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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of Concrete Ti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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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Administration, FRA)은 콘크리트 침목궤
도의 횡저항력에 미치는 Track Surfacing,

Track Surfacing(Tamping), 침목교체, 자

DTS, Traffic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2001년

갈도상 클리닝과 같은 궤도유지관리작업은

8월 Amtrak’
s Northeast Corridor현장에

자갈도상층을 교란시켜 궤도의 횡저항력을

서 공동시험을 수행하였다.

Tie Movement

F

감소시키게 되며, 결국에는 궤도의 버클링
FS

(Buckling)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횡
저항력의 유실을 신속하게 보충하기 위해

2. 연구내용

Fb
F = FS + Fb + Fe

서 저속으로 열차하중을 재하하거나
Dynamic Track Stabilizer(DTS)에 의해

궤도는 다양한 하중을 받는 구조로서, 주로

기계적으로 다짐을 수행하게 된다.

침목을 에워싸고 있는 자갈도상에 의해 그

Amtrack과 연방철도국(Federal Railroad

리고 자갈도상과 침목표면과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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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침목저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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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등급, 침목-자갈도상의 결속강도에

After(Surfacing
and(3,360(MGT
Traffic

Figure(1.(Summary(of(Test(Results

의해서 변화하며 부분적으로 자갈도상 다
짐정도의 함수이다.

After(Surfacing
and(DTS

<그림 4> 시험결과 (DTS : Dynamic Track Stabilizer를 이용한 안정화)

궤도의 횡저항력은 STPT(Single Tie Push

<그림 3>은 STPT를 이용한 하중-변위 계

의 효과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

Test, 그림 2 참조)를 이용하여 원래의 비교

측결과의 한 예를 보인다.

았다.

란 상태와 Surfacing, DTS작업, Traffic 운
행 후에 각각 계측되었다.

<그림 4>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수행

Surfacing 작업은 궤도를 약 0.4인치 들어

된 STPT의 평균값을 보인다. Surfacing

올린 상태에서 자갈도상을 충전하는 과정

(Tamping)에 의해 궤도 횡저항력은 초기치

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은 0.7, 1.5,

에 비해 52 - 63% 가량 감소한 것을 알 수

2.0mph의 각각 상이한 속도로 DTS를 이

있으며, Surfacing에 의해 유실된 궤도 횡

용하여 안정화가 이루어 졌다. Traffic의 영

저항력의 24 - 37%가 DTS작업에 의해 복

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전기동차와 3량의 차

구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3,360 gross

량으로 구성된 열차를 5 - 20mph의 속도

ton(0.00336MGT)의 열차운행에 의해서는

로 시험구간에 총 12회 운행시켜 약 3,360

약 13%의 횡저항력의 회복을 보였다. 각각

gross ton의 하중을 적용하였다.

의 상이한 열차운행속도에 대해서는 D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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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Ground Penetrating Radar for
Railway Track Substructure
Investigation

연 방 철 도 국 (Federal Railroad

10mile/hr 속도로 운행하는 Hi-rail 차량

Administration, FRA) 궤도상태를 평

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침목 양끝의

가하기 위한 시도로서 수행한 Ground

궤도를 따라 그리고 침목 중앙에서 계측이

Penetrating Radar(GPR)의 연구결과를

이루어 졌으며 또한 도상어깨부에서 만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니라 콘크리트침목과 목침목사이에서도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Ground Penetrating Radar(GPR)은 현재

<그림 2와 3>은 GPR 프로젝트 결과의 예를

궤도하부구조의 건전도를 신속하게 평가할

보여준다. <그림 2>에서의 스캔결과를 통해

수 있는 비파괴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도상과 보조도상의 다양한 두께를 평가할

Burlington Northern에서 Santa Fe

수 있으며, 세립토노반 상부에 전반적으로

Railway's Butte Subdivision에 이르는 10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보조도상의 문

마일 이상의 거리를 GSSI 4208 1-GHz

제점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궤도하

Air-launched Horn Antennas를 이용하

부에 발생한 Ballast Pocket을 보여준다.

여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데이터취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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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arious GpR configurations on ji-rail
Vehicles

<그림 1> Hi-rail 차량에 탑재된 GPR

<그림 4>에 보여진 두 장의 스캔결과는 동
일한 궤도 위치에서 얻어진 것으로, 위의
결과는 궤도의 북쪽, 아래의 결과는 남쪽에
서 스캔되어진 것이다. 위 결과에서 보여진
Sand Zone은 Water Pocket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Pocket에 존재하고 있는 물

<그림 2> GPR을 이용한 Subballast의 분포

은 주변 세립토노반을 연약화시키고 결국
궤도틀림을 유발할 수 있다. 아래 결과에서
확연히 보여진 Shear Key로 Sand Zone에
트랜치를 만들어 도상을 채움으로써 배수
능을 향상시켰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에서는 간선도로와의 교차로 하부에서의
측정결과를 보인다. 교차로 근처의 물의 존
재를 알 수 있는데, 특히 교차로에서 멀어

<그림 2> GPR을 이용한 Subballast의 분포

지면서 GPR 반사진폭이 감소하는 것은 보
해외철도동향 1-2

조도상과 노반의 함수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GPR기술은 레일상부에서 연속적인
측정을 통해서 각 하부구조 층(도상, 보조도
상, 노반)의 두께, 함수비, 밀도와 같은 궤도
하부 구조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또
한 노반의 불량한 배수상태로 인한 노반분
니, 도상분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
술로 평가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GPR 이미지가 궤도하부구조의 형상과 상
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결
론을 얻었다.

Figure 5. Example GPR scan results showing sand
poket and shesrkey
<그림 4> Sand Pocket과 Shear Key를 보여주는 GPR 스캔 결과

Figure 6. Example GPR scan at highway-grade
crossing
<그림 5> 간선도로와의 교차로에서의 GPR 스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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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On-line High-Speed Rail Defect
Detection

된 현상을 이용하며 이 방법은 특히 종방

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향의 결함을 조사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자동패턴인

FRA(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두 번째 방법은 횡방향의 결함과 사선방향

식(Automatic Pattern Recognition)에

의 연구개발본부에서는 이동정비차량을

의 결함의 Long-Range Inspection을 위

근거한 레일 결함검지시스템의 개발에 유

이용한 신뢰성 있는 레일 결함검지를 위한

해 궤도의 구조적 진동을 이용하게 되며,

용함을 알게 되었다.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결함으로 광대역 종

지 새로운 초음파시험법을 검토하였는데,

방향, 수직방향, 횡방향 진동의 굴절계수

첫 번째 방법은 비접촉 프로빙과 계측기를

스팩트라를 웨이블릿 변환(Wavelet

설치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초음파 Air-

Transform)에 근거한 JTFA(Joint

Coupled, Cross-Sectional 시험법으로서

Time-Frequency Analysis)에 의해 산정

공진 정상파(Resonant Standing wave)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경우, 이산 웨

를 레일의 단면적에 발생시켜 공기와 스틸

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Air-Coupled, Cross-Sectional Inspection

간의 커다란 음향 임피던스 불일치

에 의한 데이터의 후처리(Post Processing)

방법은 공진주파수를 검사에 사용할 경우

(Acoustic Impedance Mismatch)와 관련

를 통해 초음파 신호의 압축, 노이즈의 제

레일을 가로질러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효

1. 연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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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1. Air-Coupled, Cross-Sectional
Inspection

과적이다. 시험용 레일에 톱으로 종방향
결함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의 결함검지 능
력을 평가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결과들은 결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Fast-Fourier
Transform(FFT)을 수행한 Air-Coupled
신호의 진폭을 보여준다. 또한 가진주파수
<그림 1> Air-Coupled 초음파를 이용한 레일 두부와 웹부에서 발생한 종방향 크랙의 검지

의 효과는 공진주파수와 비공진주파수에
대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알 수 있으며,
레일 두부의 경우, 공진주파수는
0.866MHz이고 웹부의 경우 0.942MHz임
을 알 수 있다. 레일의 결함은 신호의 피크
치가 사라지면서 검지되며, 세 평균값들을
이용해서 Air-Coupled 측정에 따른 고유

해외철도동향 1-3

의 랜덤 노이즈를 제거하게 된다.

<그림 2>는 레일의 In-Motion Test를 위
한 Scanning Cart이며, 레일 두부와 웹

<그림 2> Air-Coupled 초음파 레일 검사

부에서의 검사를 위해 배치된 네 개의
Air-Coupled 센서를 볼 수 있다. Cart는
실시간으로 신호가 레일의 결함부위를 통
과할 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
되었다.

모든 정보를 한번의 햄머타격에서 얻을 수
있도록 분산신호와 멀티모드 신호를 분리
하게 된다. 계측을 통해서 Guided Wave
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종방향파의 경우,

2. Long-Range Inspection
Long-Range Inspection방법은 레일의
종방향, 수직방향, 횡방향 Guided Wave
의 전파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전파속도와 감쇠는 햄머에 의한 충격
가진과 가속도 검지에 의해서 측정된다.
계측은 실내시험실에서 24피트 길이의 레

DC-20 kHz의 주파수 대역에서 평균속
도 4.8km/s, 횡방향파의 경우, 2.2km/s,
수직파의 경우, 2.1km/s로서 탁월한 속
도를 가진 검사로서 유효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감쇠율 또한 전파길이 m당 0.5dB
씩의 음향손실을 갖는 합리적인 경향을

<그림 3> Long-Range Inspection방법

보였다.

일에서 수행되어지며 현장에서 확인과정
을 거치게 된다(그림 3 참조).
신 호 처 리 는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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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일본 국토교통성의 철도교통 안전

에 관한 2005년도 시책

정병현 | 일본 간사이대학 박사과정/現 철도정책물류연구본부 (db5d101@ipcku.kansai-u.ac.jp)

1. 철궤도교통환경의 정비

지, 보수 등의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의 안전이용을

가. 선로시설 등의 점검 및 정비

충분히 고려하여 계단 등의 높낮이를 해소하고, 전락(轉落)방지시설

철궤도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기반시설인 선로시설에

등의 설비에 의한 장애물 제거 등의 추진과 함께, 플랫홈에서의 추

대하여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토사붕괴, 낙석, 눈사

락 사고에 대해서는 열차의 속도가 높고 1시간당 운행회수가 많는

태 등에 의한 시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방호시설의 정

플랫홈에 대하여 비상정지 단추와 추락검지장치의 정비, 플랫홈 아

비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철궤도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 및

래의대피공간의확보등적절한안전대책의추진을도모한다.

정비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지방중소철도에 대해서는 2002년
~2003년도에 실시한 안전성 긴급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각사

나. 운전보안설비의 정비

업자가 책정한 안전정비계획에 기초한 시설, 차량 등의 적절한 유

열차운행의 고속화, 고밀도화에 대응하여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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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7년까지 완료
하도록 지도한다.

라. 지하철도의 화재대책의 추진

지하역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하철도의
화재대책기준(1975년 제정)”
의 제정 이전에 건설되거나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지하역에 대해서는 화재대책시설의 정비를 의무
화하고 지속적인 정비의 추진을 도모한다.

2. 철궤도의 안전한 운행의 확보
가. 승무원 및 보안요원의 교육 충실과 자질의 향상

철궤도의 승무원 및 보안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와 교육내용에

및 보안요원의 적성의 확보를 도모하기위해 적성검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하도록 하며, 동력차운전자의 자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력
차운전자 운전면허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꾀한다.

나. 열차의 운행 및 승무원 등의 관리 개선

대규모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의
수집, 전달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철도사업자는 야간 및 휴일
에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통신수단을 확충하도록 한다.
또한, 열차의 운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송장애 등의 이상
시에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통한 운행의 확보 등 신속·정확한 조치
도모하기위하여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운영관리체제의 충실을 꾀하도록

Control)의 정비를 촉진하고, 기존에 설치된 자동열차정지장치

지도한다. 승무원등은 자신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안전운전을

(ATS : Automatic Train Stop)의 고기능화 등의 운전보안설비의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취업시에 있어서의 심신상태의 파악

정비, 충실을 수행한다.

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 직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
도록 지도한다.

다. 철도구조물의 내진성의 확보

철도구조물의 내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구조물에 대해서는 내

다. 철궤도교통의 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진설계기준(1998년)을 적용하고, 기존구조물에 대해서는 고가교

건널목사고 등 철궤도의 운전사고 및 투석, 선로위에 고의로 돌을

등에 대한 내진보강을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철도사업자를 지도한

놓는 것 등의 철도방해, 선로내 침입 등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를

다. 특히, 신간선 고가교각의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고가 밑을 점포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널목의 안전통행 및 철궤도사고방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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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교육성과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승무원

지식을 일반인에게 폭넓게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철궤

정리하여 철궤도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등 사고의 사전방

도사업자로 하여금 학교, 선로주변 주민, 도로운송사업자 등을 대

지를 도모한다.

상으로 하여 전국교통안전운동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포스타의 게
시, 안내 자료의 배부 등에 의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
록 지도한다.
또한, 건설공사·보수작업 등 시설의 건설·보수에 종사하는 작업

3. 철궤도차량의 안전성 확보

원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철도사업자를 지도한다.
가. 철궤도차량의 구조·장치에 관한 보안상의 기술기준의 개선
라. 철궤도사업자에 대한 보안감독 등의 실시

과학기술의 진보,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철궤도차량의 제

철궤도사업자에 대하여, 보안감독 등을 실시하고 시설 및 차량의

동장치등 구조·장치에 대한 보안상의기술기준의 점검 및 개선을

보수관리 상황, 운전취급 상황,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상황,

수행한다. 또한 철궤도차량에 도입된 신기술 및 안전성에 대한 검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중요한 사

토의 성과를 신속하게 기술기준에 반영시킨다.

고의 발생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신속하면서 중
점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추출한 다음 요소요소에

나. 철궤도차량 검사의 충실

대한 지도를 수행하는 등 보안감사를 보다 기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철궤도차량의 검사에 대해서는 철궤도사업자에 대하여 신기술을

실시한다.

도입한 검사기기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 검사정밀도의 향상을 도모

또한, 정기적으로 연락회의를 개최하여 철도사업자의 사고정보의

하고, 신기술의 도입에 대응하여 검사담당자의 교육훈련내용을 충

교환, 효과적인 사고방지대책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업

실하게 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철궤도차량의 고장데이타 및 검사

자 스스로가 안전에 관계되는 현장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내보

데이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량의 보수관리내용에

고체계 등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수송의 안전 확보의 기본이 된

반영시키도록 지도한다.

다는 것을 여러 기회를 통하여 지도한다.

마. 철도사고원인의 규명 및 사전 방지대책의 추

(1) 철도사고원인의 규명

4. 구조·구급체제의 정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철도사고 및 철도중대incident(결과

철궤도의 중대사고등의 발생시, 피난유도, 구조·구급활동을 신속

적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주요역에 있어서의 방재훈련의 실시와

인정되는 사태)의 원인규명을 수행하며, 철도사고의 재발방지에

철궤도사업자와 소방기관, 의료기관, 그밖에 관계기관과의 연락·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철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운행의 상황,

협력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특히, 중대사고 발생시의 긴

철도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다각적인 사실조사의 실시와 함께 필

급체제의 재구축과 2차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철저를 도모

요한 시험과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고

한다.

서를 작성하고 공표한다.

(2) 철도사고의 사전 방지대책의 추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철도사고보고서 등을 기초로

5. 철궤도의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하여 철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수행한다. 또한,“철도

철궤도 분야에 대해서는“재료열화에 의한 콘크리트구조물의 성능

사고등의보고규칙등”
에 의해 보고된 철도사고 등의 정보를 수집,

평가와 예측에 관한 연구”
등, 평상시의 안전성향상에 이바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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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을 추진하고,“강진지역에 있어서의 지진 동특성의 규명

황, 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대응하고,

과 철도구조물의 피해예측기술의 개발”
등 이상시 대책의 기술개발

장애물검지장치, 문형경보장치(over hanger형 경보장치), 차단봉

을 추진하고 있다.

등의 대형차단장치 등 보다 사고방지효과가 높은 건널목보안설비

또한, 차량에 대해서는 충돌안전성향상, 화재대책에 대한 기술개

의 정비를 추진한다.

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 건널목의 통폐합의 촉진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구조개량 등의 사업실시와 병행하여 근접
건널목 가운데 이용현황, 우회도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

7. 건널목에 있어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의 통행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폐

건널목사고의 방지와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건널목개

합을 추진한다. 또한, 구조개량중에 건널목의 보도가 없거나 보도

량촉진법”및“제7차 건널목사고방지종합대책”
에 기초하여 입체

가 좁은 경우의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그 긴급성을 감안하여 근접

교차화사업, 구조개량사업 및 건널목보안설비의 정비 등을 추진

건널목의 통폐합을 시행하지 않더라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다.
라. 그 밖의 건널목 교통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기위한 조치

건널목개량촉진법에 기초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신청제도를 활용하

대도시 및 주요지방도시의 건널목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자와 철도

여 적정지역의 추가를 시행하는 등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고, 건널

사업자가 연대를 강화하여“발본대책(拔本對策)”
에 의한 건널목제

목개량촉진법에 기초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리를

거와“속효대책(速效對策)”
에 의한 건널목사고의 방비 및 교통의

가능한한 신속하게 하는 등 개량계획의 원활한 작성을 촉진한다.

원활화 등 건널목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교통차단으

그밖에 건널목에 있어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

로 인하여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건널목에 대하여 중점적으

여 필요한 대응으로 건널목예고표지, 건널목신호기, 보행자 등을

로 신속하게 개량을 추진한다.“발본대책”
으로 연속입체교차사업

위한 횡단보도교 등의 설치, 정보통신기술(IT)의 도입을 통한 건널

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부법령에 정해진 도도부현 도시에 한정

목관련 교통안전시설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을 추

되어온 시행자를 현청소재지 및 그에 준하는 도시(인구20만이상의

진한다.

도시 및 특별구)를 추가하여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속효

또한, 건널목보행자공간의 확보를 추진하기위해 이용자의 의견을

대책”
으로서 보행자 등의 건널목행단의 안전확보와 원활화를 위한

반영하고, 도로관리자와 철도사업자의 협력을 신속하게 하는 새로

건널목의 구조개량 등을 추진한다.

운 조정방식을 실시한다.
건널목통행자의 안전의식의 향상 및 건널목고장시의 비상보턴의

나. 건널목보안설비의 정비

조작 등의 긴급조치에 대한 지식을 철저하게 하기위하여 홍보활동

건널목의 이용상황, 건널목의 폭원, 교통규제의 실시상황 등을 감

등을 더욱 강화한다.

안하여 지속적으로 건널목차단기의 정비를 실시한다. 또한, 대도
시 및 주요지방도시에 있는 건널목 가운데 열차운행횟수가 많고,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Homepage http://www.mlit.go.jp)

열차의 종류 등에 의해 경보시작부터 건널목에 도달되기까지의 시
간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속효대책”
으로 건널목차
단시간의 적정화를 위해 경보시간제어장치의 정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자동차교통량이 많은 건널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의 상

2005.07+08 55

해외철도동향 2-1

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및 구조개량의 촉진

02_일본 철도화물수송 동향
철도수송 및 내항해운수송은 트럭수송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은 낮은 환경친화적인 수송수단이며, 또한 종업원 1인
당 수송량도 크고, 수송의 효율성도 높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성에서는 장거리수송에 대하여 트럭에서부터 철도 및 내항해운으로 수송
수단을 전환시키는 모달시프트(modal shift)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철도화물수송에 대해서는 최근 톤키로기준 분담율은 적지만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어, 여기에서 그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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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국내화물수송의 수송수단별 분담율
일본 국내화물의 수송수단별 분담율을 살펴보면 톤기준인 경우, 철도의 분담율은 약 1% 정도이고, 내
항해운도 크게 변하지 않고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전체 분담율은 90%정도로 변하지
않았지만,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의 전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내화물에 대한 항공의
분담율은 미미한것으로 나타난다.

0.9%

49.6%

1.0%

48.0%

1.0%

47.1%

0.9%

46.0%

0.9%

44.6%

1.2%

39.1%

1.3%

35.2%

톤키로를 기준으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철도의 분담율은 2001년을 기점으로하여 조금씩 증가하여
2003년에 4.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내항해운의 분담율은 조금씩 감소하여 40%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자동차의 수송분담율은 영업용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자가용자동차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자동차 전체의 분담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은 톤기준과 마
찬가지로 분담율은 미미한것으로 나타났다.

1.3%

48.7%

3.9%

46.0%

3.8%

44.7%

3.8%

44.2%

4.0%

43.7%

4.5%

38.5%

4.9%

35.9%

<그림 2> 국내화물수송의 수송수단별 분담율 추이(톤키로기준)
자료 : 국토교통성 각 연도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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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화물 수송수단별 분담율 추이(톤기준)
자료 : 국토교통성 각 연도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수송거리대별 분담율을 살펴보면 철도와 해운은 수상거리가 길어질수록 분담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
어 장거리수송에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도는 100km미만의 거리에서는 0.2%
로 수송분담율이 아주 작지만 1000km이상에서는 6.2%라는 높은 분담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동차
에 의한 수송은 100km 미만의 경우에는 96.6%로 아주 높지만 거리가 증가할수록 그 분담율은 급격
히 감소하고 있다.

72.4%
6.2%
58.9%
3.9%
38.9%
2.4%
37.2%
1.8%
20.1%
1.6%
3.2%
0.2%

<그림 3> 화물수송의 수송거리대별 수송수단별 분담율 (2002년기준)
자료 : 국토교통성 각 연도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2. 철도화물수송의 동향
최근10년간 철도화물수송량은 톤기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톤키로 기준으로도 감
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3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철도화물수송 동향은 수송형태별로 볼 때 차급
화물과 컨테이너화물에서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톤기준으로 차급화물에 의한 수송량은 10
년간 감소하였지만, 컨테이너에 의한 수송량은 1999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톤키로 기준일 경우에도
차급화물에 의한 화물수송량은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이 지속되어온 컨테이너에 의
한 화물수송량은 200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톤기준 수송량에서는 차급화물이 컨테이너화물보다 높은 수송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톤키로 기준의
수송량에서는 컨테이너화물이 높은 수송량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 2003년에는 컨테이너화물의
198억톤키로로 차급화물 30억톤키로보다 6배를 초과하고 있어, 컨테이너화물의 수송거리가 차급화
물보다도 길다는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이후의 JR화물의 화물수송량(톤기준)을 월별로 살펴보면 2003년 8월이후 컨테이너화물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R화물의 수송량(톤)에 대하여 1997년
~1999년에서 매월의 평균값으로부터의 증가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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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철도화물수송 추이
자료 : 국토교통성,「철도수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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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철도화물수송 추이(톤기준)
자료 : 국토교통성「월례경제」

수송거리대별을 보면 단거리 수송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6). 1994년과 2002년도의
철도화물수송의 거리대별 수송량을 비교해 보면, 단거리구간일수록 수송량의 감소폭은 커지고
750km미만에서는 약 20%~50%가 감소하였다. 한편, 750km이상의 거리에서는 수송량은 과거실적
을 유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철도수송량 전체에서는 수송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
의 많은 부분이 단거리수송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장거리 철도수송은 일정수준의 수송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거리 화물수송에서는 철도가 타 교통수단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
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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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철도화물수송량의 거리대별 수송량 변화
주) 1994년 수송톤수를 100으로 할때 2002년의 수송톤수를 나타냄
자료 : 국토교통성「화물, 여객지역유동조사, 분석자료」

2-1 차급화물수송의 동향

차급화물수송은 화차 1대 전세로 빌려 화물을 수송하는 방식으로서, 트럭의 짐받이와 같은 형태의 화
차 또는 석유를 운반하는 탱크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석유, 시멘트, 석회석 등이 주력 품목이지만,
최근 들어 수송량 감소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석회석은 1997년이후 수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송량에 있어서도 1994년 약 3397만톤에서 2003년에 반이상 줄어든
1,586만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a) 1994년

b) 2003년

범례 : 품목명, 수송량(만톤), 비율(%)
<그림 7> 차급화물의 품목별 점유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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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차급화물의 수송량(톤기준)추이(1994년대비)
자료 :「숫자로본 물류」

2-2 차급화물이 감소하는 이유

(1) 화물량 전체가 감소했다는 점
화물량 전체의 감소가 차급화물수송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제품에서는 국
내의 제품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수송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내륙저유소 또
는 대규모 수요처에 대한 일정한 수요가 있으며, 차급수송으로 대응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
하여 철도의 분담율은 아주 미미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지만, 석유제품 전체의 수송량이 감소하고 있
기 때문에 철도의 석유수송량도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체 석유수송량의 감소의 원인으
로는 석유회사 상호간의 상호융통 확대에 의한 수송량 감소, 석유 가공회사에 의한 합리화와 환경에
대한 대처 등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내항해운 및 트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는 점
철도로부터 내항해운이나 트럭으로의 수송수단 전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철도의 분담율이 저하되었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 자급이 가능한 석회석이나 석회석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멘트는 생산량
과 수송량이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철도수송량의 감소는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
므로 화물수송에서 트럭 또는 내항해운으로의 전환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해안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의 생산량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공장으로부터 내항해운에 의한 수송이 보
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도는 운송비용이 높고, 열차다이아편성에 대한 제약 등의 문제점 등
으로 인하여 타교통수단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컨테이너로의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차급화물에서 컨테이너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급화물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2005.07+08 61

해외철도동향 2-2

차급화물수송량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다음 3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를 들어, 종이의 수송에 대한 수송수단별 분담율을 살펴보면 차급은 감소하는 한편 컨테이너는 증가
하고 있으며, 차급과 컨테이너를 합한 철도전체의 분담율을 살펴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 차급운송은
돌아올 때 화물없이 빈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송효율이 낮으므로, 컨테이너화를 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

2-3 컨테이너화물수송의 동향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수송은 톤기준으로는 1999년이후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톤키로기준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03년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그림
4). 톤기준에서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8월부터 컨테이너화물수송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5). 이것은 쌀생산의 부진에 따른 정부의 긴축미 긴급수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
송량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지만, 긴급수송이 완료된 2004년 4월 이후에도 컨테이너 수
송량은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 컨테이너화물량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품목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대폭 증가한 품목으로는 택배화물 등을 중심으로 한“특적화물 등"이다. 그리고, 기타에 포함된 자
동차 부품도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8> 주요컨테이너화물 수송량(톤기준) 추이(전년대비)
주) 2004년자료는 1분기 자료기준으로 2003년 1분기와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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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맥주,52,2%
생야채청과물,101,5%
농산물,133,6%

특적화물등(,241,
11%

기타공업품,143,6%
화학약품,165,7%

화학공업품,218

범례 : 품목명, 수송량(만톤), 비율(%)

<그림 9> 컨테이너화물의 품목별 비중(JR화물 200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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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컨테이너화물이 최근에 증가하는 이유

컨테이너화물이 최근 크게 증가하는 이유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로 다음
의 2가지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그밖에 차급에서 컨테이너로의 전환 증가는 앞에서 서술하였음).
(1) 철도수송의 속도향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철도수송은 환적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door to door 수송이 가능한 트럭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역과 열차의 개량 및 다이아의 수정 등에 의해 속도향상을 추진하고 있
다. 역시설로서는 본선상의 열차에서 직접 컨테이너를 환적할 수 있는 E&S하역역 E&S(Effective &
Speedy Container Handling System) : 하역역에서 컨테이너를 본선상의 열차로 부터 직접 하역작
업이 가능하도록 한것으로, 열차의 입환 등이 필요하지 않고 하역작업을 매우 효율화시켜 정차시간을
단축시켰다. 이 도입되는 등 리드타임의 단축이 추진되고 있다. 열차에서는 전동차의 동력을 분산시
켜 달리는 슈퍼레일카르고(Super Rail Cargo)가 2004년 4월에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슈퍼레일카르
고는 택배의 수송을 화물철도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재품을 경량화물로 한정시켜 고속화를 추진하였
는데, 동경~오사카간 소요시간은 기존의 6시간 40분에서 약 6시간으로 단축시켰다.

(2) 기업의 환경의식이 높아졌다는 것

헌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트럭수송과 비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이 낮은 철도로 전환하는것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제품 및 원재료의 수송을 철도로 전환하는 실증실험도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물류
의 간선 수송에서 수송수단을 트럭수송으로부터 해운·철도에 전환하거나, 공동수송에 의하여 효율
화하거나, 또는 사용중인 트럭을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 등에 의하여 환경 부하의 절감에 대응
하는 실증 실험을 하주와 물류사업자가 공동하고 추진하고, 또한 일정한 환경 부하 절감 효과가 인정
되는 것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3. 결론
단거리 수송은 무거운 중량의 소재형화물의 수송량이 감소함에 따라 철도수송량도 감소하였으며, 톤
기준에서는 수단별 분담율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컨테이너화물의 수송량이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톤키로 기준에서는 철도화물수송의 수단별 분담율은 증가하고 있는 등 철도수송으로
의 수단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려 알 수 있다. 컨테이너수송
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소경향에 있는 차급화물에 대한 대
책을 수립하는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차급수송과 컨테이너수송의 모두 필요한 개선점을 화물의 품
목별로 분석하고, 신속성의 향상 등 책임있는 철도수송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달시프트을 추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國土

진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등의 하주에 대한 시책과 병행하여 향후에도 화물철도사업자에 대한 대책 강

交通 月例經濟, 2005년 3월호)

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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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배출삭감에 산업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기업의 사회적 공

일본철도 정비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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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의 제기

첫째, 인구가 도시주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철도노선을 연장할 필
요가 있지만, 연장에 따른 수요의 증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JR과 사철을 더한 일본의 철도영업 거리는 2004년 현재

것이며,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27,400km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철도건설에 대한 투자는 약 1조

둘째, 경제의 안정 성장에 따른 주택수요의 감소로 새로운 신도시

엔에 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철도투자가 이루어

개발이 연기되고 있어 신도시선 등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

지고 있는 일본의 철도정비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해 보고

이다.

자 한다.

셋째, 공간, 환경면에서의 제약이나 주민의 반대운동 등에 의해 철

먼저 일본의 철도정비에 따라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

도건설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한층 어려워지고 있고, 도심부의

면 다음과 같다.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도 보다 깊은 지하공간에 노선을 건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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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안 되어, 공사기간의 장기화와 함께 많은 건설자금이 필요

4) 건설비의 절감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건설비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으로부터는 환경문제에 계속

할 것이다.

적인 배려를 하고 가능한 지하가 아닌 지상 등에 선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리니어모터 등에 의해 지하철의 소형화 등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기의 단축에 의해 건설이자의 경감
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용지의 매수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공

2. 철도를 원활하게 건설, 운영하기 위한 대책

사를 착수하도록 한다. 또한 건설자금을 초기에 중점적으로 배분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1) 주변개발계획과의 충분한 조정
신도시철도 등에 있어서는 주변개발의 진척여하에 따라 철도사업

5) 건설자금의 확보와 철도건설에 대한 재원조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비기간을 신중하게 정해야 하
(1) 장기·저금리자금의 확보

변경, 용도지역의 설정, 역 주변지역에 있어서 시가지계획사업을

철도건설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비를 촉진하

계획하는 등 철도정비와 도시계획과의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 위해서는 장기·저금리의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

더욱이 주변지역의 각종 도시 시설의 효과적인 배치나 대학의 이

다. 이를 위해서 정책상 철도의 건설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

전, 업무기능의 입지의 촉진 등을 통하여 주간시대나 휴일 등에 수

해 개발융자 등의 재정투융자나 지방채의 기채 등을 확보하는 것

요증대와 도심반대방향에서의 수요를 개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과 함께 저리의 외채 발행 등에 의한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할 필

야 한다.

요가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철도사업자에 대한 출자,
무이자 혹은 저리융자제도의 확충이 요망되어진다.

2) 용지취득의 원활화와 용지비용부담의 경감
철도용지의 취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등

(2) 개발이익의 환원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조

신도시선의 개발 등에 의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화를 도모하기 쉬운 지방공공단체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며,

노선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용지제공자의 세금을 경감하는 관점으로부터 토지세제의 완화를

방침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개발이익을 흡수하여 철도사업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원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져야 한다. 첫째 토지소유자, 사업자 등
의 과세되고 있는 특정의 지방세의 세수의 일정 비율을 철도정비

3) 환경문제에의 적절한 대응

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재원으로 한다. 둘째 신도시개발자부담

철도정비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일조권 등의 침해 등의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철도정비에 의한

환경문제는 앞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철도사업자는 비용

특별이익을 향수하는 것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징수 한다. 셋째 역

면을 고려하여 철도를 현재 보다 낮은 위치로 건설하는 등 지역주

전입지기업, 지역경제단체등으로부터 협력금을 징수한다. 이러한

민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자금을 바탕으로 지방공공단체에 철도건설기금(가칭)을 설치하

또한 지역주민과의 조정의 원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

고, 지방공공단체가 현재행하고 있는 조성조치에 추가하여 철도

체에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즉 환경평가에 대하여서는 그 절

용지, 역 시설 등에 대하여 조성을 추가적으로 행한다

차가 복잡해서 철도사업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

(3) 철도정비의 원인자부담

방공공단체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신도시건설 등에 있어서 신도시개발에 동반하는 철도의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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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주변지역에 있어서는 철도정비에 수반하여 시가지 지역의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자의 부담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기타 지역

할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개발, 업무지개발등 철도정비의 인과관계가 명료한 경우에는 이
제도의 취지에 준하여 철도정비의 원인자 등에 상응하는 부담을

(2) 경영의 합리화

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의 니즈에 적합한 효율적이며 양질의 교통서
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영기반의 확립을 도모하

(4) 일본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의여러가지기능의활용

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영합리화의 실천이

금후 철도정비에는 거액의 건설자금이 소요되며, 또한 지하화공

요망되어진다. 특히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공영지하철 등에 대해

사의 증대에 의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어 경영기반

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경영합리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공공단

이 위약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주체가 철도건설을 행하는 것

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일정한 보조조치를 통해 누적부채를 감축할

도 예상되어, 유리한 자금조달조건이나 기술력의 부여 등 일본 철

필요가 있다.

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을 일층 활
용할 필요가 있다.

(3) 공적조성의 방향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철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운임

6) 원활한 운영의 확보

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지
하철과 같이 당초 기본비용의 부담이 크고, 이용자의 부담만으로

(1) 운임책정의 방향

는 그 건설·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철도사업의 공익성을 감안

철도 등 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기초해

하여 일정한 공적조성을 행하고, 도시교통 대책상 필요한 철도의

서 운임수임에 의해 충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앞으로 철

정비를 촉진한다. 앞으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

도정비에 필요한 비용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철도사업의 원활한

안하여 일정한 공적조성을 행함과 동시에 조성제도의 개선이나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부담능력도 감안하여 적절한

그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검토하여

운임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임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야 한다. 금후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는 철도정비를 촉

는 철도정비의 촉진, 이용자편익의 증진 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

진하기 위해서 노선의 성격에 상응하는 이자지급폭, 상환조건 등

은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철도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철도

을 다양하게 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한다. 신도시선

사업자의 내부유보를 충분하게 하여 그것에 따른 특정철도공사상

등과 같이 개업당시에는 수요가 적어, 철도사업의 경영이 주변지

각준비금제도를 활용하고, 특별운임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역개발의 진척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원활

이와 관련한 제도로는 특정도시철도준비적립금제도가 있어 공사

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의 조성조치를 포함하여 개발자,

비용의 일부를 운임을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아 이것에 의해 철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전면적인 지원이 요망되어 진다. 특히 개

도사업자와 철도이용자의 부담이 평준화하고 경감되어 지는 효과

발 초에는 주변지역의 개발의 진척이 매우 늦은 경우에는 이미 기

가 있다.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연

술한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 등으로부터의 운전자금의

계운임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비용

무이자융자, 출자 등의 특단의 조성조치를 강구하여 철도사업을

증가나 현장업무의 복잡화는 연계운임제도 이용자와 비용자간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담의 공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 문제를 포함하여 적절
히 대처한다. 현재 통근·통학정기권의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7) 건설운영주체의 방향

데, 철도투자의 많은 부문이 통근통학에 대응하기 위한 수송력증

장차 철도정비에 있어서 자금조달력, 기술력, 사업운영의 효율성

강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통근 등의 정기

을 감안하여 건설·운영능력이 뛰어난 사업자가 이것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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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충분한 경험과 경영기반을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가진 기존철도사업의 활용이 바람직하지만, 노선의 성격에 따라

교통기관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편리성과 효율성

지방자치단체 혹은 제3섹터가 스스로 행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

이 높은 교통서비스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어, 금후 철도망의 정비

다. 즉 제3섹터방식에 의할 경우는 경영기반이 위약하여 경영책임

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필요하다.

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설의 경우에 출
자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1) 철도상호 연계체계의 개선
철도정비에 있어서 철도사업 간에 충분한 사전조정이 행하여져 가

8) 철도의 건설운영에 대한 지원조치의 재원대책

능한 한 상호직통운전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같은 방면, 동일한 방

장차 증대하는 수송수요에 대응하는 철도정비를 착실하게 증진시

식을 채용,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연계승차권을 발매 등에 의해 이

키기 위해서는 철도정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2) 지선수송과의 연계성 강화

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등은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근

철도와 지선수송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역 광장이

본적인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나 그곳에 이르는 도로를 정비함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 특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결절점의 편리성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

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한 개발이익의 환원대책 등의 재

다. 또한 버스에 대해서는 중요한 지선수송수단이 되어 있는 것을

원대책을 마련함에 의해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지

감안하여 주행환경의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운행횟수의 증가, 운

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조치의 확충, 기채대상의 확대 등

행시간대의 확대, 심야버스의 운행, 철도와 버스의 연계승차권 발

의 조치를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매 등의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9) 버스사업자와의 조정

3) 기타

버스는 수송수요가 많지 않은 단계에서는 간선적 교통수단이 되

(1)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며, 철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며, 더욱이 그 기동성을 활용하여

도심의 철도 노선 망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이용자가 이용에 어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이에 버스가 도시

운 상황을 감안하여 철도망의 경로 등에 관해 쉽게 정보를 제공하

교통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

고, 터미널 역등을 정보거점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

로도 주행환경의 개선, 수송서비스의 향상 등에 의한 매력적인 교

하여 교통뿐만 아니라 관광, 숙박, 기상, 쇼핑 등에 관한 정보를 제

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질 필요가 있다.

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버스에 의한 대응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감

의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교통정책상의 적절한 배려를 행할 필요가

안한 후에 철도노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철도와 그것을 보완

있다.

하는 버스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철도정비에
수반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버스사업자
와의 충분한 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

3. 이용자편익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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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있어서는 재원압박으로 일반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철도정

01_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선로검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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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검사 기술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레일 분야에서도 적외선 온
도 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와 검사 시스템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시스템들이 90
년대 초부터 현장에 적용되어져 오고 있고 현재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예측정비(Predictive Maintenance) 기술 개발에 온도분포 측정 데이터가 사용되어
지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철도 분야에 적용된 적외선 카메라의 현장 적용 경험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축적되면서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증가되었고 적용 효과도 증대되고 있다. 현재는 선로변 전력선, 신호선 그리고 터널구간의
시설물 검사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초기에 9개의 선로에서 차량에 탑재된 적외선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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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이용한 선로 검사와 차량 선로간 인터페이스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시험 중 카메라는 열차의 선두차량에 설치되어 상업운행 속도에서 검사가 이루어졌고 성공적인 결과
를 얻었다. 일단 얻어진 온도화상 데이터는 전력선 전문가나 각 시설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토되었고 현재는 이런 화상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이상을 검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다. 차량
전문가, 궤도전문가, 전력전문가들 사이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임계온도값들
이 결정되었고 이 임계값들이 각 요소들의 안전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현장 전문가들
과 운영처의 요구에 의해 이러한 임계치들이 적절하게 현장에 적용 될 때에 사고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런던 지하철의 경우 운행지연 사고를 통해 현재 손해
배상을 통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런던 지하철에서는 임계치를 낮추어 적용하고 있
다. 따라서 적외선 검사 시스템의 효율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로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임계치
의 결정이 중요함으로 이 분야의 연구와 시험을 통한 시스템 성능 향상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그림 1> 선로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발견된 이상 고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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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전압 상태 하에 있는 시설물이나 인슐레이터 그리고 분기기 박스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

선로 뿐만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차량의 이상 감지를 위한 연구도 진행중이다. 현장의 선로
변에 카메라를 설치에 차량의 하부 주요장치의 검사 및 차량 내부의 주요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의 검
사에 적외선 카메라를 적용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상에 설치되어 운행되는 적외선
검사 시스템의 경우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정상 운행상태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적용성도
높다.

<참고문헌>
1. 'Metronet chooses infrared cameras with the potential to grow', The Journal of The British Institute of
Non-Destructive Testing, pp 326,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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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레이저를 이용한 차륜/

레일 검사 기술

해외철도동향 4-2

1. 기술 개요

레이저-공기 하이브리드 초음파 기술(LAHUT, Laser-Air Hybrid Ultrasonic Technique)은 레
이저를 이용한 초음파 가진과 공기 중을 전달하는 초음파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비접촉 초음파 센
서를 이용한 복합 기술이다. 이 기술은 검사 대상물에 접촉하지 않고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
거리 검사나 이동중인 대상의 검사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레이저 가진장치는 검사 대상물에서
수미터 거리 밖에 설치 될 수 있고 공기를 통해 신호를 검출하는 초음파 센서는 검사 대상 표면에서
수 센티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신호 검출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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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표면이 거칠어 광학적인 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
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현장 적용성이 좋아 레일의 검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검사가 어려웠던 레일 베이스나 검사시 미스가 발생하고 있는 레일 두부
수직방향 크랙(VSH, vertical split head), 수평면 크랙, 차륜 플랜지 부위의 검사가 가능하며 특히
이동 중인 대상의 검사가 가능하여 이 가능성을 이용한 신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
행 중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레이저를 이용한 초음파 가진 기술과 공기 중을 통하여 전달된 초음파 신호의 수
신 기술에 있다. 공기 중을 통하여 초음파가 전달될 때는 99%의 초음파 에너지가 밀도가 높은 물체
의 표면에서 반사된다. 그리고 전달된 초음파도 대부분 금속의 표면을 따라 전파된다. 따라서 금속
체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레이저를 이용한 가진법은 고에너지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고주파 열변형에 의한 기계적 변형을 발생시켜 가진 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표면파뿐만 아니라 종파와 전단파를 생성하기 때문에 금속 내부의 결함을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레이저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초음파 기술의 경우는 표면의 상태와 평
면도에 따라 검출신호 특성이 크게 영향 받는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커패시티
브 형식의 트랜스듀서는 비접촉으로 초음파 신호의 수신이 가능하다. 검출용 트랜스듀서는 50kHz
~ 2.25MHz 대역에서 작동함으로 적절한 필터를 활용하여 노이즈 및 저주파 대역신호를 필터링하
면 효과가 높아진다. 초음파 가진을 위해서는 Nd:YAG 적외선 펄스 레이저가 사용되었다. 발생된
펄스는4-7ns의 펄스길이와 펄스당 최대 800mJ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레이저빔은 적절하게 설
계된 반사경과 렌즈를 통하여 원하는 위치에 전달된다. 레이저빔은 검출하고자 하는 결함의 특성에
따라 포인트 또는 라인 소스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현미경을 통한 표면 검사에서 100배와 500배
의 출력을 갖는 레이저빔을 사용했을 때 조직변태, 취성화, 마이크로 크랙 등의 표면결함은 발견되
지 않았다.

2. 시험결과

측정 시스템은 철도용 손수레에 탑재되어 보행속도로 레일 검사를 수행하였다. 검사결과 레일 두부
수직방향 결함의 경우는 100% 검측이 가능하였다. 레일저부 크랙검사에서는 베이스에 가공된 저
부 상면 크랙, 저부 하면 크랙, 레일 저부 관통크랙에 대해서 시험이 수행되어졌는데 100회의 측정
시 90%의 검측율을 보였다. 최근에는 레일 측정시스템을 자동화하여 신속하게 측정이 가능하게 하
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이탈리아의 테크노감마는 LAHUT를 이용한 레일검사 시
스템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1>의 왼쪽 그래프는 결함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초음파가 전
달될 때에 파동속도에 따른 초음파 수신기에서 수신된 종파(L), 전단파(S), Rayleigh 표면파(R)의
거동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결함이 존재 할 때에 지연되어서 모드 변환이 발생하며 표면파보다 늦게
도착한 파동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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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험 개념도 및 종파(L), 전단파(S), Rayleigh 표면파(R), 크랙으로
인해 지연된파(D)의 신호특성 그래프

차륜의 답면부 표면하층 크랙(SRC, shattered rim crack)과 답면부 열 피로 크랙, 플랜지부 인공

오류에 대한 이유 규명을 위해 연구가 진행중이다. 답면부 열 피로 크랙의 경우는 100%의 검측율
을 보였다. <그림 2>는 SRC 크랙이 존재 할 때에 Rayleigh 표면파(R)에 비해서 종파(L)의 크기가
크게 감소된 것을 보여준다.

<그림 3>은 차륜 답면부에 크랙이 존재할 때에 표면 유도초음파의 전파 특성을 보여준다. 크랙이
존재하면 레이저에 의해 가진되어 시계방향으로 전파하던 파동이 크랙에서 반사되어 반시계방향
으로 전파되어 D1에서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D2에서 검출된 신호는 크랙이 존재하지 않을 때
는 강한 신호가 수신되지만 전파 중에 크랙을 지나게 되면 <그림 3>의 (C)에서와 같이 크게 감쇠된

<그림 2> SRC크랙 검사 개념도 및 종파(L), Rayleigh 표면파(R) 전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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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졌다. 답면부 표면하층 크랙의 경우는 92%의 정확도를 보여 8%의 검측

(A)차륜

(B) D1에서 수신된 신호

(C) D2에서 수신된 신호

<그림 3> 답면부 크랙의 존재할 때에 표면 유도초음파(Surface Guided Wave)

신호가 수신되게 된다. D1과 D2는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각각 반시계 방향과 시계방향으로 전
달되는 파동이 잘 검출되도록 조정한다. 특히 특정 모드의 파동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 각도를 적
절하게 조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 플랜지 부위 결함 검사 개념도 및 가공 크랙의 위치

<그림 4>는 가공된 크랙의 위치 및 레이저와 검출 센서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5>는 플랜지 부위
의 크랙이 존재할 때에 파동이 크랙에서 반사되어 검출 센서 D1과 D2에 도착한 파형을 보여준다.
각 크랙 A, B, C에서 파동의 일부는 통과하지만 일부분은 반사되어 역방향으로 전파하면서 D1과
D2에서 검출되게 된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인공으로 가공된 플랜지부 크랙에 대해서는 플랜지
상부 크랙(A)은 100%, 답면부측 플랜지 곡면부는 77%, 플랜지 외측 곡면부는 30%의 검측율을 보
였다. 시험시 레이저 초점은 플랜지 상부중심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검측율은 이 레이저 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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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1에서 수신된 신호

(B) D2에서 수신된 신호

<그림 5> 차륜 플랜지 부위에 가공된 크랙에 의한 파동 전파 특성

위치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플랜지 부위의 결함 검측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인소스
형태로 레이저빔을 주사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얻었다. 실제로 레일에서 문제가 되는 결함은 레일

보여주었다.

현재 이 기술의 가능성이 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후 이탈리아의 테크노감마(Tecnogamma), 미국
의 TTC(Transportation Technology Center) 등에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연구 중이다.

<참고문헌>
1. Shant Kenderian, B Boro Djordjevic, and Robert E Green,Jr, 'Laser Air Hybrid Ultrasonic Technique for
Rail Wheel Inspection', Materials Evaluation, Vol 61, No.4 pp 505-511(2003)
2. Shant Kenderian, Donatella Cerniglia, B Boro Djordjevic, Greg Garcia, Richard Morgan, Jian Sun, and
Mike Snell, 'Rail track field testing using laser/air hybrid ultrasonic technique', Materials Evaluation,
Vol 61 pp 1129-113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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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면 표면하층 크랙과 답면부 열 크랙임으로 이런 결함들은 효과적으로 검측 가능함을 시험결과는

동향1

콘크리트궤도 인터페이스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방향

김인재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궤도관리부장 (injaero@hanmail.net)

76 Korean Rail Technology

설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노반과 프리캐스트

Ⅰ.머리말

슬래브를 개별적으로 각각 설계하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콘크리
자갈궤도 구조는 보수를 전제로 한 구조물로서 열차의 하중을 자

트궤도 중 환경적인 측면(소음·진동)을 고려한 다양한 구조형식

갈입자간 마찰력으로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열차속도, 밀

이 도입되었으나, 차량 등의 조건을 고려한 객관적인 설계기준과

도, 하중 등의 증가에 따라 자갈궤도의 구성재료를 강화하거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구간과 특수구간(소

유지보수 노력 및 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되므로 여러 측

음, 진동 피해우려개소)에 적용될 설계요건 정립이 필요하다.

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유지보수의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견고한 궤도구조의 개발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 콘

2. 궤도재료의 기본요건

크리트 궤도가 개발되었다. 콘크리트 궤도구조는 현재 독일, 일
본,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의 고속철도와 각 국의 도시철
도 등에 채택되어 부설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철도 및 고

레일
레일체결장치
침목 등

개별 제품 위주가 아닌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성능
기준 정립

속철도의 터널구간과 도시철도에 콘크리트 궤도를 부설하고 있
개별 제품의 제작사양
위주로 관리, 궤도재료의
포괄적 성능기준 부재

다. 특히,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대구~부산 구간에서는 전면 콘
크리트 궤도로 시행 예정이다. 이처럼 콘트리트궤도 채택이 급증
함에 따라 콘크리트 궤도구조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각 분
야 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토와 성능향상이 전제되어야 콘크

레일, 레일체결장치, 침목 등을 비롯한 궤도재료의 성능기준에

리트 궤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콘크리

대하여 KS 및 각 기관의 개별기준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

트궤도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연구테마 및 연구

분 개별 제작사양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상효과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CEN, 미국의 경우 AREMA 지침에 궤도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관리하
고 있으며, 고속철도 1단계구간의 콘크리트 궤도에 대하여 일부
CEN규격과 유사한 규격을 적용한 바 있다. 콘크리트궤도의 수

Ⅱ. 콘크리트 궤도의 설계 기본요건 정립

요증가에 따라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궤도재료 개발 및 도입
이 예상되므로 개별제품 위주로 시행하는 성능 검증에서 궤도시
스템 전체에 대한 성능기준을 정립하고 개별제품에 대해서는 생

1. 콘크리트궤도 구조체 설계

산시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침목매입식 Con'c 궤도
프리캐스트 Con'c 궤도

국내 철도환경이 고려된
궤도형식별 설계요건 정립
국내 기후조건 및 선로
환경에 대한 검증 미흡

Ⅲ. 콘크리트궤도와 신호·차량간의 인터페이스
국내에서 부설한 콘크리트궤도는 대부분 개발한 나라의 설계기

1. 콘크리트궤도와 차량간의 인터페이스

준에 따라 설계된 것을 적용함에 따라 국내 기후조건 및 선로환

레일과 열차차체의 진동이 자갈도상궤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경에 따른 영향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설되어 왔다.

최근 터널내 콘크리트 궤도에서 차내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콘크리트궤도의 설계는 토공구간을 기준으로 다층

터널내 소음·진동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궤도 등의 구조물에서

구조이론에 따라 슬래브의 휨응력과 노반의 허용토압에 대하여

저감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음의 특성을 보면, 차체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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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된 장대레일은 충분한 횡저항력의 확보로
좌굴에 대한 안전성확보가 가능하나 레일의 과도한 종방향 변형
열차 차체진동증가
터널 내 소음 증가

차량과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콘크리트 궤도진동
특성 성능향상 방안 수립

과 파단 우려가 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자갈궤도에 대한 축력
및 종방향 변형 한계규정은 있으나 콘크리트 궤도에 대한 별도
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자갈궤도규정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진동수 조정, 차체의 기밀향상 등을 통해 우선 저감할 수 있을

우리나라에서는 장대레일 축력 및 변위에 대하여 설계시 검토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궤도측면에서는 콘크리

고 있으나 해석의 절차 및 기준, 하부구조와의 상관관계에 대하

트 궤도의 소음·진동 특성분석을 통해 저감시키는 방안을 연구

여 혼선이 있으므로 콘크리트궤도의 특성에 맞는 축력 및 변형

할 필요가 있다.

한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다.

2. 콘크리트궤도와 신호간의 인터페이스

2. 콘크리트궤도상에서 구조물 변형한계

궤도회로에 필요한
전송성능 불량

궤도에서의 진동을 고려한
구조물의 변형과 파단우려

궤도에서의 진동을 고려한
구조물 변형의 한계 규정

궤도회로 UM71에 필요한
전송 성능향상 방안 수립
고속철도에서 실현되는
정도의 전송성능 미확보

교량단부에서 과도한 꺽임이 발생되면 궤도와 교량에 충격을 유
발시켜 차량 주행안전성을 저해하고 궤도와 교량 구조체의 손상
궤도회로를 이용하는 신호장치의 성능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을 초래하게 하며 경간 중간부에서 과도한 처침 발생은 승차감

이에 대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궤도회로의 전기절연 성능

을 저해하고 콘크리트 궤도에 과도한 휨이 유발된다. 단부꺽임

이 향상되어야 한다. 고속철도에서는 UM71를 사용하며 전기 저

각 및 수직처짐 한계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속철도, 유

항치는 최소 3.5Ω·km로 제한하고 1,500m전송을 보장하여야

럽, 일본, 대만등의 자갈궤도에 대하여 마련되었지만 콘크리트

한다. 이러한 성능을 궤도에서 보장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갈궤도 기준을 적용
하는 실정이다. 안전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단부꺽임각 및 처
짐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음에 따라 안전확보 검증미비
및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궤도가

Ⅳ. 콘크리트궤도와 하부구조물간의 인터페이스

부설된 교량상의 단부꺽임각 및 처짐에 대한 기준 연구가 필요
하다.

1. 콘크리트궤도에서 장대레일 축력, 종방향 변형한계
3. 콘크리트궤도 시·종점부 및 강성변화구간 보강
레일의 과도한 종방향
변형과 파단우려

콘크리트 궤도의 특성에
맞는 축력 및 변형한계
제시

장대레일 해석절차 및
하부구조

장대레일의 축력과 종방향
변형한계 검토를 위한 해석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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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교량 접속구간
토공-터널 접속구간
분기기구간

시스템의 동적 특성
분석을 통한 설계기법
필요

접속구간 강성차이에
의한 충격하중 증가

콘크리트궤도와 자갈궤도의 연결부나 교량 또는 터널접속부 등

이 제시될 수 있으며 정밀한 시공방법 개발로 안전을 확보할 수

강성변화구간은 하부 강성변화와 자갈도상구간의 처짐으로 인한

있을 것이다.

동적 충격으로 궤도면틀림이 가속화되어 유지보수 측면에서 취
약개소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선진국에서는 강
성 연속화를 위해 저탄성패드 부설, 보강레일 설치, 어프로치 블
록, 어프로치 슬래브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

Ⅴ. 콘크리트궤도에서의 토공 구조물 기준정립

히, 네덜란드 철도국의 실험적 증명, 영국캠브리지 대학의 접속부
해석 모델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속철도 1단계 건설시 교량과 토공접속구간의 자갈궤도에서 어

토공반상 부설 시 노반강성의
미확보는 궤도침하 등

노반강성의 정확한 평가
및 확보방안, 사용재료
등에 대한 연구

하부기층의 재료설정, 시공법,
강성범위 산정요구

- 궤도에서 전달되는 하중 분석
- 원 지반 조건분석
- 궤도에서 전달되는 하중분석
- 선로횡단 지하수의 영향분석
- 콘크리트 궤도의 변위 검토
- 콘크리트 도상의 균열 검토

프로치 블록이 설치되었으며 터널과 토공 접속부에 대해서는 별
도의 보강조치가 없었다. 또한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접속
구간에 대한 보강방법 및 접속구간의 위치 등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설함에 따라 일부 개소에서 초기에 궤
도틀림이 빈번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 구간에 대하

토공반상 부설 시 노반강성의
미확보는 궤도침하 등

여 콘크리트궤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특히 노반의 강성변화구간
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제한된 궤도틀림치 내로 관리될

토노반상에 부설하는 콘크리트 궤도의 경우 적정한 노반강성의

수 있는 노반 및 궤도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

미 확보는 침하 및 변상 등을 초래하여 궤도의 사용성에 심각한

공, 정량적·정성적 분석 및 해석·실험에 의거 유지관리방안을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토노반은 원지반(Subgrade), 동상방지층

마련할 연구가 필요하다.

(Fast Protection Layer, FPL), 콘크리트기층(Concrete Support
Layer, CSL)으로 구성되며 하부 기층의 재료설정, 시공법, 강성

4. 선로의 선형조건

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노반의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반 반력계수와 열차의 속도에 따라 강화노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방안
정밀도 확보를 위한 시
공 방안

선형변화구간(원곡선,
완화곡선, 종곡선)
슬랙 및 캔트

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지반 지지조건 및 장기 침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변형율 계수를 사용하여
노반 강성도를 평가하며 콘크리트궤도의 침하관리 방법과 침하

자갈궤도와 다른 유지
보수조건
현장 조정성 부족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궤도구조 및 노반의 강성을 고려하여 강화노반
의 두께를 결정하고 있으며, 노반강성기준은 변형율 계수(Ev)에

기존의 선형조건은 자갈궤도를 기본으로 안전 및 유지보수 측면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건설과정에서 원지반의 성토지지조건이

에서 선형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콘크리트궤도의 선형은 고정구조

나 허용 장기 침하에 대한 설계기준이 미 확립되어 있는 실정이

물로서 극히 미미한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궤도의 강성이 크

다. 따라서 흙 노반상에서 콘크리트궤도를 부설하기 위해서는 노

기 때문에 선형조건별 허용속도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반강성의 정확한 평가 방법 및 강성확보 방안, 사용재료에 대한

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선형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준 연구가 필요하다.

슬랙 및 캔트도 자갈궤도의 선형조정 능력을 감안하여 정하였으
나 콘크리트궤도에서는 부설된 상태가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량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선형을 구현할 수가 있다. 이
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형조건

Ⅵ. 콘크리트궤도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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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구조물로서 최근에는 사용 범위가 확
콘크리트궤도 손상 및 열화
침목/슬래브 균열
체결장치 손상 등

콘크리트궤도 손상 및
열화 유형과 원인 분석,
이에 따른 궤도시스템의
성능저하 예측 필요

부분적 손상 및 열화에
의해 궤도 시스템의
장기적인 성능저하 예상

대되는 추세이다. 종래 사회환경은 궤도보수작업을 위한 인력이
나 작업시간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였으며 보수비의 구성면에서
도 재료비에 비하여 인건비의 비중이 낮은 실정이었기 때문에 자
갈궤도는 그동안 유리한 궤도구조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여러가지 유리한 여건이 사라지고 오히려
열차의 속도 증가나 수송력의 증대, 유지보수 작업시의 소음·진

콘크리트궤도에서의 손상 및 열화는 주로 침목과 슬래브의 균열,
체결장치의 손상 등이 발생되며 이러한 손상은 단기적으로 구조
적인 결함이 유발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궤도의 손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될 경우 전체 궤도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갈궤도의 수명은 30년인데 비하여 콘크리
트궤도의 수명은 60년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콘크리트궤도의 수
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손상 및 열화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
고 성능저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콘크
리트궤도 손상 및 열화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 유지보수 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동 피해, 유지보수노력 절감 요구에 따라 콘크리트궤도가 부설되
고 있다. 콘크리트궤도의 적용 범위가 터널 내에서 토공 및 교량
구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반 및 신호 등과의 인터페이스 문제해
결 능력이 기술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인터페이스간의 문제 해결은 철도발전 및 안전을 기대할 수 있으
며 새로운 시스템개발의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를 토대로 국내 설계기준 및 유
지보수 기준을 정립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철도사업 진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궤도전문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이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진일보된 연구성과가 나
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Ⅶ. 연구 시행시 예상 효과
위와 같은 테마에 대하여 연구를 시행하면 우선 콘크리트궤도 설
계단계에서 타 시스템(차량, 신호, 노반)과의 인터페이스상 문제
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서 건설 시 공기단축 및 향후 유지관리단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제거에 따라 보수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의 저감이 예상되며 콘크리트궤도 관련 기술자립을 통해 하부노
반 건설기술의 향상 및 이에 따른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노반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음·진
동 등 민원발생개소에 대해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콘크리트궤도 설계에 대
한 기술 수입국에서 탈피하여 기술자립을 이룰 수 있고 국제적인
Consulting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Ⅷ. 맺음말
콘크리트궤도는 지금까지 주로 부설하였던 자갈궤도의 많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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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차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안전성·신뢰성에 적합한
검수주기로 연장

소규섭 | 한국철도공사 고속차량처(korail82@mail.korail.go.kr)

Ⅰ.개요
고속철도차량의 검수는 철도차량유지보수규정에 의해 300㎞/h의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점검 및 수선을
말한다.
KTX차량의 검수주기 연장은 개통초기 발생되었던 문제점이 대다수 개선·보완됨에 따라 개통시부
터 적용된 검수주기를 현재의 안전성 및 신뢰성 수준에 적합한 주기로의 연장을 추진하여 차량가용
성 증대 및 효율적인 운용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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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KTX차량의 검수주기
가. 검수주기

KTX차량의 검수주기는 운행기간과 거리를 병행하여 시행한다. 즉, 운행 기간 또는 정해진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나. KTX차량 검수주기 현황

검수 종류

검수주기 기준
기간

주행거리(㎞)

일상검수(ES)

3일

3,500

주행기어검수(RGI)

9일

15,000

실내설비검수(CE)

9일

15,000

체계검수(SWT)

-

55,000

제한검수(LI)

4개월

165,000

일반검수(GI)

8개월

330,000

전반검수(FGI)

16개월

660,000

비 고

Ⅲ. KTX차량의 검수주기 연장 추진 현황
가. 주기연장 추진이 완료된 검수종류

1) 일상검수(ES) 주기연장
KTX차량은 고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일상검수 주기가 짧
을 경우 차량운용에 제약이 따른다. 개통초기 시행된 일상검수 주기(2일 또는 2,500㎞)는 1일 운행
후(경부선 1일 최대 주행가능 거리 2,045㎞) 차고에 입고하여 일상검수를 시행하여야 하고, 검수설비
가 갖춰져 있지 않은 반복역에서의 체박(대전, 동대구 등)에 제약이 따르므로 ’
05. 1월부터 3월까지(3
개월간) 개통이후 일상검수에 대한 각종 기록을 검토·분석하여 2005. 4. 9일 일상검수(ES) 주기를
3일 또는 3,500㎞로 연장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 시켰다.

2) 정기검수 주기연장
고속차량의 정기검수(LI, GI, FGI)는 장시간 동안(1일~5일) 동안 차고에 정지시킨 상태에서 정해진
부품을 검사하고 부품을 교환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검수이다.
개통이후 시행된 정기검수를 분석한 결과 기간기준에 비해 주행거리가 미달되어 기간만 도래되면 검
수를 시행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2004.12월부터 2005. 3월까지(4개월) 현차에서의 시험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행거리와 기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2차 시험조사가 진
행되는 기간동안(2005. 6. 1~12.31)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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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수 연장 검수종류 및 내용
검수 종류

당 초
기간

연 장(1차)

주행거리(㎞)

기간

주행거리(㎞)

제한검수(LI)

3개월

165,000

4개월

165,000

일반검수(GI)

6개월

330,000

8개월

330,000

전반검수(FGI)

12개월

660,000

16개월

660,000

비고

나. 주기연장을 위한 시험조사(Investigation) 추진 현황
1) 주행기어검수(RGI)/실내검수(CE)
주행기어검수(RGI)는 주행장치를 실내검수(CE)는 객실 설비에 대한 검수를 9일 또는 15,000㎞의 주
기로 시행하고 있으나 15일 또는 20,000㎞ 주기로 연장하기 위한 시험조사(Investigation)를 2005.
4월~7월(3개월)간 시행하여 2005. 8월 완료할 예정임.

2) 정기검수
1차 시험조사에서 기간과 주행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간연장에 중점을 두었으나, 1차 시험
조사 결과 기간 및 거리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어 기간과 거리를 동시에 연장할
수 있는 시험조사를 2005.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한 15편성에 대해 고양(10편성) 및 부산고속차
량관리단(5편성)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차 시험조사는 기간뿐 아니라 주행
거리도 동시에 연장을 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프랑스 기술진(Supervisor)의 지원을 받아 우리의 기
술진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시험조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수주기 연장 시
스템을 KTX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철도에도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검수종류 및 내용

검수 종류

체계검수(SWT)

당 초

연 장(1차)

기간

주행거리(㎞)

-

55,000

기간

주행거리(㎞)

SWT1

55,000

SWT2

110,000

제한검수(LI)

4개월

165,000

5개월

220,00

일반검수(GI)

8개월

330,000

10개월

440,000

전반검수(FGI)

16개월

660,000

20개월

880,000

비고

Ⅳ. 검수주기 연장 프로세스
가. 개요

검수주기 연장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검종에 대해 연장이 가능한 주기(기간 및 주행거리)를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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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시행한 검수자료(작업기록 내용) 뿐만 아니라 현차에서의 직접적인 시험조사(Investigation)
를 시행, 문제점 및 개선해야 사항을 발췌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대한 검증이 확인되면 검수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검수주기 연장 프로세스는 KTX차량 시스템과 유사한 프랑스 TGV차량에 이미 적용·검증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당해 검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현차에서의 시험조사(Investigation)에
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및 특이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검수주기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신뢰성시스템 이다.

나. 프로세스 단계

주기연장에 대한 프로세스(Process)는
- 추진계획 수립
- 검수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현차에서의 시험조사
- 데이터의 분류와 검토 및 분석
- 시험조사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과정을 통해서 검수주기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 단계별 시행방법

첫째, 시험조사(Investigation) 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은 검주수기 연장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검수주기의 연장으로 차량 가
용성 증대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개선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되면
- 시험조사 기간 설정
- 관련자료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현차에서의 주요장치에 대한 관찰 및 관리 등에 대한 시험조사
- 시험조사를 위한 인력(T/F팀) 구성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검수자료 수집 및 현차 시험조사(Investigation)
검수관련 자료의 수집 및 시험조사는 검수주기 연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 지난 검수과정에서 기록(작업기록표) 중 문제점 및 특이사항 수집
- 운행중 발생되었던 주요 불량사례 수집
- 실제 연장하고자 하는 검수주기에서 시험조사를 통해 주요장치가 차량안전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차량 가용성 저하 및 유지보수 비용증가 유발여부 등에 대한 관찰 및 기록
- 주요장치(부품)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교환 및 수선 기록 등, 각종정보에 대한 확보와 검토를
시행한다.

셋째, 검수자료 분류 및 분석
검수기록표에서 수집·확보된 기록과 현차 시험조사에서 관찰·기록된 각종 자료는 정해진 분류방
법과 리스트에 따라
- 각 이벤트를 코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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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정도에 분류
- 수집된 자료 및 현차 시험조사시 관찰 기록된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한다.

○ 데이터 분류기준
- Level 1 :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점인 문제
- Level 2 : 운행과 관련된 신뢰성
- Level 3 : 단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성
- Level 4 : 장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성
- Level 5 :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위의 5단계로 분류된 데이터는 이벤트 기록은 그룹화에 의해 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신뢰성에 잠재
적인 영향이 내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동력차의 맨 앞 대차에 부착되어 있는 살사장치(운행중 차륜의 공회전 및 미끄러짐 방지
를 위해 모래를 뿌리는 장치)의 검수과정에서 취부볼트의 이완이 발생하였을 경우 살사장치가 운행
중 탈락될 가능성 및 이로 인해 탈선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

넷째, 판단
이미 수집된 각종 데이어 및 현차 시험조사의 기록사항에 대한 코드화 및 단계별 분류에 의해 발생된
문제점 및 특이사항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KTX차량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이 내포 여
부, 운행 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성의 확보 가능성, 차량 가용성 향상 및 유지보수 비용 저감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검토 및 토론 등을 통해 최종 검수주기 연장여부를 판단한다.

[참고자료]
○ 프랑스 TGV차량의 검수주기
차 종

검 종

기호
TGV PSE

TGV-A

TGV-R

TGV-PBKA

Duplex

일상검수

ES

5,000㎞

5,000㎞

5,000㎞

5,000㎞

5,000㎞

승객안락검수

ECC

9일

1주

9일

9일

체계검수

ATS

22일

18일

18일

18일

실내검수

ECF

37일

37일

37일

1주

37일

주행기어검수

EMN

〃

37일

37일

18일

37일

ATS 반시점

ATS1

52일

37일

52일

52일

52일

제한검수 반

ATS2

104일

104일

104일

104일

104일

제한검수

LI

300,000㎞

300,000㎞

300,000㎞

240,000㎞

300,000㎞

일반검수

GI

600,000㎞

600,000㎞

600,000㎞

480,000㎞

600,000㎞

전반검수

FGI

1,200,00㎞

1,200,000㎞

1,200,000㎞

960,000㎞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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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산업 및 기술발전을 위한
산·연 협약식 체결
철도시설공단은 7월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철도·건설산업 및 기술발전을 위
한 협약’
을, 7월 18일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철도 및 지질·자원분야의 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산·연 협약은 공동 학술·연구 활동,
철도·건설관련 및 지질·자원관련 정보의 교류 정보의 교류, 전문인력 인적교류,
상호 보유시설 활용에 대한 협력 등 철도·건설산업 및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기술연구개발, 고급인력 양성, 정보의 교
류 등 철도전문기관으로서 위상강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경영혁신 결산 과제평가 발표 및
위원회 개최
철도시설공단은 2005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경영혁신과제 추진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6
월 29~30일 양일간 개최했다. 상반기 경영혁신과제는 지난 2월부터 과제를 시작해 각
단계별(DMAIC) 진행과정을 지도위원과 사무국 요원들이 1차 수행평가를 하고, 예상효과
에 대한 재무성과(FEA)와 체질개선 과제로 분리해 2차 평가를 시행한 후 최종 3차 평가
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한 것이다. 또한 7월 1일에는 제6차 경영혁신위원회 개최를 통해
42개의 경영혁신과제를 심의해 40개를 승인했으며, 승인된 경영혁신과제는 SI후보들이 실행계획을 보완해 7월 중순 해당 실행위원회에 과제
를 인계해 실행에 들어갔다. 최종 실행결과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경영혁신경진대회 및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
이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40개의 경영혁신과제 성공적 수행으로 예상재무성과 776억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86 Korean Rail Technology

07+08

철 도 시 설 공 단 소 식

동부전동차사무소 준공식
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전동열차 유치 및 정비를 담당하게 될 이문차량사무소(서울시 동대
문구 이문동 및 성북구 석관동 소재)를 건설해 7월 5일부터 개통, 운영을 시작했다. 총사업
비 2,179억 원을 투입해, 1996년 착공, 9년 6개월 만에 준공되었으며, 대지면적 63천평 위
에 경수선 및 중수선 건물 등 10개동, 궤도부설 18.1km, 전차선로 26.1km, 최신식 검수장
비 등을 설치했다.
차량사무소 완공을 통해 전동차를 1일 190량까지 유치해 경인2복선 전철 및 경부선과 경원
선의 대폭 증가하는 수도권 전동차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돼 운행간격 단축 등으로 수도
권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또한, 경수선 1일 350량 및 중수선 1년 300량을 처
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 확보와 첨단화ㆍ자동화된 차량정비 시스템구축 및 검수능력 향상으
로 수도권 전동차의 정시운행과 안전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
차도 2개소 건설, 신이문역과 연결통로 확보, 녹지공간 확보,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철도시
설이 지역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영혁신경진대회 개최
철도시설공단은 7월 15일 대덕 컨벤션센터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본부간 경
영혁신활동의 성과를 나누는‘2005년도 상반기 KR경영혁신경진대회’
를 개최했다. 정부산
하기관 경영평가 1위 달성의 성과를 전 임직원이 함께 축하하고, 경영혁신ㆍ윤리경영ㆍ고
객만족ㆍ조직문화개선 등 사업부문간 경영혁신활동 성과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세계 일류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서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를 가졌다.
철도시설공단은 전사적 경영혁신활동과 현장개선활동(Quick-Win)을 통해‘설계ㆍ심사 개
선, 교량설계 최적화’등 82개 혁신과제를 추진하여 1,230억의 재무적 성과를 달성했다. 또
한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평가, 청년중역활동, 이메일경영, KR봉사단활동과 임직원간 커뮤
니케이션 활성화 노력을 통해 고객가치 창조, 도전과 신뢰, 사랑과 봉사를 추구하는 가치경
영실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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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품질·환경·안전 경영 선포식
고품질, 친환경, 무재해 철도건설의 지속적 추진결의

철도시설공단은 7월 20일 본사 18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참여업체가 참석한 가운데‘전
사적 품질ㆍ환경ㆍ안전경영’선포식 행사를 갖고 경영방침 선언 및 15개 실천지침을 결의
했다. 이날 행사에서 품질ㆍ환경ㆍ안전에 대해 국제 품질인증기관인 영국표준협회(BSI)로부
터 통합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엔지니어링전문기관임을 자축했다. 또
한 철도건설의 3대 핵심인 품질ㆍ환경ㆍ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
라 통합경영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지난 2004년에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관리의 선진관
리기법을 바탕으로 한 품질ㆍ환경ㆍ경영시스템을 구축해 ISO 9001/14001 품질/환경 인증
취득에 이어, 올해 2005년에는 안전경영인 OHSAS 18001을 취득함으로써 품질ㆍ환경ㆍ
안전 경영시스템을 통합운영 하게 됐다. 또한 선진 품질ㆍ환경ㆍ안전경영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 해외 진출을 겨냥해, 공단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품질분야 인증심사원 50명,
환경분야 인증심사원 15명, 안전분야 인증심사원 24명 등 총 89명의 국제인증심사원을 양
성한 바 있다.
공단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전 임직원들이 국제적 선진 품질ㆍ환경ㆍ안전경영시스템인
ISO 9001/14001, OHSAS 18001 통합경영시스템을 공단과 참여업체에 엄격히 적용함으
로서 고품질, 친환경적, 무재해 철도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고객의 다양한 요구
에 부응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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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R&D 활성화를 위한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철도공사는 6월 20일 신기술도입 및 연구개발 등 제안과제의 사전검토와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실을 중심으로‘기술
자문단’
을 발족했다. 기술자문단은 차량·전기·시설·안전·환경 등 분야별 내부 전문가 99명과 산·학·연·관의 외부 전문가 51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기술 도입 및 혁신과제를 수행할 때 철도의 특성을 감안한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한‘철도 시스템 그룹’
으로 활
용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워크샵 개최와 자문안건에 대한 이메일 검토 등 수시 자문역할은 물론 철도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발굴과 연구 성과물의 최적화를 위한 기술제안서의 검토, 개선사항 도출 등 철도기술개발을 위해 노력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을 이끌고, 철도기술 분야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술자문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철도공사의 각종 자문단 및 운영위원회의 인적자원을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철도공사 기술개발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철도공사 기술개발실은 7월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를 발급 받았다.
철도공사는 내부직원 중 연구원 3명을 공개 모집해 2005년 3월부터 기술개발실 연구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실용기술개발과 철도폐기물 재활용 방안, KTX-OBS 국산화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연구조직의 확대와 연구 인력의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 기
능을 강화하고, 조사·연구개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연구실험실을 확보
하고,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제7조에 의하여‘기술개발실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설립신고 및 인증 확
인서’
를 교부받게 되었다. 이로써 철도공사는 기술개발과 연구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
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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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구간 승강장에 열차비상정지버튼 설치키로
철도공사는 최근 수도권 전철역 승강장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승객 투신과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급한 상황을 인지한 사람이 홈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열
차비상정지버튼’
을 수도권 123역에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승강장 안전을 더욱 강화하
기 위해 스크린도어, 비상정지버튼 등의 시설물을 개선하고 전철역과 전동차 내부 방송, 포
스터 게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열차비상정지버튼’
은 7월부터 경인선 부천역과 과천선
범계역 승강장에 시범설치를 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2006년 말까지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실제로 몇 초 사이에 일어나는 대형 사고에 철저히 대처함으
로써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하철 이용승객의 안전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운행구간 모의사고 종합 복구훈련”실시
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 대구전기사무소는 6월 22일 본사, 부산지역본부, 천안·대전·부산
전기사무소 등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에서 주관하는 고속철도(KTX) 운행구간에 이례
적인 사항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고속철도 운행구간
모의사고 종합 복구훈련’
을 실시했다. 대전조차장에서 부산역으로 운행하는 화물열차가 동
대구역 구내 선로전환기 21호 부근에서 화물열차의 적재물과 전철주가 접촉해 송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상으로 진행됐으며, 복구장비는 전철 모터카, 사다리차, 발전기 및 증폭
기 등이 동원되었다.

‘사랑나눔’
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철도공사 대구전기사무소는 7월 20일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 받는 이웃들과 더불어 따뜻
한 정을 나누고, 철도공사의 이미지 향상과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대구지역
관내 직원들이 의류, 가전, 도서, 음반 잡화 등 약 1000여점의 물품을 모아‘아름다운가게
대구경북본부’
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대구 동아쇼핑센터에서 전시 판매되었으며 수익
금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대구전기사무소는 대구시 신암동에 거주하는 소
년소녀가장 1명을 선정해 매달 일정액을 모아 돕고 있으며, 이 외에 한국철도방송‘사랑의
화원’
,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등 많은 곳의 불우이웃을 돕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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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남희 철도연 원장,
브라질·미국 철도기관과 협력 논의
채남희 철도연 원장은 7월 5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과 미국의 철도관계 기관을 방문해 한국형
고속열차와 무인운전 경량전철을 홍보하고, 연구인력 교류 등 협력 제반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브라질 연방 교통부와 철도분야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브라질 교통국장이 채
원장에게 브라질 철도연구원 설립에 따른 인력교육, 연구설비, 조직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벤치
마킹을 희망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채 원장은 11일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지역의 철도건설, 운영 및 관리 시행청인 CENTRAL
과 12일 미 연방철도청(FRA)를 방문해 한국형고속열차 및 무인운전 경량전철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ENTRAL에서는 채 원장에게 리오-상파울로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이 참여
해 주기를 희망했으며, 미 FRA는 2006년 2월에 실시 예정인 실차 충돌테스트에 연구원 관계
자가 참관하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채 원장은 7일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8일 과학
기술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양국 간 철도분야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철도연 방문
공공기술연구회 최영락 이사장이 6월 7일 철도연을 방문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첫 방문
으로 연구원 일반현황 및 연구사업과 실용화 사업, 한국형 고속열차와 무인자동운전 AGT
경량전철 등을 보고 받았다. 그리고 철도공력실험실, 정밀측정실, 환경재료실험실, 궤도노반
종합실험실 등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았다. 최 이사장은 최근 무인운전 AGT 경량전철 기
술개발을 비롯해 지난 2004년 12월 350km/h를 돌파한 한국형고속열차를 언급하며 연구
개발에 전념한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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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 조연옥 박사, 소방방재청 공로상 수상
철도연 조연옥 박사가 소방방재청 개청 1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포상은 소방방재
청이 소방방재업무 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한 것으로, 조 박사는
중앙긴급안전점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되
었다. 실제 그는 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다수의 지하철 사고조사에 참여,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으로 지하철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대책을 제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
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지하철 안전점검에도 참여해 지하철 소방방재 분야의 체제 및 예방보수 상의 문제점
을 조사 분석해 지하철 사고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평소에도 지하철 및 철도 안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보다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박화영 기계연 원장 철도연 방문
한국기계연구원 박화영 원장이 6월 28일 철도연을 방문해 연구사업 및 연구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철도연 채남희 원장과 기계연 박화영 원장은 조직운영 및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특히‘자기부상열차’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 원장은“자기
부상열차 실용화에 있어 두 기관이 한목소리를 내자”
고 했으며, 관련 연구진들 간의 협력연
구를 당부했다.
또한 박 원장은 철도연과 기계연을“동반자적 협력관계”
라고 말한 뒤“자기부상열차의 실
용화는 두 기관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며, 철도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필히 성공시키자”
며 두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신호 및 시스템 중심으로 연구하는 철도연과 단
위기술 중심의 기계연이 합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며“연구자금을 구하고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기술을 확보하자”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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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북경교통대 일행 방문
7월 1일 Vereskun Vladimir 시베리아교통대 총장을 비롯해 북경교통대 교수 및 학생 30
여명이 철도연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철도대학 개교 100주년 국제 철도대학생 학술심포
지엄 참석차 방한했으며, 철도연의 틸팅시뮬레이터, 공력시험동 및 궤도노반시험기 등 연구
시설을 견학했다. 철도연과 시베리아교통대학은 철도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실
질적인 국제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 방문을 하는 등 협력활동을 꾸준히 진행하
고 있다.

경산 남천초 어린이, 경량전철 시험선 견학
7월 8일 경산시 소재 남천초등학교 어린이 90여명이 경량전철 경산 시험선을 견학하고 무
인운전경량전철을 시승했다. 어린이들은 지하철보다 작고 버스보다 큰 경량전철이 움직이
자 함성을 터뜨렸고, 운전사 없이 운행되는 차량이 신기한 듯 차가 멈추자 한 번 더 태워
달라고 조르는 등 즐거워했다.‘무인운전 경량전철
‘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도 많은 질문
을 하는 등 흥미를 보였다.

섬마을 어린이 철도체험
“우와 신기하다”
. 틸팅시뮬레이터는 섬마을 어린이들에게도 단연 인기 최고였다. 7월 19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광명초등학교 어린이 50여명과 담당 교사들이 철도연을 찾
았다. 섬마을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도시체험학습 첫 날 일정으로 철도연과 철도
박물관을 견학하러 온 것이다.
‘KTX를 한번도 타보지 못했다’
는 아이들은 빨간색의 한국형고속열차 홍보비디오를 보면
서 두 열차의 차이점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KTX는 대전지역에서 천안아산
역에서 선다”
며 자랑를 하기도 했다. 철도연에서는 어린이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친밀
한 철도,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철도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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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워크샵
2005년도 도시철도기술세미나 및 건설운영기관 워크샵이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5월 26~27
일 이틀 동안 개최되었다.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용인시, 서울지하철공사 등 지
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건설·운영기관, 철도관련업체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도시철도표준
화사업 및 경량전철기술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차량, 신호분과 등 8개 분과 기술협
의회에 개최되어 도시철도 표준화기준 검토 등 도시철도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유지보수정보화 연구성과 등이 전시되었다.

철도안전 워크샵
‘2005 철도안전 워크샵’
이 6월 3~4일까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와 전국 지하철운영기관
등 철도 관계기관의 안전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여주 일성 남한강 콘도에
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효율적인 사고조사 협력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철도안전감
독자, 조사관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일본 철도전문가 아베 세이지 교수가‘일본철도사고조사체계의 발전방향’
에 대해 강연을 했
으며, 최근 일본의 철도탈선사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5회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개최
(China-Korea-Japan Railway Research Technical Meeting 2005)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철도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교류를 추진하기 위한‘제5회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가 6월 20일~23일. 일본 RTRI에서 개최되었다.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는
철도연과 중국철도과학원(CARS), 일본철도총합연구소(RTRI) 3개 기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국, 일본, 중국 순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철도연 최강윤 선임부장,
CARS의 ZHAO Youming 부원장, RTRI AKITA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는 세 기관의 공동연구 과제 책임자들이 참석해 현재 진행
하고 있는 공동연구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번 교류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과제는 3기관 공통과제 2건, CARS-RTRI 2건,
KRRI-RTRI 1건이 결정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교류회 운영이 인력과 정보교류까지 확대되는 등 세 나라의 철도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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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전문가 초청세미나
철도연은 7월 6일‘철도사고 위험요인분석 및 위험도 평가’
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
청해 국내 철도사고 유형 및 원인분류 표준안 설정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국내의 위험요
인 분석 수행 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해 초청된 국외 전문가는 홍콩 KCRC(홍콩의 철도공사
에 해당)의 안전관리자 Vincent Ho와 홍콩 Mott Connell(컨설팅회사)의 철도안전연구자
Philip Kwong이다. Vincent Ho는‘철도안전관리를 위한 지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 중인‘연간 철도 사망자수’
,‘열차운행 100만 km당 사
고건수’
,‘연간 철도의 위험도’등 다양한 철도안전지표의 특징과 적용 시 문제점, 국제적인
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Philip Kwong는‘무인운전에 따른 위험요인분석 사례연구’
에 대해
발표했으며, 철도시스템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시 사용되는 도구와 기존의 위험도 평가내용
에 대한 비교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철도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 정책세미나
‘철도르네상스 시대, 한국철도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
라는 주제의 철도정책세미
나가 우리 연구원과 국제고속철협력포럼,‘철도로 세계로’의원포럼의 공동주최로 7월 13
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에는 김덕규 국회 부의장, 문학진 의원포
럼 대표 등 의원 11명을 비롯해 국제고속철협력포럼 김인호 대표, 철도공사 이철 사장 등
관·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형고속열차의 상용화 및 해외진출 등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전에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한국형고속철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이라는 주제로 연구원 김기환 박사가‘한국형고속열차의 기술현
황 및 향후 과제’
를, 로템 임용규 박사가‘한국형고속전철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을, 철도기술공사 신종서 회장이‘미국 플로리다 고속철 진출 추진 경험’
을 발표
했다. 한국형고속열차의 시험운행 완료 및 국내에서의 상업운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및 지원체계에 관한 관·산·학·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21세기 한국철도의 발전전략’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한국교통연구
원 이재훈 박사가‘한국철도의 경영 및 수익성 개선방향’
을, 철도연 양근율 선임사업단장이
‘한국철도의 미래와 해외진출의 중요성’
, 철도신문 이송식 사장이‘한국철도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제언’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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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철도기상재해 감시 및 운행제어장치 개발
국내 철도교량은 여객 및 화물 수송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곡과 하천을 가로지르는
중·소규모 형태로 건설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교량구조물 전체가 노후화되었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폭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
지만 그 대응책으로는 인력위주 및 사후대처형 감시체계가 고작이라 늘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때문에 첨단장비를 활용한 24시간 상시감시 및 사전예방형 감시
체계로의 전환과 폭우시 열차의 교량 통과에 대한 운전규제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
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철도교량 하천홍수위 자동감시장치 프로토타입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구성도

체계 구성을 통해 열차의 주행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향후 철도교량을 통과할 때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연구과제로서 현재 진행 중인 3차년도(2005.6-2006.5)에는 그동안 1, 2차년도에 개발된 철도교
량 강우재해 감시 및 운행제어 장치를 직접 현장에 설치, 시범운영하여 그 적용성을 검증해 향후 전체 철도교량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
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 책임자 : 궤도토목연구본부 선임연구원 박영곤 (ykpark@krri.re.kr)

철도화재 조기 탐지/자동소화장치 개발
철도교통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의 인명손
실과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조
기에 감지하고 화재의 특성에 맞는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면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피

열차내부의 화염전파시뮬레이션

해를 줄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지하역사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전기시설물에 손
상을 입히지 않고, 소량의 물을 이용해 대규모의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미세물

미세물분무를 이용한 화재진압 시뮬레이션

분무 및 배관장치를 개발해 기존의 스프링 쿨러가 가지고 있던 제약 및 단점을 보강하는
데 있다. 또한 지하역사 내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심한 연기가 앞을 막는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승객
피난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미세물분무 장치를 위한 배관시스템, 워터커튼 시스템,
승객자동 피난경로 지시장치 및 조기 탐지/경보 중앙컴퓨터 기본모듈을 제작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 책임자 : 궤도토목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동현 (dhkim@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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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객차용 청정시스템 개발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웰빙’
에 대한 바람은 장거리 이동수단의 실내 공기 상태에 대
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철도차량과 같이 밀폐된 공간의 공기질 악화로
승객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마침 철도연에서는 승객이 상
쾌한 기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객실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
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 발효로 몇 년 안으로 교체해야 하는 철도차량 에어컨 냉매를 대체
할 수 있는 신냉매 에어컨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공기질 측정, 유동해석,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미세먼지 제거장치, 필터링 시스템 등에 대
한 연구를 수행 진행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궤도토목연구본부 선임연구원 박덕신 (dspark@krri.re.kr)

전동차 전과정 평가 시스템 개발
교토의정서 발효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환경생산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제환
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환경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철도연이 중심이 되어‘전동차 전과정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 시스템’
을 개발하고 있다. 전동차 전과정평가 시스템이란 전동차의 설계, 제작 및 폐기까지 일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해 환경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부하 진단 시스템을 말한다. 이 사업의 최
종목표는 시스템 적용을 위한 전과정 목록 DB 구축과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과정 평가 시스템을 통해 환
경부하 저감을 위한 재료선정 및 공정/시스템 개선관련 기술 개발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철도 및 고속철도 차량 구
조물, 시설물에 대한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한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친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차량과 新교통시스템에 대한 환경친화적 수송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의사결정 도구를 위한 환경친화성평가에 관한 인프라 창출
도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했으며, 과제종료 예정인 2007년도에는 전동차 위주의 전과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할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지원으로 철도연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과제책임자 : 미래기술실용화사업단 책임연구원 김용기 (ykkim@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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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Bimodal 저상굴절차량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했던 버스의 계단이 없어지고
버스와 정류장의 높이차가 얼마 되지 않는 저상굴절버스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수도
권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해 만성적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버스에 지하
철의 장점을 도입한 간선 급행버스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철도연에서는 ‘신에너지
Bimodal 저상굴절차량’
을 개발하고 있다. 이 차량은 차세대 무공해 동력원인 연료전지를 사용하며, 자기장을 이용할 전용궤도와 일
반도로를 모두 다닐 수 있는 바이모달(Bimodal)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굴절버스와는 달리 전
체 길이가 초저상(차량입구부터 끝까지 동일한 높이) 굴절차량으로 전자기안내궤도를 따라 운행하므로 자동운전 및 정밀정차가 가능
한 미래형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모든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향장치이기 때문에
정차할 때 정류장인 인도에 바로 댈 수 있어 유모차, 휠체어도 쉽게 탈 수 있다. 2003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시제차
량을 제작할 계획인데, 개발차량은 국가 시범사업 노선에서 시험운행을 거쳐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대체하거나 주요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 : 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단 선임연구원 목재균 (jkmok@krri.re.kr)

Postscript
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뚜

적이었다. 하지만 때론 부족하고 때론 넘치는 내용을

렷한 목소리로 잡지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견

균형 있게 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해지와 알뜰살뜰 각종 정보를 모아 소개하는 정보소

다. 조금은 부족하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것 같은

식지 말이다. 비교적 명확한 대상이 있는 견해지는 잘

이 느낌을, 완전한 색깔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

못하면 아집이나 편견에 빠질 확률이 크고, 다수를 위

<한국철도기술>과 함께 할 우리의 과제라 생각한다.

한 정보지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자칫 정체성이

이 새로운 노력에 다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모호해진 장터가 되기 쉽다. <한국철도기술>은 건교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될 것이기에. 매호

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연의 고유한 기능과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가갈 것을 약속

역할을 결집하고, 철도 각계의 중요한 목소리까지 담

하며, 7/8월호가 뜨거운 여름, 구슬 같은 땀방울을

아 철도기술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 보자는 게 목

닦아줄 시원한 바람으로 만나지기를 바란다.

잡

편집위원 이종국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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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ail 2005’철도의 날 기념 국제세미나
일시 2005년 9월 22일
장소 대전
주제 세계로 미래로 가는 한국철도
주관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연, 철도대학

제20회 철도포럼
일시 2005년 9월 29일
장소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WCRR 조직위원회 결성대회
일시 2005년 9월 30일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주관 WCRR 기획단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질주
철도는 우리가 겪고 있는 교통난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녹색 지구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철도시대.
앞선 철도기술로 세계적 철도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한 연구와 기술개발로 동북아 철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 철도의 날.
역경을 딛고 역동의 시대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힘찬 동력을 다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