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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의 혁신이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철도를 이용한 출퇴근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그 꿈은 곧 멋지게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분들이 철도와 함께교통 체증 없는 출퇴근길의 여유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속도를 향한 철도기술의 혁신이 있었기에가능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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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만해도안락한 철도 여행은특별한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곧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편안한 승차감, 쾌적한 객실 환경을 향한 철도기술의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은 많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교통수단 또한 많습니다.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 또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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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두를 갖춘 것은 철도뿐입니다. 철도기술은우리시대 최고의 교통수단, 교통시스템이 되기 위하여끊임없이

뢰성예측 및 입증방안 연구 | ATP 장치와 KTX ATC 장치간의 인터페이스 방안 검

혁신하고 있습니다. 철도기술이펼쳐갈 더욱 편리하고안락한 세상, 바로 눈 앞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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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yes Brazil for HSR project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철 철도공사 사장, 채남희 철도연 원장 등

Position detection and vehicle operational control techniques for personal rapid transit

The 'Korea ·Brazil Seminar on High-speed Rail Project' was held at 63

이 참석했다. 채 원장은 기조연설에서“이번 세미나가 한국형 고속

system | Jun-ho Lee, Kyung-ho Shin, Yong-ki Yoon

Building in Seoul on September 19. The bilateral conference was

철도가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고

A study on reliability prediction and demonstraion for Korea high speed train control

designed to introduce Korea's high speed train system for the Brazilian

말했다. 브라질의 철도 현황과 고속철도사업 계획, 브라질 고속철도

system | Jae-ho Lee, Ducko Shin, Kang-mee Lee

national project of constructing high speed rail between Rio de Janeiro

사업에 대한 한국 경험의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됐다. 브라질 Afonso

and Sao Paolo. Presenting at the event from both countries were

국장 일행은 20일 한국형고속열차를 시승했으며 21일엔 철도연을

Afonso Carmeire Filho, Director of Foreign Affairs of Ministry of

방문,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Transportation, Jose Francisco das Neves, President of Railway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세미나 개최, 브라질의 철도 연구기관

Facilities Corporation and Antonio Cosenza, Technical Director of

설립을 위한 한국의 지원, 철도기술 및 교육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할

Ryu

Metropolitan Railway of Ministry of Transportation. From the Korean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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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National Assembly member, Hak-Jin Moon, Director Korea

intelligent train control system of Bundang Line | Young-ji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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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고속철도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위한‘한·브라질 고속철도 국제
협력 세미나’
가 9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됐다. 브라
질의 Afonso Carmeire Filho 교통부 대외협력국장, Jose

`Korean Rail Technology observes the code of
ethics and practice requirements of the Korea
Publication Ethics Commission.
*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ublication may
differ from those of the publishing organizations.

Korean Rail Technology - 2006.09+10(Vol.9) Registration No. Kyunggi Ma 000049 Publication date October 24,
2006 Publishers Chung, Jong-hwan/Lee, Chul/Chae, Nam-hee Publishing organizations Korea Rail Network
Authority/Korea Railroad Corporation/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Web sites http:// www.krnetwork.or.kr,
http://www.korail.com, http://www.krri.re.kr Editing committee Moon, Dae-seop/Bang, Yeon-keun/Yang, Sin-chu/
You, Won-hee/Lee, Gang-jae /Lee, Byeong-song/Chung, Yun-seon/Cho, Yun-ok Editing Office Tel. 031-460-5183/Fax
031-460-5139 Editing/Publication Qline(Tel. 02-2279-2209)

Francisco das Neves 철도시설공단 사장, Luiz Antonio
Cosenza 교통부 광역철도 기술이사 등과 문학진 국회의원, 최영락

2006.09+10 5

철도공단, 2006년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 수상

철도공사‘고강도’자구노력 본격화⋯계열사 합병

4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

코레일서비스넷과 IP&C, 파발마와 한국철도개발 각각 합병 체결

KRNA's best management paid

‘사람, 상품, 프로세스, 조

Korail implements more reforms

4개의 계열사를 2개로 합병
하는 등 계열사에 대한 본

Korea Rail Network Authority(KRNA) snatched the best award of

직문화의 혁신’
을 추진 등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lan of "Comprehensive Schemes for

management for the public sector of Korea 2006 accredited by Korea

이높이평가됐다.

management improvement of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격적인‘고강도’자구노력

Management Association. The awarding ceremony was held September

정종환 이사장은“이번 수

consolidated and merged four associate companies into two in an effort to

을추진하기시작했다.

12 at Convention Center of the Grand Hotel in Seoul.

상을 통해 전임직원들에게

streamline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철도공사는 지난달 27일 이

KRNA was highly recognized for the organization's implementing

무한한 자긍심을 고취함은

In the board meeting that was held on August 27, Korail came up with its

사회를 통해 15개의 계열사

innovative management activities with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물론 전사적 경영혁신을

final reform plan to cut its 15 affiliates down to 9. In pursuant to the

를 9개로 줄이는 것을 주

systematically by introducing advanced management plans like 6 Sigma.

통해 일류기업으로 도약하

framework, Korail Service Net was merged with IP&C while Pabalma

내용으로 하는‘계열사 구

The best awardee successfully revolutionized its key elements of

려는 공단의 변화와 혁신

Corp. and Korea Railway Development were united on Aug. 22.

people, products, processes and culture within the framework.

의 Qualit를
y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리라 기대된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
혔다.

철도공단은 9월 12일 서울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열린 한국능률협회

철도공단은 앞으로도‘동북아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엔지니어

가선정하는 2006년대한민국경영품질대상에서공공부문종합대상을

링 전문기업의 실현’
이라는 비전과‘새로운 철도시대의 선도’
,‘사업·

수상했다. 그동안 6시그마 등 선진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고, 경영혁

품질관리역량강화’
,‘윤리경영의정착’
,‘화합된으뜸일터’
라는4대경

신 비전 제시와체계적인중장기 경영혁신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영목표달성을위해꾸준한노력을전개할계획이다.

조개편 최종안’
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계열사인 (주)코레일서비스넷과
(주)IP&C, (주)파발마와 한국철도개발(주)가 지난 22일 각각 합병계약을

철도공사는 23일정부가발표한‘철도공사경영개선종합대책’
에발맞춰

체결했다.

광역철도사업 두 번째 개통 임박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복선전철화 사업 개통 점검

철도공사, 일본 JR화물과 사업 추진 MOU 체결
한-일‘국제복합일관운송사업’추진 본격화

Korail cuts deal with JR Freight

존보다 단축되는 고품질의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JR Freight of Japan signed an

국제복합일관운송(RAIL＆

agreement September 12 at Korail Headquarters, Daejon for the project

SEA＆RAIL서비스가
)
실시

of consolidated transportation services of cargo via rail&sea&rail routes.

된다. 부산항과 하카다항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bring in faster transportation of cargo at

간을잇는해상운송에한국

reasonable price beginning early next year.

(의왕ICD ⇔ 부산진역CY)

Opening of Kyeongwon Line at hand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구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nd Korea Railroad Corporation joined

간(22.3km은
) 복선전철로,

together September 13-14 to discuss the time of completion and

동두천~소요산(2.5km까지
)

possibilities of test run on track of the Gyeongwon line(Uijeongbu-

는 단선전철로 개량하는 사

Dongducheon) on which double track construction is scheduled to be

업이다. 사업구간내에는가

complete end of this year.

능역(舊 의정부북부역) 등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Gyeongwon line began October 1997 to

모두 10개의 역사가 개량

construct 22.3km of double track between Uijeongbu and Dongducheon

또는 신설되며, 가능역 등 8개 역은 선하역, 동두천역은 선상역, 소요산

and 2.5km of single track between Dongducheon and Mt. Soyo.

역은 지상역으로 설치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인천~구로~서울지하철

과 일본(후쿠오카역 ⇔ 도

1호선~의정부 구간을 운행하던 전철이 동두천을 지나 소요산까지 연장

철도공사는 철도를 활용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국제복합일관운

쿄역)의 철도를 연결하면

철도공단은 9월 13~14
일 올해 말개통예정인경원선 의정부~동두천(舊

된다. 지역 주민의 편의와 지역개발을 위해 우선 개통되는 이 구간은 수

송사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JR화물

서울에서 도쿄까지 60시간 내에 문전배송 서비스(Door to Door)가

동안)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완공 가능 시기 및 선로시험운전 가능여부를

도권7개광역철도사업중 2005
년말개통한 중앙선청량리~덕소복선

㈜)와 9월 12일대전본사에서양해각서를체결했다.

가능해진다. 따라서 최근 수도권에 급증하는 전자·전기부품 등 소량,

판단하고개통계획을수립하기위해철도공사와합동으로개통점검을시

전철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개통하는 구간이다. 2007년 녹양, 덕계역사

이를 통해 내년 초부터는 항공보다 저렴하면서도 화물 운송기간이 기

다빈도, 고부가가치상품을정기적으로운송할 수있게 된다.

행했다. 지난 1997
년 10월착공된 이사업은 현재 단선철도로운행중인

및역사주변조경식재등나머지공사는‘07년준공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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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 ㅣ권두언

우리 철도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 힘을 합해 노력합시다!

국내도고속철도(KTX) 개통과남북철도연결추진사업으로철도재도약의시대가눈앞
에도래하고있다.
계획중이거나추진중인 96건에달하는국내경전철건설계획도또다른철도산업의르
네상스를예고하고있다고본다.

지금이시대의화두는통합과글로벌화다.
이로인해개인과기업, 국가에게새로운경쟁과가치의틀이형성되었다고보며, 공공성
서울메트로 사장 | 강 경 호

만으로 만성 적자 철도 분야에도 감히 흑자 기업 도입이라는 획기적인 그 자체 아이디어
를 도입해야 하는 위기의식 속에 사는 오늘의 우리 모든 철도인들은 냉정하게 기업 재무
구조를한번쯤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우리도 이 새로운 경쟁과 가치에 적응하여 전통적인 시각에서 탈피, 어서 세계 시장으로
의본격항해를시작하지않을수없다.

울에서특히철도분야인도시철도운행중크고작은사건사고가세계뉴스에오

서

세계철도산업시장규모는연간 690억불(약73조원)으로추정되는데이중인프라분야에

르는것만보아도우리는세계속의한국이라는것을실감하지않을수없는좁은

350억불, 엔지니어링 시스템 분야에 70억불, 철도차량분야에 270억불의 거대한 파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 예로 최근 잇따라 접하는 철도 분야 소식은 세계가

우리의참여를기다리고있다.

하나의시장으로열리고있음을여실히증명하고있는게또한사실이다.
우리나라 철도는 1899년 5월4일 노량진-청량리간 8km 노면전차 개통에 이어 9월18일
우리나라 평택과중국 산동성(山東省)의웨이하이(威海)를 잇는 열차페리(Train-F
erry가
)

33km에 불과했던 경인선 개통으로 출발한 이후 철도 역사 107년이 지난 지금은 철도연

3년 내에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 이렇게 되면, 웨이하이항을 거쳐 중국 횡단철도와 연

장 3393km
와 대도시 도시철도 연장 743km
의 양적 거대 규모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우

결, 유럽발트해까지육상으로연계할수있게된다고본다.

리나라 철도 산업 분야에서 직접 운영과 건설을 책임지고 열심히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

이열차페리노선이실현되면일본도쿄만, 이세(伊勢)만, 오사카(大阪)만, 세토네이카이(瀨

휘하고 노력하는 동안 쌓아온 노하우(KNOW HOW)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위

戶內海) 등일본의공업지대와의열차페리노선도후속추진될것으로보인다.

해 부단히 노력해 온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앞으로도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

이에 추동을 받아 장기적 과제이긴 하지만 한국과 중국간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 개통 까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교류 협력의 틀을 더욱 넓혀가야 할

지도연구되기시작했다.

것이다. 국내시장의작은파이 대신해외시장의큰 파이를놓고싸울멀지않은그날에
대비하는데선도적역할을하였으면하는바램이있다는것을방관하지말기를바란다.

또다른소식하나.
오는 11월 6일부터 UNESCAP(유엔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이 주최하는 교통장관 부산

매번 느끼지만, 철도 분야에도 우리는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순간을 살고 있다고

회의(Ministreial Conference on Transport)에서는 아태지역역내 정부간에 Trans-

해도절대과장된이야기가아니다.

Asian Railway Network 실현을위한합의서명식이있을예정이라한다.

우리모두의발전을위하여!

이 글로벌 네트워크는 28개 UNESCAP 회원국을 통하는 81,000km
의 연결망으로 우리

우리철도의발전을위하여!

의물류선을유럽의문앞까지바로연결하게될가능성이많다.

우리모두힘을합하여노력합시다.

지난1960년주창된개념이이제막현실로실현되고있는것이분명하다.
이렇듯, 우리모두는꿈같은이야기가현실화되는순간을실감하며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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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상

새로운상품개발로다양한가치창출을시속 400㎞차세대고속열차도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부지런히 해외 고속철도 시장의 문을 두

축제패키지상품을판매해보는것은어

드려야 선진 외국과의 고속열차 경쟁에

떨까요. 기차여행이주는낭만과토속적

서살아남을수있을것입니다.

인지역관광지의매력을함께제공할수

그러나정부의예산운영방향은SOC 건

있다면 여행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설보다는복지에더큰비중을두고있어

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윤종석기잡니

철도의 연구와 건설이 상당히 위축되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마케팅도 적

다. 제가 교통 기자가 되서 철도를 취재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은 어떨는지

한지이제겨우1년정도지났습니다. 그

이에 대해 BTL사업을 확대하는 등 민간

요.

래서원고를청탁받았을때과연철도전

투자를적극유치하는방안등이적극검

관광열차도외장색체만바꿀것이아니

문가이신 독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

토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라, 여행객이보다시원하게바깥경치를

야할지참난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철도 운영 주체들이 보

구경하면서 기차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저는 건설교통부를 출입하면서 도로와

다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해 스스로‘부

큰 통유리창을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항공, 철도등다양한분야의교통수단의

자’
가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닐까요.

보면좋을것같은데요.

정책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고 있

일례로, 철도여행에대해말씀을드릴까

열차로인해사람들은보다빨리, 안전하

습니다.

합니다.

게원하는곳까지이동할수있게됐습니

교통 기자가 돼서 무엇보다 철도를 보는

얼마 전에 철도공사에서 첫 관광열차인

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더해 열차를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교통수단보다

레이디버드를선보였습니다. 무당벌레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좀더 다양해

빠르고, 공해가 적으며, 훨씬 안전하고

닮은 특이한 외형의 이 관광열차가 철도

지고아름다워질수있기를희망합니다.

지역의발전을가져오는교통수단이라는

여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기

보다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사실을실감하게됐습니다.

를희망합니다.

철도는 좀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를 통

철도는지금까지해온일보다앞으로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열차와 관광을

해 더 나은 철도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

일이더욱많습니다.

접목한 새로운 사업이 낯설어 이와 관련

라생각합니다.

올 연말까지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

한홍보가더많이돼서사람들에게널리

업을 진행해야 하고 내년에는 틸팅열차

알려져야한다고합니다.

시험 운행도 해야 합니다. KTX 구축 사

철도와 여행지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업도차질없이진행되야하고서울-시흥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간병목현상도해소를해야하지요.

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연합뉴스 |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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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철도 신호 기술

○ 고속선 열차제어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방안
○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표준화
○ 기존선 고속화를 위한 신호보안체계
○ 소형궤도차량 위치검지 및 차량운행제어 기술
○ 한국형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신뢰성예측 및 입증방안 연구
○ ATP 장치와 KTX ATC 장치간의 인터페이스 방안 검토
○ KORAIL 차상신호(ATP구축사업의
)
RAMS활동 및 평가
○ 차상검측을 이용한 신호시스템의 유지보수 최적운용 방안
○ 무선통신을 이용한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
○ 분당선 지능형 열차제어시스템 무선통신 안전성 검증시험 및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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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4월고속철도개통이후현재까지반복적또는산발적으

속선운영환경을충분히고려하지않음으로서유발된장애로추

로열차제어시스템에의한열차운행장애가발생함으로서관련

정함에따라CTC의소프트웨어에는결함이없고단지문제가되

설비에대한안전성과신뢰성확보를위한방향으로유지보수가

는것은고속선의운영환경이충분히반영되지않았음을시인하

추진되었다. 그러나일부설비의경우에는주변환경에따른동

였다. 위와같은두개의가정하에실제적으로 CTC를구성하고

작결함, 또는기기의신뢰도로인해이러한기기에대한정밀검

있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에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실시하

사의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 특히 2004
년9월 29일영동신호

였다.

기계실에서발생한열차제어시스템의장애는하드웨어와소프트
웨어, 사고복구체계및 유지보수체계전반에대한정밀진단을
필요로하였다. 이에따라한국철도공사는고속철도의안전한고
속, 고밀도운행을위해운행열차의안전확보는물론열차제어
시스템의장애에의한철도운행지연장애를최소화하도록고속
철도열차제어시스템의안전성및신뢰성향상을위한정밀안전
진단용역을프랑스철도청(SNCF), 벨기에철도청(SNCB의지원
)
하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실행하도록요청함에따라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장애에대한근본적인원인분석및검토를진
행중이며, 2007년까지계속될예정이다. 본논고에서는2006
년

<그림1> CTC 사령실

중반까지검토된60여건의검토항목중시스템측면의일반적인
주요검토결과를소개한다.

광명의 CTC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유사한 시스템이 프랑스

1. 열차집중제어장치(CTC)

Alstom
사의 CTC 개발 부처에 설치된 후, 프랑스철도청의 타
CTC 관련프로젝트에도사용되는것을확인하였으며, 소프트웨

고속선 열차제어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방안
김용규|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장 (ygkm1@krri.re.kr)
백종현|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 선임연구원(jkbaek@krri.re.kr)
황종규|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 선임연구원 (jghwang@krri.re.kr)

14 Korean Rail Technology

열차집중제어장치는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고속철도 전 구간과

어의경우에도소프트웨어의장애및이상발생시에는소프트웨

기존선일부구간의고속화, 고밀도화된열차운행상황을중앙의

어자체의검증및안전검증시스템에의해소프트웨어프로그

사령실에서실시간종합감시, 주컴퓨터에수록된열차운행계

램상에이상이발생하도록소프트웨어가구성되어있음을확인

획에따른열차운행자동제어와필요시운영자가적절한수동제

하였다. 광명에서현재사용중인 CTC는실제적인우리나라고

어를 실행함으로써 고속열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수

속선운영환경에대한데이터가소프트웨어에충분히반영되지

있도록하는장치로주운행컴퓨터(MTC), 운행원격제어컴퓨터

않음에 따라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는 기존의 CTC 소프트웨어

(TTC), 근거리통신망(LAN), 운영자콘솔등으로구성된다. 광명

를기본으로광명 CTC의소프트웨어를구성함으로서CTC 운영

에설치된CTC 관련장애분석은고속철도개통이후발생한장

상의문제점이수시로발생된것으로추정되었다. 또한매번장

애관련보고서를기본으로, 초기의 CTC에서발생되는장애원

애가발생할때마다현장의유지보수요원및유코레일의감리자

인에대한검토는 CTC의소프트웨어결함또는설계하자에의

에의해분석된장애의원인및결과가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에

해발생된장애라는추측으로부터CTC의분석을시작하였다. 조

게 전송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단지 이러한 장애 관련

사가진행되는동안한국철도공사는CTC 설계하자로인해CTC

사항에대한보완프로그램을CTC 프로그램에추가하였다.

관련장애가발생하는 것으로추정한반면, 유코레일및공급사

따라서 원활한 CTC 설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모든 운영

인 Alstom
은고속선운영환경에따른 CTC의불안정성또는고

환경데이터를CTC 프로그래머에게전달하거나필요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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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프로그래머가국내고속선CTC 운영현장검증을실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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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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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기계실(IEC)

로서빠른시일내에현재사용중인CTC 소프트웨어에고속선

기능저하를유발함으로서장시간열차운행이중단되거나승객
의불안감가중및신뢰도감소는물론열차운영환경전반에대

운영환경관련데이터를추가하여장애없는고속선CTC 운영을

고속철도의열차제어시스템은광명역, 천안아산역, 대전역, 그리

한물질적, 정신적인피해를동반하였다. 이러한장애에대한처

추진해야함을제시하였다.

고동대구역을포함한8개의신호기계실(IEC) 및8개의중간기계

리는 적절한 보완조치에따라 안전측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장

실(InEC) 설비와 서울-동대구간의 선로를 따라 설치된 선로변

애처리또는원인규명이불분명한경우에는장기간의장애분

또한 고속선 장비의 대부분이 기계적인 구성보다는 마이크로프

설비로구성된다. 열차의운행을취급하는신호기계실에연관된

석을위한연구와장애원인이완전히 분석될때까지기존의장

로세서에의해동작하는전자소자로구성됨에따라이의운영을

장애는 2002년 10월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애현상을기본으로한예방차원의유지보수가병행되어야함을

담당하는소프트웨어또는마이크로프로세서용프로그램의처리

2002
년 10월이전에는전력원에연관된단순한기계적인장애가

제시하였다.

를 전담할유지보수요원에대한교육 및훈련을반복적으로실

주로발생하였지만, 2002년10월이후에는대부분통신장애또

행함으로서기기에대한자신감을가지고관련설비에대한유지

는통신시스템에관련된복합적인장애가발생하였다. 2004년4

보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교육 환경 구성의 필요성이

월1일개통이후가장큰신호기계실장애인 2004
년9월의영동

추가로 검토되었다. 즉 기능적접근이아닌 기술적인 접근을 실

신호기계실 장애의 경우에도 장애 발생은 통신과 관련되었지만

TC : 궤도회로
TUR : 분기기
FEP : FEPOL
ID : 끌림검지기
POW : Power

징애관련열차제어시스템설비

<표2> 경부고속선의선로변열차제어설비설치현황
<그림3> 열차제어시스템설비별장애현황(2004
년)

수량

시설물명

수량

고속분기기

163

지장물검지장치

127

궤도회로장치(AF)

592

낙석검지장치

8

기기를 구동시키는 전력원에 연관된 장애조치 과정에서의 미숙

궤도회로장치(임펄스)

36

끌림검지장치

11

도록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교육이실행되어야한다. 이러한 유

절대신호표지

90

기상검지장치

11

함은 기존에 이미 발생한 장애의 반복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허용신호표지

442

레일온도검지장치

12

는중앙에서운영, 통제되는구조에따라운영및유지보수의주

지보수교육은단기적인측면에서는단순하자관련모듈의교체

2004
년9월의영동신호기계실장애는약7시간동안 21개열차

입환신호표지

60

체인 철도공사의 중앙 부처에서 취급되어야 하며, 발생 빈도가

행함으로서장애발생시에적절한장애복구조치를적용할수있

등을통해장애를조치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고장기적인측

의지연을초래함에따라열차제어시스템의장애는열차운행전

면에서는이러한장애가왜발생하였는지또는장애의근원이무

반에중대한영향을인가한다는것을재확인하는계기가되었으

시설물명

과등을기초로하여실행하였다. 분석결과, 장애발생정보처리

19

보수자횡단장치

안전스위치(CPT)

1257

터널경보장치51

안전스위치(ZEP)

209

원격감시장치

17

높은 장애를처리하기위한 주기적 또는비주기적, 부분적또는

속도제한판넬

19

분기기히팅장치

163

전반적인모든활동이유지보수점검계획을통해구성되어야한

차축온도검지장치

14

엇인지에대한 분석을 실행할수 있어야 한다. 부수적으로 현장

며, 그결과, 유지보수전문요원 양성및지속적인유지보수교

에 근무하는 유지보수 요원의경우, 잦은 업무변경보다는 완전

육,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 자립을 위한 국산화의 필요성 등이

해좀더깊게생각할수있도록, 그리고장애조치시에모호한행

하게관련업무를취급할수있도록최소한의근무기간을보장

이러한장애를방지할수있는유일한방안으로제시되었다.

동을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다. 이러한계획의구성을통해장애조치및장애예방방안에대

함으로서관련업무에대한전문성을가질수있도록제도적으로

2004
년부터2006
년9월까지는유지보수하자기간으로, 선로변

도허용되어야할것이다.

설비의 경우, 유코레일의 감리자에 의해 고속선 유지보수 전반

특히 자주발생하는장애의 사후조치를위해, 최근발생했던모

사항이실행되었다. 2006년9월이후부터는아래와같은장애의

든장애에대해신뢰할수있는조사기반을형성한다는것은경

<표1> CTC 관련장애현황표(2004년)
고장항목

월별현황(건수)

횟수와 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지

험의반영및향후장애발생시의대처능력향상을위한매우중

소계

않는다면사소한장애도상황에따라서는심각한열차지연장애

요한유지보수및운영절차중의하나로, 장애에대한분석및해

로대두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아래그림에서장애가가장많

결 방안이제시된이후에취급해야할가장중요한 요소는분석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MTC down

7

5

2

3

2

4

23

TTC down

3

4

2

1

10

ARC Fail

3

10

11

6

4

46

이발생하는설비는열차운행시에진동이발생하는선로변에설

된 장애발생원인, 장애조치, 향후대책등과같은일련의검토

Train Number Error

3

5

1

2

3

14

치된열차제어설비로, 이는지상에서차상으로정보를전송하는

OP(MMI) Fail

2

4

6

6

9

5

32

보고서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유지보수 요원에게 경험의 반영

CMP Error

1

2

1

궤도회로, 연동장치에 의해 명령된 정보에 따라 선로의 분기를

차원에서반드시교육되거나배포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는장

Track Circuit Error

1

2

실행하는 노스 가동 분기기, 선로변 기능 모듈(TFM), 그 외에

애와연관된설비의구조및특성, 장애상황및원인, 장애시의

TVM 430(ATC)와차축온도검지장치(HBD) 등이있다.

조치상황, 유지보수관련기기의데이터검토및분석등과같은

Playback Error

2

12

2
2

1

6
5

TIDS Error

1

1

Meteo Error

1

2

9

8

18

Alarms Error

2

2

4

WCE Fail

1

1

Fleeting Error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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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신호기계실의구성

3

장애전반에대해모든사소한정보는물론가능한 모든 정보를
장애를경감하기위한분석은한국철도공사의장애관련분석결

수집분석함으로서장애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을찾기위한

과보고서, 유코레일의장애분석보고서, 현장검증및유지보수

활동을 실현할 수있을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유지보수를담당

고속선개통 이후, 유발된많은 열차제어시스템관련장애는 선

참관, 유지보수 매뉴얼, 장애복구절차서(SOP), 프랑스 철도청의

하는 유지보수 직원에의해 성실하게 작성되어야한다. 특히외

로변에설치된현장설비또는신호기계실에설치된신호설비의

유지보수규정및필요시SNCF 신호시스템전담부서의검토결

주 유지보수의경우에는관리체계및장애에대한 책임감등이

3. 선로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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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고속선열차제어시스템성능 및안전성향상 방안

테마2

테마3

테마4

운영주체인철도공사유지보수요원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작

테마5

테마6

테마7

테마8

테마9

테마10

4. 궤도회로유지보수

를지속적으로분석, 검토할필요성을갖는다.

기 등에대해서는엄격한규정적용및확인작업이부가적으로

자동열차제어장치는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선로변에 설치된

열차제어시스템은대부분이국외의기술도입에의해국외기술

실행되어야한다. 또한장애발생시장애재발방지를위한검토

안전설비의정보와선로의구배, 기울기, 교량및터널과같은선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운영 및유지보수상의문제점발생

및분석을위해가장기본이되는장애관련보고서내용의사실

로변환경에따른속도제한을지상에서차상으로전송하기위한

시고도의기술을요하거나국내의유지보수요원에의해기능적

성을보장하고현장유지보수 직원과본사운영직원간의신뢰

열차 운행 관련 지상-차상 정보 전송을 취급한다. 이러한 정보

인접근은가능하지만기술적인접근이어려운경우가자주발생

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유지보수요원개인의실수가발생하는

전송은연속적으로열차의운행속도에연관된정보를전송하는

한다. 2004년고속선개통과함께운영및유지보수의성능개량

경우에장애발생결과에대한처벌이적용된다면, 장애관련유

궤도회로와 터널, 사구간 등의 특수한 환경 정보를 불연속으로

이 시작됨으로서 현재는 현저하게 열차제어시스템 관련 장애가

지보수는진보될수없을뿐만아니라 향후유사한장애의재발

전송하는불연속정보전송용루프로구성된다.

감소하였으며,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위한 검측차의 신호검측설

기때문에안전에연관된부분및대형장애를유발할수있는기

가능성을갖게 된다. 따라서유지보수요원의유지보수작업 행

비개량은물론신호기계실, 선로변설비, 분기기, 기타안전설비

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처벌도폐지해야만하며, 관련 과

궤도회로는선로전반에설치됨에따라유지보수요원의활동보

에대한감시기능을확대함으로서예방차원의유지보수를구체

오는교육용자료로배포함으로서사후동일한과오가재발되지

다는검측차에의한예방유지보수에중점을두고실행되어야한

적으로 실현중에 있다. 또한 유지보수 요원의 교육을위한교육

않도록한다. 그렇지않으면, 유지보수요원들의과오및실수가

다. 궤도회로에 있어서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에대한해결 방안

설비의 건설이 2006
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특히 2006
년 9월의

은폐됨으로서정확한장애분석이불가능하게될것이다.

은 장기간의 연구및분석을 필요로 한다. 공장시험에서는 궤도

하자보증기간만료에따른대응방안으로프랑스철도청, 벨기에

회로가정상적으로동작함을확인할수있지만, 선로변에서는선

철도청의 지원하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운영 및 유지보수의

로변의복합적인환경에따라궤도회로에인가되는모든영향을

국외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한방안을현재 구성중에 있으며,

단기간에분석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현실이며, 이는장기간의

이는열차제어시스템의국산화추진을더욱가속화할것으로예

검토및연구를필요로한다. 궤도회로관련장애를완전히해결

상된다.

할 수없지만, 궤도회로에대한 예방 유지보수만이 유일하게 궤

<그림5> 궤도회로의유지보수작업

도회로의동작을보장할 수있는방법으로조사되었다. 특히 선
로전반에포설되어있는궤도회로의예방유지보수는검측차량
을 사용하며, 검측 차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궤도회로가

상으로전송되는정보수신특성만을검지함으로서실제적인궤

인접궤도회로주파수에미치는영향및혼선측정, 보상콘덴서

도회로의성능저하및기능감쇄현상을시험할수없을뿐만아

의상태와존재여부검사및궤도회로를통해흐르는귀선전류

니라, 장애의 발생위험에항상 노출되어 있는궤도회로에영향

의불평형측정등을통하여궤도회로의성능을보장하거나장애

을줄수있는귀선전류등에대한예방측면의검측이제시되어

발생 이전에 성능 저하가 예상되는 부품에 대한 교체를 실행할

있지 않았다. 이러한기존의검측 방식을 궤도회로의 내적인기

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검측차량을사용함으로서유지보

능저하특성과외적인궤도회로손상요인으로주어지는귀선전

수요원이직접궤도회로를점검하는데소요되는유지보수시간

류 불평형을 검측하도록 보완함으로서 실제적으로 고속선 신호

을크게단축할수있는장점을갖는다.

검측설비의기능향상을위해필요한콘덴서의성능저감과귀선
전류불평형에대한정확한검측방안에대해중점적으로연구함

<그림4> 프랑스철도청유지보수실습장및교육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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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검측설비는 고속선의 검측을 위해 국외

과동시에검측차의검측결과를통해정상적인경우와비정상적

로부터도입된자주식검측차(Roger-1000
에의해연속,
K)
불연

인경우의콘덴서관련검측데이터상의분류체계를구성하여향

속정보메시지의전류레벨을측정하여정상인경우와비정상인

후궤도회로장애의정확한원인규명에활용할수있는기본방

경우의측정값을상호비교함으로서궤도회로동작특성의이상

안이제시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충분한검측데이터와검측

유무를확인하는방식으로설계되었다. 이러한형태의신호정보

결과를비교분석하기위한자료를필요로하며, 관련연구는환

검측은단지선로에설치된궤도회로의동작유무와지상에서차

경영향, 운행조건, 지형조건에대한연속정보레벨의변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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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신호시스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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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나라에서사용하고있는도시철도신호시스템은모두궤도회로를기반으로하여열차의
안전운행을도모하고있다. 국내외에서는도시철도가도시교통의핵심수단으로부각되면서열차
의운행밀도를높임에따라유지보수에필요한시간확보가어렵게되어열차의안전운행에문제
점이제기됨으로서위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최근철도선진국의경우무선통신기반열차제
어(CBTC :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무선통신기반열차제어])시스템을개발하여실
용화중이거나사용중인것으로분석되었다.
CBTC 시스템은지상의거점에위치하는컴퓨터가각열차로부터위치와속도를주기적으로수집
하고, 선행열차와속도제한지점까지의거리를열차로전송하고, 차상의제어장치가열차성능에
맞는최적의속도제어를하는것으로, 지상과차상간의데이터전송에무선을사용하는것이다.
본고에서는국내외도시철도신호시스템의사용기술동향을분석하고, 진행중인국내도시철도
신호시스템표준화과정을소개하고자한다.

1. 궤도회로기반열차제어기술
도시철도의안전운행은운행중인열차상호간의위치파악과안전거리확보가가장기본적인요소
이며, 이들요소를활용하여열차진로를안전하게연동제어하고, 열차운행속도를적절히제어하
여도시철도의운행이안전하도록 열차제어기술발전이 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있는
도시철도신호시스템의시작은일본으로부터도입되기시작하여오늘에이르고있으며, 이들모
두궤도회로를기반으로한열차속도제어기술을사용하고있다.
궤도회로는레일을전기회로의일부로사용하여회로를구성하고그회로를차량의차축에의해
레일간을단락함에따라신호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기타보안장치를직접또는간접으로제어할
목적으로설치되어열차의유무를검지하기위한전기회로이다. 그러나현재는도시내의이동인
구가증가하면서도시철도의수요가높아지는추세에있고, 점점더이동수단의중요성이증대되
면서제한된선로의효율적인이용방법이모색되고있다. 설비면에서도단락감도문제와신호시
스템의지상설비의대형화및유지보수의어려움이점차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TBTC
시스템에는속도코드방식과Overlay 방식으로대별되며, 속도코드방식은1960
년대에출시
된연속속도제어시스템으로서고정폐색방식을원리로한다. 이는전노선을여러개의폐색구간
으로분할하여, 각각의폐색구간마다궤도회로를설치하여이에제한속도를부여한것으로, 궤도
회로의수량이많을수록, 즉폐색구간의길이가짧을수록성능이향상되지만, 가격상승의단점을
갖고있다.
Overlay 방식(Distance to go System)은1980
년대후반에출시되었으며고정폐색방식을기초
로, 운전시격의단축및궤도회로의절감을위해개발된것이다. 기존의속도코드방식은지상설비
김종기|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 책임연구원(jkkim@krri.re.kr)
양도철|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 책임연구원(dcyang@krri.re.kr)
정의진|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 선임연구원(ejjoung@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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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속도패턴을선정하여차상설비로전송하여열차를운전하는데비해, 이방식은차상설비가
지상설비로부터선행열차의위치및전방궤도의지리적특성을수신하여열차스스로가실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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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열차자신의속도를설정할수있도록한시스템이다. 즉, 기존시스템의개념에이동폐색

4) 성능개선측면

방식의개념을도입한것으로서, 노선에투입된각종열차의특성을충분히 발휘할 수있게 한

대량수송수단인도시철도시스템에서는열차의간격을효율적으로제어하는것이중요하다. 향

것이다.

후열차의운영효율화측면에서Traffic Regulation의개선이요구됨⇒열차의위치를정확하게

한편고밀도수송과도시내의대량수송열차의유효성이새롭게주목되고있으며, 철도가차지하

검지하면후속열차가최소허용거리까지근접하여운전하는것이가능하고, 선행열차의속도및

는중요성이증가함에따라새로운철도시스템이요구되고있다. 기존의궤도회로기반의열차제

위치가검지되면불필요한가/감속열차속도제어패턴을조절가능하므로, 열차의운영효율을

어시스템은궤도회로의단락감도에대한고려와지상설비의규모가크고유지보수의어려움때문

개선할수있다. 따라서기존의도시철도신호시스템의개량시점등을고려한새로운개념의신

에궤도회로에대한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다음의내용은기존도시철도사용신호시스템의현

호시스템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및구축할수있도록유도필요.

안사항과개선방안에관하여기술하였다.

1) 설립배경및목적

2. 무선통신기반열차제어기술

현재도시철도의신호설비는공급업체별, 지하철호선별로상이하며, 신기술도입에따른기술확
보및호환성결여의문제점이있으며, 시스템이상이하여운영유지보수기술, 인원교류및자재

기존의궤도회로를이용하지않으므로일명Track Circuit Interface Free System 이라고도하

구매에어려움이있음.⇒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이단계적/발전적인표준화를시행하여개량시기

며, 이동폐색방식을기반으로한다. 이시스템은1990
년대초에개발된것으로기존의고정폐색방

가다가오고있는지하철노선에단계적으로적용하여최종적으로표준화된신호시스템의구축

식이폐색구간의길이에의해열차간의간격이제한받는점을보완하기위해개발한것으로, 전방

이이루어지도록유도.

열차의정확한위치를후속열차가파악하여열차자신의속도에따라전방의제동거리를스스로
판단하는시스템이다. 운전시격을단축하는데있어차상설비에의한실시간제어가가장효과적

2) 유지보수및자재조달측면

인것으로판명되고있다. 본방식의열차제어시스템제품개발이세계적인추세이며, 향후전세계

도시철도의신호시스템은 30여년전국내에처음으로도입된ATS 시스템에서부산지하철2호

지하철에는도입이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림1>은이러한시스템의열차간격제어개념도를

선및인천지하철에도입된최근의ATP 시스템까지다양하게분포하고있으며, 시스템의장기사

나타낸다. 일반적으로무선통신기반열차제어시스템에서열차의위치검지는타코메터에의한속

용노후화로유지보수비과다투입및설비의전자화에따라기존계전연동장치등신호설비의

도펄스의누적계산과지상의일정지점에설치된마커에서의절대위치보정을통하여운행중인

부품확보및이에따른가격상승의문제가존재함.⇒건설후오랜기간이경과하여개량시기가

열차위치정확도를확보한다. 또한열차의운행(열차제어)에필요한정보는<그림1>에서와같이

다가오고있는시스템에대해개량방안을마련하고, 비록개량시기가도래하지는않았지만기술

지상의중앙집중시스템으로부터해당하는선행열차의위치및속도를전송받아현재위치에서

발전추세에적합지않아유지보수를위한자재확보에어려움이있고또한부품가격상승이우

의속도및가속도를결정하는방식으로열차를안전하게운행한다.

려되는설비에대해, 안전확보 차원에서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한 개량방안을 마련 및적용하여
개량하도록유도.
열차이동방향

3) 장애복구측면

1998년4월에발생한 도시철도7호선의침수사고에서도볼수 있듯이설비가외국에서 도입된

열차속도제어곡선생성

열차위치검지

장치여서이의복구를위해해외의제작사에서제품이공급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등제품상
호간에호환성부족으로복구에많은 시간및비용이 소요되었다. 또한시스템이상이함으로써

주행허가위치정보

타운영기관의장애사례가전혀참고가되지않아장애의원인파악및복구에어려움이있음.⇒
신호시스템의표준화를통해제품상호간의호환성을확보하고, 또한핵심기술에대한 국산화기
술개발사업을병행함으로써국산화된기술로서시스템이구축될수 있도록유도하면, 국내시장

위치정보

지상무선통신장치
주행허가위치정보

위치정보
지상제어장치

•열차추적
•선로전환기제어(연동)
•간격제어→주행허기위치설정

에서제품을조달할수있으며, 타운영기관의장애사례도참고가되고, 또한교육훈련내용도공
유가가능하므로, 운영유지보수기술에대한인적교류도활발히이루어질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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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CBTC System의열차간격제어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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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기반열차제어기술은선로상황과주변환경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여기에맞게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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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신호시스템표준화과정

으로열차의속도를제어하며비상시에열차를제어할수있도록함으로써고밀도운전을안전하
게실현할수있게한다. 열차의운행제어는두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하나는열차의가감속시

1995
년부터 200년
1 기간동안철도연에서 도시철도차량 표준화/국산화사업을수행하여도시철

에열차에가해지는가감속력을열차에인가하여열차의속도변화시에만족시켜야하는사양을

도차량에대한표준화체계가구축되었다. 도시철도는차량뿐만아니라신호, 전력, 선로등이서

보장할수있도록제어입력을생성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전달되는목표속도와전동차의속도

로연계하여운영되기때문에도시철도운영기관등에설문조사등의견을수렴하여 200년
1 부터

를일치시키는것이다. 열차제어알고리즘은다음과같다.

신호를포함한도시철도인프라의표준화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2005년까지신호분야연차별

- 지상의제어시스템에서무선으로받은정보를차상제어장치에서분석하여열차가현재어느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구역에속하는지판단한다.
- 위 항에서 받은 정보와 함께 무선으로 받은 선로 상황을 Target_ speed Decision

구분

System(TD에서
S) 분석하여 목표속도를 결정하고 열차의 현재 속도와의 차이 값을 가속도

ㅇ도시철도신호체계기술추이조사및분석, 신호표준화단계별전략수립
1차년도(2001)

산출기(Create an Acceleration System : CAS)에넘겨준다.

신호분야주요연구내용

ㅇ개량및표준시스템구축을위한사례분석등기술조사
ㅇAF 궤도회로, TWC 루프, 지상PSM 등의표준사양(안) 마련

- TDS로부터받은속도차이정보를근거로CAS에서열차가현재가져야할최적의가속도값

ㅇATC/ATO 신호체계의차상신호케이블및안테나류의품질인증규격정립

을계산한다.

ㅇ신호하부시스템별로CBTC 시스템을적용시고려해야할요인분석

- 실제로열차속도제어기(Controll에입력되는값은현재열차의가속도와
er)
CAS에서결정

2차년도(2002)

ㅇ기존도시철도에적용하기위한방안작성

된가속도와의차이값이다. Controller는이차이값이0이되도록열차에힘을가하는역할

ㅇ도시철도신호표준화를위한시스템요구사양(SRS), 기능요구사양(FRS) 작성

을한다. 또한그과정에서Jerk
를초과하는힘은열차에가하지않는다.

ㅇ열차제어용통신시스템의요구사양및적용방안작성

- 비상 상황을 체크하는시스템(Emergency Checking System: ECS)이 열차의현재 상태에

ㅇCBTC 방식의도시철도신호표준화를위한인터페이스사양(IRS) 작성
3,4차년도(2003~4)

ㅇCBTC 방식의도시철도신호시스템표준사양(안) 작성

대한정보를분석하여위급상황을감시하고열차속도 Controll에돌발상황신호를보낸
er

ㅇ시험용모델제작을위한기본설계

다. Controller는이신호에대해Jerk
에관계없이급제동한다.

ㅇ신호시스템표준사양(안), 안전기준(안) 해설서작성(Ⅰ)

- 피드백을통해서가속도를제어하여무선통신기반차상제어장치의열차제어알고리즘수행

5차년도(2005)

ㅇ신호시스템차상설비상세설계및국산화시작품개발
ㅇ신호시스템차상설비시험평가툴에의한성능시험

이열차의안전운행을확보하게된다.

기술적인부분에있어서도세계적인추세가CBTC 시스템으로옮겨가고있으며, 시스템요구만

최종년도인2006
년에는도시철도신호시스템시작품시험평가→표준사양완성및고시”
의순으

족도에서도 단연 CBTC
의 우수함이 제시되었고,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Life Cycle Cost와

로수행될예정이며, 시험평가를통하여도시철도신호시스템구성과기술규격내용을보완하여

Cost Elements Summary에서도 역시 CBTC
시스템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의 표는

최종적으로도시철도신호시스템표준사양이완성될것이다.

CBTC 시스템적용효과를나타낸것이다.
2010
년대이후에는우리나라도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생활하게될것이다. 따라서열
구 분
운전시격조정능력

기존시스템
최소운전시격 150초
(실제R·H운행시간)

R•H에서의열차운행횟수
(7시~9시)
유연성및확정성
(요구조건만족도100% 기준)

73편성(3호선기준)

CBTC
시스템

기대효과

최종목표시격 95~80
초

30~45
초단축기대

편리성등)을고려한4세대의신호시스템이개발될것으로생각한다. 이시스템은유비쿼터스환

약 40편성의운행횟수

경에서의운영되므로UBTC(Ubiquitous Based Train Control) System이라명명하고자한다. 유

증대기대

비쿼터스환경은주위의모든사물들이(열차포함) 컴퓨팅기능과센서를갖게되고, 유무선네트

약 10%이상의만족도

워크들이통합되어언제어디서나간단하게사용자와사물(단말)들이상호작용할수있는환경을

113편성(90초기준)

유연성및확정성80% 미만 유연성및확정성90% 이상
(NYCT
조사자료근거)

(NYCT
조사자료근거)

증가기대

Life Cycle Cost 및보수유지비

수명비용: 100%

보수유지비: 100%

수명비용: 97.1%

(가치기준100%, 사용년수 35년)

보수유지비: 96.8%

수명비용: 2.9%감소예상

보수유지비: 3.2%감소예상

대체비

자본투자비용및개발/설치비용이비슷한수준으로조사됨
(NYCT
조사자료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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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속도제어기술도 3세대 신호시스템(이동성+안전성+운용기관의 효율성)에 사용자입장(이용의

말한다. 추후이분야에대한개념연구와타교통시스템과의연계등많은연구가추진되어야할
것이다.

개략건설비는㎞당
$2.0millio
으로예상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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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 고속화를 위한 신호보안체계

신선건설에따른경제적부담과기존선구간에서의열차속도향상에따른철도교통의활성
화를위해기존선고속화는이미오래전부터차량을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었다. 시설물의
경우에는자동궤간가변시스템의도입으로국경통과에있어국가간의궤간차에의한열차
운행지연을해결함으로서기존선열차속도향상효과와유사한결과를유출하였다. 신호보
안체계의 경우에는 국가간의 상이한 시스템을 표준화, 현대화한 열차제어시스템(ETCS
이)
2002
년부터상업운행을실행함으로서기관사및기관차의교체에따른시간감소와함께기

백종현|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 선임연구원 (jkbaek@krri.re.kr)
김용규|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장 (ygkm1@krri.re.kr)
류상환|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 책임연구원 (shryu@krri.re.kr)

존선구간에서의열차속도향상에기여하였다. 국내의경우, 기존선고속화를위한신호보안
체계최적화구축방안에대한연구는국내외신호체계분석내용을기본으로국내에설치된
현재의신호설비운영에있어서기존선의속도향상을위한신호시스템의개량또는도입시
고려해야할사항을분석하는것으로, 여객열차와화물열차등성능이다양한열차가혼용운
영되는구간에서고속운행시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는물론단계별, 구간별신호설비의개
량시인접구간으로의설비확장및호환성이우수하며, 설치이후에도시스템의절체시열차
운행지장최소화, 경제적인유지보수및관리, 국산화기술이전이고려된최적의신호보안시
스템구축으로연구의방향이설정되었다. 본논고에서는기존선고속화를위해추진된신호
보안체계최적구축방안에대한주요연구결과를소개한다.

1. 차상신호시스템의필요성
신호보안체계에대한연구는우선적으로기존선선구별속도향상을위한기존신호설비개
선, 고속으로운행될기존선구간의차량안전을위한신호제어설비실용기술개발, 열차제
어설비성능개선을위한통신방식및기존의자동열차정지장치(ATS의기존선고속화시의
)
적용가능성등에대한연구로, 궤도회로, 건널목보안장치, 신호기, 전기선로전환기, 폐색구
간거리, 자동폐색장치, ATS, 연동장치, 전원공급장치및사구간통과장치등의기존선신호
보안설비전반에대해검토하였다. 또한속도향상을위한기존신호보안설비실용화적용연
구를차상신호설비중심으로검토함에따라차량장치와차상신호간의인터페이스기본설
계, 국내의기존선신호인ATS와차상신호간의인터페이스기본설계, 및틸팅차량에장착
할ETCS 차상장치의기본사양등이주요검토항목으로제시되었다.

초기의연구는기존선의속도향상을위해개선해야할신호설비에대한내용으로시설과연
관된분기기, 도로교통과관련된건널목개량방안, 그리고150km/h 이상에서의ATS 시스
템의사용가능성등이분석되었다. 특히ATS 시스템의고속에서의사용여부는많은논란의
대상으로주어짐에따라기존선고속화를위한신호방식, 전세계신호방식기술동향, 고속화
시의신호응동성능평가시험, 지상신호방식의시인성평가, 기존신호방식의성능개선항
목도출, 고속화시의지상/차상통신성능평가, 기존선고속화를위한신호방식모델링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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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선고속화를위한신호방식의개선방안등이추가적인검토항목으로요구되었다. 그결
과, 국외의사례에서160km/h 이상으로운행되는열차의신호보안체계는더이상지상신호

폐색신호기

폐색장치
가변발리스

기를현시하여운행하는지상신호방식이아니라, 지상에서주어진정보가차상에서자동으

선로변제어장치

로연산되어속도를제어하는차상신호방식으로전환됨과동시에안전측면에서 160km/h
이상의열차운행에는반드시차상신호(ATP) 이상의신호시스템을사용할것을규정화하였
음을확인하였다. 국내의지상신호방식인ATS 설비에대한응동성능특성파악및시스템

폐색구간

개선연구및열차의고속화에따른기관사의지상신호기현시오판가능성평가시험등에
서도이러한사항이입증됨에따라기존선고속화시의신호보안체계는차상신호방식을적

고정발리스

용해야한다.

<그림2> 차상신호적용시의ABS 시스템

2) 신호기

차상신호 도입시 기존 신호기의 철거 필요성과 신호기와 차상신호와의 인터페이스 방안
등을검토한결과, 차상신호도입시기존의신호기는Back-Up 신호로사용할수있으며,
차상신호정보공급원으로사용가능함을확인하였다.

역구내

(a) ATS 수신기신호측정

운전취급

(b) 측정파형분석

폐색구간
ATP시스템장비
기존장비

<그림1> ATS 응동특성시험
LEU

계전기랙

ABS

EU

전자연동장
신호기계

분전반

2. 속도향상을위한기존신호설비개량
초기의연구결과에서차상신호시스템의필요성이제시됨에따라후속연구는기존선설비

정보전송장

정보전송장

정보전송장

의개량을최소화하며차상신호시스템을적용할수있는기존신호보안설비실용화적용방
안을검토하였다. 여기서기존신호설비검토는속도와연관된신호설비, 안전에연관된신

<그림3> 차상신호적용시의ABS 시스템

호설비, 안전및속도에연관된신호설비로분류하여궤도회로, 건널목보안장치, 신호기, 전
기선로전환기, 폐색구간거리, 자동폐색장치, ATS, 연동장치, 전원공급장치, 사구간통과장
치등을분석하였다. 분석된일부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3) 궤도회로

기존에사용된궤도회로의활용가능성과안전측동작을위한시험항목에대해검토에따
라궤도회로는속도에무관하지만, 전철화에따라전철화선로용궤도회로로의변경이필
1) 자동폐색장치

요하며, 역구내에서는임펄스(유절연), 역간에는AF 궤도회로(무절연)를사용하여열차검

자동폐색장치(ABS) 및폐색구간의경우에는ABS 특성, 폐색구간거리, 안전성및신뢰성

지를실현할것을제시하였다. 또한새로운궤도회로사용시에는안전측동작을위해사용

이검토됨에따라자동폐색장치는속도에관계없이그대로사용가능하며, 차상신호설치

주파수에대한고조파시험및Pole, Zero 시험을반드시실행해야한다.

시연동장치와발리스간의인터페이스로적용가능함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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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고속선불연속루프와ATS 신호응동시험결과

4) 연동장치

차상신호를 적용시에는 최소한 전기식(계전기식) 이상의 연동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BSP

Loop 명

ACCT

ECCT

ECCT

ACCT

XETU

되었다. 한예로중앙선은전자연동장치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개량의필요성이없는반

LOOP

서울기점(km)

100.600

101.540

101.820

102.821

106.923

면, 장항선의경우에는일부구간의개량필요성에따라가능한전자식으로개량하는것이

오송

시간

14:21

14:20

14:20

14:19

14:16

→

주행속도(km/h)

70

70

70

70

60

천안

차상ATS 응동결과

YY

YY

YY

G

YY

천안

시간

14:23

14:24

14:25

14:25

14:28

적절할것으로예상된다. 신호와궤도의안전관련중요검토요소인분기기의동작을위한
전기선로전환기와연동장치의인터페이스는현재사용중인기존선의NS형전기선로전환
기를기준으로하여안전및속도향상을위한MJ81 전기선로전환기의기존선구간활용

→

주행속도(km/h)

70

105

100

100

85

안에대해검토하였다. 검토기준은유지보수최소화, 기본레일과텅레일의밀착및쇄정

오송

차상ATS 응동결과

G

YY

YY

YY

Y

장치, 소형, 무보수형, 융설장치등에대한사항으로안전측동작을위해서는밀착및쇄정
장치, 융설장치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기존선구간에서사용하는연동장치와
MJ81 전기선로전환기의인터페이스방안및사양이조사됨에따라현재고속선에서사용

3. 신호시스템관련안전설비의분석

중인MJ81 전기선로전환기가3상220V 또는 380V에서동작하는데비해, 기존선구간에
서는단상220V 전원을사용하기때문에관련전력원의확보필요성이요구되었다. 따라

기존선속도향상을위해틸팅열차가사용됨으로서전철화시의신호설비및유지보수요원

서 전력원의 변화없이 기존선 구간에서 MJ81 전기선로전환기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보호를위한방안이안전관련검토대상으로주어졌다. 이는현재사용중인신호설비보호

2005
년부터시작되었으며, 2007년에는시운전시험을실시할예정이다.

방안조사및분석, 기존설비의문제점분석, 전철화에따른공동접지망구성원리및구성
방안, 관련케이블검토및기존설비의최적사용등으로, 검토항목으로는단독접지와공동
접지망구성원리및장단점비교, 기존의단독접지와공동접지인터페이스, 인명및신호기
계실보호를위한공동접지망구성규정(프랑스철도청규정) 등이제시되었다.

4. 차상신호시스템도입
차상신호의도입은기존의지상및차상설비를차상신호설비로개량해야하며, 관련설비의
운영을위한시나리오가작성되어야한다. 주요연구항목으로는차상신호도입에따라검토
해야할사양및인터페이스방안분석, 기존신호와차상신호의인터페이스방안제시, 차상
신호시스템의차상장치와차량간의인터페이스, 차상신호시스템설치시의시스템엔지니어
<그림4> MJ81 전기선로전환기의구성및인터페이스

링사양분석등이연구되었다.

5) 자동열차정지장치

초기의검토에추가하여자동열차정지장치에대한검토는타시스템에서사용하는주파
수와의간섭현상및차상자응동특성등에대한시험이고속선에서실시됨에따라관련
자료를분석하였다. 그결과ATS 시스템은열차속도향상시응동특성에대한신뢰성및
안전성이결여되어있으며, 타주파수와의간섭현상이발생함에따라속도향상시에는사
용하기에부적절함을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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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틸팅차량에서사용할차상신호시스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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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호와차상신호의인터페이스는기존신호를 차상컴퓨터에서활용할 수있도록하
는장치와차상에서기관사가기존신호를현시할수있도록하는장치로분류된다. 첫번째
로기존신호를차상컴퓨터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장치는기존신호와차상신호설치
운영시나리오구성및틸팅차량에적합한신호시스템운영시나리오선정을기본으로차
상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 또는 공사중인 구간에서 기존의 신호를 활용할 수 있는
STM기존신호인터페이스용특수정보전송모듈)에의한ATS
(
시스템활용방안이주어졌
으며, 이는현재기존선구간차상신호설치를위해국내에서개발된 STM을그대로활용
할수있도록검토하였다.
(a) ATP 모드화면

(b) ATS 모드화면

<그림7> 차상신호MMI(Man Machine Interface 운전모드

위와같은일련의연구는연구개발의최종목표인속도향상을위한기존신호설비개량및
교체방안연구에따른안전설비분석에부합하며, 기존선고속화시의열차운행안전을
위해차상신호방식의적용, 운전시격감소에따른선로용량증대, 국산화개발로인한기술
자립기반의구축, 및철도신호설비의운영및유지보수비용절감등을수반하는신호시스
템구축기술확보는물론첨단제어기술을통한철도운영의고도화및선진철도구현, 철
도자원및차량의효율적이용으로철도사업의투자대수익의생산성향상, 철도신호보안
장치기술자립지원을통한수입대체및수출증대효과, 열차운행효율향상및철도수송능
<그림6> STM에의한기존신호시스템운영방안

력극대화로철도수송서비스향상및철도운행제어기술선진화등으로이어질수있는
신호보안체계최적구축방안을실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두번째로차상에서기관사가기존신호를현시할수있도록하는장치는열차의운행에있
어서차상신호장치의운행 정보를기관사에게전달하거나또는기관사에 의해주어진명
령을차량에서 적용할수있도록기관사와 기계의인터페이스(MMI를
) 실현한다. MMI는
“UNISIG Documentation Plan for Class 1”
의정의를기본으로구성되며, MMI의입력으
로사용되는변수에연관된정보는차상신호장치의인터페이스에의해가용성을갖는다는
것을의미하며, MMI의출력으로사용되는변수에연관된정보는열차가운행되는환경에
대해 기관사에게 적절한 열차 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ERTMS/ETCS SRS Class 1에서는 MMI에 적합한 시스템성능이제시되지않음에 따라
MMI를위한필수성능(시간, 안전성)은사용자에의해별개로규정되어야한다. 아래그림
은이러한목적하에국내에서개발된차상신호용MMI를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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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심의교통혼잡과정체를일으키는주요요인들중의하나는최근 10여년사
이의급격한자동차증가때문이라고말할수있다. 도심교통에서자동차의원활한흐름을위
한도로의확보없이자동차의급격한증가를방치한다면교통정체로인한시간적, 경제적낭
비및환경적피해는하루가다르게증가할것이다. 또한현대정보화시대는경제·사회및산
업전반에서물적·인적수송의고속화가요구되며, 더불어교통시스템에도더안전한서비스
와이용자의접근편리성을요구하고있지만도시화의발전속도가가속화됨에따라교통체
증의전일화현상은국가경제활동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위와같이도심의교통체증및정체현상에기인한사회적, 경제적, 환경적문제를해결하기
위한방안으로도심을관통하는자동차용도로를새로건설하는것은많은시간과비용이소
비되기때문에상대적으로건설비용이저렴하고수송율측면에서기존의도심교통시스템에
대한경쟁력으로갖추고있는새로운대중교통수단의확보는반드시필요하다고말할수있
다. 최근철도교통및도시철도교통과관련이있는기관및연구소에서는새로운개념의신
교통시스템에대한연구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일례로도심지에서자가용이용을대체
할수있는소형궤도차량(PRT : Personal Rapit Transit) 시스템이주목을받고있다. PRT
시스템은출발지에서목적지까지무정차운행과승객의요구에의해서차량을배차하는 on
demand 방식을기본개념으로하고있으며전세계적으로실용화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
행되고있다.
본글에서는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국내외개발동향및차량제어를위해필요한차량위치
검지기술과차량운행제어기술에대해서기술한다.

1. 배경
소형궤도 차량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은 1964
년“Individualized Automated Transit in
the City”라는 간행물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1960년대 말 미국정부가 관여한”
Aerospace
Corporati”
o이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분석과기술적이론체계확립을위한연구를시작
n
했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에편승하여미국West Virginia 주립대학은1970
년대에PRT에
서 변형된개념인 GRT(Group Rapid Transit) 시스템을대학캠퍼스와대학주변의 번화가
를연결하는주교통수단으로채용했으며현재까지운용하고있다. 또한미국의벤쳐회사인
“Skyweb Express”
, 영국의Ultra 시스템, 독일의Cabintaxi 시스템등은 1980
년대부터지
금까지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실용화및차량제어기술의개발에활발한노력을투자하고
있다.
소형궤도차량시스템에대한개념은on demand 방식에의한차량관리, 출발지에서목적지
이준호|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선임연구원(jhlee@krri.re.kr)
신경호|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주임연구원(khshin@krri.re.kr)
윤용기|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선임연구원(ykyoon@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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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무정차운행, 완벽한무인운전, 한대의차량당 2-6명의승객, 이라는용어들로요약될
수있다. 이러한용어들에서알수있는것처럼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운영방식과기존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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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스템의운영방식사이에는 많은차이점이있는것을추측할수있다. <표 1>은소형궤도

ST3

차량시스템과기존의열차시스템사이의운영측면에서차이점을보여주고있다.
<표1> 기존열차제어시스템과PRT 시스템의운영측면에서의차이점
ST1

PRT 시스템

기존열차제어시스템

ST4

1. 무인운전에 의한 차량제어 시스템이므로 기
존의 운전자에 의해서 제어되는 열차제어 시
스템을적용하기어렵다
2. 병합 및 분기점에서 선로 전환기가 없기 때
네트워크운행제어
시스템

문에 기존의 지상중심열차진로제어 시스템

2. 선로전환기에의한열차진로제어

을사용할수없다

3. 승객이 열차를 기다리는 운행시나리오

3. 운행시나리오가 기존의 열차 시스템의 시나

ST2

1. 기관사에의한열차운전
<그림1> 네트워크구조

(Schedule base 방식)

리오와다르기때문에PRT 시스템에 적합한

기위한전략이다. 이와관련하여몇몇중요한기술들은이미문헌을통해서보고된바있다.

운행시나리오개발이요구된다(On-demand

본절에서는이들기술들에대해서간단히소개한다.

방식)
궤도가 없는 guidewa에
y 의해서 차량이 지지
차량측위시스템

되므로차량의위치를검지하기위한검지시스

궤도회로에의한열차위치검지

템이필요하다

Guideway 에서운행중인차량의위치를검지하는방법에는크게두가지방식을고려할수

차량의제어를위한제어정보및데이터의전송
무선통신시스템

을 위해서 궤도 또는 지상자를 이용하지 않기

궤도또는지상자를통한정보전송

신뢰성,
유지보수성,
가용성, 안전성
(RAMS)

템이므로 국내에서는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있다. 하나는유도루프(Inductive Loop) 형태와같은기존의열차시스템에서사용되고있는
방식을 응용해서 채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화되고 진보된 기술인 GPS (Global

때문에유무선통신시스템이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실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스

1) 차량의위치검지기술

1. 이미 실용화되어 상업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Positioning System) 또는무선 인식(RF 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두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 기존 열차제어방식 중심으로 대표적 위험

채용하는것이다. 유도루프방식은현재West Virginia 대학의GRT 시스템에채용되어사

기본설계 단계부터 시험운전까지 RAMS 활동

원이제시되어리스크가관리되고있다.

용되고있다. 유도루프방식에 의한차량위치검지원리는guideway 상에설치되어있는

이이루어져야한다.

고주파신호가흐르는교차유도루프의형태(두유도선이균등간격으로서로넓혀졌다합
쳐지는형태)에의존해서안테나를장착한차량이교차유도루프를통과할때넓혀진부분에
서는큰진폭성분의고주파가차상의안테나에유도되고합쳐진부분에서는유도전압이서

2. 위치검지및차량제어기술

로상쇄되어진폭성분이0이되는원리를이용해서열차의위치에따라서진폭이변하는위
치신호를발생시키는것이다.

도심교통의 혼잡과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열차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linehau”
l 방식의역배치가아닌<그림 1>과같은“off-lin
”e방식의역배치에의해서무정차운
전이가능하도록하는소형궤도차량시스템을고려하는것이가능하다. 이와같은소형궤도
차량시스템에서는 선로용량의 증가에따른승차율을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guidewa에서
y
운행중인각차량의평균속도를증가시켜야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차량이
목적지에도착할때까지중간정차가없도록시스템을운영해야하며이에따라서역의배치
는주 guidewa에서벋어난off-line
y
방식으로설계되어야한다. 또한각역들은<그림 1>에
보이는것처럼서로멀지않은거리에위치하도록함으로서승객들의이용접근성으로높이는
네트워크구조를갖도록배치되어야한다.
지금까지기술한PRT 개념을구현하기위해서기술적인측면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
할사항들은guideway 상의차량의현재위치를검지할수있는기술과차량의운행을제어하
36 Korean Rail Technology

반면에GPS 또는RFID 를이용한차량위치검지기술은무선통신에기반을두고있다. <그
림 2>와<그림 3>은차량이다른지역에위치하고있을때GPS 와RFID 기슬을응용한차량
위치검지방식을보여주고있다. GPS 시스템은상업용서비스와군용서비스로구분되어
제공되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시스템에는상업용 서비스가 사용된다. 상업용 서비스를
사용하여차량의위치를검지하는데에는약 10[m의오차특성을가진다.
]
하지만GPS 위성
신호의수신여부에따라위치결정의가용성이종속되므로음영지역에서는RFID
와타코메타
를이용하여GPS의위치검지오차를보정하여연속적인차량의위치를검지한다.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를적용하면상업용GPS의위치검지오
차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다. DGPS 는GPS 시스템과기준이되는위치정보를가지고있
는지상의기지국(Base Station)으로구성되어있다. GPS 시스템의주요오차원으로는GPS
신호의전달지연에기인한오차와GPS 위성의기하학적배치에따른오차로나누어볼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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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GPS는GPS 위성신호에포함된공통적인전달지연오차요인(이온층지연오차, 대류권지

2) 차량제어기술

연오차등)을제거하여위치정확도를향상시키는시스템이다. 즉기지국에서는이미알고있

차량의위치가검지되면 guidewa에서운행중인차량들은특정의운행알고리즘에의해서
y

는기지국의위치와GPS 위성신호의측정치를사용하여현재GPS 위성신호에포함되어있

적절히통제되어야한다. 이러한알고리즘에는일반적으로두차량간의충돌을방지하는충

는측정치오차를계산하여기지국인근의차량에게오차보정정보를전송하면차량은 GPS

돌방지알고리즘, 출발지에서목적지까지무정차운전이가능하게하는운행제어알고리즘,

신호와오차보정정보를사용하여위치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다. RFID 기술만을사용하여

분기점에서안전한분기를유도하는분기점제어알고리즘등이있다. 차량운행제어알고리

차량의위치를정밀하게검지할수있다. RFID기반위치검지방식은RFID TAG과TAG 정

즘들가운데가장잘알려진제어알고리즘은점추종제어개념(point follower concept)과

보를읽어들이는READE로
R 구성된다. 차량이운행되는guidewa에일정간격으로각각자
y

차량추종제어개념(vehicle follower concept)이다. 점추종제어개념은guideway 상에가

신의고유한위치(정보)를가지고있는RFID TAG을설치하고, 차량에READER
를설치하여

상적으로생성된점을차량이추종하도록제어하는개념이다. 점과점사이의간격은시스템

차량이지상의RFID TAG을통과할때TAG 정보를인식하여차량의위치파악이가능하다.

내의차량운전시격과일치한다. 점추종제어방식의자동운전기능은점을추종하는차량과

RFID
기반차량위치검지방식의위치정밀도는guidewa에설치된RFID
y
TAG의설치간격에

점사이의위치오차를최소화하도록차량의속도를제어한다. 반면에차량추종제어개념은

비례하므로설치간격을최소화할수록위치정밀도는향상된다.

시스템내에서차량간의상대위치를자동운전기능에의해서제어하는개념이다. 각차량은
선행차량의정보를 guideway 에 설치 되어있는 임의의 감지기를 통해서받아들이고, 만약
차량간의거리가크면자동운전기능은차량이일정의속도를유지하도록하지만차량간의
간격이좁으면자동운전기능은차량이안전거리를유지하도록속도를조절한다. <표 2>는
두차량운행제어개념에대한비교를보여준다.
<표2> 차량운행제어방식비교
방식

항목

차량간거리유지방식
제어의집중성

안전성

차량간제어통신

점추종제어개념(지상중심)
이동폐색방식

차량추종제어개념(차상중심)
폐색무관

중앙제어에 의한 집중제어(속도 프로파일을 지역하부 시스템에 의한 분산제어(속도 프로
중앙제어시스템에서생성)
안전거리확보를기본제어개념으로한다

차량간제어통신은허용하지않음

파일을차상제어시스템에서개별적으로생성)
차량간의최소간격확보를기본제어개념으
로한다
차량간 통신에 의해서 선두차량의 위치 파악
및운행제어
선행차량과의통신을기반으로병합점을제어

<그림2> GPS 를이용한차량위치검지방식

병합점제어

예약제어개념의적용에의해서병합점제어 하므로 병합점에 진입시, 차량간의 통신 링크
의단순화가능

미확보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대책
필요

시스템의제어관할범위
실용화사례

넓다

좁다

Morgantown PRT system

없음

3. 국내연구개발동향
한국에는PRT 시스템이1990
년대초반에소개되었으며, 그후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개발
과상용화를위해서꾸준한노력이이어져왔다. 한국의PRT 관련연구및사업을주도하는
<그림3> RFID 를이용한차량위치검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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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서PRT Korea, Vectus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등이있다. PRT Korea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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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에연구비를지원하여시뮬레이션모델및추진시스템을시험하기위한40[m] 길이의
직선 시험선을 건설토록 하였지만 현재는 연구비의 부족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상태이다.
Vectus 주식회사는 포스코를 모 회사로 한 벤처회사로서 스웨덴의 웁살라(Uppsala,
Sweden에PRT
)
시험선을건설하려고 노력하고있다. 하지만이렇게미비한국내연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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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6

테마7

테마8

테마9

테마10

한국형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신뢰성예측 및 입증방안 연구

발 상황에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가장 활발한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
구원은차량 당 2-6명의승객을 회전 모터 방식에 의한 추진 시스템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개념설계를끝마쳤다. 연구과제가성공적으로완수될경우네트워
크운행제어알고리즘, 고장에대해서자유로운통신시스템의구축기법, 완전무인운전시
스템, 추진시스템, 비접촉유도급전시스템, 차량시스템등에대한핵심기술을확보하게
될것이다.

본글에서소형궤도차량에대한기본적인개념과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운영을위해서필
수적으로필요한차량위지검지방식및차량운행제어개념들에대해서간단하게소개했다.
소형궤도차량시스템은도심의교통혼잡및정체로발생하는경제적, 사회적, 환경적문제를
해결하기위한대체대중교통수단이될수있는가능성을갖고있으며유럽및미국에서는기
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 특히 영국의 Ultra 시스템은 영국
Heathrow 공항과 주변의 주차장을 연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선정되어
2008
년상업화운전을준비중이다.
이러한세계적인추세에대해서한국에서도보다활발한연구개발및투자, PRT 시스템에대
한이해폭의확대, 신교통시스템에대한적극적인관심등이요구된다.

이재호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책임연구원 (prolee@krri.re.kr)
신덕호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주임연구원 (ducko@krri.re.kr)
이강미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주임연구원 (kmlee246@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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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년건설교통부G7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시작된한국형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은2002
년

교결과를분석하여설계를보완하였다. 또한, 예측치와실제제작된장치의실제고장률오차

부터한국형고속철도열차제어시스템으로개발된자동열차제어장치와전자연동장치에대한

를최소화하기위해하부구성요소단위신뢰성시험을통한MTBF
의입증을수행한다. 열차제

실용화를위해안정화를위한기술개발을수행하고있다. 본글은한국형고속철도열차제어시

어시스템신뢰성확보를위한일련의절차는높은신뢰성을요구하는유사응용분야인원자력,

스템의안정화를위해연구개발된정량적신뢰도목표의만족을위한신뢰도예측과입증사례

항공, 군수, 화학플렌트, 금융등의제어분야에적용이가능하다.

를 소개하여 컴퓨터기반으로 구성되는 열차제어시스템분야의 정량적 신뢰도예측과 입증을
위한절차를제시한다.
국내IT기술의선진적자리매김에따라열차제어분야에서도활발한국산화가진행되고있다.

1) 신뢰도예측

이러한시대적변화에의해국내열차제어분야신규사업뿐만아니라국외신규사업에도국산

신뢰도의예측은기설정된신뢰도목표인하부구성요소별MTBF 100,000시간을만족하도

화된열차제어시스템의실용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하지만, 기존국내열차제어분야에서는

록부품단위 고장률분석을 근거로 시스템의 고장률을예측하는과정으로써, 연차별로수행

전자부품고장률예측지침을근거로신뢰도를예측하여시운전을통해입증하였으나, 전용시

되는설계보완사항을반영하여지속적으로요구사항에대한만족여부를확인한다.

험선이없는국내환경에서열차제어시스템의시운전은대규모인프라와오랜시간이소요되

시스템의신뢰도목표인MTBF 100,000시간을분석해보면, MTBF는평균고장수명(MTTF)

므로, 시스템의예측고장률을하부구성요소단위로입증하기위한연구가다음과같이지속되

과평균수리시간(MTTR의
) 합으로써, MTTF는 고장률의 역수이므로 MTTR은 MTTF에 비

고있다.

해무시할수있는수준의작은값이라고가정할때, MTBF는 MTTF와동일한함수로사용
할수있다. 따라서 MTBF
는열차제어시스템하부구성요소각각의고장률이 1E-6
이하로억
제되어야함을의미한다.
전자부품으로구성된열차제어시스템인자동열차제어장치와전자연동장치는<그림 1>과같

1. 열차제어시스템안정화

은신뢰성관리흐름에따라예측과입증이연차별로반복수행된다.

자동열차제어장치는역과역사이를운행하는열차의제한속도초과를감시하고지리적정보
를수집하여열차의안전한운행을지원하는장치이며, 전자연동장치는역구내에서궤도회로
를통해추적된열차의위치를바탕으로신호기와선로전환기를제어하여열차의진로를제어

1. 고장률감소를위한설계보안
2. 결함허용기법을적용한신뢰
도향상

시작
시스템요구사항분석및
정량적목표수립

신뢰도목표불만족

하는장치이다.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에서는이러한열차제어시스템기술을확보하였으며, 기술확보의입증
을위해자동열차제어장치의경우현재운영중인고속선에서차상장치를시험하였으며, 전자

정량적
신로도목표

단일모츌고장률
MIL-HDBK-2에
17
의한고장률예측

다중계구조신뢰도
Sate Model 또는
신뢰도블럭다이어그램을
통한신뢰도예측

연동장치의경우태백선청령포역에서영업선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운전을수행하였
다. 이러한열차제어시스템기술의확보는향후추진되는신규철도망의건설이나기존고속선
및일반선의개량또는유지보수시에국내기술로개발된시스템의공급이가능하고, 외국시
스템과의경쟁력도상당부분확보된상태이다.
열차제어시스템에서고장이발생하는경우서비스제공의중단으로 인해 대규모 운행지연이
발생할수있으므로, 열차제어시스템의고장을분석하여발생빈도를최소화하고발생된고장

신뢰도목표와비교
정량적산출지의비교

신뢰도목표만족
종료(산출물)
신뢰도예측보고서
신뢰도입증시험절차서
신뢰도입증시험성적서

신뢰도예측의입증
가속수명시험또는
가속스트레스시험에의한
신뢰도예측치입증

<그림1> 열차제어시스템신뢰성관리흐름도

에대해서는기능복귀시간을최소화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자동열차제어장치와전자연동장치의신뢰성을 향상시키기위한연구는각각의장치를결함
허용구조로설계하여단일고장에대하여시스템기능상실이발생하는것을최소화하였으며,

전자부품의고장은 랜덤하게발생하므로확률및통계적 접근방식에따라 신뢰도를예측하

정량적으로는하부구성요소단위평균고장시간(MTBF를
) 100,00시간이상확보하도록개발
0

고입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부품으로 구성된제어시스템의신뢰도를부품의 고장빈도

수명주기전반을관리하였다. 이러한관리를위해열차제어시스템을구성하는장치를부품단

에대한분석을통해함수형태로제시하여, 부품의종류, 사용환경, 제작사등의정보에따라

위로미국방규격에의해고장률을예측하여목표신뢰도와비교하였으며, MTBF예측치의비

고장률을상수화시키는미국방지침인MIL-HDBK-217F를기준으로산출하였다.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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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동열차제어장치의하부구성요소고장률예측결과(25℃기준)
분류

차상장치

지상장치

테마7

테마8

테마9

테마10

열차제어시스템 신뢰성시험은 온도스트레스에 대하여 시스템에 사용된 부품의 설계마진인

표기

구성요소

MTBF(Hour)

CIB

연속수신보드

131,866

FIB

불연속수신보드

115,435

DI

디지털입력보드

121,617

DO

디지털출력보드

107,908

TDSP

지상제어보드

255,814

TXG_AMP

연속송신보드

229,202

TXL_AMP

불연속송신보드

227,972

70℃이하를고려하여신뢰성시험을<그림3>과같은절차를수립하여수행하였다.

하부구성요소단위부품분류및
부품종류별가속계수산출

하부구성요소단위가속계수산출
시험시간의산출

유효수준별시험시간산출

피시험체수량별신뢰수준을
고려한시험시간산출

<표 2> 전자연동장치의하부구성요소 고장률예측결과(25℃기준)
분류
연동논리부(IXL)

표기

구성요소

MTBF(Hour)

IXL_CPU

CPU모듈

219,623

IXL_SCC

시리얼인터페이스모듈

261,730

입력모듈

313,762

IM
현장제어부(TFM)

시험절차서작성

<그림3> 신뢰성시험모델링절차

OM

출력모듈

216,677

PM

선로전환기제어모듈

131,202

온도스트레스를 이용한 열차제어시스템 신뢰성시험을 위해서는 시료의수, 시험기간, 시험

SM

신호기제어모듈

160,262

결과의유효수준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신뢰성시험 모델링 절차에 따라 열차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열차제어장치와 전자연동

2) 신뢰도입증

장치의 하부구성요소단위 시험시간이 시험결과의 유효수준 및 시료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시작품수명의입증방법중가속시험은시작품이동작하는동안작용하는스트레스요인중

같이산출되었다.

장치의수명에 가장 영향이큰 요소들을 선택하여실제운영환경과의 가속계수를 도출하고,
가속계수에의해시험시간을단축시키는방법이다.
열차제어시스템을구성하는전자부품은<그림2>와같이온도에가장민감하게수명이좌우
된다는것을관련논문및문헌을통해확인하고시뮬레이션을통해검증하였다. 온도스트레
스를열차제어시스템신뢰성시험의스트레스요인으로선정하기이전에그림2와같이자동
열차제어장치와전자연동장치의하부구성요소별온도에따른 MTBF
의변화추이를미국방
지침MIL-HDBK-217F를근거로추정하였다.
N2

<그림4> 신뢰성시험시간과유효수준에따른시험시간산출
<그림2> 열차제어시스템하부구성요소의온도에따른 MT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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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자동열자제어장치하부구성요소의신뢰성시험산출표
분류 하부구성
요소
FIB

유효
수준
60%

CIB

60%

DI

60%

차상
장치

DO
TXL_
AMP
지상

TXG_
AMP

장치

TDSP

60%
60%
60%
60%

가속시험시간 Hour(Day)
25℃
n=2

n=4

60℃

65℃

70℃

n=2

n=4

n=2

n=4

n=2

n=4

52,886 26,443

4,529

2,265

3,206

1,603

2274

1,137

(2,204) (1,102)

(189)

(94)

(134)

(67)

(95)

(48)

60,414 30,207

3,025

1,512

2,035

1,018

1381

691

(2,517)

(1,259)

(126)

(63)

(85)

(43)

(58)

(29)

55,718 27,859

5,426

2,713

3,888

1,944

2789

1,394

(2,322)

(1,161)

(226)

(113)

(162)

(81)

(116)

(58)

49,438 24,719

4,988

2,494

3,616

1,808

2627

1,313

(2,060) (1,030)

(208)

(104)

(151)

(75)

(110)

(55)

104,444 52,222

11,366

5,683

8,263

4,131

6012

3,006

(4,352) (2,176)

(474)

(237)

(345)

(172)

(251)

(125)
2,896

105,008 52,504 10,846

5,423

7,914

3,957

5792

(4,376) (2,188)

(452)

(226)

(330)

(165)

(242)

(121)

117,200 58,600

9,319

4,659

6,529

3,265

4,589

2,295

(4,884) (2,442)

(389)

(194)

(272)

(136)

(191)

(96)

<그림5> 자동열차제어장치공인기관온도시험기및자체제작지그를이용한신뢰성시험실시

<표4> 전자연동장치하부구성요소의신뢰성시험산출표
분류 하부구성 유효
요소
수준

가속시험시간 Hour(Day)
25℃

60℃

65℃

70℃

n=2

n=4

n=2

n=4

n=2

n=4

n=2

54,711

n=4

연동 연동처리 60%
논리부 모듈

27,356

3,785

1,892

2,499

1,249

1,637

819

(2,280) (1,140)

(158)

(79)

(104)

(52)

(68)

(34)

입력모듈

143,749 71,874

10,788

5,394

7,176

3,588

4,748

2,374

(5,990) (2,995)

(450)

(225)

(299)

(150)

(198)

(99)

99,270 49,635

7,283

3,641

4,890

2,445

3,265

1,632

(4,136) (2,068)

(304)

(152)

(204)

(102)

(136)

(68)

60,110 30,055

3,442

1,721

2,256

1,128

1,482

741

(2,505) (1,252)

(144)

(72)

(94)

(47)

(62)

(31)

열차제어시스템안정화기술은전자부품으로구성된제어기를사용하여높은신뢰도가요구

73,423

36,712

4,551

2,276

2,977

1,488

1,940

970

(3,060) (1,530)

(190)

(95)

(124)

(62)

(81)

(41)

되는제어를수행하는원자력, 항공, 화학플렌트등의분야에대하여개발수명주기별로신뢰

(IM)
출력모듈
(OM)

60%
60%

연장
제어 선로전환기 60%
모듈 제어모듈(PM)
신호기
제어모듈(SM)

60%

<그림6> 전자연동장치공인시험기관온도시험기및자체제작지그를사용하여신뢰성시험실시

차제어시스템개발을위해폭넓게적용될것이다.

도를정량적으로관리하는데활용할수있다. 또한, 하부구성요소단위신뢰성시험을통합예
측신뢰도의입증방법으로열차제어분야기존설비의잔존수명평가를수행하면, 장치별내구

3) 전문기관신뢰성시험

연안할당의적정성, 사용중인시스템의현재신뢰도를평가하여운영및유지보수의효율성

<표3> 및<표4>와같이산출된신뢰성시험시간을기준으로자동열차제어장치DO모듈과전

을극대화할수있다.

자연동장치OM에대하여<그림5> 및<그림 6>과같이각각공인시험기관에서시험을수행

개발이완료된열차제어시스템은시험·평가한후 실용화를 목표로하여, 개발된 시스템이

하였다.

적용된고속전철및일반전철은내수시장과수출시장에진출하여경쟁력을높일수있도

자동열차제어장치DO모듈의신뢰성시험은4개의피시험체가 65℃에서소프트웨어의검증

록한다. 본연구는기술개발의초기단계부터산·학·연이공동으로참여하였으며, 개발후

을 포함하는테스트지그에의해 1,80시
4 간이상정상동작을확인하여예측MTBF 107,908

에도협력업체로기술을전수하는방법을채택하기때문에기업군별기술보호와기술파급

시간을입증하였으며, 동일피시험체수량과시험환경에대하여전자연동장치 OM은 2,445

이라는두가지목적을동시에획득할수있다. 열차제어시스템의실용화방안은두단계로

시간이상정상동작을확인하여예측MTBF 216,677시간을입증하였다.

나눌수있으며, 1단계에서는국내외일반철도와도시철도는물론향후건설되는고속철도를

신뢰성시험에의한예측MTBF
의입증방안이시험을통해증명됨에따라, 자동열차제어장치

활용대상으로하고있다. 2단계에서는높은신뢰도를갖는열차제어시스템의핵심기술인결

와전자연동장치를구성하는나머지하부구성요소에대한시험도공인시험기관및자체시험

함허용설계기법을철도분야뿐만아니라항공, 원자력등의안전필수응용분야의핵심부분

을위해수행될예정이며, 개발과정에서의시제품신뢰성시험을통해보다신뢰할수있는열

에진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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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장치와 KTXATC 장
치간의
인터페이스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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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ATP) 시스템 구축은 경부·호남선을 포
함한 기존선 운행구간의 열차운전체계를
기존의지상신호방식에서첨단컴퓨터및

- 경부고속철도차상ATC 시스템기술
검토
- ATP 차상시스템기술검토

1) 연구의필요성

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상신호방식으로 개

○KTX 내의타 장치와의인터페이스방

열차제어시스템은 철도에서 승객과 화물

량하는 사업으로 현재1단계 우선설치 구

안검토

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송하기 위한 목

간의 성능검증이 완료되고, 확장설치가

- ATC 장치와ATP 장치간의인터페이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주요 간선에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차상신호시스템 구

설치된 ATS(Automatic Train Stop) 장

축사업은전국적으로일제히도입되지않

치는차량에설치된차상자에서선로위에

고노선별로단계적으로도입되기때문에

지상자가설치된지점에서다음지상자까

동일 노선에서도 서로 상이한 복수의 열

지의구간열차운행제한속도정보를수신

차제어시스템의운영이불가피하다. 운행

하여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취

중인 차량의 경우에도 구간별로 상이한

○불연속정보기능확보방안검토

하기때문에비효율적인열차운행과지상

열차제어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어야하며

- 절연구간자동처리기능검토

자와 차상자간 응동 최고속도의 제한 때

정상적인열차운행에지장을주지않아야

- 판토그래프하강자동기능유지검토

문에기존선구간의속도향상에대응하기

한다. 따라서ATP 구간에서KTX 열차의

○방식이 서로 상이한 신호설비 경계구

어려운단점이있다.

열차운행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차상신

간에서신호시스템절체방안검토

경부고속철도ATC 시스템은레일을정보

호(ATP시스템과
)
고속철도 ATC 시스템

- 기존선/ 고속선구간진출입시절체

전송의 매체로 이용하는 연속정보전송과

간의 최적의 인터페이스 방안을 구축할

루프케이블을 매체로 이용하는 불연속정

필요가있다.

스방안
- KTX Tacho 장치와 ATP 장치간의
인터페이스방안
- 속도제한장치(TSL와
) ATP 장치간의
인터페이스방안

방안검토

보전송에의한속도지시정보와선로상태
표시정보로 열차를 연속적으로 제어하는

류상환|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책임연구원(shryu@krri.re.kr)

2) 연구개발의목표및내용

부고속철도1단계동대구~부산구간은기

KTX에는열차제어시스템으로ATC 장치

존선을 활용함에 따라 KTX에 기존선 구

가 설치되어 있다. 고속선 구간에서는

간의 ATS 신호설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TVM 430 장치가 열차제어를 담당하고

보완하여 운행하고 있다. ATS 장치의 이

있고, 기존선 구간에서는 ATS 장치가 열

러한 문제점과 KTX의 기존선 운행구간

차제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선

ATP 장치를 KTX에 장착하기 위해 먼저

동대구~부산 구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구간의 신호시스템을 ATS에서 ETCS

기존 KTX에 설치되어 있는 ATC 장치와

한국철도공사는 차상신호시스템(ATP의
)

(ATP)로 개량함에 따라 KTX 차량에

연결되는 장치들과의 인터페이스를 검토

도입을통한신호시스템개량사업을추진

ETCS 장치를추가로설치해야할필요가

할필요가있다. ATC 장치와KTX에설치

하고있다.

있다. 본 연구에서는 ETCS 장치를 KTX

되어있는다른장치들과의인터페이스는

ATP시스템은발리스를통하여선행열차,

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 방

개략적으로<그림1>로표현될수있다.

선로조건등을수신하여차상컴퓨터로운

안에대하여검토하였으며주요연구내용

전곡선을 계산하는 Distance-to-Go 방

은다음과같다.

1) 차상 ATC(TVM430/A와
TSK
) TX와의 인
터페이스현황

<그림 1>에서와같이 ATC는다음과같은
장치들과인터페이스를한다.

식의 시스템으로 안전성 향상 및 시격단
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차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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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설비이다. 경

○노선별열차제어시스템기술검토

- 속도(Tacho) 신호
2006.09+10 49

테마1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테마6-ATP 장치와KTX ATC 장치간의인터페이스방안검토

테마7

테마8

테마9

테마10

- 열차속도제한(TSL) 장치

속도제한이가해지므로ATP ON 되어있
ATESS Rack

- 사건기록계(Event Recorder)

열차속도

Serial link
OBCS

ATC speed control

ATC

isolation switch

Activation relay

는경우 이를 방지하기위하여회로를 추

- 제동(Braking) 시스템

가할필요가있다.
Serial link

- 절연구간(Neutral section) 자동통과

SW_ATC_01

EVENT
RECORDER

를위한장치(VCB 등과의인터페이스)

② ATS를 ON 시킨 상태의 경우(SW-

SW_CG-SP_01
R-NL 01

TSL 장치

LV link

- 차상컴퓨터(OBCS) 장치

LV link

- 기타(+72V DC 전원, 운전자 MMI,

TSL

열차PARAMETER 등등)

I-1

I-3

BRAKING
SYSTEM

이경우에는회로추가가필요없으나, 추

LV link

ATS Isolation switch
SW_ANTS_01

LV link

ATS

의경우와동일하게결선혹은ATS OFF

따라서, ETCS(ATP) 장치를 KTX에 장착
TACHO
signal

하기위해서는위에서검토된인터페이스

후ATS OFF 시키는경우를대비하여위

Activation relay

R-ON-ATS-01

ON-BOARD
TVM430

I-4

I-2

- 30 KPH의속도제한
혹은
- 필요시비상제동명령

PANTO/VCB
I/F

LV link

항목들에 대한 ETCS(ATP) 측면에서의

SOS
TSL

30

인터페이스방안에대한기술적인검토가
<그림1> ATC와타장치들과의인터페이스

필요하다. 본 논고에서는 이 중 열차속도

<그림2> TSL 장치의인터페이스로직

TSL 시스템은 다음 세 가지 운전 규칙의
적용을감시하는역할을한다.
① 속도제어가 동작되지 않을 때, 기관사
는시계운전을하여야한다.
② 동력차만운행할때, 기관사는시계운
전을하여야한다.
③ 기관사는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전기제동만을사용해서는안된다.

구하는장치에 non-failsa한속도제한
fe
값을전달한다.

도제한값을전달한다.
- 3 [km/h] 제한값 : 속도가 3 [km/h]

을 때(기존선에서 ATS의 활성화 또는

이상일 때, TVM 시험, 제동유지

고속선에서 TVM의 활성화) 운전석의

(holding brake) 및세척고주행명령

<<TSL Warning active>>(AL-TSL)

이 금지된다. 속도가 3 [km/h] 이하

표시등의스위치를ON으로한다. 동력

일 때, 인버터는 감소된 주파수를 전

차만 운행할 때, 속도가 30 [km/h] 이

달하고환기스위치는off가된다.

상이면 비상제동 명령과 회로차단기

- 30 [km/h] 제한값: 속도가30 [km/h]

(VCB) 개방으로 열차를 정지시킨다.

이상일때, 운전석에있는두개의문

그 다음 운전석에 있는 AL-TSL 표시

잠금 표시등의 스위치를 off 시키기

등의스위치를 OFF시키고, "SOSTSL"

위한것이다.

SW_ATC_01

②기관사가 30 [km/h] 이하의 속도에서

ATC speed control

ATC

isolation switch

Activation relay

터페이스 하기 위해서는 ATP가 활성화

열차속도

switch를LV logic에추가하여야한다.

TSL 장치

3) 절연구간(neutral section) 통과를 위한 인

SW_CG-SP_01
R-NL 01

터페이스
ATS Isolation switch
SW_ATS_01

ATS
Activation relay

R-ON-ATS-01

가. 검토내용
기존선과 고속선 구간의 전차선 높이가
R-ON-ATP-01
SW_ATP_01
ATP Isolation switch

ATP
Activation relay

- 30 KPH의속도제한
혹은필요시
- 비상제동명령

30

SOS
TSL

<그림3> ATP 장치와TSL 장치간의인터페이스

다. ETCS(ATP) 장치와의인터페이스방안

의 하강을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구

요한지점에불연속정보(Loop Cable) 전
송을위한 지상자를 설치하고, TVM 430
차상장치가 이 정보를 받아 KTX 차량의

○ 열차제어장치관련입력신호

LV Logic과 인터페이스하여 판토그래프

등이 5초 동안 켜진 후 비상제동 명령

- ATS 활성화정보(R_ON_ATS_01)

- TSL 비상제동정보

과 회로 차단기의 개방으로 열차를 정

- ATC 활성화정보(R_NL_01)

- TSL ALARM 정보

지시킨다. 그 다음 운전석에 있는

- V1, V2, V3(Tacho signal)

"SOSTSL" 표시등의스위치를ON으로

○ 열차제어장치관련출력신호
- 30 [km/h] 속도제한정보

다르기때문에KTX 차량에는판토그래프

현되어 있으며, 판토그래프의 하강이 필

표시등의스위치를ON으로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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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SL은 다음 2개의 non-failsa
한fe속

한하고 속도제어가 arming 되지 않았

전기모드로만제동하면AL-TSL 표시
TSL은 이러한 세 가지의 운전 규칙을 요

결론적으로, ATP 장치와 TSL 장치를 인

Activation신호 및 ATP isolation
나. 검토내용
① TSL은열차의속도를30 [km/h]로제

가. TSL 장치의목적

지하기위한회로를추가한다.

지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ATP

구간자동통과를위한인터페이스에대한

2) 열차속도제한(TSL) 장치와의인터페이스

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의 속도제한을 방

된경우, TSL 장치에의한속도제한을금

제한(TSL)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및 절연

내용만소개하도록한다.

ATS-01 ⇒ON)

○ 인터페이스방안

KTX LV Logic으로구성되어있다.

치가제어를담당하는구간은기존선으로
① ATS를 OFF 시킨 경우(SW-ATS-01
⇒ OFF)

위의 입출력 신호는 <그림 2>와 같이

의하강을제어하고있다. ETCS(ATP) 장

ATS, ATC 모두OFF 인경우30 [Km/h]

서 전차선의 높이가 동일한 구간이다. 따
라서 판토그래프의 상승 및 하강을 제어
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ETCS(ATP)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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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며, 최
종적으로는KTX가기존선구간을운행하

I/F RACK

Traction current reduction command

CRET_ATP

OV
To CODER 1

E
T
C
S

는데있어서의안전을확보하는데기여할
것으로판단된다.

To CODER 2

+V
Re-read Input
Circuit breaker opening command

CODJ_ATP

테마1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테마6 테마7-KORAIL 차상신호(ATP)구축사업의 RAMS활동및평가

테마8

테마9

테마10

KORAI
L 차상신호( AT P시스템
)
구축 사업의 R A M활동
S 및 평가

OV
To R_VCB_C1_01
To R_VCB_C2_01

+V
Re-read Input

Circuit breaker closing command

CFDJT_ATP

+V

4. 용어및약어

OV
To R_CO_VCB_01

○ETCS(European Train Control

To R_CO_VCB_02

System) : 유럽표준열차제어시스템

Re-read Input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
열차자동보호

<그림4> 절연구간자동통과를위한인터페이스신호

○TVM 430(Track Voir Machine) : 고
속선의열차제어시스템

에서는 구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절연

신호를도출하였다.

구간은 기존선 구간에도 존재하므로 이
구간의 자동 통과를 위한 알고리즘의 구
현이필요하다.

나. 절연구간 자동 통과를 위한 ETCS 장
치와의인터페이스신호

절연구간통과를위한알고리즘은지상에

절연구간 자동 통과를 위해 ETCS 장치

설치된 지상자 및 차상에 설치된 열차제

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본적인 신호

어장치들의 알고리즘에 따라 각각 다른

는 <그림4>와같이정리될수있다.

특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절연구간 통과

한장치로서KTX에장착되어있다.
○LV(Low Voltage) : 저전압, +72V의
차량밧데리전원으로제어되는회로
○OBCS(On Board Computer System)
: 차상컴퓨터장치
○절연구간(Neutral Section) : 전기적인
특성상 서로 다른 전기와 접속할 경우
두 전기 사이에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를 위해서는 주행한 거리에 따라 필요한

절연체(FRP로
) 절연시켜야 되는 구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리측정은
tachomet에서제공된신호들로실행된
ry

○TSL(Train Speed Limit) : 열차속도제

3. 결론및기대효과

간

다. ±1.5% 이상의tachometry 정확성(바
퀴 마모, 측정 불확실)이 있어야 하며, 계

본 연구에서는 ATP 구간에서 KTX 열차

산되는거리는 ±2% 이상의오류를발생

의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

시켜서는 안된다. 본 기술검토에서는

상신호(ATP시스템과
)
고속철도 ATC 시

ETCS의 절연구간 자동 통과 알고리즘을

스템간의최적의인터페이스방안에대하

구현하기위하여KTX에서기존에수행되

여검토를하였다. 비록본논고에서는일

고 있는 판토그래프의 하강제어 및 절연

부의 내용만 다루었지만, 연구의 결과로

구간 자동 통과 알고리즘에 대하여 검토

제시된전체적인인터페이스방안은향후

하고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ATP 신호시스템 구축 시 고속차량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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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후반부터국내열차제어분야는국내전자기술발전에따라기존외국기술의학습위주환
경에서벗어나선진적기술을선도하기위한기술개발에주력하였다. 그결과, 전자연동장치를비롯
한 핵심장치의 국산화 성공을 시작으로많은제어장치의기술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외국으로의
진출및국내신규사업에서의국외장치와의경쟁등눈부신결실을거두었다. 그러나, 열차제어분야
는선진국과의기술경쟁에서국산시스템의경쟁력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는분야로시스템의신뢰
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이하RAMS분야가부상하게되었으며,
)
선진국에비해뒤늦게시작
한열차제어시스템 RAMS
에대한연구는 200년
1 구철도청의“철도신호제품에대한신뢰성과안전
성검증기준제정연구”
를시작으로가속화되었다.
본글에서는국내열차제어시스템분야에서 RAMS
활동을수행하고있는프로젝트인KORAIL 차상
신호(ATP시스템
)
구축사업(이하“ATP사업”
)을 대상으로운영기관이요구한 RAMS
요구사항및요
구사항만족을위해연구된내용들을소개하고자한다.

1. ATP사업RAMS
목표및범위
ATP사업의RAMS
목표는운영기관에의해<표1>과같이정량적으로제시되었다.
<표1> ATP사업의 RAMS목표
구 분
신뢰도

요구사항
비상제동관련MTBF 15년(102,00시간)
0
상용제동관련MTBF 2년(13,60시
0 간)

유지보수도
가용도

MTTR 2시간이내
비상제동 99.998%
상용제동 99.988%

안전성

안전이확보되어야한다.
사고관련위험측고장의발생빈도는 SIL4

* MTBF : Mean Time Between Failure(평균고장시간), MTTR : Mean Time To Repair(평균수리시간)
<그림1> ATP시스템의구성도(KTX차량기준)

SIL : Safety Integrity Level(안전무결성레벨)

<표 1>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가설명으로써, 운영조건은 1년을 340일, 1일을 20시간으로 환산하며,

2. RAM활동

MTTR
은시스템이자기검사에의해결함검출부터기능복귀까지(보고시간및예비품의배송시간을
제외)를의미한다.
ATP사업의범위로써는총4차종(디젤전기기관차, 디젤동차, 전기기관차, KTX)에421량의차상제어

<표1>과같이정량적으로제시된 RAM목표의만족을달성하기위해예측과입증의두가지단계로
RAM활동을수행한다.

장치가설치되며, 경부선, 호남선포함KTX가운행되는구간총 758.6Km
에설치된다.
차상장치와지상장치로구성된 ATP시스템의 구성은 차종별로 약간의 차이는있으나일반적으로
<그림1>과같다.

1) RAM예측
RAM예측은시스템수명주기의제작또는설치단계이전에수행되어, 제작하려는시스템의정량적
RAM예측치가 목표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도면의승인이전에<표 2>와같은시스템신뢰도예측보고서가완료되었다. RAM예측보고서에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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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전기기관차, 디젤동차, KTX, 전기기관차각각에대하여인터페이스를포함한정량적평균고장시

MTTR은 <표2>의 하부구성요소별 고장률과 하부구성요소의 현장교체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간(MTBF이산출되었다.
)

MTTR의정량적평가를위한기준인미국방규격MIL-HDBK-4를근거로산출하였다.
72

<표2> ATP차상장치신뢰도예측데이터(KTX차량의일부)

<표3> ATP차상장치 RAM예측결과예제(KTX차량)

순번

RBD분류

수량

하부요소

제작사

기호

YK

λSPK

1.00E-09

가정

기계류

DEUTA-WERKE λMMI

9.26E-06

근거13

-

λJRU

8.62E-06

근거20

-

λDXK

1.25E-06

근거11

-

1

Loud Speaker

1

-

2

MMI

1

-

3

RU/JRU

1

-

4

DX-K

1

-

BT

5

DX-K I/F

1

FAIVELEY

7

DX-L

DX-L I/F

1

1

2

VCU For STM

1

유지보수도
가용도

RAM 예측치

비상제동관련MTBF 15년(102,00시간)
0

비상제동관련MTBF 17년(113,50시간)
9

상용제동관련MTBF 2년(13,60시
0 간)

상용제동관련MTBF 2.52년(17,11시
8 간)

MTTR 2시간이내

MTTR 1.36시간

비상제동 99.998%

상용제동 99.988%

비상제동 99.998%

상용제동 99.992%

N/A

1.00E-09

가정

Vital Relay

BT

N/A

1.00E-09

가정

Vital Relay

ASDR3

MORS SMITT

N/A

1.00E-06

가정

Nonvital Relay

CRR1

MORS SMITT

N/A

1.00E-06

가정

Nonvital Relay

CRR2

MORS SMITT

N/A

1.00E-06

가정

Nonvital Relay

2) RAM입증

COR

MORS SMITT

N/A

1.00E-06

가정

Nonvital Relay

RAM의 입증은 시스템 수명주기에서 설치 및 시운전

CFR

MORS SMITT

N/A

1.00E-06

가정

Nonvital Relay

이후에 수행하는 활동으로써, 정량적 RAM산출의 핵

ARM RELAY

MORS SMITT

N/A

1.00E-06

가정

Nonvital Relay

심요소는부품단위고장률이다. RAM예측에서는부품

λDXKIF

6.00E-06

N/A

-

BT

λDXL

1.25E-06

근거11

-

ATCARM

TJ

N/A

1.00E-09

가정

Vital Relay

ATCDRM

TJ

N/A

1.00E-09

가정

Vital Relay

λDXKIF

2.00E-09

N/A

-

입증을통해RAM목표의달성이검증되어야한다.

N/A

3.31E-06

근거11

-

RAM입증은예측치와실제고장률의차이를감소시키
고, 특히 설계단계의 RAM예측에서 누락된 소프트웨

-

BT

ASIG BOARD

FAIVELEY

N/A

8.33E-06

근거20

-

WIEGAND SENSOR

FAIVELEY

N/A

5.08E-07

근거19

-

λODO

1.21E-05

N/A

λVCUSTM

5.56E-07

근거11

합 계
9

신뢰도

요구사항

BT

합 계

Odometer

구 분

ASDR1

SDU
8

비고

ASDR2

합 계
6

고장률(/hour) 산출근거

-

BT

단위 고장률정보를 바탕으로 하부구성요소단위 RAM
및전체시스템 RAM을계산한다. 하지만 부품단위고
장률은관련규격에의한예측치로써, 예측된고장률은

어의 고장률도 입증을 통해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Hot-Standby

RAM입증은시험을통해수행되는데일반적으로하부

-

구성요소단위 신뢰성시험과 종합시운전시험을 통해
<표 2>의 신뢰도 예측데이터를 통해 KTX차량의 ATP차상장치 신뢰도 블럭다이어그램(RBD :

발생된 고장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량적 시스템 고장률

Reliability Block Diagram)과고장률을<그림2>와같이계산하면그결과는<표 3>과같다.

을평가한다.
ATP사업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시험 및 신뢰성
시험을위하여예비시험, 우선설치구간시험, 확대설치
구간시험을통해지상장치와차종별차상장치를시험
한다. 이러한시운전시발생된고장정보에대하여<그
림 3>과같이분석과확률적통계에의해 RAM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목표치의 달성여부를 입증한다.
ATP시스템의 RAM입증은 현재 확대구간의 지상장치
와기설치된차상장치의고장정보를수집하여분석을
수행하고있다.

<그림2> KTX차량의 ATP차상장치 RBD와고장률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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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사고심각도의등급할당
위험성

등급

치명적인위험

A
(Catastrophic)
중대한위험
(Critical)
중요하지않은
위험(Marginal)
사소한위험
(Insignificant)
신뢰성관련
(Reliability Related)

B

C

D

설명
인명의사망, 시스템의손실또는심각한환경상의피해를
유발하는위험
심각한인명의상해, 직업상의질병및중요한시스템또는

해당사고

3인이상사망

열차충돌
인명사상

1인사망≤x ≺3인사망

환경상의피해를초래하는위험
최소한의상해, 직업상의질병및최소한시스템또는환경상의

열차탈선
비상제동

1인중상≤x≺1 인사망

피해를초래하는위험
최소한의상해, 직업상의질병보다작고, 최소한의시스템및

R

정량적기준

상용제동

1인이하중상

환경상의피해보다작은영향을초래하는위험
인명이나환경상에피해를발생하지않으나경제적손실을

(운행불능)
운행지연

-

동반하는위험

RU오기록

<표5> 사고발생빈도의등급할당
발생빈도

등급

정량적기준

설명

(위험측고장률, 단위시간당발생확률)

빈번한발생(Frequent)

1

수명주기동안빈번하게발생할가능성이있음

1E-3 이상

가능성있는발생(Probable)

2

수명주기동안여러번발생할가능성이있음

1E-4 to 1E-3

수명주기동안가끔발생할가능성이있음

1E-6 to 1E-4

4

수명주기동안한두차례발생할가능성이있음

1E-8 to 1E-6

5

수명주기동안발생가능성은있지만, 발생하지않음

1E-9 to 1E-8

6

발생가능성도희박하며, 절대발생하지않음

종종발생가능(Occasional) 3
발생가능성이미약함
(Remote)
발생가능성이거의없음
(Improbable)
발생가능성이전혀없음
(Incredible)

≤1E-9 이하

<그림4> 리스크평가방식안전성활동절차
<표6> ATP사업의위험도허용수준 매트릭스

3. 안전성활동

ATP사업의안전성활동은철도신호시스템 RAMS
관련 국제규격인 IEC 62278, 62279 및유럽규격
인EN 50129를준수하여수행되고있으며, 독립안전평가기관의안전승인을위한활동의문서화는
영국Network Rail의Yellow Book Issue 3을기준으로하고있다.
안전성활동은사업범위에서발생할수 있는모든 위험원(Hazar에
d) 대하여 위험원의위험도(Risk)

설명

치명적인위험

중대한위험

경미한위험

사소한위험
Undesirable

빈번한발생

Intolerable

Intolerable

Intolerable

가능성있는발생

Intolerable

Intolerable

Undesirable

Tolerable

종종발생가능

Intolerable

Undesirable

Undesirable

Tolerable

발생가능성이미약함

Undesirable

Undesirable

Tolerable

Negligible

발생가능성이거의없음

Tolerable

Tolerable

Negligible

Negligible

발생가능성이전혀없음

Negligible

Negligible

Negligible

Negligible

를허용할수있는수준으로제어하였음을입증하는것으로써, 본 ATP사업에서사용하는방법은위
험도의허용수준을제시하여모든위험원이허용수준범위에존재함을정량적평가를통해입증하는

안전성활동은초기의안전계획수립과안전확보를위한활동의종합보고서인Safety Case가매우중

<그림4>와같은리스크평가방식을사용하였다.

요하다. 안전확보를입증하기위해서는시스템과관련된사건을정의하여초기위험원을설정하고,

위험도의허용수준은위험도를구성하는위험원의발생빈도와사고심각도에대하여철도신호관련

위험원도출및분석을수행한후안전대책에의해모든위험원을허용수준으로제어해야한다. 물론,

RAMS
규격인IEC 62278에서정성적기준을제시하였으며, ATP사업의 RAMS
활동에서는정량적

모든수행과정은관련규격에의해문서화를통해확인이가능해야하며, 운영자로부터의승인이나

인안전성확보를입증하기위해<표 4>와<표 5>의회색으로표시된부분과같이사고심각도와발생

제3의기관으로부터의승인을받아야한다.

빈도의정량적기준을안전계획서에제시하였다. <표4>와<표 5>에제시된정량적기준을바탕으로

ATP사업에서는초기위험원을철도안전법, 영국철도위험원목록, 영국철도위험원체크리스트, 유

ATP사업의안전허용범위를매트릭스로표현하면<표6>의예와같이도출된위험원의위험도가허

럽ERTMS/ETCS(Level 1)안전요건을중심으로분석하였으며, 현재KORAI에
L 적용되고있는보건

용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지않으면안전이확보된것으로판단한다.

및안전규정에서의제시된안전대책을제외하고, 신규설치되는시스템을분석의범위로하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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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6 테마7-KORAIL 차상신호(ATP)구축사업의 RAMS활동및 평가 테마8

테마5

테마9

테마10

1) 안전계획수립
안전목표수립

리스트의허용수준결정

시스템분석

기능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운영시나리오

안전계획의수립은위안전성활동에서제시한위험도의허용수준에대한최종사용자의승인과 ATP
시스템및운영과관련하여분석의범위, 발생할수있는위험원의도출및분석방법, 도출된위험원
의위험도평가방법및완화방법, 위험원목록의관리와위험원제어의입증방법에대하여적용규격
1.시스템사고목록작성

예비위험분석
[PHA]

위험원도출
및분석
[HIA]

기존위험원참조, 리스크의억제
2.시스템위험원목록(사고에가까운Hazard)
가능여부타진안전대책은
3.전체시스템안전요구사항
시스템안전요구사항에활용
4.위험원별리스크

및조직구성, 활동일정을기록하여최종사용자또는최종사용자가위임한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
는다. ATP사업에서는영국의철도시스템안전관리엔지니어링의지침인Yellow Book Issue 3에서

1.하부시스템안전요구사항
2.하부시스템안전대책
3.고장목록
4.시스템위험원목록(원인에가까운Hazard)

위험원도출: What if, FMEA,
HAZOP etc
위험원분석: FTA, FTA

<그림5> 안전성활동의체계

제시하는목차및요구사항에따라안전계획서를작성하였다.

<그림6> 위험원의허용수준제어입증(KTX차량)

2) 안전성세부활동
ATP사업의안전성활동은<그림5>와같은체계에의해수행하였다.

위험원을도출하였다. ATP시스템의위험원은시스템의위험원인구성요소의위험원을도출하여발

3) 위험원목록관리(Safety Case)

생빈도를분석하였으며, 모든사고의원인이 되는 장치의인터페이스와 관련된위험원을도출하여

Safety Case는안전성활동의최종보고서에해당하며, 수행된절차의건전성을입증하기위한자료

발생빈도와심각도를정량적으로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지상장치와차상장치가상호운영되어동

와함께위험원목록(Hazard Log)이포함된다. 위험원목록은<그림6>의예와같이해당인터페이스

작하는시스템운영시나리오를대상으로위험원을도출하고분석하여정량적인위험도를평가하여

또는 운영시나리오와 관련된모든위험원의위험도가 현재허용할 수있는영역으로제어되었음을

허용수준을초과하는위험도는완화를위한안전대책을제시하여허용수준이하로제어하였다.

입증하며, 각각의세부위험원별로<표 7>과같이구체적인위험도평가, 안전대책, 안전대책의주체
등을기록된다. 작성된위험원목록은 ATP시스템의개통후에도관련장치의개량또는유지보수시
에 위험원목록이 갱신되어야 하며, 주변 시스템의변경으로인하여위험원목록에명시된 위험원의
위험도가허용수준을벗어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

RAMS활동은현재국내신호시스템개발활동과관련하여전혀새로운분야가아닌, 현재까지경험

<표7> 위험원목록의예(KTX차량일부)
위험원
ID

위험원설명

최종위험도
F

S

R

사고결과
(영향분석)

KTX차량의
HIF-K 전원입력으로
TX001 인한오동작

5

A

5A

열차충돌

원인

관련장치

관련구성

1.차량의

KTX차상 차상장치구성요소의전원설계

전원계통

장치

이상

TX002

KTX차상 차상장치구성요소및

위험측고장

2.케이블절손

장치

1.BT

완료

2.KI

6

A

6A

열차충돌

인터페이스설계

1.BT

2.보호자재를사용한보강및

2.LG

고정시공

하는활동이다. 또한, 이러한문서화과정에서사용된위험원도출및분석의체계적인수행절차들은
위험원누락으로인한잠재위험원을최소화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
RAMS
활동은시스템의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을정량화시켜객관적인판단의근거로
사용하는만큼, 정량화를위해사용된수행내용의건전성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 RAMS목표, 적

1.특수도구(6각렌치)를사용한체결

3.BT

용기준, 사용방법에대한계획을프로젝트초기에수립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이중요하며, 수
완료

명주기단계별로최종사용자또는최종사용자가위임한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3.입력포트소손

3. VDX/DX내부진단기능

4.TJ

마지막으로, RAMS활동은신규프로젝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로 고속선 2단계 구간인

4.소프트웨어오류

4. 우선및확대설치시시운전시험

5.BT

동대구-부산과같이1단계구간에서적용한시스템을사용하는경우에는물론현재사용중인시스

5. 결선오류

성적서

6.KR

5. 코딩핀을사용한결선오류방지

템의개량, 유지보수, 폐기에도모두적용되어야한다. 이에따른사업초기투입되는시간과비용은

6. 이상발생시경고음에의한

RAMS활동을간과한프로젝트에서발생한사고에따른사회적손실및사고후안전대책보완을위

기관사의수동제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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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해고려되던 품질과안전에 대한고려사항들을 관련기준에 따라문서화
상태

으로차상장치출력설계

1.케이블탈거

1.52E-16)

기타사항

2.동작중전원차단시안전측

EB제어회로의

(발생빈도

1.모든하부장치별전원감시
회로내장

(발생빈도2E-9)

HIF-K

안전대책

한별도의시설구축에소요되는비용에비하면매우작은비용임을상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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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테마6

테마7

테마8-차상검측을이용한신호시스템의유지보수최적운용방안

테마9

테마10

게 증가된 구간을 인력에 의해서만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

차상검측을 이용한 신호시스템의
유지보수 최적운용 방안

은비효율적이다.
이러한이유로유지보수를효율적으로시행함에있어차상검
측이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차상검측의 최종 목
표인자동화진단을구현하기위해서는고장유형의분석기준
및활용지침 등의정립이우선적으로선행되어야한다. 이러
한기준작성시에는지상신호설비에대한다양한패턴의검
측데이터와모델링작업이필요하다. 따라서최대한많은양
의검측데이터를확보하는것이관건이다.
다음장에서는국내외차상검측시스템의현황을분석하고효
율적인 차상검측을 이용한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국내외차상검측시스템현황

<East i의검측데이터흐름도>

최근 프랑스에서는 최신기술에 의해 구축된 종합검측차량
(IRIS 320)이새롭게운행을시작하였다. 20년이상검측데이

최근 준공된 KTX 36호 차상신호검측시스템은 PC1측의 1호

터를수동으로분석하고진단하던것을자동화진단이가능하

차를개조하여고속선의연속/불연속정보, 연속/불연속레벨,

도록시스템을새롭게개선하여구축한것이다.

귀선전류레벨, 보상콘덴서 유무등 차상으로신호를 이상없

이IRIS 320의등장으로기존검측차량(Helene, IES 등)은운

이전송가능하도록설치된궤도회로의기능을확인하기위한

영중단 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JR동일본

목적으로설계되었다. 그러나KTX 36호는IRIS 320과East i

철도에서새로개발된종합검측차량(East i)가운행되고있다.

처럼실시간자동화진단기능은갖추고있지않다. 이것은가

기존922계차량을개조한검측차인Docter yellow와는달리

능한많은검측데이터가확보된이후에고장유형패턴인식작

열차제어시스템이발전함에따라함께발전하는것이있다면,

East i는신칸센라인을검측하기위한전용검측차량으로개

업과병행해서모델링작업이이루어져야구축이가능한기능

차상검측기술의발전이라할수있다. 국외의경우유지보수

발되었으며, 프랑스의IRIS 320과비슷한개념으로설계되어

으로현재는다양한유형의검측데이터를많이확보하는것이

세계적으로 철도신호시스템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끝에

의최적화를위해최신기술을바탕으로한검측시스템개발에

운용중인데, 운행중에어떠한비정상데이터가검측되면동

필요하다.

현재는 무인자동운전이가능한 시스템, 열차상호간 무선통

전념하고있다. 차상검측의목적은지상신호시스템의안정적

시에 신칸센 중앙사령실로 정보가 전송되며, 전송된 정보는

또 다른 차상검측시스템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구축하여

신에의한위치검지및운행정보교환이가능한시스템등프

인 작동여부를 차상에서 정확하게 검측하는데 있다. 동일한

온라인으로연결된서버와연결되어분류화작업이완료된후

2005
년 12월 27일한국철도공사에서가인수한종합검측차량

로그램의 정상기능이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안전운행이 가능

운행조건에서지상신호설비의이상유무를정확히검측할수

에분석결과를유지보수소속의단말기로전송한다. 이와같이

(ROGER 1000K)이있다. ROGER 1000K의신호검측부분은

한 열차제어시스템이 실용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

있다면 유지보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실시간자동화진단이가능해짐에따라유지보수의최적운용

고속선의연속/불연속정보및 레벨, 기존선 구간에서 ATS주

운열차제어시스템운용에있어서의가장중요한부분은바로

된다.

이가능하게되었다.

파수및응동시간검측이가능하다. 그러나귀선전류및보상

시스템안전성의확보라고할수있다. 그러기위해서는지상

열차의 운행속도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속도향상

신호설비와 차상과의 인터페이스를 정확하게 구현하여야 가

에따라선로의용량도증대되고있다. 그리고철도망이증가

현재우리나라신호설비의차상검측시스템은세가지로구분

능하다.

됨에 따라 유지보수를 시행할 구간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

할수있다.

이태훈 | 철도공사 철도연구개발센터 기술연구팀 주임 (leeth74@korail.com)
박기범 | 철도공사 철도연구개발센터 기술연구팀 차장 (pkb6170@korail.com)

1. 철도신호시스템의발전과차상검측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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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유무검측은되지않아고속선유지보수에있어서가
장중요한부분인보상콘덴서의검측은불가능한실정이다.
최초의신호검측차(UNIMOG U1650L)는1998
년9월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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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되어 현재까지 기존선의 다양한 신호설비의 이상유무를

고기존선라인에서의최고속도는130km/이다.
h

검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차량노후로 저속

귀선전류와 보상콘덴서 유무, 연속신호 측선레벨 검측이 가
능하도록성능이향상되었다.

(약20km/h) 운행만가능하여분기1회씩수도권에서만검측
나. KTX 36호의신호시스템측정범위

이이뤄지고있다.
이러한 차상검측시스템은모두 중요한 목적을갖고 있다. 인

- 연속신호레벨및메시지

력에의한유지보수를가장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동화진

- 불연속신호레벨및메시지

단, 검측데이터 수동진단 등의 방법으로 예방적 유지보수를

<East i의검측모습>

시행하는것이바로그것이다.

- 귀선전류
- 보상콘덴서유무

<IRIS 320의전경>

다음은국내외차상검측시스템중신호시스템측정범위에대

- 연속신호측선레벨

한내용을정리하였다.

- 위치및속도

1) 프랑스의차상검측시스템(IRIS 320)

가. 개요
프랑스 철도청(SNCF은
) 320km/h 속도에서 궤도, 전차선,
<East i의신호검측실>

<IRIS 320의내부>

신호및통신시스템을점검하기위해IRIS 320이라는검측차
를 2006
년6월 21일운영을시작하였다. 신호의정확한검측

수를 주목적으로 한다. IRIS 320은 매주 3,500km~5,000
km 또는매년200,000km 검측하고, 매분기의일주일가량
은차량과검측시스템의유지보수를한다.
정상, 긴급또는위험과같이분류한검측자료는80Tb 용량

검측차량대체
- 폐색도약(Phase jump) 루프및EPI 루프: 고속선의TVM
300 및TVM 430 차상신호
- ERTMS : 2007년설치에따른대비

과 20년의 보관 가능한 국가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 GPRS

- ATC 신호
- 비상시사용하는루프코일
- 궤도회로
- 열차번호검지장치
- ATS-P

(General Packet Radio Service)를이용하여전송된다. IRIS
320 검측시스템에서 IT 하드웨어는 측정센서에 연결된 6개

<KTX 36호신호검측시스템설치도>

나. East i의신호시스템측정범위

은 유지보수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예방유지보

- 건널목제어장치
2) 일본의차상검측시스템(East i)

의보조서버와데이터전송속도 4Mb/se로광케이블
c
20km
의근거리통신망(LAN으로연결된1
)
2개의워크스테이션으로

가. 개요

구성된다.

JR동일본철도회사에서는최신기술을이용한신칸센열차의

<KTX 36호신호검측실>

3) 국내의차상검측시스템(KTX 36호)

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모든선로와전기시설물을점검하기

가. 개요

나. IRIS 320의신호시스템측정범위

위한 특별한 검측차량을 개발하였다. East i는 기존의 시험

현재 영업 운영 중인KTX 36호에 고속선 UM71C 궤도회로

- 고속선TVM 차상신호에대한UM71C
궤도회로: 단락전류

열차와 비교해서 더 빠른 속도로 검측이 가능하게 만들었으

의이상유무를검측하여운영및유지보수의효율화를구현

가. 개요

며, Tohoku, Joetsu와Nagano 신칸센라인은10일에한번

하고자300km/h 속도에서측정이가능한차상검측시스템이

종합검측차(ROGER 1000K)는전차선, 궤도, 통신, 신호설비

- 귀선전류레벨: 레일양단간전류의차측정

씩, Yamagata와Akita 신칸센라인은연4회씩각각구분해

구축되어 있다. KTX 36호에 설치된신호검측시스템은고속

에 대한 검측이 가능하다. 이 차량은 이탈리아의 MERMEC

- KVB : 기존선ATP 시스템

서검측을한다. 신호, 전차선, 궤도, 통신설비에대해서측정

선궤도회로의상태를정확히모니터링할수있는기능을갖

에서도입하였으며, 전차선과궤도는MERMEC 제품이고통

- 신호기울기레벨의전압및크기: 기존선에이용, IES 신호

할수있으며, 운행속도는신칸센라인에서최고 275km/이
h

고 있으며, 종합검측차(ROGER 1000K)에서측정할 수없는

신은 미국의 MOTOROL의
A 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

세기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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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의차상검측시스템(ROGER 10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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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신호검측설비는 국내 LS산전에서 구축하여 탑재하였

고있으며궤도회로의기능은열차운행에직접적인영향을미

한국철도공사는KTX 36호에신호설비검측시스템구축을계

으로추진하여, 차상검측을이용한신호시스템유지보수의최

다. ROGER 1000K는 최고속도 170km/h, 운행속도

칠수있는중요한부분으로유지보수에많은인력과시간이

기로고속선궤도회로에 대한 정상기능을확인할수있는차

적운용에노력하고자한다.

160km/이다.
h

투입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수 십년 동안 쌓아온 다양한

상검측시스템을확보하게되었다. 그러나아직까지검측데이

패턴의 검측데이터와 검측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화

터의양이많지않고다양한유형의패턴을가지고있지않다.

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랑스의 철도청인 SNCF
는 프랑

현재우리는고속선유지보수를차상검측을이용하여효율적

- 연속신호레벨및메시지

스의 교통연구원인 INRET와
S 협동연구를 통해 200년
1 부터

으로수행하기위해『고속선궤도회로차상검측시스템분석기

- 불연속신호레벨및메시지

현재까지도지속적으로연구개발하고있다.

준에관한연구』
를수행중에있다. 현재까지는현장궤도회로

나. ROGER 1000K의신호시스템측정범위

- ATS 주파수및응동시간

의선로특성을반영한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으며, 지상에서
의인위적인결함발생시측정데이터와시뮬레이션데이터를
비교하여내부모델링작업을완료한상태이다.

<진단방법의원리>

4. 자동열차방호시스템(ATP)에 대한 차상검측
방향

<ROGER 1000K 전경>

현재한국철도공사는ETCS Level 1의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시스템을 실용화 목적으로 우선설치구간(호남선
송정리~함평간33.2km) 종합시험및시운전을작년7월에완
료했으며, 2007년까지 경부·호남선 등 본 사업구간
(770.7km) 설치및시운전을완료할예정이다. 프랑스의경우
IRIS 320에서프랑스의ATP시스템인KVB에대해서도검측
<결함분류및위치파악을위한모델링기법>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ATP로 상업운행이 시작될
경우발리스의ATP 텔레그램을차상에서검측하여분석할수

<ROGER 1000K 내부>

있는차상검측시스템이반드시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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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F
와INRETS 공동개발한자동화진단프로그램>

분석작업이필요없는자동화진단기법에대한연구를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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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을 이용한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
(Th
e next genera
to
i n Train Con
t rol Sy
s tm
e based on dRa
o
i com mu n icon)
at i
- 일본철도를중심으로-

1. 머리말

이라고도말할수있다. 일본철도에서는열차제어분야에있어서
디지털무선을 기반으로 이용하여 쵸오에트 신간선에서 CARAT

세계최초로개통된철도는 영국의 리버풀맨체스터철도(183년
0)

(Computer And Radio Aided Train Control System)를 개발하

라고일컬어지고있다. 이철도는개통이래에열차대수의증가에

였다. JR동일본에있어서도, 지금까지의지상설비가주체를이루

따라여러가지사고가발생됨에따라이것을방지하기위한각종

던제어방식에대신하여, 정보기술을토대로지상및차상의제어

신호보안설비가발명및도입되어왔다. 그중에서현재신호보안

분담을 기능면에서 배치한 안전하고도 간단한 철도제어시스템

설비의 기본이 되고 있는「공간간격법」
은 1842
년에 발명되었고,

ATACS(Advanced Train 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s

열차의위치를검지하기위한「궤도회로」
는 1872
년에발명되었다.

System
)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ATACS는 지상제어장치가 자

또한역에서의열차진로구성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

율분산시스템으로서기능하고, 지상네트워크로결합되어있으며

한 계전연동장치는 1929
년에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차상장치도 지상과는 별개의 네트워크로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의이러한기술은획기적인것으로서, 철도의안전과효율적인수

지상·차상간에도무선전송로에의해유기적으로결합되어있다.

송에크게공헌하였고, 그결과현재는철도가가장안전하고도정

이러한종류의기술개발은철도시스템에커다란메리트를창출할

확한교통기관으로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의철도가상

가능성을지니고있으므로, 일본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이러

기의기술과설비의축적위에성립된것이라는사실은두말할나

한연구에몰두하고있다. 그중주된것으로는구주각국공동의

위가없다.

ERTMㆍ
S ETCS(European Rail Traffic Management System·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안전대책」
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안전과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과 미국뉴욕지하철의

수송효율을확보해왔으나, 보다나은안전성의확보나새로운서

CBS(Communications Based Signaling), 샌프란시스코연안고속

비스의제공및지하설비에의한제어를위해서는가격절감등이

통근철도의AATC(Advanced Automatic Train Control)가있다.

과제로남아있다. 이와같이현재뿐만아니라장래의 기술동향을
전망하고, 철도제어시스템을원점에서부터재검토하여새로이구
축한다고가정하면어떤모습이될것인가라는 시점에서, 차세대
에적용할새로운시스템을일본에서는개발하고있다.

3. 정보기술을토대로한열차제어

우리나라에서도“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
이라는이름으로CBTCRF방식의 이동폐색(MBS) 설비를 분당선에 시범 설치하여 현재

철도시스템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고찰해보면, 철도제어시스템은

종합시험단계로서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해외에서도 상용화

아래와같이3가지요소기술로구성되어있다.

또는건설중에있다.

(1) 열차위치검지기술: 열차등의위치를검지

본고에서는 일본철도를 중심으로 무선통신을 이용한 열차제어시

(2) 정보전송기술: 그위치를상대방(다른열차나역의진로구성장

스템의개발과정을소개하기로한다.

치및유지보수관계자등)에게전달및수신
(3) 제어기술: 수신한위치에준하여제어(속도제어, 진로제어, 철
길건널목경보제어등)
이는현재에이르기까지변함이없다. 이것은또한열차가궤도위

2. 새로운열차제어시스템

를주행한다고하는철도의본질에변화가없는한은장래에도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철도신호시스템의 개선방

유근수|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기기술단/신호기술팀 운행제어파트장(ksryu@krnetwo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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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검토해보려면검지, 전달, 제어라는세가지관점에서살펴보

고있다. 이러한기술은열차라는교통수단의제어에적합한기술

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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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테마6

4. CARAT, ATACS의사양과요소기술

테마7

테마8

테마9-무선통신을 이용한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

테마10

1 대당 데이터 576bit, 열차제어용으로 360bi를
t 할당하고, 무선
국하나당최대 12열차와의교신을가능한것으로하고있다. 공

두시스템모두차상에있어서의위치검지와보안제어및지상에

간파는LCX보다도부호오류율이높아진다고일컬어지고있으나,

서의 열차추적과연동제어, 그리고그사이를연결하는디지털무

수신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다이버시티수신과 오류증정을

선이라는구도를취하고있다. 차상의보안제어용 계산기는각각

수행하고있으며, CARAT과동등한수준으로하고있다.

페일세이프 컴퓨터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으며, CARAT는 전자연
동장치나 PRIME
으로 실적을 쌓는 데에 반하여, ATACS는 전자
연동장치나디지털ATC 등으로실적을쌓고있다.

5. ATACS에의한열차제어
4.1 위치검지기술

ATAC는
S 종래에지상에서지니고있던열차위치검지기능을차

위치검지는 양 시스템 모두 적산과 지상의 표시위치에서의 보정

상으로 옮겨, 지상에 있는 궤도회로나신호기를폐지하여지상설

을병용하여정확도를확보하고있다. 절대위치검지에 GPS를이

비를최소한으로하는간단한신호시스템으로서, 신호시스템의풀

용하는것도검토되고있으나, 시스템에는포함시키지않고, 지상

모델체인지를목표로하고있다.

의지상자로부터의정보에의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

지상·차상 간은 디지털무선에 의해「정보」
를 상호 전송하는, 종

CARAT
에서는 위치검지에 대해서 기존선과 신간선에서의 데이

래와는전혀다른새로운시스템이다. 이새로운시스템에의한열

터를표시하고있다. 이에의하면 1km를주행했을때, 오차는최

차제어방법을철도제어의3요소로대별하면다음과같다.

대 2m정도가되므로, 활주공전보정을가지는것으로대응가능하
5.2 정보전송

다는견해를보이고있다. 이에반해서 ATACS
로는오차는장기

②선로의 배선변경 등에 따르는 절환공사에 인력과 시간을 요

간의 주행데이터를 통하여 같은 정도로 나타난다는 데이터를 보

5.1 검지(열차위치검지)

현재는 열차의 유치 위치나 진로의 개통상태를 표시하는 신호기

고하고 있다. 더욱이 활주공전보정논리와 더불어 속도발전기를

지금까지의 열차위치검지는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궤도회로」

및선로변에설치한표식등과같은운행에필요한정보를기관사

등의문제가있다.

차륜(車輪)에는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ATC와 동등한 정도의

를기본으로해왔으나,

의시각에의한판단을통해서얻고있다. 이방식은열차의정지

ATACS
에서는 현재의 궤도회로를토대로 하는 복잡한 계전기로

속도발전기를부가한축의제동력을상대적으로약하게줄임으로

①운전시격의단축을실시하는경우, 폐색분할등의변경에의해

위치가 신호기의 설치개소로 명시되어, 인간의 감각과 매치되어

직과 논리제어에 더불어, 범용컴퓨터와 간단한 논리제어에 의해

있다는뛰어난면을지니고있으나, 속도향상이나운전시격의단

이것을수행하고있다.

써활주공전의문제는극복가능한것으로하고있다.

인력과시간및비용을요한다.
②금후에도계속되는증대가예상되는유지보수용차량및기계

4.2 디지털무선기술

한다.

축을 실시하는 경우에 신호기의 현시변경이나 신호기의 이설을

의위치검지가이루어지지않고, 안전은작업관계자의주의력

요하는경우가많고, 이에따라인력과시간및비용을요한다.

에의존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ATACS에서는현재의신호기등

6. ATACS의기능

CARAT
의본격적인현장시험은일본쵸오에츠 신간선을무대로

③궤도회로등의설비유지보수비용이비싸다.

과 더불어 무선통신에 의해 정보를 전송하는 차내신호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무선은LCX방식, 전달속도는8kbps, 전송방

등의문제를안고있다.

되어있다.

식은 포오링컨덴션 방식을 채용하였다. 또한 처리부에 부가하는

ATACS
에서는위와같은문제를고려하여, 열차의위치검지를지

ATACS
의 기능은 열차간격제어기능, 차상위치검지기능, 구내연

오류검출부호와 더불어 전송계나 무선계에서의 오류증정부호와

상이아닌열차에서스스로검지하는차상위치검지방식으로되어

동제어기능, 철도건널목제어기능, 선로폐쇄·유지보수용차량진

정보의반복체크나합리성검정을통하여잔존오류확률을최종적

있다. 여기서는차상에서열차의위치를연속적으로검출하는방

5.3 제어

로제어기능등이있다.

으로는10-1이
3 하로할수있다는전망을기술하고있다.

법으로서차축회전수를적산하는방식을채용하고있으나, 그밖

현재에는 궤도회로에서 검지한 열차위치정보에 토대를 두고, 막

여기서는ATAC의
S 기본기능인열차간격제어기능에대해서기술

한편ATACS 무선은대역폭 6.25kH의디지털내로오방식을채
z

에도인공위성(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이나도플러레

대한지상설비에의해서진로제어및철길건널목의경보·차단제

하였다.

용한공간파를이용하고있다. 데이터전송속도는9.6kbps, 열차

이더등을사용하는방식이있으며현재여러나라에서시험중에

어등을수행하고있으나,

①열차에 무선장치와 컴퓨터를 탑재하고, 위치정보와 주행정보

있다.

①건설비용및유지보수비용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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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상은수 km마다설치되어있는무선기지국에서정보를수신

테마7

테마8

테마9-무선통신을 이용한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

테마10

8. 정리

한다. 거점장치는선행열차위치정보와진로정보로부터후방열
차가주행가능한위치를후방열차에무선으로전달한다.
③후방열차는지상으로부터주어진정지목표점에열차를정지시

무선을 이용한 새로운 열차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CARAT
와ATACS 시스템에대해서소개하였다. ATACS는2001

키기 위한주행속도를 스스로 시시각각 계산하면서 주행한다.

년2월실시된토오호쿠지구의센세키선에서주행시험을통하여

또한그속도를초과한경우에는자동적으로브레이크가 작동

무선을이용한차상주체의열차제어기능에대해서실증되었으며,

된다.

그후지상과차상설비의개발및탑재공사등을실시하고 2003
년

이와같은방식으로전방열차와후방열차사이의적정간격이유

10월부터신석선에서약18개월에걸쳐프로토타입시험을실시하

지되고, 종래의 안전에 기본이 되었던「폐색」
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양호한결과를얻은것으로알려졌다.

열차를안전하게제어할수있게되었다.

무선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열차제어시스템의실용화가일본에

테마1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테마6

테마7

테마8

테마9 테마10-분당선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무선통신안전성검증시험및결과분석

분당선 지능형 열차제어시스템
무선통신 안전성 검증시험 및
결과분석

서진행되고있는것처럼, 우리나라의경우도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서수행중인“도시철도신호시스템표준화”
연구와분당선의“지
능형열차제어시스템 시범설비 구축”
사업, 모두가 무선을 기반으

7. ATACS의전송방식

로하는새로운열차제어시스템을대상으로한것이다. 우리나라
를포함한여러나라에서이미실용화단계에있는무선통신을이

ATAC시
S 스템에있어서의무선전송안전대책을포함하는기본기

용한새로운열차제어시스템의연구개발에많은투자와지대한관

능으로서다음과같은방식을채용하고있다.

심으로철도선진화를이룩하여야할것이다.

①열차와지상간은짧은주기로사이클링을수행하고, 지상과차
상간의Closed Loop를구성하여, 각각의정보에대해서논리
성을체크한다.
②전송정보에 오류 체크코드를 부가하고, 올바른 체크를 Fail
Safe
한처리계에서수행하여잘못된정보를제거한다.
③사이클링은교신주기를지상·차상모두에대해서Fail Safe한
처리계가감시하고, 일정횟수이상의교신두절을검출한경우
에는각각안전측제어로이행한다.
④무선구간의전송에암호·스크램블을채용하여정보의혼신(본
정보와비슷하게가장한유사정보) 등을방지하고있다.
⑤본시스템은무선을사용하는관계로유선전송로에비해서오
류가많이발생한다. 이에대응하기위해서오류정정부호를채
용하고있다. 안전과보안에관한정보에대해서전송부에서는
가공을 행하지 않고 거점장치와 차상제어장치 간의 각각에서
Fail Safe한 구성에 의해 작성한 CRC(Citric Redundancy
Code에
) 의해 정보의 오류를 검정한다. FCS(Forward Check
Sequenc와FEC(Forward
e)
Error Correction)은일반적인통
신기술을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호를 명확하게 구별함으로

강영진| 철도공사 전기기술단 신호제어팀(kang0jin@korail.com)

써안전성을확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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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서는 분당선 일부구간에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방식으로 새

혼신의조건은무선통신이혼신체의영향하에서도시스템의정상적인운행을위한안정적인통신을

로운열차제어시스템의표준화·실용화를위하여“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시범설비구축사업”
을추

수행하는것을확인하였고, 보안의조건은무선구간에서데이터를안전하게전달할수있도록하는

진중에 있으며, 현재 지능형 열차제어시스템(ITCS의
) 무선통신설비는 ISM밴드인 2.4㎓대역에서

암호화가수행되고있는것을확인하는시험으로구성되었다.

IEEE 802.11b DSSS 표준방식으로개발되어현장적용시험을진행하고있다. CBTC방식은열차의위

시험구간에설치된 63개의지상무선통신장치(AP중
) 45개를정상통신용으로사용하였으며, 통신을

치인식을위해기존에사용하는궤도회로를대신하여열차에설치된차상설비가지상정보와검지장

수행하는AP의약 40%에해당하는18개의지상무선통신장치(AP를간섭및혼신원으로사용하였고,
)

치에의해자체적으로위치를인식하고, 무선으로지상설비와양방향통신을함으로써열차의위치추

차상에서는시험데이터Loggin을위해차상무선통신장치(
g
SA를설치하여차량안테나에서차상제
)

적과각종제어정보를주고받게된다. 개방된대역의주파수를사용하는시스템의특성상일반사용자

어장치(VOBC로
) 직결되있는 안테나케이블을 분리하고 중간에 2-Way Spliter를 연결하여 시험용

또는민간통신사업자에의한무선통신의혼신, 재밍, 해킹, 기타노이즈등의일반적우려가높은것

SA와 VOBC
가 RF신호를공유토록하였다.

이사실이며, 향후시스템의확장성, 호환성, 개방성을만족하면서도신뢰도가높은통신품질과안전
성의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발된 무선통신장비의 성능(Packet Loss, Roaming Time, Data
차상안테나

Latenc을확인하고,
y)
무선통신의신뢰성과안전성을검증하기위한절차를마련하여종합시험을시
행하였다.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삼성SDS㈜가합동으로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의무선통신설
비가Interference, Hacking 등의영향하에서도안정적인통신을보장하며데이터의보안을보장할

2-Way
분배기

열차내부

수있는지와열차가최고속도로안전하게제어될수있는지에대한정적·동적시험을시행하고그결
PC

과를분석하여소개하고자한다.

2-Way
분배기

VOBC

SA
차상안테나
연결 Cable

SA
2-Way
분배기

1. 시험환경

실제시험환경

분당선예비시험구간(오리~수내)에서특정구간에혼신체를생성해영향을파악하는정적시험과열차

시험데이터의Loggin을위해설치되어진2-Way
g
Spliter와Cabl은
e RF신호에4dB의감쇄를증가

를직접운행하면서통신상태를확인하는동적시험을포함하여혼신영향하에서의통신지속성을검

시켰다. dB란전력이나음향력의세기를나타내는측정단위로현재값을기준으로하여나타내어지

증하는주파수겹침(Frequency Overlap), 시간겹침(Time Overlap), 공간겹침(Space Overlap), 충분

는데식에따라10λog x=ydB 즉, 소리를x 배로증가시키기위해서는y dB만큼을증가시켜야한다.

한간섭원(Sufficient Interference Energy)시험을시행하였고, 데이터영역에대한정보의보안성으

따라서시험데이터 Loggin을위해사용되어진2-Way
g
Splitter와Cabl에의한
e
4dB의감쇄(-4dB

로무선구간Data
의암호화와유선구간Data
의암호화를확인하였다.

증가)는정상환경에서의신호세기를10 -4/10, 즉0.4배로감소시킨다. 무선통신시험에서차상제어장치
(VOBC의차상무선통신장치
)
(SA로입력되는
)
RF신호의 에너지는정상적인 운행환경에서 입력되는
RF신호에너지에비해 40%만이입력되므로시험결과분석시이를감안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RF
신호에너지가감소할수록Packet Loss가증가하며, 차상무선통신장치(SA의정상적인동작영역에
)
서입력 RF신호에너지의감소율보다Packet Loss의증가율이크다.

2. 종류별시험결과
1) 주파수겹침(Frequency Overlap)시험
<그림 1>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의통신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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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SSID
를갖는지상무선통신장치(AP들이동일채널(1,
)
5, 9번) 및인접채널(3, 7, 11번)을갖도록
설정하여주파수의간섭및혼신의영향을확인하고, 무선통신시스템이중단없이안정적으로열차
를운행하는지시험하였다.
■TC1, TC3 : ITCS AP주위에다른SSID
를가진동일채널로설정된 AP들이존재하도록설정한
경우(채널1, 5, 9)
■TC2, TC4 : ITCS AP주위에다른SSID
를가진인접채널로설정된 AP들이존재하도록설정된
경우(채널3, 7, 11)

Test Setup

Test Case

Test 측정값

Chariot 전송속도차량운행

채널

통신두절 Throughput[Kbps] Packet Loss [%]

시험결과

정상동작시

200Kbps 양방향오리-> 수내

N/A

없음

195Kbps

0.220%

통신양호

TC1

200Kbps 양방향오리-> 수내

1,5,9
번

없음

197Kbps

0.359%

통신양호

TC2

200Kbps 양방향수내-> 오리

3,7,1번
1

없음

194Kbps

1.916%

통신양호

TC3

200Kbps 양방향오리-> 수내

1,5,9
번

없음

196Kbps

0.830%=

통신양호

TC4

200Kbps 양방향수내-> 오리

3,7,1번
1

없음

195Kbps

1.325%

통신양호

생되는간섭및혼선에도통신두절없이안정적으로무선통신을수행하는지시험하였다.

평균

200Kbps 양방향오리<-> 수내

N/A

없음

196Kbps

0.838%

통신양호

■TC1 : ITCS AP주위에동일채널의다른AP가최대부하로통신영역을점유한경우

3) 공간겹침(Space Overlap)시험

오리역플랫폼에임의의지상무선통신장치(AP를설치하여최대부하로무선통신을수행토록하여발
)

■TC2 : ITCS AP주위에인접채널의다른AP가최대부하로통신영역을점유한경우

Test Case

2) 시간겹침(Time Overlap)시험

Test Setup

Test 측정값

(전송속도, 운행방향)

채널

통신두절

Throughput [Kbps]

Packet Loss [%]

시험결과

TC1

200Kbps 가상역2 -> 미금역

1,5,9번

없음

196Kbps

0.738%

통신양호

동시에임의의 AP로시도되는다수차상무선통신장치(SA의접속시도가통신지속에어느정도영향
)

TC2

200Kbps 가상역2 -> 미금역

3,7,1번
1

없음

191Kbps

2.749%

통신양호

을미치는가를확인하기위해 SA에연결된노트북에서지상과최대전송치(약5Mbps로데이터전
)

평균

200Kbps 가상역2 -> 미금역

없음

193.5Kbps

1.743 %

통신양호

송을지속시키고SA(8
대)들이동일AP에접속을시도하도록하여안정된통신이지속되는지여부를
시험하였다.
■TS1 : 임의의다수SA들이통신이수행되고ITCS AP에접속을시도하는경우=> 약3분간408
번접속을시도하여전송능력은약0.5Mbps% 감소함.

Test

Test Setup

Scenario

Test 측정값

(전송속도,시험시간)

TS1

Test 형태

약5Mbps

정지형

2분간정상상태후

(오리역)

통신두절
없음

Throughput [Mbps]

시험결과

비고

정상시5.10 Mbps

통신

혼신원

혼신시4.67 Mbps

양호

(PC8대)

3분간혼신접속시도

4) 충분한간섭원(Sufficient Interference Energy)시험
SA

1

2

3

4

5

6

7

8

전체

직접적으로 무선통신구간에 충분한 크기의 간섭원을 발산하도록 IEEE802.1가
1b사용하는 ISM

접속시도

41회

53회

55회

51회

34회

51회

54회

69회

408회

Band 2.4GHz 주파수와동일한대역의주파수를사용하는 Bluetoo나전자레인지와같은혼신체
th
가발생시키는시험으로Signal Generator를이용하여2.4GH의타장비가발산하는최대출력치로
z
-30dBm/50M으로방출하고,
Hz
이때발생되는간섭및혼선의영향을확인하였다.
■TS1 : AP와같은대역의주파수를방출하는간섭원이주변에서높은출력을발산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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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ase

TS1

테마3

테마4

테마5

테마6

Test Setup
(전송속도, 운행방향)
200Kbps 가상역2 -> 미금역

테마7

테마8

Test 측정값
채널

통신두절 Throughput [Kbps] Packet Loss [%]

AWGN 출력

없음

196Kbps

1.093[%]

테마9 테마10-분당선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무선통신안전성검증시험및결과분석

시험결과

통신양호

-30dBm/50MHz

5) 무선데이터암호화(Data Hacking)시험

무선통신을이용하여데이터에대한해킹이나서브시스템(VOBC, WCU, ATS)에대한해킹을직접
해킹툴을이용해시도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어이의예방을위한 Encapsulat방법들이
ion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지를 시험하였다. Data의 보호를 위해 무선구간에서는 IEEE802.1의
1b표준
암호화체계인WEP Key에의한보안과유선구간에서는Security Device에의해수행되는IPSe에
c
의한암호화가수행된다. WEP(wired equivalent privacy)은유선랜에서제공하는것과유사한수준
의보안및기밀보호를무선랜에제공하기위한Wi-Fi 표준에정의되어있는보안프로토콜이다.
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은 key값으로 128bit code를 사용하는데 Security Device에 의해수행되는
암호화전단계에서WEP key에의한암호화수행을확인한다.
■TC1 : WEP Key가사용된상태에서데이터Capture
■TC2 : WEP Key를사용하지않은경우데이터Capture => Capture된데이터를비교하여암
호화수행여부를확인한다.

6) 유선데이터암호화(System Hacking)시험

시스템의보안모듈에서수행되는 IPse기반의암호화가정상적으로수행되어지고있음을확인하기
c
위한 시험으로 WEP Key에 의한 암호화와 함께 시험하였다. IPSec은 데이터 전송이 인증
(Authenticati과연동되어상호확인되면내부터널모드에의해암호화(Encapsulating
on)
Security
Payload
되어상호간에안전하게데이터를전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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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테마6

테마7

테마8

테마9 테마10-분당선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무선통신안전성검증시험및결과분석

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무선통신설비에대한성능및안전성검증시험을시행하여혼신에대한영향
Test Setup

Test Case

Test

(Security Device)

Tes형태
t

Packet Capture

Tes결과
t

과해킹에대비한암호화를확인하고, 시험결과를분석을통해시험중"의도적으로만들어낸혼신체
가있는환경에서열차가정지하지않고정상적으로통신을수행하며운행을지속"하는것을확인하

TC1

사용

WEP Key + IPSec

정지형(오리역)

붙임Capture

보안양호

TC2

비사용

WEP Key

정지형(오리역)

Capture

보안양호

TC3

사용

IPSec

정지형(오리역)

Capture

보안양호

였다. 열차가정지하기위해서는3초이상의통신두절이발생하여야하는데이번시험을통하여운행
열차가중단없이정상운행함을확인할수있었다.
무선통신시험을통해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의무선통신설비가설치된예비시험구간(오리~수내)에
서Frequency Overlap, Time Overlap, Space Overlap, Sufficient Interference Energy등의혼신
및 간섭에서도 무선통신시스템의 통신성능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해커의
Hackin유선구간,
g(
무선구간)에 대비한 802.11의
b 표준암호화 WEP와국제적으로금융권등 가장
널리사용되고있는암호화규격인IPSe에의한암호화가정상적으로수행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c
이번무선통신시험을통해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의무선통신시스템은정해진범위의혼신과간섭
에대해서2%미만의Packet Loss를나타내며, 통신의두절없이열차운행을지속함으로서시스템의
안정적인운행에영향을주지않음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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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 n d s
해외동향
○ 영국과 일본철도 민영화 비교연구(1)
○ 일본의 자기부상철도개발 현황과 전망

영국과 일본철도
민영화 비교연구(1)

최근 각 국은 도로혼잡과 환경문제 그리고

되어 왔는데 1948
년에 교통법에 의해 국유

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

에이안이채택되었다.

철도수송분담율의 감소등의문제에 대처

화되었다. 1953년 당시 철도영업연장은

적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

대처의 뒤를 이은 1990
년 12월에 메이저총

하기위한여러가지노력을기울이고있다.

30,935km, 수송 분담률은 여객은 인·km

본적인 해결책은 민간 기업들이 경쟁을 통

리가 취임하여 민영화는 1992
년 총선거의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조개혁

기준으로 17%, 화물은 ton·km 기준으로

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철도서비스 질의 향

보수당선거공약으로제시되었다. 보수당은

을 통한 철도부문의 경쟁력향상이다. 구조

42%를차지하였으나민영화직전인 1993/4

상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1992
년 4월9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개혁은상하분리, 민간위탁, 기구축소등여

년에는철도영업연장은16,536km, 수송분

역설하였다.❸

민영화는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러가지모양으로추진되고있지만그중가

담률은 여객 5%, 화물은 6%수준까지 감소

장 획기적인 방안이 철도부문의 민영화이

하였다.❶

이러한적자운영의문제점에대해대처수상

MacGregor 는 1992
년 7월에 민영화에 대

다. 일본은 1987
년에철도부문최초로상하

매출액도 1993/4년 가격으로 1953년에

의보수당정권은철도민영화를1980년대부

한백서를발표하였고, Roger Freeman 은

일체, 지역별민영화방식으로전국을6개지

6,40백
2 만파운드에서 1993/년에는3
4
,645

터검토하여 1992
년에같은당의메이저정

당시의차관으로보좌하였다.❹

역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분할하여 민영

백만 파운드로 1/2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

권에 의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1993

화를추진하였다.

간 영국정부는 1974년 철도법을 제정하여

년철도법에의해민영화가추진되었다. 그

이러한교통부의추진에는재무부의영향력

한편 영국의 경우는 1980대 중반부터 민영

철도의역할을명확히하고, 투자확대를위

리고 1997년에 정권이 보수당에서 노동당

이 크게 작용하였다. 재무부는 민영화방안

화논의를시작하여 1994
년에철도민영화를

한 노력을 기울였고, 1980년대에는 철도영

정권으로 바뀌기 전에 민영화 과정이 거의

으로 한개의회사로 민영화를추진하는 것

단행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상하를 분리하

업에 상업주의를 도입하여 조직을 생산성

완료되었다.

을 제안한 국영철도 측의 반대에도 일축하

고 노선별로 프랜차이즈 하는 방식을 채택

단위로개편하는등효율성향상에노력하였

철도 민영화의 추진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고 상하분리 안을 주장하였다. 이는민영화

하였고, 기능별로민영화를추진하였다.

으나 성과향상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

살펴보면1980년대대처의보수당정부는대

를 보다 쉽게 추진하기 위해서였는데 예를

영국은 2000
년철도사고이후 일본의 상하

다.❷ 이는국영철도의운영으로인한낮은생

중 자본주의라는 이념 하에 그간의 국영공

들면 레일의보수와개량 등에부담이없는

일체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

산성, 부적절한투자, 관리의비효율성, 불규

기업을민영화하는작업을본격적으로추진

민간의 운영회사를 만들고, 운영회사와 인

기된 가운데 정부기능을 강화하고 기능별

칙한재정지원등에기인하였다. 이러한국영

하였다. 그러나 대처는 철도에 대해서는 큰

프라회사의 부채를 탕감해 주어 민간이 쉽

로유기적인협조체제를강조하는방향으로

철도의문제점은영국철도민영화의추진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민영화에 대해

게이를인수할수있도록하였다.

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

경인 1992
년 백서인 New Opportunities

서도크게적극적이지않았다. 1990년에보

메이저 총리의추진에대해하원교통분과

본의 경우도 최근 일부노선에서 상하분리

for Railways」
에서명확하게제시되어있다.

수당의 교통부장관이었던 Cecil Parkinson

위원회의 위원장 보수당의 Robert Adley

방식의철도건설과운영방식이도입되고있

이 백서에서는 영국철도가 그간의 적자를

이민영화안을제출하였으나대처는여론의

반대 등 노동당의 반대가 있었다. 민영화안

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각기 다른

벗어나지못한이유를국영조직으로서의비

비판을 의식하여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

은 겨우 1993
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민영화방식에문제의식을가지고추진된배

효율성이라고밝히면서유인이낮은인센티

였다.

정부는다음총선거전까지민영화를추진하

경과 민영화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

브제도, 자유롭지 못한 영업활동 등으로 시

당시 민영화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는 것으로 민영화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의의견이제기되었는데민간싱크 탱크그

절차에 의해 법안이 발표된 후 4개월 후인

룹인 CPS(Center for Policy Studies)는

1995년 12월에 첫 번째 프랜차이즈 회사가

“Reviving the Railways”라는통해빅토리

탄생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총선거 한 달 전

아 시대의 영국철도의 모습으로 민영화가

인 1997
년4월에마지막프랜차이즈회사가

추진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노선별민영화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인프라회사는 1996

안 을 제안하였다. 초기에 메이저총리는 이

년주식시장에상장되었다.

고자하는데이를통해보다합리적인 민영
화정책의 추진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
로기대된다.

❶Department for Transport (2004),"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2004 Edition”
, p.16,p.60,p.100.
❷1974년의철도법에서는영국철도를국가교통계획안에포함시
키고경제, 사회, 환경적으로필요한교통수단이라는것을명시
하여철도투자확대와여객과화물에대한보조금증대, 부채탕
감등을규정하였으나이의실현은영국국철과교통부의갈등,
도로투자의반대논리로좌절되고말았다. 1980년대의상업주
의의도입으로약간의성과는거두었다. 이러한자세한논의는

1. 영국

Terry Gourvish(2002) "British Rail , 1974-97”
,Oxford
University Press 의1장과4장에자세하게수록되어있다
❸민영화의장점에대해서는 1992년의"New Opportunity for

이용상 | 철도연 철도정책물류연구본부 現 옥스포드대학 교통연구실(yslee@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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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철도는 1820
년 이래 민간에 의해 운영

the Railways”
에자세하게설명되어있다.

1992년에 취임한 교통부장관인 John

안를 선호하였다. 한편 Adam Smith 연구
소는민영화안으로상하분리의개혁안을주
장하였고재무부는 이안을선호해 결국후

❹BBC, 20, Octo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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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추진하는데주축이 된그룹은보

주었다.❻

의 철도운영형태를 비교해 보면, 국유화 직

이데올로기적성향을띤노동조합의반대와

성조차확보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지적하

다. 구체적인 분할, 자산, 채무변제 등의 방

수당과함께민영화에적극적이었던재무관

전인1905
년에민영철도가5,231km 국영철

시기적으로도너무늦어적자규모는계속적

고기업성과공공성의조화라는공사체제에

안마련을위해새로운기구인국철재건감리

료, 매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등

도는 2,562km 였는데 1906
년에는 국영철

으로 증가하였다. 실제로 1974년～1986년

대해근본적인의문을제기하였다.

위원회를만들어추진하도록제안하였다.

이었다. 이론적인 자문 역할을 한 Sir

도는 4,978km, 민영철도는 2,722km
로국

에걸친 13년간에11회의운임인상이있었음

첫째경영에대한국회및정부의규제때문

이러한임시행정조사회의제안을정부가받

영철도위주로변화하였다.

에도 불구하고, 1980년의 경영성적은 당해

에책임감이결여된 안이한경영이되고있

아들여 1983년 국철재건감리위원회가설치

제2차세계대전전인 1944
년까지일본의육

년도에 1조6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다. 아울러 그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

되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검토되었다.

Christoper Foster ❺와당시의교통부장관

2. 일본

인John MacGreor는상하일체는비효율적
이고관료적이라상하분리가합리적이고지

일본경제는 1973
년 오일쇼크 이후 매우 불

상교통기관중에서철도가독점적인위치를

1985
년에는2조 201억엔으로적자폭이2배

에대하여공사는당사자능력이 없고, 직원

국철재건감리위원회는2년이상의조사, 심

역분할의경우도현재영국철도노선은인프

안정한상태로접어들었는데이를회복하기

점하고있었기때문에 이기간중국영철도

이상 증가하였다. 부채의 경우도 민영화되

급여의 자주적인 결정권이 없어, 임금인상

의결과국유철도의분할·민영화를축으로

라의 부족으로 밀도가 높고 공동으로 노선

위해 1975년에 국채를 발행하였다. 국채의

의 경영상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다.

기전년도인 1986
년에차입금 25.4조엔, 건

이외의 다른 근무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등

하는국철개혁에관한의견을내각총리대신

을사용할 수밖에없어 지역분할이나노선

상환기한이다가옴에따라이에부담문제가

1920년부터 1940년까지의 20년간 운임인

설공단채무 5.1조엔, 연금부채 5.0조엔, 경

안이한경영으로일관하여왔다.

에게 제출하였고,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여

분할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표면화되었고, 이에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

상이 한차례도 없었던 것은 이를 반증하고

영안정기금 1.3조엔, 고용대책 비 0.3조엔

두 번째로 국유철도노동자 측도 경영에 대

국유철도개혁을실시하였다.

프랜차이즈 규제기구(OPRAF는
) 프랜차이

운 모델로서 행정, 재정개혁이 중요한 추진

있다. 1949년 국영철도는 공공성의 보장과

등 총 37.조
1 엔의 막대한 장기부채를 안고

한최종책임을국가가지기때문에결코도

국철재건감리위원회의분할·민영화의견에

산할수없다는 공사의제도적특성에안주

대해 기존의 국유철도는 전국의 1개회사로

즈 계약관계를 그리고 ORR은 레일트랙의

과제로 등장하였고 재정의 파탄에 이른 국

아울러기업성의발휘라는관점에서정부전

있었다.❾

독점을규제하는것이라고조직의분리이유

유철도와 함께 여러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액출자의공공기업체인일본국유철도(공사)

일본국유철도의 민영화 추진 방향은 2차임

하여, 수송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빈번

운영하는특수회사를주장하기도하였지만,

를설명하였다.

중점적인개혁의대상이되었다.

로 경영형태가 바뀌었다. 철도의 독점성이

시행정조사회와 국철재건감리위원회가 철

하게 위법노동행위를 하는 등 공사 직원으

정부는이를주장하던국유철도총재를경질

당시 영국철도민영화에는 정치적인 공약과

이에1980년7월17일총선거안정다수를확

유지되었고 전후의 인플레이션의 시기에도

도구조개혁에가장중심적인역할을하였기

로서의 자각, 의무감을 상실하고 있다. 세

하고 국철재건감리위원회와 여당인 자민당

이로 인한 시간적인 제약이 민영화방식을

보해 출범한 자민당 스즈키(鈴木善幸 )내

국유철도의 요금인상은 한 차례도 없었고

때문에 이들 조직의 주장내용을 중심으로

번째로 사업의 독점성으로 경쟁을 통한 서

의찬성으로분할·민영화의주장을수용하

좀 더 추진이용이한방향으로진행하게하

각은행정및 재정개혁을정권 목표로정하

국유철도는 전쟁피해 및 전후 경제회복에

추진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❿

비스향상과 효율성 향상, 서비스 개선은 기

였다.국철재건감리위원회의 국유철도개혁

였다는것이여러면에서발견되고있다. 예

고이를추진하는기구로 1980년8월에행정

크게기여하였다

국유철도민영화추진등은 제2차임시행정조

대할수없다.

에 관한 의견은 대부분 제2차임시행정조사

를 들면 기능별 민영화방식으로 작은 회사

관리청내에임시행정조사회를발족시켰다.

전후10년째인1955
년에국유철도의국내수

사회가 제출한 당시의 민영화안에 대한 노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현행제

위원회의 내용을 수용하고 이를 보다 구체

단위로 매각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판

이어 출범한 제1차임시행정조사회는 주로

송점유율은 여객에서 인·km기준으로

동조합 등의 초기 반대와 실시과정에서 부

도의 보완차원이 아닌 민영화 혹은 그것에

화한것이었다.

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프랜차이즈

향후의 운영방향, 보고서작성 등에 대해 논

55%, 화물에서 톤·km기준으로 52%를 차

분적인 수정이 있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

가까운형태로전환할필요가있고 경쟁원

회사에 적자를 보전하도록 보조금을 주고,

의를하였고, 2차임시행정조사회가공기업

지하였다. 그러나그 후 자동차, 항공, 해운

지와 여론의 지원을 받아 1985
년에는 일본

리가기능할수 있는체제로의전환이시급

장기채무처리방법은새로운사업체가최대

이윤을 남기고 프랜차이즈권을 팔 수 있도

의구조개혁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의 발달에 의해 철도의 점유율은 감소하여

전신·전화공사, 1987년에는 일본국유철도

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아울러 국유철도의

한의 효율적인경영을하는것을전제로 해

록배려하였다. 또한인프라를몇개의회사

한편 수상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도코(土光

민영화 전년도인 1986년에는 여객이

가민영화되었다. 당시 국영방송인 NHK의

관리운영체계는지역의교통수요, 경제수준

서, 단기 수지가 균형이며 또한 장래, 사업

로나누지 않은이유도정부통제하에용이

敏夫)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명예회장은 행

24.7%, 화물이8.4%
수준으로하락하였다.❽

조사에 의하면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은

및요금과는유리된채, 전국을획일적으로

경영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도만으

하게 이를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

정개혁의 4가지항목에 대해 수상의 동의를

경영상황은 1964년에 처음으로 단 년도

12.6%
에불과하였다.

운영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7개

로 장기채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신간

고, 민간이 주식매입에 부담을 주지 않기

받아 내었다. 주요내용은 증세 없는 재정개

300억엔의 영업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이후

그룹으로 지역분할 해 각각을 민영화하는

선을 보유하는 기구는 자산가격을 저가로

위해인프라관리회사의부채도모두탕감해

혁, 중앙과지방의개혁, 국유철도등3개공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1987년 민영화

민영화추진에큰역할을한제2차임시행정

안을제안하였다.

하여 장기 채무를 인수하고, 여객회사는 자

사의개혁등이다.❼

이전까지정부는5년에걸쳐재건책인인원

조사회는1982년7월현재국유철도는전국

구체적으로는분할된회사에대하여정부규

산과 함께 부채를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그

감축, 운임개정, 지방적자선폐지, 채무이자

적으로여객과화물수송확보에공헌을하였

제는사설철도에대한규제수준으로완화하

이외의장기채무등은국유철도용지를최대

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였지만,

으나 엄청난 누적적자를 안고 있어 기업성

고, 국유철도채무 중 분할된 회사가 승계해

한으로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발휘가어렵고공사제도의기본이념인공공

야 할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회사가 합리적

장기채무 등은 국민부담으로 하였다. 잉여

❺Sir Christoper Foster(1994), "The Economics of Rail
Privatisation" CRI (Centre for The Study of Regulated
Industries)
❻이러한사실은Bill Bradshaw(2000)," New Direction for
Britain's Railways" British Railways Privatisation",
McGraw-Hill Company pp.229-241에서도발견되며, 철도
민영화에관여한교수들로부터의인터뷰를통해확인할수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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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개혁배경에는 국유철도의 재정파
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일본의 철도사
업은 1872
년부터 정부와 민간의 합작 형태

변제능력을갖는것을전제로해그원금및

로 운영되었는데, 1906년에 도시철도를 제
외하고 철도가 국유화되었다. 국유화 전후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범위로 하고, 그 외
❼草野厚(1989)＂
,

改革＂,中公新書, pp.46-48.

❾

❽角本良平(1989“
).

改革の

❿草野厚(1989)＂
,

”
.白桃書房 p.60.

土交通省(1996“運輸白書
),
“,p.68.
改革＂,中公新書, pp.46-48.

는 국유철도 청산회사가 처리하도록 하였

再建監理委員

.(1985)."

に

する意見"

2006.09+1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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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영국과일본의철도운영경험비교

직자 모집 등에 의해 가능한 한 직원 수를
감소시키고, 민영화회사 출발 시 여객회사

철도개통 1825년9월27일

에경영에 과중한부담이 되지않도록일부

1825년-1947
년: 민간운영

일본

비고

1872년 10월14일
1872년-1906
년: 민간운영
1906년-1947
년: 국가운영

만을 이적(고용승계)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일정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표 5> 영국과 일본철도의경영적자비교

영국

철도운영 1947년-1994
년: 국가운영

일본:1900
년사설철도법에의해사철운영

1994년-2006
년: 민간운영

이러한과정을통해 1987
년4월국유철도는

1987년-2006
년: 민간운영

일본(B)

B/A당시달러로환산)
(

1985년

1,406 백만파운드

2조 201억엔

4.6

민영화직전

265 백만파운드(1993
년)

1조7,00억
1 엔

20.9

Transport (2004),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2004 Edition",

하일체방식의지역별 분할방식을채택하

하면 114년의민간운영경험을가지고있음

영국

<표4> 영국과일본철도의민영화추진배경비교
영국

전환하여6개의여객회사와1개의화물회사
로 분할되었으며 그 외에도 신간선 철도보

추진배경

일본

- 철도운영의적자

- 철도운영의적자

- 정치적인간섭

- 정치적인간섭

유기구, 일본국철청산사업단, 철도통신(주)

- 1980년대 대처수상이 이끄는 보

비고

일본민영화직전누적적자 37.1조엔(1986
년)

추진과정

도회사및화물철도회사가경영기반의확립

다섯번째운임의경우종전에는 운임의법

앞에서는양국의민영화배경, 과정, 그후의

등 제 조건이정비됨에따라서주식을처분

정제를고수하였으나인가제로전환되었다.

변화를각각설명하였는데여기서는양국의

해, 가능한빠른시일내에민간회사로전환

여섯번째로노동에관련된사항을 보면종

민영화 배경, 과정, 성과 등의 직접적인 비

하도록하였다.

전의 공노법(公勞法)의 적용에서 노동3법의

교를통해양국의민영화의특징을좀더자

세 번째로 업무범위는 종전의 공사보다 확

적용으로전환되어대폭적으로노동에관한

세하게살펴보고자한다.

장하여 철도사업, 철도사업과 연계하는 해

근로자의권한이강화되었다.

운사업과자동차사업, 철도사업용지에설치

정부는 국철재건감리위원회의 의견서에 기

1) 철도운영경험의비교

한 석유파이프라인사업, 위의 사업을 수행

초해 1986
년 관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

민영화이전의양국의철도운영경험을비교

하기 위한 송발전, 전기사업과 기타 부대사

고, 법률안을통과시켰다. 그결과일본국유

해보면영국은 1825
년철도가개통된이래

업, 기타수탁사업이가능하도록하였다.

철도개혁법, 여객철도주식회사및일본화물

로 민간운영경험이약 122년, 일본은 1872

네 번째로 정부규제 면에서 보면 공사형태

주식회사에관한법률, 신간선철도보유기

년 개통된이후초기에민간이철도를 운영

인 국유철도시대에는 예산의 국회의결, 국

구 법, 일본국유철도 청산사업단법, 일본국

하여약 34년의경험이있기는하지만초기

유철도총재의내각임명, 감사위원의운수대

유철도퇴직희망직원 및 일본국유철도청산

부터사설철도가운행되어약 114년의민간

신 임명 등 재정, 인사의 규제와 새로운 노

사업단직원의재취업촉진에관한특별조치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어 철도 민영화에 대

선건설의 인·허가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법, 철도사업법등이제정되었다.

한 학습은충분하게 되어있다고이야기 할

그러나 새로운 민영화안에서는 사업계획의

대폭적으로축소하였다.
88 Korean Rail Technology

영국은 1992년-1994
년까

- 1983년국철재건감리위원회발족

지 2-3년소요

- 1985년국철총재의경질

-1993
년민영화법통과

- 1986년8개민영화법안통과

상하분리의프랜차이즈방식, 기능별

상하일체의지역별분할방식

273백만 파운드의 흑자, 일본의 경우는
6,17억
2 엔의흑자를기록해양국은각각 적
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있다.
한편 철도투자의 경우는 영국은 2004
년의
경우 민영화당시보다는2.19배증가하였고,

민영화방식

일본의 경우는 2000
년에 약 1.54
배 증가하
였다.

<표 7> 민영화성과비교2(경영성적)
영국
경영성적

일본

1993/4

265백만파운드적자

1986

1조7,001 억엔적자

2004/5

273백만파운드흑자

2000

6,172

억엔흑자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 (199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 Department for Transport (200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運輸省
（1987),“

道統計年報”
,

土交通省
（2001),“

道統計年報”
,

<참고문서 >

<영국관련>
Avans, A. W.(2004),Rail Safety and
Rail Privitisation in Britain",

<표 7> 민영화성과비교2(경영성적)

Inaugural Lecture, 16 June2004.
영국

철도투자

일본

BBC, 20, October, 2000

1993/4

2,342
백만파운드(100)

1986

6,555
억엔(100)

Bradshaw.B(2000)," New Direction for

2004/5

5,136
백만파운드(219)

2000

1조 76엔(154)

Britain's Railways" British Railways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 (1995),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 Department for Transport (2005),

Privatisation", McGraw-Hill Company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運輸省
（1987),“

pp.229-241

道統計年報”
,

土交通省
（2001),“

道統計年報”
,

Bradshaw.B(2000),"Integrated

기준으로보면일본이약 4.6배에달하는경

Transport Policy",Ashgate,

타율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시현되었고, 특

영적자, 그리고 민영화직전의 경우는 일본

pp.129~154.

2) 추진배경

히 강한 노조문제가 일본적인 특색이라고

이 약 20배에 달하는 경영적자를 시현하고

양국의철도민영화의추진배경을비교해보

하겠다.

있어 시급성으로 이야기하면 일본이 더욱

면 영국은 철도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한 적

양국의 경영적자를 비교해 보면 1985년을

경영상태가좋지않았다고할수있다.

인가, 대표이사및 감사의 선임·해임의인

3. 양국의철도민영화비교

일본은 1982-198년
7 6년

경영성적의 경우는 영국은 2004
년의 경우

자시현, 일본의 경우도 자율적이기 보다는

수있다.

가는 철도사업법에 기초하여 사철과 같은

수주의로국영기업의민영화추진

- 1982년 임시행정조사회 민영화 소요
제안

약으로추진

추진방식

비고

- 나카소네가 이끄는 자민당의 신보 본격적인 법안 추진 등은

화안을제안
- 1992년민영화를보수당의선거공

- 강한노조

두번째로는출자는정부전액출자로여객철

일본

수당의국영기업의민영화추진
- 1987년Adam Smith 연구소민영

등새로운법인이설치되었다.

수준의 인·허가수준으로 하여 정부간섭를

였다.

<표 6> 영국과일본철도의민영화추진과정비교

기구및국철청산사업단이발족하였다.
첫번째로경영형태면에서특수회사형태로

민영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민영화추진기간이약6년이소요되었고, 상

道統計年報”
,

일본은 34년민간운영이있으나사철을포함

해산되었고 새로운 철도회사, 신간선 보유

은보수당의선거공약으로약 2-3년이소요
되어, 상하분리의 프랜차이즈 방식, 기능별

주) 1파운드는 2.5달러, 1엔은 0.008달러로 계산

運輸省
（1987),“

3) 추진과정및방식

양국의민영화추진과정을비교해보면영국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 (1991),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1991 Edition", Department for

1947년-1987
년: 국영기업
민영화이전영국은 122년의민간운영경험

전원을재취업가능하도록하였다.

영국 (A)

Department for Transport (1991),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1991 Edition",p.3,p.38,p.114,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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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for Transport (1993), "Transport Statistics Great

Cambridge.

Britain, 1993 Edition",p.53,

SRA(2002),(2004)(2005),"National Rail Trend".

Department for Transport (2004), "Transport Statistics Great

SRA(2003)(2004),"Customer Satisfaction Survey".

Britain, 2004

Velde,D.M, Mizutani,F, Preston,J.M,, Hulten. S(1998),"Railway

Edition",p.16,p.17,p.26,p.29,p.30,p.52,p.60,p.101,p.103,p.128,preform
.1
and entrepreneurship: A tale of
46,p.147.

three countries",University of Oxford, Tsu Ref 871,pp.10-11.

Department for Transport (2005) "Transport Statistics Great

Wolmar.C(2001),"Broken Rail”
, AURUM PRESS ,pp.180~201.

Britain, 2005 Edition".(www.dft.gov.uk).

Wolmar.C (2003)," Unlike the UK ,the sun is rising on Japan's

Foster.C(1994), "The Economics of Rail Privatisation" CRI

privatisation",Rail470,

(Centre for The Study of Regulated Industries)

www.christianwolmar.co.uk/articles/rail/470.shtml.

일본의 자기부상철도
개발 현황과 전망

Gourvish.T(2002) "British Rail , 1974-97”
,Oxford University
Press,p.515.
Hall, S(2003),"Beyond Hidden Dangers"Isan Allen,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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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서론

발은 크게 진전되었으며, 초전도 자기부상식 철도에 대
한 실용화의 기반기술이 확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Changes",JRTR2·Dec.2001,
9
p.30.
OPRAF(1997/“Annual
8)
Report”
,SRA(2003/4)"National Rail

야마나시(山梨)실험선에서의 주행시험도 1997
년부터 주

라는종합기술평가를받았다. 이것은국철시대에기술개

Trends".

행이시작된지벌써 10년째를맞이하고있다. 지금까지

발이시작된초전도자기부상식철도시스템이 43년만에

Preston .J.M., Root.A(1999)," Changing Trains" , Ashgate

의8년간, 제1기시험기간과제2기시험기간으로구분하

기술적으로 완성영역에도달되었다는것을인정받게되

,pp.71~74.

여다양한기술개발목표에따라주행시험이순조롭게진

었으며, 매우큰의미를가지는기술평가인것이다.

행되었다.

1990
년당시의운수대신의인가를받은초전도자기부상

2004
년말에는일본철도종합연구소(이하 RTRI와
) JR동

식철도기술개발기본계획은 2005
년부터 2009
년까지5

Oxford TSU, p.102.

해여객철도주식회사(이하JR 동해)가공동으로실시한8

년간 연장되어, 심도 깊은 장기내구성의 검증과 비용저

Railways Act(1993).

년간의기술개발성과에대하여 종합하는작업이 수행되

감, 영업선적용을위한설비사양의검토를실시하게되

Smith,A.S.J(2004), "Essay on Rail Regulation: Analysis of the

었다. 그결과 2005년3월에개최된초전도자기부상식

었다.

British Privatisation Experience" Ph.D Thesis University of

철도실용기술평가위원회(국토교통성주최)에서“기술개

Preston. J.M (2001),"Development of Market Models for
Increased Competition in Railroad Passenger Traffic" ",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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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마나시실험선의 주행실험상황

와는별도로재래방식철도에의응용전개를목표로하는

시험장치를 개발하였다. 앞으로는 이 장치를 활용하여

연구활동에대한대책수립도시작하게되었다.

내후성평가데이터취득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정치시험설비의충실의일환으로지상코일의내구

야마나시실험선에서는장기내구성능검증을위해서시승
을 포함한 고속연속주행시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각종

3.1 지상코일의성능평가기법에대한연구

성을검증하기위한전자가진시험장치를개발하였다. 그

설비의가동데이터도순조롭게축적되고있다. 2005년

지상코일은가이드웨이전선에부설되어있는장기간옥

장치는자기화된초전도자석과서로마주보게설치된지

의성과로서크게주목되는것은 JR동해가개발한고온

외에서사용되는 설비이기때문에 내구성의요구사양이

상코일에임의의전류를통전시키는것에의해코일도체

초전도자석이 처음으로 야마나시실험선의 주행시험에

매우높다. 영업선수준에서는 30년이상안정적으로사

부에주행시와등가의동적분포하중이가해지기 때문에

사용되어 550km/까지의
h
주행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이

용가능한코일의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

보다신뢰도가높은평가가가능하게되었다.

다. 이 고온초전도자석은 Bi계 초전도선재를 적용하여

지상코일 성능평가 기법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상

개발한자석❶을야마나시실험선차량탑재사양으로발전

코일의내구성평가기법을수행하기위해기본적으로생

3.2 초전도자석의성능평가기법에대한연구

시킨것이다. 액체헬륨으로냉각해야만하는 NbT선재
i

각할수있는방법은 <그림 1>에서나타낸 바와같이 ①

초전도자기부상식철도의기간장치인초전도자석에대한

를 사용하는종래의 초전도자석에 비해고온초전도선재

재료특성시험, ②야마나시코일사용상황조사, ③실기

성능평가에 대해서는앞으로도 추진하여야하는 중요한

로초전도자석이될수있다면초전도자석의내부구조의

(實機)코일정치시험등의3가지종류의시험결과를상호

연구테마이다. 초전도자석에는 영업선 사용 15년상당의

신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결국에는 챠량시스템의

반영시켜나가면서종합적인평가를이끌어내는것을목

내구성이 요구되지만, 초전도자석의 내부구조는 전체가

비용저감에큰파급효과가기대되고있다.

표로하고있다.❷

외조(外槽)라고 하는 진공용기내에 수납되어 내부의 보
수가용이하지않으며, 기본적으로고신뢰성설계가되지

내구성검증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초저온에서의 기초현상의 설명,

3. 국립연구소의연구 활동

재료특성시험
(TP)

야마나시실험선을 사용한 자기부상철도의 기술개발도

야마나시코일
사용상황조사

몰드재강도평가법의개발
(누적손상치의검증)

내진성능의 평가기법, 비파괴진단기법의 개발과 신뢰설
계에기여하는요소기술의개발을통하여초전도자석의

제2기까지의시험기간에설정된기술개발목표를계획에
따라달성할수가있었다. 이렇게하여제2기까지의시험

실험코일정치시험

성능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복합부하
시험
(기계부하, 환
경부하, 과전
부하시험)

전자가진시험
(실주행과증
가의속도가
진시험)

내후성시험
(자외선등의
환경부하의
촉진시험)

주행중의 초전도자석은 추진코일과 부상코일로부터 받

기간을종료하고부상식철도의실용화를위한기술개발
이일정의성과를달성함에따라 RTR에
I 서는 2005
년도

3.2.1 내구성검증기법

<그림1> 지상코일내구성능검증체계

는전자력에의해끊임없는진동을받고있다. 이진동환
경에대한초전도자석의내구성능을검증하는것은지금

이후에대해서는국립연구소에서의부상식철도의기초
연구에전념하는체제로이행하였다.

평가항목은 주로 몰드수지(mold 樹脂)의내구성에착안

까지의야마나시실험선에서의주행시험만으로는목표하

앞으로의 연구 활동의 방침은 RTR에
I 서도 실시해온 시

한내용이다. 지상코일의몰드수지는절연재료의기능을

는내용년수를평가하기에는주행실적이부족하다. 그래

스템개발활동에서현행 시스템의주요장치에대한성능

가지면서동시에 리니어모타의추진력과부상력을지지

서주행시험의실적을보완하는수단으로서 기계가진법

평가기술의개발과기본적인현상해석에관한연구에대

하는기계적성능을다갖추어야하지만, 몰드수지의기

에의한가속시험을수행하기위한내구성시험방법을개

하여연구자원을투입하려고한다.

계적 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

발하였다.❸

그밖에도 여기까지의 자기부상철도의 개발에서 배양된

은상황이다. 그래서재료특성시험에는몰드수지의강도

기술을기초로하여위에서서술한자기부상철도의기초

평가의기초가되는 S-N선도(線圖)데이터를얻고, 누적

3.3 차량운동해석에대한연구

손상예측의추정방법에관한기초데이터를취득하였다.

초전도 자기부상식철도에 있어서의 차량운동해석은 유

실기코일의시간경과에따른변화에 대해서는평가데이

도반발식 자기탄력특성의 파악에 더하여 리니어차량의

❶五十嵐基仁ㅤ他: 永久電流高溫超傳導??????
の開? 低?工?誌 Vol.39,
No.12,pp.651~658,2004
❷五十嵐基仁ㅤ他: 永久電流高溫超傳導??????
の開? 低?工?誌 Vol.39,
No.12,pp.651~65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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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취득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하여실기코일을그대로
사용해서환경부하를더하여가속시험이가능한내후성

차체와 대차의 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다. 현행시스템의기본스펙인지상~차상간의공극설정
에있어서도비상시의차량운동해석을기초로 검토되어
지고있다.
야마나시실험선에서는 최대 5량편성까지의 주행실험이
시행되었지만, 영업선에서는 장대편성차량의 운용이 필
요하기 때문에편성이장대화되는경우의 차량운동해석

❸井上明彦他: 超電導磁石の耐久性檢證, RTRI Report, vol.19, No.6,
pp15~18,2005.6

을깊이있게하기위한연구를계속하고있다. 또한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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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역사는 1974
년까지거슬러올라간다. 이러한2방

차체에의한초고속주행에동반한탄성진동의발생이승

부상코일(8字코일)

차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염려되고 있기 때문
에예전부터 사용되고있는 승차감평가기법의 재검토를

식의자기부상식철도의상전도기술을기초로하고있는
만큼기술적으로는용이하다고해도, 실용화에도달하기

초전도코일

까지는 30여년의 기술개발의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

고려한검토를추진하고있다.

와같이상전도방식의자기부상철도는한걸음먼저실용
화단계에들어갔다고생각되어지며, 초전도기술을기초

차량

로하는초전도자기부상식철도는지금까지의기술적완

4. 자기부상시스템의특징
추진코일(전기자코일)

성영역에 도달되었으므로, 향후 하루라도 빨리 실용선

가이드웨이

건설을위한환경이만들어질것을기대하고있다.

<그림2> 기본코일배치

중국상하이시에는독일에서 개발한자기부상식 시스템

또한, 초전도자기부상식철도의기술개발은일부국고보

(Transrap을도입하여푸동국제공항에서상하이시내
id)
를연결하는노선의영업운전을 2004년1월부터시작하

흡인력이 발생한다(안내력이라고 함). 이러한 작용에 의

조금을받아서진행되었음을밝혀둔다.
<그림3> 500km/h속도로부상주행중의상하·좌위변위궤적도
(대차중심점의변위량)

여 약 30km구간을7분에주행하고있다. 또한, 2005년

해주행중의차량은항상가이드웨이의중앙을주행하게

3월에 개업한 리니모의 애칭으로 친숙해진 아이치만국

되는것이다.

박람회의 다리로 활약한 愛知高速交通東部丘陵線은 저

이러한 전자기적인부상력과 안내력은균형점에서의차

속도를보유하고있는한자율적으로계속하여발생하는

속용이지만역시자기부상식철도의하나였다. 이러한2

량의변위에비례하여크게되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

성질이기 때문에 부상주행이 순식간에 불가능하게 된다

개의자기부상시스템은고속, 저속의특징으로나누어지

문에본 시스템의전자탄력계는기본적으로 안정적이면

고말할수없다. 이와같은관점에서다른자기부상시스

지만, 모두상전도자석을이용한흡인식자기부상에의한

서동시에간격에관한제어의필요없는것이최대의특

템이나재래철도에비하여지진에대한주행안전성을자

것이기 때문에 지상~차상의 간격은 8mm이하로 상시

징이다. 실제의주행중에차량을상하, 좌우로부터지지

율적으로가지고있는시스템이라고생각할수있다.

간격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인 것이 초전도자기반발부상

되는 전자탄력특성는 매우 강하며, 동시에 고속이 되면

방식과의큰차이점이다.

될수록안정이되는특성이있다.
<그림 3>에서는500km/의속도로부상주행중에생기
h

5. 맺음말

4.1 초전도자기부상의자율·안정적인부상안내특성

고 있는 대차~지상간의 상하변위와 좌우변위의 궤적도

초전도자기부상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야마나

를나타내고있다. 이그림으로부터예를들어 500km/h

초전도자기부상식 철도의 기술개발은 2005년 3월의 실

시실험선에서 얻어진 주행시험결과를 한가지 소개하고

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더라도 대차중심의 동요는 진폭

용기술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받고, 기술적 관점에서

자한다.

10mm정도의 공간내에 들어가고 있고, 차량은 확실한

는 완성영역에 도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야마나시실

<그림 2>는 초전도자기부상식 시스템의 기본적 구성을

전자력에 의지하면서가이드웨이의중앙을주행하고있

험선에서는 10년째를맞이하는현재에도 남아있는과제

나타내고있다. U자형가이던스의측벽에는리니어모터

다는것을알수있다.❹

로서 보다 나은 장기내구성의 검증을 목적으로, 고속주
행시험등이순조롭게계속되고있다. 이렇게하여 1962

용의추진코일과부상코일이2층으로설치되어있고, 이
것의좌우의 부상코일과차상의초전도자석간의 작용하

만약지진등에의해가이드웨이측벽에큰흔들림이발

년에시작된초전도자기부상식철도의기술개발도 43년

는 전자력에 의해 리니어 차량의 안정된 부상주행이 가

생했을때에도이러한자율적전자탄력특성에의해주행

을경과하여큰산을넘게되었다.

능하게된다.

중의차량과측벽의접촉은쉽게발생되지않는다(근접된

국립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부상식 철도의 기초연구를

측벽으로부터 반발력이 생김). 또한 지진시에 송전이 정

계속해 나가고, 지상코일과 초전도자석 등 주요장치의

지되었을 때에도 부상주행중의 차량의 부상력은 차량이

성능평가기법의개발을위하여연구를지속할것이라고

또한, 서로 마주보는 부상코일끼리는 주행로의 아래를
통하여전기적루프가되도록접속되어있기때문에주행

생각된다. 상하이리니어로서실용화에도달한독일방식

중의 차량(초전도자석)이 좌우 어딘가로 치우치면 루프

의 자기부상식 철도(Transrap는
id)1969년에개발이시

에 전류가 야기되어 차량이 떨어진 측의 부상코일에는

(자료: RTRI Report vol. 20, No.8, 2006.8.)

❹吉岡博他: 山梨??
線車? MXK01の車?運動特性, RTRI Report, vol.12, No.8,

작되었고, 또한 愛知高速交通東部丘陵線의 리니모도 그

pp21~26,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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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시 설 공 단 소 식

철 도 시 설 공 단 소 식

산악자전거 여성 회원들, 철도시설장비사무소견학

장항~군산 철도연결 설명회 개최

대전시 서구 MTB산악자전거)
(
여성동우회 회원들이 9월 11일 한국 고속철도건설의 메카인 철도
공단 시설장비사무소를견학했다. MTB 회원들은자전거를 타고 기지내 약10km 거리에 이르는
철도시설물을 견학했다. 오후에는시설장비사무소홍보관에서철도공단의현재와미래 비전을담

공감대 형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은 홍보동영상을 시청한 뒤, 용접공장을 방문해 국토의 구석구석을 이어주는 장대레일 용접과정

철도공단 충청지역본부는 8월 17일 장항선 군산~장항 간 철도연결

을지켜봤다. 견학을마친MTB 동우회회원은 평소철도를 멀게느꼈는데방문을계기로철도매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산지역발전을위한것으로 강봉균

니아가된것같다며견학소감을밝혔다.

의원, 건설교통부, 군산시장및 시의원, 지역주민, 군산발전포럼관계
자가참여했다.
충청지역본부장은 서해안 개발계획에 따라 지역발전과 수송체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군산과 장항을 잇는 철도연결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했
다. 또한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인 금강하구둑 연안도로시거확보를위
한 성산지하차도 확장(60m) 및 신군산역 진입도로 개설요구에 대해
설명했다. 2006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착수예정으로 추진 중인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물류수송체계 확충을 위한‘군장국
가산업단지 인입철도’
, 전라선~군산선~장항선~경부선을축으로 하는 우회 연계수송망 확충을 위한 군산선‘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을
소개했다. 군산발전포럼은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안을 위한 모임.
철도공단은이번설명회를계기로철도건설공사추진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철도건설사업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한마음 대회
철도공단 영남지역본부는 9월 13일 경주월드에서‘철도건설사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한마음
대회’
를 개최했다. 고속ㆍ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철도공단, 감리단, 시공사간 상생협력을
통해품질확보및 경쟁력을강화하고 파트너십을다지기 위한시간이었다.
10-5공구 현장소장의 상생결의문 낭독과 영남지역본부장의 축하인사를 시작으로 공단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발표하고해결방안과 협력방안 등을도출하기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8개 팀으로 나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축구대회를 실시했으며 우승 트로피는 동반자팀(14감리,
시공사, 협력사)이가져갔다.

설계 용역사 사업책임기술자및 관계자 간담회

철도공단, 경영혁신 동반학습 멘토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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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기술본부는 9월 14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도심통과구간 설계 용역사 사업책
임기술자 및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공정회의 및 추석대비 윤리경영 실천 캠페인 추진에 대한

철도공단은 8월 30일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공공기관혁신토론회 및동반학습협약식에참가해혁신

교육을 시행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도심통과구간이 해당지역에서 주장해왔던 도심

의 선도구룹으로 선정되는 멘토기관으로 지정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멘토기

구간 지하통과를 포기하고 낙후된 철도변 정비를 전제로 지상화통과를 건의(대전‘04.5월, 대구

관위촉은 2005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에서4단계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우수한 29개 기관에

’
04.1월
1 )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이 8월 28일 변경고시 됐다. 따라서 사업비

게 주어졌다. 한편 멘티기관은 49개 기관이 지정됐다. 앞으로 멘토는 멘티에게 혁신활동 전반에 걸

절감은 물론 지하역사의 방재문제, 유지관리 어려움 등 지하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쳐지도와자문등을전수하고멘티는이를 전수받아자회사에 접목하는프로그램으로진행된다.

지상노선으로 실시설계 시행중이다. 2010년 대구～부산간 노선이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철도공단은 멘티기관으로 선정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간상호 혁신수준 향상을

각공구별설계 용역사사업책임기술자들의공정보고및철도공단의업무협조사항에대해논의

위해동반학습활동을약속하는 협약을체결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9월1달간은4번에 걸

가 이뤄졌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 철도공단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설명하고 이에

쳐동반학습활동을 진행하게되고 10월부터는멘티가자문멘토기관을선택해운영한다.

대한협조를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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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관광전용열차‘레이디버드’첫 선
철도공사, 무당벌레 닮은 관광레저특급열차 개발
깜찍한 무당벌레를 닮은 신개념 관광전용열차가 첫 선을 보였다. 철도공사는 확 트
인 전망과 유럽풍 인테리어에 공연·이벤트 시설을 갖춘 신개념 관광레저특급열차
‘레이디버드’
를 개발, 9월 19일부터 전세·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국내 노선에서 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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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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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삼랑진역“역사내 열린학습관 개관”
현직교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학습교육 실시
철도공사 삼랑진역은 역사내 교양실을 지역의 학습공간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9월 21일 개관식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학습관
운영에들어갔다. 특히현직교사및 퇴직교수, 유치원선생님, 역직원등이강사진으로활동하고
있으며어린이 35명이이곳에서열린교육을받고있다.
삼랑진역 열린학습관에서중점적으로추진할 교육내용은취학전 아동에 대한 전인교육, 영어, 일

행을시작했다.

본어 등 학부모 대상 외국어 강의, 지역주민 문화강좌, 아동 예능교육,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열차의 외관이 붉은 바탕에 검정 반점을 가진 무당벌레와 닮아‘레이디버드

과정을진행할 예정이다.

(Ladybird
로)' 이름지어진 이 신개념 관광레저특급열차는 모두 9칸의 객실에 354명
을 수용할 수 있다. 열차의 맨 앞과 맨 뒤 객차(1,9호차)는 대형 창을 배치한 전망차
로 꾸몄다. 확 트인 시야에서 들어오는 주변 경치와 달리는 선로를 감상할 수 있어
한쪽면만 바라봐야 했던 기존 기차여행과는 다른 상쾌함을 맛볼 수 있다. 또 가족단위 여행객이나 연인들을 위해 최대 6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별실3곳이마련돼있어다른여행객으로부터방해받지않고기차여행을즐길수있다.

KTX 타고 영화 감상을
시속 300km
로 달리는 KTX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세계 최초의 열차개봉관 시대가 열렸다. 철도
공사와 (주)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사는9월 20일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열차개봉관사업(이하 코
레일씨네마)을공동으로추진하기위한협약을체결했다.
세계최초로선보이는코레일씨네마사업은지난2월부터6개월여간의시범설치운영을통해이
미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 앞으로 운행되는 모든 KTX의 1호차가 영화관으로 새단장
된다. 철도공사는영화상영장비설치등운영준비가완료되는 12월부터본격개관할예정이다.

철도공사,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7년 연속 대통령상
차량분야 사례발표 금2 은2 동3 수상
철도공사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2006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공기업부문에차량분야 분임조 7개팀이 참가, 운영·

사랑의 자전거 나눔 행사

개선사례분야에서 금상2, 은상2, 동상3 을 수상했다.‘대륙철도를 꿈꾸며’
라는 주제발표를 한

철도공사는사단법인신명나는 한반도자전거에사랑을싣고와공동으로9월9일경기도고양시

철도공사 수도권차량관리단 선봉분임조는 운영사례 분야에서,‘화차 윤축베어링 정비방법 개

행주내동에위치한수도권차량관리단에서‘사랑의자전거나눔행사’
를실시했다. 공공장소에 버

선으로 작업시간 단축’
을 발표한 대전차량관리단 승천분임조는 개선사례분야에서 각각 대통령

려진 자전거들을 수리해 마련한 자전거 270여대를 고양지역 아동복지센터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상 금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개선사례분야에 각각 2개의분임조가대통령상 은상과 동상을,

전달했다. 자전거를기증받은어린이들은차량관리단내 도로에서 자전거행진을 가졌으며, KTX

운영사례분야에서는1개 분임조가 대통령상동상을차지했다. 이번 수상을통해 7년연속 대통

정비고의첨단정비시설을견학했다.

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기록했으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관리 활동의 성과를 대

이치범 환경부장관, 자전거에사랑을 싣고이사장인열린우리당 박찬석의원, 정용완 수도권차량

외적으로 검증받았다. 또한 품질혁신활동을 통해 차량안전성 확보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관리단장등과 고양지역아동복지센터회원 270명이 참석했다.

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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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공 사 소 식

철 도 공 사 소 식

건널목에선 일단 멈춤, 철도교통안전캠페인 전개

KTX에서 내리면 바로 회의실, 서울·용산역 회의실 개방

철도공사는 9월을‘철도 교통안전의 달’
로 정하고 9월 8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철도공사 서울지사는 KTX 서울역과 용산역사내 업무용 회의실을 일반인에게 개발, 일반 기업

전국 4백여 곳의 철도건널목 및 역광장에서‘철도교통안전캠페인’
을 전개했다. 국민들의 안전

체 등에 유상 임대하고 있다. 경부선과 호남선 KTX의 시종착역인 서울역과 용산역사 내에 문

의식을 고취를 통해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에는 철도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철

을 연 회의실은 부산·목포에서도 3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해 전국단위의 당일회의에 적합하다.

도공안사무소, 교통안전공단, 경찰청및 시민봉사단체 등이 참가했다.

또한 지하철역이 가깝고 쉽게 찾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분에 경쟁력이 있어 많은 기업과 단

한편 이날 철도공사 본사 직원 50여명이 호남선 대전조차장역과 서대전역 사이 대전건널목에

체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 출근차량과 통행자를 대상으로 철도교통 안전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전국 4천여 명

회의실은 크기와 수용인원에 따라 대회의실·중회의실·소회의실로 구분되며, 최소 10명부터

의 임직원과 관련기관 회원들이 참여, 건널목사고, 전차선 감전사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최대 7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회의실 크기에 따라 시간당 2~5만원선, 빔프로젝

안전캠페인을 펼쳤다.

트·노트북 등의 회의 장비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

차표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KTX 탄다

독거노인 가정에 상수도 시설

이제는 역 창구나 자동발매기(ATM에서
)
철도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휴대폰 문자메세지

철도공사 전북지사는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직접 상수도 급수관을 연결하는 봉사활동을 펼

(SMS만으로
)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철도공사는 9월 25일 철도이용객이 본인

쳤다. 전북지사 시설팀 기적소리 봉사단 회원들은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익산시 삼기면 오룡

휴대폰에저장된 문자메세지를철도승차권으로 사용하는‘SMS티켓’
서비스를 개발, 우선9월1일

리 사오랑마을의 독거노인 세대에 급수의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700만원의 시설비

부터 KTX패밀리회원을대상으로KTX 열차에시범운영하고있다.

용을 분담해 7세대의 가정에 사랑을 전했다.

‘SMS티켓’
은 인터넷으로 예약·결제한 철도승차권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내려받아 철도승차
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 저장되는문자메세지에는 예약된 열차정보와 좌석번호가 표시된다. 문
자메세지에는 고유일련번호가 포함돼 있어 승차권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며 취소·반환 정보로도

철도공사 부산지사, 사내방송국 (KBN뉴스) 최초 개국

활용된다.

철도공사 부산지사는 공사 최초로 사내방송국(KBN방송)을 개국했다.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활
성화 및 공사의 경영혁신과, 비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부산지사 직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9월 26일 첫 개국방송이 전파를 탔다.

부산 구포역 주차장 건립, 역사 앞 교통난 해소 기대

부산지사 사내뉴스방송, KBN은 지사내 스튜디오에서 직원이 직접 영상PD, 아나운서, 나레이

철도공사 부산지사는 구포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포역 (구)소화

션, 편집, 사내메일전송 등 방송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추가 제작비용 없

물취급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733.5㎡의 주차장을 설치해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송을 실현했다. KBN은 첫 방송 프로그램을 부산지사 2400여 명의

2005년 6월 지하철 구포역 개통을 위한 광장조성으로 인근 주차장이 없어진 뒤 구포역을 이

전 직원에게 사내메일을 통해 발송했으며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앞으로 사내방송은 2

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많았었다. 철도공사는 1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총 36면(일반 34면,

주일에 1번씩 지속적으로 전파를 탈 예정이며, 부산지사 홈페이지(http://www.

장애인 2면)의 주차장을 설치를 통해 철도이용객과 지역주민의 극심한 주차불편이 해소될 것

korailbusan.co.를
kr통해서도
)
공개될 예정이다.

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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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방문

창상훈 박사‘철도의 날’대통령 표창 수상
철도연 철도시험인증연구센터 창상훈 박사가 107주년 '철도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
했다. 창 박사는 철도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철도안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
는 등 철도안전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성공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이 8월 4일 철도연

적으로 운영하고 국제적 수준의 시험인증 및 안전인증평가 체계를 구축한 점도 높게 평가되었

을 방문했다. 채남희 원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김우식

다. KTX에 고품질 전원공급 방안을 수립하고 전기기관차의 수송력 증강 및 차량고장감소에 기

부총리는 한국형 고속열차와 경량전철 등의 실용화에

여하는 등 철도기술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 한편, 한성호 시스템엔지니어링팀장과 박준서 시스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템인터페이스연구팀장, 최의주예산팀장이건설교통부장관표창을받았다..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추진장치시험동, ATC 시험동,
도시철도 홍보관, 대차시험동등 연구시설을돌아보며
각부서단장들의브리핑을받았다.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철도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교류를 추진하기 위한‘제6회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가 9월 11~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철도기술교류회는 철도연과 중
국철도학연구원(CARS), 일본철도종합연구소(RTRI) 3개기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일, 중 순
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철도연 채남희 원장을 비롯해, CARS의 Kang Weitao 원장,
RTR의
I Uchida Maso 등이 참석했다. 지난 5회 대회의 결의문 이행실적과 현재 진행 중인 공
동연구과제의진행상황점검을 시작으로전체발표회, 연구분야별 협의가 진행됐다. 8개의 새로
운공동연구과제가제안됐으며더욱긴밀하고실현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합의했다.

슬래브궤도 및 관련제품 기술세미나 개최
슬래브궤도와 궤도개발제품 기술세미나가 9월 26일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건설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및 관련기업 전문가 9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됐다. 궤도개발제품개발현황과프리캐스트콘크리트 슬래브궤도 개
발, 콘크리트궤도 시험시공에대한 세미나에이어 시험궤도시공현장을방문했다. 새로
개발된 궤도시스템은 숄더 매입식 체결장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궤도 2종, 방
진침목 등이며 삼표이앤씨, 평화산업, 태명실업과 철도공단이 공동 참여했다. 독일
EBA연
( 방철도청) 인증 및 국제 특허를 취득한 개발품들은 국내 성능시험을 마치고 전
라선서도~산성구간(총연장 658m에
) 시험부설됐으며올해 9월 28일부터 개통돼 3년
간의현장장기성능평가를실시하게된다. 철도연강윤석 박사는“개발된 연구성과품이 실용화되면 서로유지비 절감효과와 시공속도및 품질향상
이기대되며향후현장성능검증을거쳐해외 진출도이루어질것으로전망한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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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주년‘철도의 날’기념 국제 심포지엄
올해로 107주년을 맞는 철도의 날을 기념하고 철도기술의 국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철도기술 발전과 투자정책’
이라는 주제로 9월 14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오전에 진행된 국제 세션에서는 Ulrich Kasparick 독일 건설교통부 차관이‘유럽의 철도기술
발전과 투자정책’
, Yuguang Wei 중국 베이징 대학교 교수가‘중국의 철도망 확충 및 대륙
연계철도구축 전망’
, Masahiro Osanai 일본 선로기술 부사장이‘일본철도의 효율적 운영경
험과 사업전략’
에 대해 발표했다. 오후에 열린 국내 세션에서는 철도연 임병옥 WCRR 기획단
장의‘세계철도학술대회(WCRR2008) 추진 계획’
을 비롯해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계획들이 발표됐다. 철도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은 철도연과 한국철도대학, 한국철도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술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건설교통부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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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팅차량 운행시 유지보수시스템 기술세미나

혁신 전문가 초청 세미나

틸팅차량운행시 유지보수시스템’
에관한 기술세미나가8월 26일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혁신의 진정한 의미와 방법에 대한 속 시원한 강의가 열렸다. 8월 31일 김현석 한양대학교 디지

열렸다. 영국 Lloyd's Resister Rail의Asier Sinde가‘해외 유지보수기술 동향과 전략’
에 대해

털경제연구소 교수는‘혁신, 왜?어떻게할 것인가?’라는주제로생활속의자기혁신에대한강

발표했으며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의 서승일 단장 등 9명이 유지보수 정보관리시스템,

연을 했다. 혁신의 키워드는 다양성과 개방성이다. 타인과 나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FRACAS 구축사례, 틸팅열차핵심부품및신소재복합재차체유지보수기술등을발표했다.

아는 아량이 바로 혁신의 핵심이라고 했다. 또한 혁신은 본인 스스로가 변하는 것. 내 생활 안에

고속철도비수혜지역인기존선의 속도향상을 위해개발된한국형 틸팅열차는 개발초기단계에서

서스스로 반성하고 변하는것이 혁신의출발이고, 현재의일을 잘하는것이 바로혁신의시작이

부터 유지보수기술이 적용됐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 시작할 시험운행에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며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또한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와

적 성과가 활용돼틸팅열차운영시 발생되는 각종고장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RAM

질서가움직이는 21세기의아침을맞자고했다.

분석, 통계분석, 고장분포추정 등의 분석과정을 거쳐 동일한 고장의 재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예방정비를통해틸팅열차 유지보수운영비용을최소화할예정이다.

제1호 철도용품 품질 인증서 발급
철도연은 건설교통부로부터‘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
으로 지정(3. 23일자) 받은 후 처음으로 레

철도터널 화재안전 및 방재설계 국제 세미나 개최

일체결장치를 생산하는 팬트롤코리아(주)(대표이사 이승재)에게‘철도용품 품질인증서’
를 발급했

철도터널화재 안전 및방재설계에관한국제 세미나가 8월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열렸다.

다. 철도용품의 품질인증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 기기, 장치 등 철도용품의

이번 세미나는 국가 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초장대 철도터널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

성능 및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 철도연은 3월 24일부터 철도

는 상황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화재안전 분야의 기술적 중요성을 일깨우고, 방화 및 테러로

차량용품, 시설용품, 전기, 신호용품등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작했다. 철도용품 품질인증서

인한 지하공간의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문화 제공을 목적으로 개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품질인증 대상으로 고시한 용품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철도품질인증시

최됐다. 미국, 영국, 홍콩, 한국등국제터널 화재전문가들이참석해승객대피분야, 연기제어 및

행지침’제6조(품질관리체계기준)및제10조(품질시험)을거쳐합격여부에따라발급하고있다.

화재탐지분야, 철도터널방재설계등에관한 주제발표를했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기술협력협약 체결
‘베트남 나짱~호치민 간 철도복선화 타당성조사’중간보고회
‘베트남 나짱~호치민간 철도복선화 타당성조사’과제의 중간보고회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교통부 국제회의실에서 7월 24일 개최됐다. 철도연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
수주해

철도연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8월 30일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 기술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활발한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통해 도시철도 기술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합
의했다. 주요 협력분야는도시철도시스템건설및노후노선 개량, 유지관리기술, 표준화및주요
외장재에 대한 국산화 기술,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 조사 및

청석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제는 베트남의 행정수도인 하노이시와 남부

대책 수립, 신기술 교육 및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 교환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공동연구 과제 선

경제중심 도시인 호치민시를 연결하는 남북 종단노선의 고속화 및 용량증대를 목적으로 베트

정 및 수행과 함께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하는데 최대한 협

남의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베트남정부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력하기로 했다. 철도연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표준화연구를 비롯해 도시철도에 대한 꾸

베트남 철도국 Tran Phi Thung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중간보고회는 KOICA 베트남

준한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

사무소 김승범 소장을 비롯해 베트남 교통부 공무원, 각 지자체 관계자, 철도운영회사, 엔지니

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만큼 이번 협약체결은 도시철도 기술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어링회사, 언론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철도연이 총괄 주관한 한국형 고속열차와 한국형 틸

로기대되고있다.

팅열차를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을 제시해 베트남 철도관계자와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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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주요행사

철 도 연 소 식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기관 워크숍
일시 2006년 10월 24~25일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이어져
철도연은 서승일, 사공명 박사에 이어 구병춘, 김재훈, 박원희, 이수형 등 총 6명이 세계적인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
주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등재된 구병춘 박사는 마르퀴
즈 후즈후 인더월드 2006~200년판에
7
등재되었으며 마르퀴즈 후즈후와 함께 세계 3대 인명
구병춘박사

박원희박사

김재훈주임연구원

이수형박사

사전 중 하나인 국제인명센터 2006 에도 등재됐다. 김재훈 주임연구원은 그 동안 국내외 저명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중간성과발표회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등재했으며 2005년에는 해외학술정보제공기관인 ScienceDire의
ct

일시 2006년 10월 25일

Top25 Hottest Articles 조사에서 International Journal of Fatigue 부문5위에 선정되기도

장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했다. 박원희 박사는 연소 및 화재가스의 복사물성치 개발에 관련된 논문 등의 연구와 국·내

주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외 저널과 학술대회에 약 60여 편의 논문 발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수형 박사는 Pile group
을 구성하는 지지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규명과 관련된 논문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UN ESCAP 교통장관회의 및 2006 국제교통물류박람회

미래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 참가
철도연은 9월 28~30일 코엑스에서 열린‘미래성장동력 연구성과전시회’
에 참가했다. 한국을

일시 2006년 11월 7~11일
장소 부산 BEXCO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통해 미래 한국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
보를 목적으로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철도연은 퓨처기계소재관에서 틸팅열차 시뮬레
이터와 한국형 경량전철 시뮬레이터를 통해 미래 교통수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또한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의 한국형고속열차모형, 슬래브궤도, 전자연동장치, ATC 틸팅열

일시 2006년 11월 9~10일

차, 바이모, 슬래브궤도 등의 모형을 전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장소 한국해양대학교(부산)

2006 대한민국과학축전 참가
철도연은 국내 최대의 체험형 과학전시회, 2006 대한민국과학축전에 참가해 철도기술과 주요
연구성과를 홍보했다. 과학기술부 주관, 한국과학문화재단 주최로 8월 11~15일 일산 KINTEX
에서 개최됐으며, 초·중·고·학부모 등 18만여 명이 참과했다. 열차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철도연의 틸팅열차와 경량전철의 시뮬레이터는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엇
다. 특히 열차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진들의 설명을 통해 철도기술을 이해하고, 미래 철도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철도연은 개발열차 시승, 연구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철도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실현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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