 자기부상열차의 실용

special session had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cience and

화 사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한국형 고속열차는 2007년 경

Technology Myung Oh with around 50 CEOs from related organizations

본선에 투입하는 등 한국철도산업의 육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including new president Lee, Chul of Korea Railroad Corporation(KRC),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관서대학 아베 세이치 교수가‘일본 철도

president Chung, Jong-hwan of Korea Rail Network Authority(KRNA).

사고 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 지난 4월 오사카에서 발생한 철도사고

Vice chairman Abe Seiji of Japan’s Transportation Rights Association

원인 및 향후 대책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delivered an opening lecture titled "Japan’s rail accident and tasks" in
which he elaborated on the causes of the train crash that occurred this
past April in Osaka, Japan and went into detail for safety measures for
the future.

철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여 한국철도의 세계화를 목표로
출범한‘철도포럼’
이 창립 3주년을 맞아 7월 21일 코엑스 인터컨티넨
탈호텔에서 기념식과 함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수삼 한양대 부총
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특별히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하고 철도공사 이철 사장, 철도시설공단 정종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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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哲 한국철도공사 사장 취임,‘철도인의 열정과 지혜로 난제 해결할 것’

Lee Chul sworn in as president of Korea Railroad
Corporation
President Lee, Chul was sworn in June 30 as president of Korea Railroad
Corporation at government complex center in Daejon and took up his
new role. Lee desperately urged 32000 employees of KRC for their
"sweat and tears" in his inauguration speech saying "railway men, with
passion and pride to be involved in one of the future industries, should
put their heads and helping hand together to tackle our amassed
problems, one each at a time."

철도공사 이철(57) 사장이 지난 6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고객과 국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철도인들은

적으로 참여하는 철도가족이 돼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한“법과

지난 106년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전국 각지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밝

땀과 눈물로 국가 경제의 동맥, 남북통일의 혈맥, 그리고 미래 산업의

히면서, 3만 2천명 철도공사 임직원들에게도“눈물과 땀을 간곡히 요

꿈이라고 자부하면서 철도 역사를 만들어 왔다”
고 치하했다. 아울러

청한다”
고 했다. 철도공사 직원들은 신임 이 사장이 원칙을 지키며, 열

“철도인들의 열정과 미래 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혜와 최선의

정과 사랑으로, 그리고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노력으로 산적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
고

나침반이 돼주길 바라고 있다.

건교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MOCT officially launches Rail Accident Inspection

Byung-jik of MOCT appointed seven persons as members of the unit

Committee

which include Lee, Sung-kwon, director of transportation policy in

Government will likely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rail accidents.

MOCT, Park, Chang-ho,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u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officially organized a 'Rail

hee, lawyer, Kim, Yun-ho, professor at Jung Ang University, Choe,

accident Inspection Committee' July 28 with operation rules and

Kangyoun, vice president of KRRI, Park, Yong-gul, professpr at Seoul

regulations to buckle down to business.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Ahn, Seung-ho, professor at

At government complex building in Kwacheon on that day, Minister Chu,

National Railroad College. On grave rail accidents like crash, derai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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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re, the seven members are expected to stay neutral to judge the

명을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causes and give out consultations and ideas to related organizations for

조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열차충돌, 탈선, 화재사고 등 중대한 사고

preventative measures.

가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
사한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권고하거나

철도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7월 28일‘철도

건의하게 된다. 항공사고와 해난사고와는 달리 전문조사기관이 부재

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창호 서울대 교수)’
를 공식 출범시키고 운영

했던 철도의 경우 이번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매년

규정을 정하는 등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50~60여건 발생하는 철도운전사고를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은 이날 오후 2시 과천청사에서 이성권 수송정책실장을 비롯해 서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 박창호 교수, 이선희 변호사, 중앙대 김윤호 교수, 철도연 최강윤

철도사고조사위원회 ☎ 02)2110-8277~9

선임연구부장, 서울산업대 박용걸 교수, 한국철도대 안승호 교수 등 7

최고의 기술력으로 철도안전수송을 책임진다! 서울철도차량관리단 창립 100주년

Seoul Rolling Stock Workshop marks 100th anniversary
Seoul Rolling Stock Workshop(SRSW) held a ceremony on June 24 on
the occasion of their 100th anniversary. SRSW opened in 1905 when
Kyungbu railway and temporary railways for military use were put to
operation as a manufacturing division based in Yongsan in order to
assemble imported vehicles and supply materials.Kang, Kil-hyun head of
SRSW expressed his ambition to develop the rail industry into an
instrumental sector faced with an era of high speed railway by saying
that the organization will put strenuous efforts in technology
development to ensure safety secured transportation.
도 노력을 기울였다. 2004년에는‘서울철도차량관리단’
으로 명칭을
철도공사 서울철도차량관리단이 6월 24일 창립 1백주년을 맞아 기념

바꿈과 동시에 중앙, 영동, 태백선 화물수송열차가 신형 전기기관차로

식을 열었다. 1905년 경부철도와 임시군용철도가 운영됨에 따라 수입

대체됨에 따라 신형 전기기관차의 정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울철도

차량 조립과 재료 조달을 목적으로 용산공작반으로 출발해 국내 최초

차량관리단의 강길현 단장은 본격적인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최고의

의 증기기관차‘터우6형’
, 디젤동차, 전기기관차 등을 자체 제작했다.

기술력으로 철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

철도환경의 변화와 함께 환경시설 확충, 작업능률과 향상과 경비절감

과 기술개발로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검수작업의 이론화와 품질 경영시스템 구축에

2005.07+08 8

철도시설공단,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1위

KRNA tops management evaluation among government-

게 되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경

owned units

영혁신추진, 국제사업관리시스템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opped the list of management

구축 및 국제관리전문가 양성, 품

performance, construction and facility management among 87 nation-

질환경시스템 구축(ISO인증) 및

owned organizations which go under the control of the foundation law,

ISO인증심사원 양성, 노조통합,

putting more of a spring in its step.

중국진출 등의 성과를 통해 높은

The evaluation results are attributed to their drastic reforms by driving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는

innovative management, establishing international business

87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관리

management system, cultivating international management experts and

효율성, 주요사업 추진성과 등

evaluators of ISO certification for product quality and environment.

경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Integration of labor unions and advancing into Chinese markets also

철도시설공단은 건설·시설관리

made one big contribution to the outcome.

군에 속한 10개 기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한편 철도시설
공단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 아래

철도시설공단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87개 정부산하

윤리경영, 조직·인사개편, 성과보상제도, ERP추진, 노사협력관계 등

기관의 200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건설·시설관리부문에서 1위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 엔지니어

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어 건설 전문 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다지

링 전문기업으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철도연’
‘KRRI(크리)’로 불러주세요

Call us "Chuldoyeon or KRRI[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공식 약칭을‘철도연'과 'KRRI(크리)’
로 부르기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has been striving to revamp its image

로 했다. 철도관련 신기술 개발의 성공을 알리고, 또 실용화하는 과정

and decided its acronym to be called "Chuldoyeon" in Korean and "KRRI"

에서 보다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영문 명칭인

in English respectively. The formal proposal of the organization nam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의 약칭은‘KRRI’
, 우리말로는

comes as part of KRRI's efforts to promote and commercialize its new
technologies in the glob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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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
로 부르는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무인자동운전 AGT 경량전철 첫 공개시승 행사

Driverless AGT unveiled to public for first

철도연은 건설교통부와 함께 실용화를 앞둔‘무인운전 AGT 경량전

KRRI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MOCT) held an

철’첫 공개 시승행사를 갖고 일반인에게는 처음으로 차량과 시험선

opening ceremony June 1 for light rail transit (Driverless Automated

을 선보였다. 6월 1일 경산 시험선에서 열린 시승행사에 건설교통부,

Guideway Transit) vehicles on track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prior

언론사 기자단, 도시철도운영처 및 건설본부, 지방자치단체, 공개 모집

to planned commercialization in 2007. Amid 80 people participated were

을 통해 선정된 시민과 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광

those concerned from MOCT, the press, rail organizations and civilians

명역에서 한국형고속열차를 타고 동대구로 이동한 뒤 버스로 경산 시

who had been randomly selected through an open entry.

험선에 도착, 차량 시승 및 시험선을 견학하고 KTX로 귀경했다. 오후

As much as U$50 million poured in, the national project of AGT attracted

2시부터 경산 시험선에서 열린 공개시승행사에서는 윤왕로 건설교통

150 researchers from 30 organizations from industry, academia and

부 도시철도과장의 축사, 채남희 원장 인사말 그리고 한석윤 도시철도

institute for the past seven years since 1999. Having been approved of

사업단장의 경량전철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2.3km에 걸쳐 마련되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nd run 10,000km on test in 10 months, Korea

어 있는 시험선에서 차량시승을 했다. 이번 경량전철 시승행사는

was ranked among the world's four developers, followed by France,

KBS, MBC, SBS, YTN 등 각 방송사 9시, 8시 뉴스와 조선, 동아, 한

Japan and Canada.

겨레, 매경를 비롯한 신문, 그리고 지하철무가지 등에 기술개발 성과
와 차량 특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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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 ㅣ권두언

세계 철도기술정보의
메카를 기대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장 | 이 철

먼저 우리나라 철도기술정보의 요람이 될「한국철도기술」
의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그 노고를 치하 드립
니다.

오늘날 철도는 세계적으로 자동화·고속화·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오랜
침체의 늪을 벗어나 새로운 철도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고속열
차(KTX)를 도입하고, 한국형고속열차(HSR350x)를 개발하였으며,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와의 연결을 추진하는 등 철도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
력을 갖추어 세계 철도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하며, 이는 우리 철도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때 비로소 달성 가
능한 일로써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도내 환승시스템의 설치 및 버스·항공·항만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
계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철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매개
체가 되고, 자연스럽게 국민생활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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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고품격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에 대
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철도시설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한국형
고속열차(HSR350x) 및 틸팅열차(TTX), 자기부상열차, 경전철 등을 조속히 실용화하
고,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신개념 도시형 열차 등을 남보다 앞서 개발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선의 복선
화·전철화 및 속도향상을 위한 선로개량 등을 병행함으로써 고객감동과 풍요로운 삶
을 창조하는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를 조기에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와 연결하여 우리 철도사업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하고, 세계철도시장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등장하여야 합니다. 남북합의에 따라 경의선
과 동해선의 개통식을 10월에 갖게 되면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가 대폭 확대될 것이
며,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어 철의 실
크로드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가 국제허브화·물류기지화 함으로써 우
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등장하는 지름길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 철도인들은 고객에 대한 열정과 헌신, 철도에 대한 사명감과 사랑,
변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철도를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로 육성·발
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와 세계인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최첨단 철도시스템
을 갖추어 세계 최고의 철도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될 그 날을 만들어 나아가
야 하며, 그 날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영광된 앞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피땀어린 노력을 경주합시다. 저 또
한 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106년 철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와 철도계가 공동으로 발행하는「한국철도기술」
이 우리나라를 대표함
은 물론 나아가 세계 철도기술 정보의 메카로서 굳게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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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이종국 |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과장 (kjmoct@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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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5

KOREA RAILROAD THECHNOLOGY

1. 추진배경
1899년 경인선 개통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백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경제
및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철도는
도로, 항공 등 타 교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비해 자동차 급증 등에 기인한 이용률 저하와
투자부진에 따른 노후시설의 증가 등으로 침체를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철도는 만성적
인 적자누적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추진되어 2004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철
도산업은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철도는 2004년 4월 고
속철도 개통에 따라‘고속화’
,‘첨단화’
라는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남북철도의 연결
및 대륙철도망의 연계 등 이전과는 다른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철도산업과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시설과 운영의 조화와 협력을 통한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
는 한편, 한국형 고속열차의 개발 등 철도기술 개발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06~2010)」
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도기술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마련 등 철도기술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철도기술개
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철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철도기술 현황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2004년 12월 한국형고속열차의 350km/h 시험운행 성
공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기반기술의 취약과 연구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국가과학기술지도에 의하면 철도기술 분야별 기
술수준, 전문인력 보유 및 인프라구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철도기술개발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투자의 부족과 장
기적 전략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도를 포함한 교통시설에 대해 연간 20조원 내외의 막
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교통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교통기술개발 노력은 미흡한 상황으로 선진국
에서는 21세기 중점기술개발과제로 정보통신(IT)·바이오(BT))·환경기술(ET) 등과 함께 교통기술
(TT)을 집중 지원)·육성하여 G7 국가 대부분이 R&D 예산의 약 20%를 교통부문에 투자하는 반면,
1) 건설교통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2004~2008)

우리나라는 1.7%(861억원,‘02년 기준)를 교통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기술수준의 저하 현상이 지속된다면 기술력 낙후로 인한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효율성 부족을 초래하
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사고 및 환경비용 등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낭비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
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교통혼잡비와 물류비를 감축하고 국민 교통편
의 증진을 위해서는 철도를 포함한 교통산업에 대한 투자증진과 교통기술의 개발과 육성이 시급히 요
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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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테마2

<선진국 대비 철도기술수준비교>
철도기술분야

기술

기술수준(%)

전문인력보유(%) 인프라구축(%)

비고

틸팅 기술

30

50

50

경량화 기술

50

60

50

지능화 기술

30

50

10

무인운전 기술

40

50

10

LIM AGT

열차제어 기술

60

60

30

기초기술 확보

신에너지차량

연료전지 기술

40

60

60

기초기술 개발단계

자기부상열차
(중저속/고속)

부상추진 기술

70/30

80/50

80/10

유도 및 제어기술

70/40

70/50

80/10

부상추진 기술

10

10

10

자세제어 기술

10

10

10

궤도간 가변 시스템

30

50

50

개념정립 단계

multimode동력차량기술

70

80

80

실용화기술개발단계

지능형철도구조물
설계시공기술

70

80

60

철도안전종합방재
시스템 기술

40

80

50

44.28

56.42

45.00

고속철도

PRT/GRT

Aero Train

통합연계
대륙철도시스템

철도스마트
구조물 기술

기술개발 초기단계

개념적 기술개발, 타당성 검토 단계

실용화 기술개발 최종단계

국내 수평성장 기술 초기단계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단계

평균

주 : 선진국을 100으로 기준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평가지수
자료 : 재정경제부외, NTRM(국가기술지도) 2002.11.

3. 철도기술정책의 추진방향
철도기술은 선로, 차량, 신호, 전력 등이 결합된 종합시스템 기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산업
과는 달리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고 연구개발기간이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만, 기술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가 아주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철도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며 철도건설 및 운영기관과 산·학·연 등 관련기관간 협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다른 교통수단과의 상호연계 역할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철도기술정책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첨단 철도기술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핵심·첨단 기술개발 추진
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과 선진국과의 기술격
차 등을 고려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 철도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낙후된 연구 인프라와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는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연구시험시설 및 장비 등 연구 인프라의 확충과 기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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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셋째, 철도기술의 시스템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철도기술은 토목, 차
량, 전철전력, 신호 등 전반적인 기술이 통합되지 않으면 기술개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
로 분야별 기술개발보다는 종합적인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다른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로, 철도 등 교통기술간 상호연계와 보완 및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계획을 마련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개발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정부 및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은 초기 단계의 지원은 용이할 수 있으나 결국 기술개발 결과의 활
용은 민간부문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4.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은 현재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단계에 있으며 계획기간은 2006년부
터 2010년까지를 주요 기간으로 하여 중기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10년 이후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국내·외 철도산업 및 철도기술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
을 통해 철도산업과 철도기술 연구개발 환경을 분석하여 철도기술 연구개발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철도기술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며
셋째,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철도기술정책방향을 설정
하는 한편 그동안 기관별 다원화된 계획을 통합하고 기존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철도산업 환경 및
철도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넷째, 철도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단계적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
해 국내외 철도산업 환경을 감안한 사업의 시급성, 투자우선순위 등을 분석하여 철도분야의 기술개발
지도(RTRM)를 작성하며, 다섯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별 연차별 추진목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등이 있다.

또한「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철도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기술수요 조사, 예측 및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철도산업에 필수적인 첨단·핵심 기술에 대한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적정 소요예
산 및 투자시기를 제시함으로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철도기술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한 정부 및 산학연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 및 산학연이 참여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철도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서
기술개발과 적기 상용화를 위한 정부 및 산학연의 일관된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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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철도기술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철도기술개발에 대
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철도기술지도(Railroad Technology Roadmap)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또는 신규 연구개발사업
간 비효율적 중복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철도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정책수
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5. 맺는 말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이 수립되어 철도기술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철도
기술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철도기술 격차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속철도, 자기부상철도 부문에서 급속한 기술혁신 능력의 향상으로 선진국으로
의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며, 산업계,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간의 밀접한 협력으로 기술능력의 동반
상승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나라 철도기술 혁신시스템의 선진화가 조기에 달성될 것이다.

철도기술의 혁신과 발전은 후방 연관효과를 발현시켜 기계기술, 금속기술, 전기기술, 전자기술, 통신
기술, 토목 궤도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기술 등의 연관기술의 혁신을 유발할 것이다. 우
리의 앞선 IT기술을 집중적으로 활용한다면 철도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IT기술의 혁신도 가능해져
상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며, 일본에 비해 특히 뒤져 있는 부품기술의 혁신을 유발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철도기술의 혁신을 통해 철도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산업적 효과를 유발함으
로써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비용절감으로 수익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철도기술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체의 기술능력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수출증가 효과가 유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 건설사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철도기술 관련 부품 생산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그동안 수입해오던 부품을 국내에서 대체하여 생산 공
급함으로써 부품의 수입대체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특히 철도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철도기술
관련 부품을 자체 개발하여 수입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기하는 연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철도기술의 자립기반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철
도산업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제공함은 물론 우리나라를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킴으로써 국가
의 위상제고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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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의 R&D 계획과
기술력 향상 방안

문제우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개발전담처 기술개발부장 (ktx2000@empal.com)

1. 서론

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및 조직 강화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철도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

우리나라는 철도가 개통된 지 100여년이 지나고, 2004년 4월에

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한국철도기술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등 철도산업전반에 대한 비약적인 발

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중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연구개발 기

전이 이룩되고 있다. 차량분야에 있어 고속철도 차량의 자체적인

본계획 수립 방안과 공단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

개발을 비롯하여, 자기부상열차의 실용화, 틸팅차량의 개발 등

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철도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연구개발 노력들
이 기울여지고 있다. 철도시설 분야에 있어서도 과거 기존 철도
노선의 유지관리 중심에서 탈피하여 고속철도 건설의 경험과 노
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의 노반시설물과 전력·신호 시설
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2.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연구개발 기본 계획 수립
현황

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신기술들을 적극적
으로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추진배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선도적 역할

고속철도 개통이후 철도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

을 담당하고 동북아 최고의 철도엔지니어링 중심 기업으로 도약

만 이에 걸맞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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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수적인 기존 기술의 적용에

3) 주요내용

한정되어왔던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기술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의 주

단이 중심이 되어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연구개발 계획이 도출되어야만 21C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

가. 국내·외 철도 기술현황 및 수요 분석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

① 기술현황 분석

설공단에서는 철도산업구조개혁 등 철도산업 환경의 변화와 고

② 기존 연구성과의 분석 및 추가 연구방향 설정

속화, 고밀도화 되는 철도운행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③ 기술수요 예측 및 분석

수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철도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④ 철도선진국의 철도R&D 투자현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
조사

과 기술개발효과의 기술적, 경제적 효용성 분석을 통한 철도기술
개발정책의 방향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과제를 수행하게

나. 철도기술 연구개발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
① 철도기술의 발전방향 및 VISION 설정

되었다.

② 상위계획(국가연구개발전략,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21세
기 국가철도망 구축방안 등)과의 연관성 분석

2) 추진방향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통하여 드러난

③ 철도기술 연구개발 SWOT분석

고속철도용 노반시설물, 전력·신호시스템, 건설계획 등에 대한

④ 기술분야별 TRM 작성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향후 추진

⑤ 기술연구 중장기 이정표(Milestone) 수립

중인 고속철도 노선의 건설과 해외 진출 시 다른 철도선진국에

다. 연구개발계획의 철도건설 및 개량 사업 계획에 활용

비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기술들을 개발

① 철도건설 개량사업 단계와 개발계획 단계의 연계

하고자 한다. 철도시설공단의 중점 연구영역 도출은 1)미래 니즈

- 건설·개량 계획에 따른 기술 개발 계획의 단계 정립

(NEEDS)의 부합성, 2)공단의 임무 및 기능, 3)최고 수준의 경쟁

- 신규 기술개발 수요 도출
② 개발기술의 TRM과 Milestone상의 위치분석을 통한 활용

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으로 부여 받은 임무 영역내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분야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공공성, 기관의 전략적 지향서, 고객의 예산 확보 가능
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R&D 영역 설정

공단의 임무 및 기능 (Mission & Roles)

미래 철도기술 니즈 부합하는 R&D 영역
(Market Nessds)

철도시설공단의 중점연구분야 선정

미래 철도기술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하여 도출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화고 가능한 R&D 영역
(Competitive Potential)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냉철한 평가를 토대로 최고의 성과를 발휘할

미래 철도기술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영역을 선정하여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화

집중화

해외 선진시설건설기관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연구개발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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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제시

12

설계속도 수준별 비용효과 분석

③ 개발기술의 기술적·경제적 효과 분석

13

철도건설의 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④ 철도기술 연구개발 계획의 관리 및 평가 방안 제시

14

철도공사 전문시방서(건축편) 제정 용역

15

궤도공사 전문시방서 및 설계편람 제정

16

표준도 제ㆍ개정

17

토목관련전기설비표준도작성

18

철도전자도면 작성 표준 제정

라. 기타 정책 건의 자료
① 기술개발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자료
- 개발효과 분석을 근거로 한 정책 건의 자료
- 철도건설의 경제성, 환경성, 비교우위성을 근거로 한 정책
건의 자료

3.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기술력 향상 계획

4) 2005년도 추진 예정 연구개발 과제
번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선진국과의 철도기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

용역명

여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연구개발활성화, 철도기술기준의 정립,

1

기술연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

콘크리트궤도 인터페이스 성능향상에 대한 연구

3

전기철도 운행구간 전력품질 안정성 검토 및 분석 연구

4

철도교통수요 영향요인 및 적정시설 규모 연구

1) 연구개발 활성화
선진 철도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산업체, 연구기관 공

설계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5

철도투자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6

철도인입선 구축 방안 및 수도권 운영개선방안 연구

7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을 위한 방안 연구

8

도시구간 철도건설 원칙 및 지하화시 소음ㆍ진동등 영향평가 연구

9

고속철도 1단계 노하우 D/B 구축

10

철도교량의 동적거동에 관한 연구

11

철도교량의 합리적인 고정점간거리 산정 연구

국내와 기술현황 분석

설문조사

동추진체계 확립하고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기
술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중점적인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철도시설 설계 기준 정립
- 토목, 궤도, 전철전력, 신호 통신분야 설계기준 제·개정

기존 연구성과 분석

예측모델

철도거설 및 개량계획 분석

기술수요 예측 및 분석 모델 개발

분석모델
분석

비전 및 발전방향 설정

신규수요도출

SWOT 분석

TRM, Milestone 상의 위치 분석

TRM 작성

개발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효과 분석

Milestone 작성

철도선진국의 철도 R&D 투자현황 및
부가가치 창츌효과 등 조사

철도기술 연구개발 계획의 관리 및
평가 방안 제시

정책 건의 자료 작성

한국철도기설공단 기술연구개발 계획 수립 완료

<철도시설공단 기술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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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테마2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R&D 계획과 기술력 향상 방안

테마3

테마4

테마5

3) 설계업무 역량 강화

○ 친환경철도건설 기술개발
- 친환경적인 건설을 위한 철도정책 연구

종합 철도/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 기업을 지향하는 공단의 비

- 주변환경을 고려한 건설기술 연구

전 달성을 위해 건설 프로젝트 추진의 원천기술인 엔지니어링 기

- 건설에 따른 저소음, 저진동 기술개발

술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설계분야 관련 절차

- 자원재활용 및 오염원 복원 기술개발

서 개정,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파

- 도시구간 철도건설 원칙 및 지하화시 소음·진동 등 영향평

견 및 전문인력 충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상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등

○ 설계분야 관련절차서 개정

○ 철도시설물현대화 및 유지보수 기술 개발

- 설계관리 단계별 절차서 수정 및 보완

- 철도시설물 현대화 방안연구
- 시설물 진단예측을 통한 유지보수 비용절감 방안연구

○ 설계분야 관련규정 표준화 및 보완

-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건설시스템 개발

- 설계관리 절차서 및 설계관련 규정양식 표준화 및 보완
2) 철도기술의 기준정립 및 운영 표준화
○ 전문기술 습득 기회부여

국가간 철도연결 기술, 차량, 신호, 선로 등 분야별 국내 고유 특

- KR엔지니어링 아카데미 교육센타 운영

성에 적합한 철도기술의 기준정립을 통해 고품질의 일관성 있는
철도건설, 동북아 철도연결사업 및 대륙횡단철도사업 진출 시 높

○ 설계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파견근무

은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우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 국내외 엔지니어링 업체 벤치마킹

까지 철도건설기준 제정 및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여 2007년부터

국내 : 철도기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등

각 분야별 표준화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법(시행령, 시행규칙)

훈 령

예 규

지 침

고 시

공 고

건설공사기준

설계기준

설계기준(18종)

시공기준

표준시방서(16종)

전문시방서(9종)

공사시방서

해당중앙부처

해당중앙부처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자

(관련학·협회)

(관련학·협회)

하위기술기준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요령, 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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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시스트라, SNCF, 알스톰, DEC, 벡텔등
- 선진설계기술업체 직원 파견근무

지향성과 실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연구
개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체, 대학, 연

○ 철도건설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기반 구축
- 주요 서비스 엔지니어링 분야 선별
노선계획, 궤도, 전기분야 등

구기관, 학회와 전문협회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할 예
정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현장 적용을 통하여 개발
기술을 검증하고 개선시킴으로서 활용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궁

-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충원

극적으로는 개발된 기술을 철도산업계에 전파함으로서 국내 철

-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문조직 신설

도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주요분야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범실시

4) 철도분야 전문 인력 Pool 구성 및 활용
공단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철도교통 및
건설관련 기술정보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핵심역량 강화
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관련 학회 가입 및 철도분
야 전문가Pool을 구성, 공단 소식 및 기술개발관련 정보를 공유
할 예정이다.

4. 맺음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개발계획과 기술력 향상의 핵심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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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테마2

테마3 - 철도의 위상 확립과 수송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기술분야 R&D 방향

테마4

테마5

철도의 위상 확립과 수송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기술분야 R&D 방향
조용희 | 한국철도공사 기술개발실장 (yhchoi@korail.go.kr)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물류의 수송과 인간의 교류가 활발하여

리하고 쾌적한 철도, 저비용 고효율 철도, 환경과 조화되는 철도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수송과 정시성, 에

를 이룰 수 있는 경영,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기계 기술 등을 종

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교통수단은 누가 뭐라고

합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여도 철도교통이라 단언할 수 있다. 철도교통은 다양한 실용기

철도 기술의 발전은 사용자로 하여금 철도에 대한 신뢰감을 상승

술을 바탕으로 이룩된 기술의 복합체이다. 궤도, 노반 등의 토목

시켜 줄 뿐만 아니라 철도교통을 문화의 일부분으로 반영할 수

기술과 차량의 기계기술, 동력을 공급하고 이를 제어하여 견인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신뢰성 높은 철도는 철도의 정시성과 안

구동하는 전기전자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성, 안정성 확보기술을 바탕으로 확립된다. 편리하고 쾌적한

300km/h라는 속도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철도는 사용자에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여러가

철도기술의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실용기술의 선봉장이라 할 수

지 방법에 관한 연구와 이를 실천하는 힘으로 달성할 수 있다. 저

있다. 철도시스템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용 고효율의 철도는 유지보수의 자동화, 각종 상태감시 시스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요소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도

의 활용 등 효율적인 유지보수체계의 확보에 있으며, 또한 현대

출된 결과물을 실용화하는 것이 철도기술의 가장 중요한 연구목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에 관한 문제로서 철도교통이 가져야

적중의 하나이다. 철도교통의 요소기술은 신뢰성 높은 철도, 편

할 또 하나의 해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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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는 철도공사의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를 수행하고 있다.

도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철도의 위상을 확립하고 타 교통수단에 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기술

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의 조사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다. 정

에는 크게 요소기술의 확립, 실용기술의 개발, 정보의 효율적 이

보채널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빠른 접근을 보장하는

용이라 할 수 있다.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는 철도요소기술의 확립이다. 철도기술 종속은 철도 요소
기술의 종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철도교통의 각종 서비스 기법,

이상에서 제시된 철도기술의 경쟁적 우위원천은 현재의 기술수

각종 부품 등의 종속은 철도교통의 종속으로 이어져, 이에 따른

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방향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경영, 기술 모든 측면에서 손실을 면할

설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의 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

수 없다. 따라서 철도의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적

점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극적 투자미비, 연구조직의 취약 및

극적으로 필요하다. 철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하고 수많은 부품의

연구전문가 절대부족, 산/학/연 등과의 공동연구부족, 경직된 조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 철도교통에 적정한 Device가 개발

직문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철도기술에

되고 실용화 된다면 철도기술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외국 기

대한 연구개발의 목적지향적 기본계획을 정치하게 수립하는 것

술에 대한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철도에 맞는 요소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기술이 되어야 한다. 외국의 기술을 답습하여 우리나라에 적정하
지 못한 기술을 여과 없이 도입함으로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향후 수립될 각종 계획에는 크게 연구개발 전문화, 기존연구결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요소기술의 개발이

에 대한 종합적 점검, 기술개발에 대한 명확한 역할정립, 운영효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율성 증대를 위한 첨단 부품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연구

두 번째는 실용기술의 개발이다. 현대 과학기술의 화두는 실용화

개발의 추진목표는 경영개선분야와 기술개발분야로 양분될 수

와 목적지향적 연구이다. 응용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분석하고 이

있다. 경영개선분야는 정책, 수송시스템, 운영시스템의 범주로

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 할 수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연구, 변화하는 고객에 적절히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철도기술은 다양한 실용기술들의 복합

대응할 수 있는 수송시스템 연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시스

체이다.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기에 검증된 실용기술을 바탕

템의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으로 철도와 접목하여 발전시킴으로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철
도가 구현된다. 또한 기술의 실용화는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를

정책 연구로는 철도경영개선 및 효율성 평가기술, 열차운임 및

구축할 수 있어 경영혁신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실용기술의 개

비용산정기술, 서비스품질 및 부대사업개발기술, 철도산업기술

발은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평가 및 관리기술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수송시스템 연구로는 차

마지막으로 R&D의 기반은 정보의 효율적 이용이다. 어떤 기술이

세대 철도역 구축기술 철도노선계획 및 평가기술 등이 있다. 운

개발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영시스템 기술로는 철도네트워크계획기술, 열차서비스계획기술,

수 없다. 따라서 기술의 개발동향과 철도에 필요한 기술을 다각

열차트래픽관리 및 열차경합검지 및 해소기술, 운영수익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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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요구되는 기술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기술개발분야로는 크게 시스템 성능향상 및 개선기술, 승

2005년은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

객서비스 향상기술, 개발된 기술의 적용기술, 유지보수비용의 절

여 철도공사가 새롭게 태어난 해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성공적인

감기술, 부품개발 지원 및 실용화기술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성

고속철도개통을 이루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으며, 그 결과로

능향상 기술로는 정비창 운영, 차량운영, 시스템 개선 등의 연구

오늘날 KTX가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가 필요하며, 승객서비스 연구에는 성능개선, 신차량개발, 운영

있는 실정이다. 머지않아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중국횡단철도

패턴 및 방법, 실내개조 등의 연구테마가 있을 수 있다. 개발된 기

(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등을 통해 유럽과 연결하는 "철의

술의 적용 및 지원연구로는 조사 및 분석연구, 지원체계 및 방법

실크로드”구축에 선봉에 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에 관한 연구, 적용시험 연구 등이 있다. 유지보수비용의 절감기
술로는 에너지, 부수품, 공정개선, 성능향상 등의 주제가 존재한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KTX)의 성공적 건설을 기반으로 새

다. 마지막으로 부품개발 지원 및 실용화 연구로는 차량부품, 인

천년을 맞이하고 있는 후세대들에게 철도의 꿈과 희망을 실어

프라(토목궤도/전기신호)부품 등의 연구주제가 존재한다.

나르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따
라서 철도공사는 미래의 방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충전하기

이상의 연구주제들은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현실에 적용할 수

위해 철도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동시에 기

있는 현장적용가능성이 우수한 기술부터 순차적으로 연구하는

존 기술들에 대한 실천적 활용이 필요한 시기이다. 철도기술의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체 및 연구원의 활

선진화만이 철도경쟁력 싸움에서 우위에 설수 있는 핵심역량이

용을 극대화하며, 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현장적용시험 등의 지원

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이제 철도의 진정한 르네상스를 부활시

으로 현장중심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키며, 국가교통산업의 경쟁적 발전과 국가번영에 크나 큰 영향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에 전혀 의심치 않으며, 철도기술의 선진
화가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동북아의 중심이자 세계의 허브

철도공사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있다. 발전할 수 있는 길과 퇴보

로 발전하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동시에 열려 있다.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것이라 확신한다.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획되고 실천 되어야 한다. R&D사업
은 발전할 수 있는 길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
서 지금까지의 낡은 옷은 벗고 발전의 새로운 길을 향하여 한걸
음, 한걸음 움직이는 중요한 계기를 지금부터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기술 종속을 막고, 실용화 기술의 발
전으로 신뢰성 있는 철도를 이루며, 정보의 효율적 이용으로 세
계철도를 이끄는 1%의 핵심 두뇌집단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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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기술
연구개발 방향

최강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부장 (kchoe@krri.re.kr)

1. 국내 철도환경 변화와 철도기술 연구개발
KTX 건설과 개통은 국내 철도 역사상 가장 큰 철도환경 변화를 가져왔다. 1단계 사업의
서울-대구 고속선 건설과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에만 12조 7000억원이 투입되면서
운행 최고속도는 140km/h에서 300km/h로 도약하였으며, 차량, 시설, 전력, 신호 분야
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350km/h의 한국형 고속철도 개발 등 비약적 철도기술 발전이 이
루어졌다. 한편 KTX의 개통으로 철도 수요는 경부·호남선에서 36%가 증가되었으며,
KTX 정차역이 초현대식으로 변화되었고 일반 대중이 철도를 보다 많이 접하게 되어 속
도의 증가와 함께 지금까지 철도가 갖고 있던 진부한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의 공사화와 함께 철도공사는 여객, 화물운송, 철도차량정비,
임대사업, 역사개발 등의 철도운영을 담당하고, 일반철도, 광역철도, 고속철도의 건설은
’
04년 1월 발족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철도의 민영화와 함께 건설교
통부에 철도국이 신설되어 철도산업의 공익성 확립, 체계적 육성지원, 철도투자정책을
수립하며 철도사고 및 안전감독, 차량, 시설물의 안전기준 등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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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로써 철도산업의 정책, 운영, 건설 기능이 분리되는 철도구조개혁의 큰 틀이 완
성되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96년 3월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되어 내년이
면 창립 10주년을 맞게 된다.‘96년 87억원의 예산에서 ’
99년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설립근거법 변경(예산 223억원), 2005년에는 계획예산 700
억원 규모의 철도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철도연구원은 지금까지 한국형 고속철
도, 한국형 경량전철, 도시철도 표준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기존선 속도
향상을 위한 철도기술개발사업, 연료전지 궤도차량시스템 등의 교통핵심기술, 철도안전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형 고속전철은 ’
04년 12월 세계 4번째로
352.4km/h의 최고속도를 달성하였고,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어, 이제
는 전라선 고속열차 투입을 목표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 설립이후 지금까지 많은 기술개발 성과를 이루었으나 국내 철도 환경의 변화와
철도연구원의 지난 10년을 생각하며 앞으로 철도분야의 기술개발 방향 설정을 위하여 일
본, 미국, 독일 등의 철도기술연구 정책방향과 현재 철도연구원의 연구진행 현황을 검토
하여 향후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2.철도기술 연구개발 방향
1) 일본 철도총합연구소(RTRI)의 기본계획(2005)
철도총연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연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서
는 장기적인 경제 저성장, 인구 고령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지구 환경 문제, 생
산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철도 이용객의 감소,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 심화 등 사회 경제
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높은 철도, 편리한 철도, 저비용 철도, 환경과 조화되는
철도의 실현 등 4 개 연구개발 활동목표를 정하고 미래 철도를 위한 연구개발, 실용기술
의 개발, 철도 기초 기술 연구를 3가지 연구 개발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미래철도를 위한 연구개발은 5~10년 후의 실용화를 목표로 JR 각사의 요구, 철도의 미
래를 지향한 선행기술개발, 철도총연의 기술개발 능력이 높은 분야를 고려하여 <표1>과
같이 12 가지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실용기술의 개발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JR각사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 적절하게
대응하여 현장에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철도 기초기술연구에서는 철도 고유 현상 해석, 평가법의 확립 등 기초연구와 신기술, 신
소재의 적용 등 탐색 도입 연구를 수행하며 이는 실용기술의 기본이 되며 또한 철도의 모
든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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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래 철도를 위한 연구개발 목표 및 과제(RTRI)

연구개발목표
주행안전 성능향상
신뢰성이 높은 철도
안전수송 확보

편리한 철도

편리성 향상
쾌적성 향상

저비용 철도

환경과 조화되는
철도

유지보수 비용저감
조용한 철도
신에너지

주요 과제
RAMS 지표에 의한 신호시스템 구성과 응용
하이브리드 시뮬레이터에 의한 차량운동특성 평가
철도시설의 내진성 평가와 대책
설비 관리의 센싱 기술 및 정보기술 적용
철도분야의 고속대용량 정보통신 기술 개발
동적 수요 추정에 기초한 수송계획 효율화
안전성,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휴먼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레일 손상, 도상궤도 열화 모델 구축과 보수저감 기술 평가
보수 필요성이 낮고 저소음의 신형궤도의 개발
전동음, 구조물 소음의 예측과 저감대책 개발
연료 전지 차량의 개발
기존철도에의 리니어 기술 적용

2) 독일 DB의 연구개발 방향
1998년 철도기술연구원이 시험시설건설 기본계획 작성시 독일의 DE-Consult와 독일철
도(DB)는 DB의 연구시험센타(FTZ)의 경험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및 시험시설 계획 방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바 있다.
철도운영회사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사양을 작성하며, 철도 산업은 사양에 맞는
차량과 설비를 공급하고, 시험센타는 차량과 설비에 대하여 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한다.
철도운영회사는 최신의 철도기술 동향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 비용은 운영
수입의 1~3% 정도를 배정한다. 철도연구소는 연구개발 예산의 75% 이상을 철도운영회
사 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여야 운영회사의 핵심 기술공급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DE-Consult는 DB의 경험에 근거하여 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기술 연구방향과 시험시
설 건설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철도연구소의 연구방향

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기술 및 전산해석 기술의 개발
- 효율적인 철도 운영 및 화물 운송
- 승객 예약 및 승차권 판매 방법
- 차량의 유지보수 및 영업 운행 배치
- 선로 용량 증대 및 열차 노선 운영기술
- 철도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해석(차량/궤도, 전차선/판토그래프 상호작용)
② 새로운 기술의 개발
- 궤도기술(교량, 터널, 노반 등)
- 차량기술(경량화, 견인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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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친화적인 철도기술
- 에너지 절감, 자원의 최소 이용
- 소음절감, 환경오염물질 최소화
④ 정확성과 신뢰성의 향상

시험시설의 목적 및 건설 방향
① 안전관련 시험은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수적임
- 탈선 안전 입증시험, 제동장치의 기능시험, 틸팅기능 시험
- 전차선/판토그라프 상호작용 시험, 신호장치의 전기적 간섭시험
- 안전관련 부품의 강도확인시험
② 열차운행에 연향을 미칠수 있는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시험
- Relay, 스위치, 램프, 제동호스, 냉난방장치, 밀폐식화장실,
- 전력설비 보조장치(fan, oil pump) 연결기 등
③ 특별한 운영조건하에서의 차량성능 확인시험
- 에너지 소모량, 소음레벨, 견인성능, 최대속도, 공력효과,
- 차량과 부품의 과열/냉각 성능, 페인트/의자 등의 내구성시험
④ 제품의 사양과 설계 확인을 위한 연구목적의 시험
- 주행성능, 견인성능, 공력, 음향성능
- 전차선/판토 상호작용, 전자파시험, 차체강도시험 등

3) 미국 연방철도국(FRA)의 철도기술개발 5개년계획(2002)
FRA는 2002년에 철도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철도연구개발, 차세대 고속
철도시범계획, 자기부상열차개발의 3가지 분야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미국 철도는 660개의 철도회사, 220,000 mile의 철도노선, 20,000대의 화차용
기관차, 8,800대의 객차/기관차, 1,300,000대의 화차와 265,000명의철도종사자로 구성
되어 있으며, 도시간 화물 수송 분담율이 1990년 38%에서 4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Amtrak은 Boston과 Washington 사이에 150mph의 고속열차 Acela 운행을 시작하였
다. 안전 분야에서는 사상자 수가 1993년 20,400명에서 2000년 12,580명으로 감소하였
으며, 사고원인은 인적요인 38%, 궤도결함 36%, 장비고장12%, 신호결함 2%, 기타 12%
이다.
FRA의 최우선 과제는 철도시스템의 안전이며 모든 기술 분야에서 사고의 확률과 심각도
를 줄이는데 연구의 중심을 두고 있다. 디지털 통신기술은 철도산업분야 역시 혁신을 가
져오고 있다.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시스템의 ITS, 항공제어, 선박추적시스템, 화물운송,
군수지원, 송유관, 경찰, 소방, 비상구급차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통신기술이 활용되
고 있으며 FRA 역시 지능형 철도시스템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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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차제어, 건널목 제어, 결함검지, 운용계획 및 시스템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지능형
철도시스템은 안전, 보안, 화물운송, 승객운송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다.
차세대 고속철도 시범계획은 주정부와 제작사 사이의 협약에 따르며 여러 시범계획이 검
토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자기부상열차 개발계획은 주정부 또는 지역사회와 기업이 비용
을 분담하여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FRA의 연구개발계획은 안전규정 절차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철도의 안전은 종사
자, 하부구조물, 장비, 제어시스템, 교차로 등 여러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계획에
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해석, 모의시험, 현장시험 등 여러 수단에
대하여 지원하며 다음의 10가지 연구 분야를 제시하였다.

① 시스템 문제 : 안전기술, 운영에 대한 구조적 연구, 시스템안전, 보안, 환경 등
② 인적요인 : 운영, 건널목
③ 차량 및 부품 : 차상 및 지상에서의 결함검지 및 진단
④ 궤도 및 구조물 : 안전기준, 유지보수, 검사, 운영
⑤ 궤도/열차의 상호작용
⑥ 열자제어 : 신호장치 개선, 위험분석, 시험평가, 보조시스템 개발
⑦ 건널목사고 경감
⑧ 위험물 수송
⑨ 철도종사자의 보호 : 충돌안전성
⑩ 연구개발 설비 및 장비 : TTC 내의 시험궤도 및 장비

4) 철도기술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분야 비교
RTRI는 신뢰성, 편리성, 저비용철도, 환경과의 조화라는 4가지 연구목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FRA는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철도 선진국의 기술
개발 방향과 3장에서 검토하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과제와 KTX 개통 및 철도구조개
혁 등 철도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철도정책, 신뢰성, 편리성, 효율성, 친환경의 5개 목표
와 10개 분야의 연구개발 방향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추후 각 분야에 대한
타당성 및 방향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2> 연구개발 방향 비교

RTRI

신뢰성

FRA

안전

DB 제안

정확성
신뢰성

철도기술연구원 연구목표/분야 제안
목표

연구분야

철도정책

1. 교통/기술 정책

신뢰성

2. 철도안전기술개발
3. 신뢰성 향상

편리성

신기술개발

4. 속도향상(고속화)

- 속달성

- 궤도기술

5. 새로운 철도시스템 개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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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I

FRA

DB 제안

- 편리성

- 챠량기술

- 쾌적성

정보기술

저비용
철도

- 효울적운영

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철도

테마5

철도기술연구원 연구목표/분야 제안
목표
편리성

효율성

친환경

연구분야
6. 신기술 및 기능개선
7. 정보화 및 지능화
8. 철도 표준화
9. 철도의 효율적 운영
10. 환경친화적인 철도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과제 진행 현황
1) 연구사업별 과제현황
2005년 7월 현재 철도연구원은 112개의 과제 447억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시
설비 제외) 사업별 구분은 <표 4>와 같다. 주요 과제는 공공기술이사회를 통하여 지원되
는 기본사업과 정책연구사업,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등 7개의 건설교통부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업, 철도공사, 시설공단의 수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연구예산
의 반 이상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 받고 있으며, 철도 건설과 운영 주체인 철도공사, 철
도시설공단, 지하철공사의 연구비 지원은 10% 미만이다. 철도운영 및 건설의 공익성과
철도산업 및 철도기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현장기술과
의 접목을 위해서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유지하고 공사와
공단의 기술업무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역할에 대한 재정립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분야별 연구과제 진행현황
현재의 연구과제를 2.4절에서 제안한 분야로 분류해 보면 <표 5>와 같다.

① 교통 및 기술 정책 분야는 12개 과제를 수행중이며 주요 과제는‘국가철도망 건설계획
에 따른 철도차량 수송력 확보체계’
‘화물운임제도
,
개선 및 고객만족도 지수개발’
,
‘한국 고속철도 해외진출 정책 및 기반기술 구축 연구’등이다. ’
05년 1월 철도구조개
혁과 건설교통부 철도국의 출범과 함께 철도연구원의 철도교통 및 기술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높아졌으나, 물류 분야의 연구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정책 및 물류 분야의 연구과제 진행은 전체 규모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건교
부와의 협의 및 기획을 통하여 정책분야 연구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② 철도안전기술개발 분야는 현재 16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원의 여러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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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05. 7. 19)

구분

연구사업 명

연구비(백만원)

과제수

공공기술이사회

기본사업

17

11,400

R&D

정책연구사업

1

1,000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8

4,124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6

1,086

국가연구개발사업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5

2,437

(건설교통부)*

경량전철기술개발사업

3

2,820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5

9,410

철도기술개발사업

12

3,580

건설기반기술연구사업

3

858

건설교통부

4

907

철도시설공단

1

85

한국철도공사

9

2,868

서울지하철공사

1

193

민간기업

8

3,068

철도연 자체

자체사업

15

614

연구사업

기업공동연구

4

260

수탁사업

계

112

소계

%

12,400

27.7

24,315

54.4

7,121

15.9

874

2.0

44,170

100

주) * 철도연구원 수행과제만 포함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철도안전기술개발사업이 ’
04년 10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2차년도 사업이 10월부터 시작되면 안전 분야의 사업비중은 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③ 신뢰성 향상과 유지보수 성능개선 분야는 23개 과제로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철도 유지보수 표준화/정보화 연구과제가 있으며 철도공사의
신뢰성 검증 용역 및 자문, 유지보수 관련 기본과제가 차량, 시설, 전기 본부와 도시철
도 사업단에 분포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철도의 신뢰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연구기획 및 연구원의 기능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④ 속도향상분야는 철도기술개발사업의 틸팅시스템 개발과 속도향상을 위한 Infra의 성
능개선 과제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⑤ 새로운 철도시스템의 개발은 철도연구원의 간판격인 기술개발 과제로서 고속철도, 틸
팅시스템, 경량전철, 연료전지 저상굴절 차량시스템의 개발 등 여러 종류새로운 철도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차세대 전동차와 PRT 개발사업이 새로 시작되고 있다.
⑥ 신기술 개발과 성능개선분야는 편리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과제로 주로 기본사업과
기업 수탁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⑦ 정보화와 지능화 분야는 운영, 유지보수 및 열차제어 관련 과제가 안전, 신뢰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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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섞여서 진행되고 있으나 활발하지 못하여 보인다.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
달과 국내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철도의 정보화/지능화 분야는 우리가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한 기획 및 연구개발 촉진이 필요하여 보
인다.
⑧ 철도표준화는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의 차량, 시설, 전기, 신호 분야의 표준화 과제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프랑스 시스템인 KTX의 운행, 철도청 공사화와 표준체계 관리의
건교부 이관 등으로 일반철도의 표준화 체계 정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원에서도 철도시스템의 표준화 관련 연구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⑨ 철도의 효율적 운영분야는 철도수송능력의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연구원의 임무
중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 철도기술개발사업에서 과제가 진
행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방향 설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⑩ 친환경 철도와 관련하여서는 철도공사의‘철도환경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제와
기본사업, 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에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볼 때 환경분야의 연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 연구과제의 목표 및 분야별 분류(
‘05. 7. 19)*

목표

연구분야

철도정책

교통 및 기술정책

신뢰성

철도안전기술개발

16

2,801

6.3

신뢰성향상 및 유지보수 성능개선

27

13,784

30.8

5

740

1.7

새로운 철도시스템 개발

12

9,891

22.1

신기술 개발 및 성능개량

편리성

효율성

친환경

철도 속도향상(고속화)

과제수
12

연구비(백만원) 구성비율(%)
3,064

6.9

14

5,717

12.8

철도정보화 및 지능화

1

23

0.1

철도표준화

6

5,523

12.4

효율적인 운영

2

422

0.9

환경 친화적인 철도

기술검토, 기타
계

5

1,522

3.4

12

1,223

2.7

112

44,710

100

주) * 분류에 있어 일부 과제는 성격이 다른 주제들이 혼재되어 있어 대표적인 내용으로 분류하였음

4. 철도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방향설정
철도기술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과‘철도시설공단 기술연구개발 기본계획’
을 수립 중에 있다.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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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중점 추진 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하고 철도연
구원은
‘철도기술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지도 작성’분야를 협동과제로 참여하고 있
다. 주요 연구 내용은 철도산업 및 기술현황 분석, 철도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분석,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중장기 철도기술지도
작성 등이며, ’
05년 12월에 1차 결과보고, ’
06년 4월에 최종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기술연구개발 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05~’
09)과 시설공단의 경영토론회(’
04.7.5)결과 등을 반영하여
철도시설공단은 R&D 세부과제 선정과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철도시설공단 기술연구개
발 기본계획’
에서 수립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05~’
09)과 중장기계획수립(’
05~
‘14)을 목표로 국내외 철도기술 현황 및 수요 분석, 철도기술 연구개발계획 기본방향 설
정, 연구성과의 철도건설 및 개발사업 적용방안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철도기술 연구개발 방향
철도기술연구원의 설립 목적은‘철도기술의 연구개발 및 육성, 철도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사와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철도발전에 기여’
하는 것이다. 연구과제의 주
제별 분류에서 보면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한 부분은 교통 및 기술 정책, 철도의 정보화 및
지능화, 철도표준화, 친환경인 철도 분야로서 이에 보다 많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분야의 연구기획 결과와 건설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
의 철도기술연구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향후의 연구 정책 방향이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철도총합연구소 기본계획(Research 2005), RTRI
2. Feasibility study and test and evaluation plan for new HSR system, DE-Consult report to
KRRI, 1998. 10.
3. Five-Year Stratyegic Plan for Railroa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s, March
2002, USDOT, FRA
4. 초고속질주 KTX와 함께, 2005. 3,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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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류비 감소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철도망 구축 및 국가간 연계 철도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간 철도와 도시철도
(광역철도)의 합리적 연계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향상 기술 및 선진국과의 속도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 특히 미래철도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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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은 선로, 차량, 신호, 전력 공급 등 여러 복합적인 기술분야가 집합된 시스템이며, 기계, 전
기, 토목, 환경,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과 연관 효과가 커서 국가 기술력 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종합산업이다. 철도산업 관련기술은 장기적이고 고비용의 투자가 필요한 반면, 기술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도로교통 위주의
정책 및 연구개발 투자로 인하여 철도기술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21세기 철
도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철도기술 R&D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EU)의 전략철도연구, 미국 연방철도국(FRA)의 5개년 철도계획, 일본 철도총합
연구소(RTRI)의 2005년 새로운 마스터플랜 등 철도선진국의 철도기술 R&D 투자방향을 살펴 보
고자 한다.

1. 유럽 (EU)
[ 전략철도 연구 의제 (SRRA)]

2002년에 발표된“전략철도 연구의제(SRRA : Strategic Rail Research Agenda)”에 의하면 유럽
의 R&D는 미래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보다는 향후 20년간 유럽철도산업에서 혁신해야할 내용
으로 2020년까지 철도승객 수송시장과 철도화물운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프랑스
[PREDIT 3 프로그램]

○ 목표
(1) 재화와 사람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동성
(2) 수송 시스템의 안전의 향상
(3) 환경영향 감소와 온실효과에 대한 대책
※ PREDIT 1 (1990-1994 :

396백만), PREDIT 2 (1996-2000 :

300백만)

○ 연간 지원
- PREDIT 3은 2002년말∼2008년간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5천만∼

7천5백만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
- SNCF에서 연구부서의 연간예산은

2천5백만이며 150명이 연구에 투입

○ 철도관련 주제
- 화물운송기술 : 철도 생산성, 혁신기술 및 수송 시스템의 구체화, 기본 기술(모터, 브레이크),
차량, 차량간 정보기술 및 인프라 및 시스템
- 기동성 서비스 : 단거리수송, 인터모달 서비스, 정보기술, 도시 및 도시간 수송서비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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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및 환경 :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
- 물류 및 화물운송수요 : 경제와 물류시스템간의 관계, 공공정책(재정적 영향), 도시 보급
- 안전 : 제어-명령 시스템, 규정 시스템, 경로최적화 시스템
- 기동성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기동성을 결정하는 요인, 수송의 경제학, 자동차 종속관계)

○ SNCF 연구 주제
- 화물운송 (생산성, 운영 및 생산 시스템의 효율, 정보, 도시보급)
- 소음 (교량, 차량소음, 안락감, 브레이크소리)
- 안락감 (역의 기후 및 청각 조건, 궤도의 품질상태, 열차개념, 화장실)
- 네트워크 사용의 최적화(수송능력과 한계의 최적화, 건실한 운영)
- 생산의 운영면에서의 감시(상이한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도구)
- 최신 유지보수 기술(궤도하자, 궤도회로 및 피로의 감지)
- 궤도/플랫홈(피로, 인프라구조, 구조역학 및 메커니즘)
- 정보기술(음성정찰, 직원교육, 전자발권, 위성인터넷)
- 인적 요소(안전, 교통통제, 물리적 및 심리적 조건, 교육, 문화)

(2) 독일
[이동성과 수송(Mobility and Transport) 프로그램]

○ 목표
(1) 친환경(Sustainability)
(2) 성능개선과 고효율, 안전 및 고객만족
(3) 국제 경쟁력 향상

○ 연구분야 (철도수송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요구)
- 지능형 열차네트워크
- 열차 및 수상 교통에 의한 화물수송 증가
- 빠르고, 안락하고, 친환경적인 열차 서비스
- 친환경적인 수송시스템 측면에서의 건강, 환경 및 자원
- 안전 및 보안
- 이동성에 대한 바른 이해 지향
- 국제적 연구 협동과 같은 단면적인 사안

○ 기타 연구 주제 (Research Initiative Rail 2010) 의 활동
- 철도 전략
- 철도운영회사들을 위한 조직 모델
- 명령 및 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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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 차량기술 및 플랫홈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혁신
- 교육 및 훈련분야의 혁신

(3) 영국
[2003~2007 (5년간) 정부지원]

○ 예산지원 : 7백만 파운드
○ 일반적인 분야
- 엔지니어링 인터페이스 : 현대적인 기계의 사용과 지질공학적 원칙을 사용하는 궤도/하부기반
의 평가, 강철 철도궤도의 각종 등급의 수명 예측, 철도의 소음(곡선소음, 거칠어짐, 마찰 및 마
모)
- 전체 시스템 성능 : 장애시 동적 스캐쥴을 위한 결정지원시스템, 철도시스템 전반에 걸친 휴먼
요소 통합에 대한 요구 평가, 열차운영에서 기관사와 신호조작자/통제관 행동의 휴먼요소 모
델, 국제적인 벤치마킹.
- 사용자, 공동체 및 환경 : 승객 안락감의 최적화를 위한 열차 환경 시뮬레이터, 사용자 요구 충
족, 통합된 수송 정책에서 미래철도의 역할.

[철도안전 및 표준 위원회(RSSB : Rail Safety and Standards Board)]

○ 예산지원 : 5년간 7,500만 파운드 (연간 1,500만 파운드를 투입)
○ 일반적인 분야
- 정책 및 위험 : 투자자 참여, 안전 결정, 위험평가 및 자료분석
- 관리 : 안전문화, 안전관리시스템
- 엔지니어링 : 차량 궤도의 상호작용, 인프라구조의 통합, 사고생존가능성, 차량 통합 및 화재
- 운영 : 운영, 비정상 및 퇴화된 작업, 우발적인 상황계획, 중요 안전 통신, 궤도 안전 및 점유관리
- 열차의 보호 및 통제 : 열차보호 및 통제, EPB (ERTMS 프로그램 위원회)에 대한 연구지원,
ERTMS 제 3수준 시행계획, RETB를 ERTMS로 대치
- 공공행동 : 침입, 공공시설파괴, 역 및 개인의 안전, 자살 및 평면 교차
- 인간의 성능 : 인간 요소, SPAD 감소 및 완화, 직업과 관련한 건강

2. 미국 FRA의 Five-Year Plan for RD&D
미연방 철도국(FRA)은 상원 세출위원회의 요청으로 철도 연구, 개발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FiveYear Plan for RD&D”
란 이름의 5개년 전략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는 철도산업 기술, 구조 및 특성
이 급변하는 시기에 발맞추어 수립되었으며, 세 개의 프로그램(철도 연구개발, 차세대 고속철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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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시범사업 프로그램, 자기부상열차 기술 확산)으로 투자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1) 철도 연구개발 프로그램
미연방 철도국의 최우선 순위는 철도시스템의 안전이다. 철도 안전성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
무 많은 종류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미연방철도국은 사고와 사상자를 현격히 줄이는 것을 목
표로 사고율 및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전 기술분야에 안전문제를 검토하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철도 시스템 문제 : 안전, 보안, 환경]

○ 안전 연구개발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철도산업 내 기술/운영 개발연구
○ 성능 기반 규제를 포함하여 화물, 통근, 도시간 여객 및 고속 여객철도의 시스템 안전문제
○ 철도시스템의 물리적 및 사이버(cyber) 안전
○ 철도운영과 관련한 환경 문제

[인적 요인 : 운영 업무 및 철도건널목 사고]

○ 운영 업무는 구내, 터미널 및 차량 운영에서의 인적요소
○ 건널목 인적요소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동차 기관사, 시각 및 청각 경고, 건널목 차단기 및 신
호기술 문제

[차량 및 구성요소]

○ 지상 및 차상 검지를 통한 장비결함 검지/제어 개발 및 향상
○ 탈선, 장비 결함 및 예기치 않은 비상 브레이크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궤도 및 구조물]

○ 궤도 및 기타 기반시설의 고장과 관련된 사고, 사상, 부상 및 자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기준
및 최고수준의 유지보수, 검사 및 운영 업무에 관한 분석적이고 기술적인 기준을 제공

[궤도와 차량 사이의 동적작용에서 일어나는 안전]

○ 궤도구조 및 철도차량 현가시스템의 비정상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탈선 위험을 평가하는 실험적
분석방법의 개선
○ 고하중 및 고속 상태에서 최적의 차륜-레일 접촉 및 대차 조향장치가 가능하도록 선로 마모 또
는 마찰에 대한 개선기준 제공
○ 철도차량/궤도시스템의 동적 인터페이스 모델링 및 시현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열차 제어]
○ 열차제어를 통한 원활한 소통, 위험 분석, 테스트 및 평가, 개발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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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 고속도로와 철도 교차로의 기술적 측면
○ 평가 방법론, 시각 및 청각적 경고, 전동차 및 차량 존재 검지, 건널목 구조, 건널목 차단기 및 신
호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원형 테스트 및 국가 ITS 표준 개발

[위험 물질]

○ 탱크차 운영 및 사고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
○ 향상된 공학 디자인의 수학적 모델링 및 유효성 평가 및 개발
○ 민감성 및 정확성, 적시성 및 응용성에 대한 피해 평가 지침
○ 미연방 철도국 검사 및 유지보수 규제 기준 제공

[기관차 승무원 및 승객 보호]

○ 기관차의 충돌 및 인테리어 안전, 사고 시 승객 및 승무원 희생 최소화
○ 시스템 안전 및 화재 예방
○ 도시간 승객 및 통근 철도 서비스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 전체 철도관련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획득,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2) 차세대 고속철도기술 시범사업 프로그램
○ 고품질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도시간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고속철도 서비
스를 준비
○ 기술 공급업체, 철도 및 주 정부와의 제휴를 통해 주 정부가 준비되었을 때 기술 및 환경을 제공
○ 이미 HSR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주 정부는 목표 서비스 속도를 110에서 125마일로 설정하
고 기존 궤도는 화물 이용
○ 4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
- 능동 열차제어 시연
- 고속 비전기 기관차
- 고속 입체 교차로
- 궤도 및 구조물 기술

(3) 자기부상열차 기술 확산 프로그램
○ 21세기 교통형평법(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에 의해 자기부상열차
(maglev) 사업 계획 및 구축
○ 예산지원
- 착수단계 계획에 5천5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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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및 건설을 위해 9억5천만 달러
- 사업 총 비용은 연방정부 9억5천만 달러, 주 정부 및 민간부문이 1/3을 출자

3. 일본
RTRI에서 2005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추진 중인 새로운 마스터플랜“RESEARCH 2005”는 다
음과 같이 5가지 기본 활동 방향을 정하고 있다.
① 21세기 철도기술의 창조
② 철도 엔지니어링 그룹으로서 통합된 기술력 발휘
③ 니즈에 대한 신속한 대응
④ 기초기술 축적과 차세대 철도기술 전파
⑤ 철도기술 보급과 철도 관련 정보의 전파

○ 연구개발 목표
- 신뢰성 (Reliability)
- 편리성 (Convenient)
- 저비용 (Low Cost)
- 친환경성 (Eco)

○ 주요 연구개발 분야
- 미래철도기술 연구개발
- 실용기술개발
- 기초기술 연구

<그림 1> RTRI의 연구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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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철도기술 연구개발
미래철도를 위하여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연구테마에 적극적으로 주력하고, 또한 5~10
년 이내에 실용화 결과를 도출하도록 전념할 것이다. 미래철도를 위하여 주력해야 할 R&D 테마에
서“철도에서의 고속화, 대용량 정보 및 통신기술의 개발”
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의 승객에게
향상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어야 할 통신 인프라의 일반 사양을 다루고 있다.
환경 및 에너지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테마로서“연료전지차량”
에서
는 연료전지가 설치된 철도차량으로 주행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부상식 철도의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초전도 기술, 리니어 모터기술 등
일련의 기술과 노하우를 기존 철도에 응용하는 것을 주축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따라서, 그를
위해 필요한 기술력 유지를 목적으로 부상식 철도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2) 실용기술개발
JR 각사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절히 대응하고 철도현장에서 실용화를 목적으로 JR 각사로부터
의 구체적인 지정을 받아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수행한다. 또한,
JR 각사 이외에 현장에서 폭넓은 실용화를 목적으로 수탁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철도종합연구소(RTRI)가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실용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철도종합연구소가 갖는
지식·노하우와 독자적으로 보유한 특수한 시험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개발상의 우위성이 있는 기
술 분야에 초점을 모아 과제를 엄선하도록 한다.

(3) 철도 기초기술 연구
동력학, 마찰공학 및 불안정한 공기역학 시뮬레이션과 같이 철도 고유현상의 해명, 평가법 확립 등
의“해석 연구”
와, 신기술, 신소재 등의 철도 적용을 위한“탐색, 도입 연구”
를 수행한다. 이는 철도
실용기술의 기반이 될 연구이며, 철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철도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중심의 선도기술을 연구하여 철도선진국
으로서의 위상 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그간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부
진으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저조한 현대화 수준, 그리고 전반적으로 낙후된 기술 등 시급하
게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주변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
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철도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을
통하여, 철도기술의 R&D 기본방향을 1) 미래원천기술개발, 2) 신기술의 실용화, 3) 기존기술의 혁
신 4) 철도기술 기반 구축 등으로 연구개발 방향을 선정하고 국가적인 대형 철도 R&D 기술의 로드
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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