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달력이 반가운

2007년
한 그릇 떡국으로
훌쩍 자라는 아이들처럼

새로운 시간을 실은
한국 철도는

THEME

곡선에서 더 강한
200km/h 틸팅열차

더 넓은, 세계로 달려갑니다.
커가는 아이들의 키만큼
더 자라날

철도의 내일이 있습니다.

드넓은 세상으로
달리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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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설명

틸팅열차(Tilting Train) ‘틸팅(tilting)’
은 기울인다는 뜻. 곡선 선로에서 차체를 안쪽

으로 기울여 주행속도를 높이는 차량. 열차에는 2개의 센서가 있다. 하나는 달리면서 곡선 궤도
를 감지하고, 다른 센서는 GPS에서 궤도의 위치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제어장치는 기울일 각도
를 계산하고 열차 아래의 작동기는 계산된 각도만큼 벌어지도록 차체 바깥쪽을 들어올린다.

기차 밖 풍경

Vo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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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눈길이
닿았을 자리
02

창밖의 하이얀 풍경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기차 밖 풍경 누군가의 눈길이 닿았을 자리

익숙한 누군가의 눈길이 닿은 자리일까요.

FOCUS & NEWS

햇살 아래 누워있는 순한 눈처럼 따사로이 다정했던
그 눈빛은 지금쯤 어느 메에 닿아 있을지
지금, 그리운 이의 눈에 담기는 이름을 알 수 없는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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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RI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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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메도 먼 훗날 저에게 다가올 때면
잊고 있던 고향의 풍경이 될까요.
태어난 곳과 같던 다정했던 그 눈빛이
처음 만난 차창 밖의 티 없는 풍경으로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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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철도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VA-CPLM
협업, Workflow
K-IFC(VA-SDAI)
건설 표준 데이터
및 호환체계 구축

VA-PMIS
프로젝트관리

Product Process

가상건설 설계지침

■■

2007.01.02

기술분야 연구과제인‘가상건설 시스템 개발’
에 대해 (주)두올테크를 협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10월 28일까지 연구비 총 9억 4천만원으로 5개년간의 연구협약을 맺었다. 가상건
설 시스템 개발이란은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건설표준화, 건설엔지니어링
글로벌화, 건설정보화 확산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미래지향
적인 기술을 수용해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차세대 가상건설 시스템 기술개발
을 통해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상황을 예측,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데이터를 생성,

Decision

Knowledge

시공 Simulation

구조설계

Construction
Project Life-cycle
Management

www.krnetwork.or.kr

철도공단 KR기술연구소는 지난 2006년 12월 28일 건설교통기술연구원과 첨단융합 건설

VA 모듈
K-IFC
설계지침
K-IFC 상용화
VA-Libary VA-AGuide
VA-Cityplanner
(VA-SDAI)
VA-PMIS
VA-RC
VA-CGuide
VA-Estimator
VA-Decsupoprter
VA-Library
의사결정지원
각 세부모듈별
VA및 tracking
Library 관리
Decsupponer

기획/개념 설계
Simulation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

가상건설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 착수 40개 외부기관과 건설교통부
연구과제 협동연구 참여

가상건설 시스템 개요도

「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 건설

■■

설비설계

공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KR기술연구소에서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동으로, 2011년까지 위험성 평가 요

견적

소기술 및 시스템 개발(1차년도), 시공단계별 위험성 평가 시스템 모듈 설계(2차년도), 위험
성 평가 프로토타입 시스템 파일럿 테스트(3차년도), 가상건설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적용
체계 완성(4차년도), 가상건설 시스템의 Test-bed 적용 및 검증 및 실용화 제품개발(5차
년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체 건설사업비 3% 절감, 공기 5% 단축 및 엔지니어링 전

3D
설계
지침

엔지니어
발주자

설계자
건설업체

제도 및 정책

체 프로세스 10% 단축과 실용화 제품을 이용한 기술컨설팅을 통한 수입증대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2월 9일 대전 중구 대흥동 영민빌딩에서 자기부상열차 사업단을 발족하고 현
판식을 가졌다.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인‘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의 시범노선건설
핵심주관기관으로 본격적인 건설사업 업무를 시작했다.

2⃞ CAD도면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은 정부에서 21C 국가 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6년간 약
450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연구개발 사업의 하나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12
년 11월까지 6년간. 철도공단은 총사업비의 86%를 차지하는 3,885억원 규모의‘시범노선
구축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도서 노반, 궤도, 차량기지 등의 건설과 완전한 무인운전 구현
을 위한 시스템 설비 등 자기부상열차시범노선을 건설한다.

의한 GIS공간연계DB 자동구축 및 검색 활용 방법 등 특허 출원

KR기술연구소는 철도공단이 창립하면서부터
철도건설전문 엔지니어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CALS 표준에 부
합되도록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로 이원화돼 있
는 도면작성기준을 통합했다. 이러한 기술은 모

앞으로 자기부상열차건설의 중추기관으로서 노선 건설뿐 아니라 차량개발, 사업관리, 시스
템엔지니어링 분야와 연계를 통해 국내 기술기반을 선도할 것이다. 또한 기존철도와 연계
교통, 대도시와 위성도시간, 중소도시간의 교통망을 친환경시스템으로 건설하며, 이 기반을
토대로 세계의 경량철도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도약 할 계획이다.

든 철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6
년 12월 건교부의“철도분야 단체표준”
으로 채
택받았다. 표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KR기술연구소에서 자체기술로 KRCAD 프로그
램을 개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사 및
유관기관에 무료 배포하여 철도기술발전에 이
바지하고 있다. 핵심기술은 공간DB 자동 구축

1⃞ 철도공단,‘07년

을 통해 GIS시스템 및 CAD뷰어프로그램 공간

철도인 신년 교례회

철도공단은 1월 2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2007년 철도인 신년 교례회’
를

에서 관련도면을 링크 없이 계속적으로 검색조

개최했다. 건설교통부장관, 국회, 철도관련 기관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철도인의 우의를

회 하는 검색방법으로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도모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도공단은 향후 신기술을 바탕으로 수자원, 토지·주택, 철도, 도로, 해양수산 등 건설산업분야의 대단위 시설물 공사에 필요시 관련 기술 및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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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옥 신축공사 본격 시행

철도기관 공동사옥 신축공사를 위한 가설울타리 및 조립식가설사무소가 준공되는 등 본 공
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돼 앞으로 흙막이공사 및 토공사 등을 순조롭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관할 지자체 협의 및 가설건물신고 등 건축행정사항을 미리 준비, 신속한 처리를 통
해 공사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했다.
특히 철로주변의 미관을 고려해 굴곡이 없는 평판으로 조립식 가설울타리 재료를 사용, 이

국제신용등급 A, A3 획득
철도공사 국제신용등급 S&P‘A’
, 무디스‘A3’

미지 및 현장사인몰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했다. 현장 안전통로 설치를 통한 작업차량

철도공사는 1월 16일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와 무디스

과 작업인원간 동선 중복을 방지하고, 인가자 외 건물내 무단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첨단 경

(Moody's)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A, A3를 각각 획득했다. 이에 따라 철

비시스템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도공사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국내외로 다변화된 자금조달원으로부터
대규모의 장기저리 외화채권 발행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공사의 자금계획 수립 운용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4⃞ 철도공단,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사업 본격 추진

철도공사 관계자는“이번 국제신용등급 획득을 계기로 외자유치의 기반이 마련되어 막대한 고속철도부채상환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低

철도공단은 1월 24일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광명역 복합환승시설사업의 사업주관자인 한솔

利)자금조달 용이, 용산역세권 국제 업무지구 개발사업자로서의 국제신인도 및 국제자금 조달에 청신호가 기대되고 나아가 해외진출 촉진을

CSN컨소시엄과 함께 복합환승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담당할‘광명역복합터미널(주)’설립

통하여 한국철도가 글로벌 종합운송그룹으로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고 밝혔다.

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광명역복합터미널(주)는 고속철도 광명역 북측 철도시설부지
24,000여평을 활용하여 버스터미널, 고속철도 광명역사 연결통로 등 환승시설을 경부고속
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추어 2010년까지 우선 건립하고, 2012년까지 판매ㆍ물류ㆍ업무시설
등 상업시설을 건립할 계획. 향후 건설되는 광명경전철, 신안산선 등과도 연계될 예정으로
광명역 연계교통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현재 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의 중심에 위치하여 주변지역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 수익왕에 인센티브 지급
이철 사장 반납 월급으로 수익공헌
직원 3명에 인센티브 지급

현장 중심의 경영혁신
추진을 위한 코레일
혁신허브 선정

광명역복합터미널(주)에는 철도공단과 사업주관자 대표사인 한솔CSN를 비롯해 대우건설,

철도공사는 2006년 지

철도공사는 1

우림건설, 우리기업, 쓰리에스씨앤에프, 유신종합건축사사무소, 정주씨앤이, 태광종합건설

난 한 해 최고의 수익

월 5일 본사

등 9개사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창출금액을 기록한 부

에서 인증식

산지사 김용옥씨 등 3

을 갖고, 동

명을‘코레일 수익왕’

대구역·제

으로 선정했다. 전사적

천차량사업

5⃞ 철도공단,“2007 아름다운

나눔보따리”개최

철도공단은 아름다운가게 대전충청본부와 함께 1월 28일‘2007 아름다운 나눔보따리’행
사를 진행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KR봉사단 등 자원봉사자와 가족 100여명이 참여, 대

김용옥

임승빈

최철원

경영개선과 수익창출

소·부천역을‘코레일 혁신허브’
로 지정했다.

전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층 가정 60가구를 직접 방문해 햅쌀과 생필품을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에‘코레일 수익왕’
으로

철도공사는 지난해 소속별로 추진한 84개 혁신과제

배달하는 등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
는 아름다운가게와 철도공

선정된 직원은 ▲1위 부산지사 김용옥(상금 3천만원) ▲2위 대전지사 임승빈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

단에서 준비한 쌀과 생활용품을 넣은 보따리를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51, 상금 7백만원) ▲3위 서울지사 최철원(60, 상금 3백만원) 등 3명이다.

고객만족 ▲품질안전경영 ▲조직문화혁신 등 3개

날 수 있도록 전해주는 행사. 올해 상반기 중 아름다운 가게와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전사적

초대 수익왕으로 선발된 김용옥씨는 KTX 할인권, 관광열차 및 단체 전세열차

분야에서 최우수 소속을 뽑았다.

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 공기업으로서의

판매등을 통해 3억3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에 따른 KTX 승차율 향상으

‘고객만족(CS) 분야’
의 혁신허브로 선정된 동대구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계획이다.

로 12억1천여만원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

역은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재배치해 매표대기시간

았다.

을 5분여 단축하는 등 고객편의 시설을 개선한 성

또, 임승빈씨는 KTX개통이후 전국 모든 곳에서 용이해진 접근으로 인기를 모

과를 인정받았다.

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는 2월 7일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원

은‘대전역 회의실 임대사업’
과 이에 따른 여객 수입으로 10억여원을, 최철원

또‘품질안전경영 분야’
의 제천차량사업소는 직원

지역본부 전직원이 참여해 음식 조리와 배식 및 설거지, 무료급식소 청소 순으로 10주간

씨는 서울·용산역 자동차 전시장 유치 등으로 3억7천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했

스스로가 참여하는 프로세스 개선 학습활동으로 약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많은 양의 요리와 설거지를 하면

다. 철도공사 관계자는“모두 4천만원에 이르는 포상금은 지난해 7월 취임 1주

1억 7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효과를 거뒀으며,‘조직

서 흘린 땀방울을 통해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년을 맞은 이철 사장이 철도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실천의 표현으로‘반

문화혁신 분야’
의 부천역은 직원 상호간 칭찬릴레

앞으로도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 도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넓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납’
한 월급으로 마련한 것”
이라며,“공기업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제도가 앞으

이(플라워 어워드)를 통해 즐거운 일터 조성으로 고

책임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로 성과중심의 기업문화로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6⃞ 강원본부,

원주밥상공동체와 함께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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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상용
1⃞ KTX, 2년연속

100대 브랜드 선정

대한민국을 세계 5번째 고속철도 개통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KTX가 2년 연속‘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에 선정되고 순위도 13계단이나 급상승했다.
브랜드가치 평가 전문 기관인 브랜드 스톡(brandstock.co.kr)이 지난 해 12월말 발표한
'2006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KTX는 순위 진입 첫 해인
2005년 70위를 기록한데 이어, 2006년 13계단 상승한 57위에 올랐다. 이는 철도공사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온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이 빛
을 발한 결과이다. 특히 100년이 넘는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TV를 통해‘당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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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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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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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구분장치 국산화 개발 및 아크 소호시험 시행

철도공사 철도연구개발센터와 전기기술단은 지난해 12월 25일‘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
업’
의 일환으로 국산화 개발 완료한 전차선 동상용애자구분장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아
크 소호시험”
을 중앙선 제천조차장 구내에서 시행,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동상용애자구분장치 국산화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중소기업인 화인폴리머가 개발했다. 프랑스와 스위스
등에서 전량 수입해 오던 동상용애자구분장치의 국산화개발과 개발품의 성능시험을 성공적
으로 완료함에 따라 개발품 관련한 기술의 국내확보는 물론 물품 수급의 안정화와 구매가
격 저하로 예산절감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을 보내세요’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이 캠페인으로 한국광고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06년 대한민국 광고대상’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6⃞‘그린철도’지속경영을

위한 2006환경경영보고서' 발간

철도공사는 환경경영 중장기 추진전략과 실천 활동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2006 환경경영
2⃞ 컨테이너

100만TEU 돌파

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수출입 컨테이너 철도수송 100만TEU를 달성, 1972년 9월
18일 수출입 컨테이너 철도수송을 처음 시작한지 34년만에 처음으로 연간수송량 100만
TEU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2월 상순까지 철도공사가 수송한 누적 컨테이너
수송량 100만TEU는 화물열차를 2만회(1개열차 50TEU), 트럭은 50만대(1대 2TEU)에 해

보고서’
를 발간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EO메시지로 시작되며,
철도공사의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및 전략, 환경경영활동 성과, 지속가능경영 등이 수
록돼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앞으로도 매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철도의 특
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개발하겠다”
라며“친환경경영과 사회공헌사업 등 지속가능경영을 활
발히 추진해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당하며, 컨테이너 1개의 길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6,058km로써 우리나라 철도 총연장키로
3,392km의 두 배에 해당된다. 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수송대비
연평균 8.6%의 분담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수송량이 계속 늘고 있어 올해부터는 분담률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7⃞ 전철무임권

자동발매기 42개역 187대 확대 설치

철도공사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우, 국가유공자등 지하철 무임 대상자들의 편리한 수도권
전철 이용을 돕기 위해 무임권 자동발매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역을
이용하는 공공할인 대상자들은 매표소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주민등록증이

3⃞ 오봉역

철도화물기지 철강수송 메카로 부각

오봉역이 철강수송의 메카로 성장할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오봉역
철도화물기지에 철강물류창고를 건설하고 1월 26일 영업을 시작했다.
오봉역 철강기지는 부지 3,000여평, 창고면적 1,600여평 규모로 연간 약 58만톤의 철강재
료를 수도권지역으로 수송해 60여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나,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투입하고 자율적으로 무임권을 발급받을 수 있
다. 올해 자동발매기가 확충되는 곳은 분당선 17개역과 일산선 7개역 및 중앙선 8개역, 기
타 노선 10개역 등 42개역 187대다.
철도공사 관계자는“앞으로 단계적인 역무 자동화를 통해 직원들은 안전관리, 여객안내, 시
설물관리등 역관리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오봉역 철강기지는 포항 및 광양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출고
에서 입고, 재고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대화된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다”
며“업
체들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 말했다.

8⃞ 철도공사

전북지사, 전주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북지사는 전주대학교와 2월 1일 전주대학교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지역사회 발전
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나눔경영 실천, 철도 관련 기
4⃞ 수도권서부지사

정밀안전점검

철도공사 수도권서부지사는 1월 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소속 전문가 3명을 초빙해 지사내
산업안전과장과 현업의 직원이 참여하는 소속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산업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 위험 사항 등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
가하여 점검함으로써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었으며, 지사 내 위험시설
물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구로차량사업소와 구로변전사업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08

술정보 및 학술연구의 교류, 시설물 등 이용 시 편의제공 등에 적극 협력한다.”
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내 최초로 설립한 전주대 대체의학대학을 활용하여 열차이
용객들에게 의학상담 및 대체의학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웰빙열차를 운행”
하고, 전주
익산 등 도내 주요역 광장에서 학생들의 공연 전시회 등“다양한 문화행사”
를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학술교류 등을 통해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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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객만족서비스 실천을 위한 자율 서약식’가져

KTX와 선박을 이용 서울에서 제주까지 편도 4만4천원, 단체 3만2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여

철도공사는 부패한 이미지를 씻고 청렴 철도로 탈바꿈하는 것은 물론, 고객 감동을 극

행할 수 있게 된다. 철도공사는 씨월드고속훼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1월 18일부터 KTX와 선박

대화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발벗고 나섰다.

을 연계한 승차권을 전국 철도역에서 30% 할인(단체 30~50%)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철도공사 임직원들은 ▲청렴한 사회조성 및 엄정한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법령준수와

이 연계이용권을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총소요시간은 약 6시간으로 비행기를 이용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및

할 때보다 다소 오래 걸리지만, 할인혜택이 늘어나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300km의 KTX의

증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단호히 배격 ▲비리에 연루될 경우 사

속도와 선상크루즈의 낭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아침 일찍 서두르면 제주

직을 포함한 인사상의 조치 및 사내 인트라넷 신상공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도에 오후 2시 전에 도착할 수 있어 무리 없이 오후관광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청렴사직 서약서’
를 작성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아울러 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임직원들에게 일체의 금품·향응
을 제공하지 않겠음을 다짐하는‘업체청렴서약’
을 추진한다. 앞으로 이 서약을 위반하

[10] 철도창작만화

공모·발간

는 업체는 해당업체가 수행하는 건설공사나 임대 등 공사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1월 31일 이현세 만화가협회 회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철도문화

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청렴 철도 건설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콘텐츠 개발과 한국만화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철 사장은“지금은 스스로의 실천의지가 절실한 시점”
이라며,“새 출발 다짐 결의대

앞으로‘코레일 창작만화 콘테스트’개최와 철도 연작만화‘재미있는 철도이야기(가

회를 통해 지난해 저조했던 결과를 반성하고 새롭게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칭)’
의 발간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유능한 신진 작가 발굴 및 철도를 소재로 한 좋은

‘부패와의 전쟁’
을 치른다는 각오로 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기획 출판 만화가 선보일 수 있도록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14] 클린경영
[11] 소아암

어린이 가족 KTX타고 치료를

앞장서는 강원지사

“투명한 경영, 깔끔한 업무, 깨끗한 강원지사”
를 만들기 위해 강원지사는 1월 24일 지

철도공사 서울지사는 1월 24일 공사창립2주년 기념품인 KTX 50%할인권 72매를 소

사와 그룹역장,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2007 클린경영 실천결의대회 및 서약식'

아암 어린이들이 치료를 위해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클린경영 로드맵 발표, 청렴 서약식과 기동활동반원

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장기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암어린이가족들에게 작은

임명장 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동영상교육과 지사장의 특별교육 순으로 이어졌다.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서울지사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았다.

로드맵은 4대 중점전략으로 추진체계 구축, 클린경영센타 운영, 청렴환경 조성, 협력

그 동안 헌혈증 기증, 기차여행 등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받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체제를 구축하고, 전략달성 중점 실천과제로 고객평가제 시행 피드백화, 고객봉사실

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어린이가족에게 서울지사 사원들의 정성이

설치· 운영, 클린경영 신고센터 운영(On-Off Line), 자체 청렴도 평가 정기적 시행,

큰 도움의 손길이 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자산 임대 업무의 투명화, 공사업무 관련자와의 원천적 차단, 클린경영을 위한 계도
및 기동활동 강화를 선정했다.

[12] KTX 꿈나무

체험교육프로그램

철도공사 철도연구개발센터는 1월 26일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에“따뜻한 마음으로 함
께 나누는 문화”
를 정착하여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충남지
사에서 운영하는‘KTX 꿈나무 체험 교육 프로그램’
에 대전의 아동복지시설 후생학원
초등학생 17명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여행의 기회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KTX를 타고 떠나는 여행의 시
간을 제공함은 물론 KTX의 안전성·편의성·쾌적성·시간가치 등을 직접 체험하고
철도시설 이용방법과 안전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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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

과기부 기계소재심의관 방문

1월 2일 2007년도 철도연 시무식이 올해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철도안전시스템분석동

과학기술부 권혁동 기계소재심의관이 1월 4일 철도연을 방문했다. 방연근 기획조정실

시작하는 금년은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철도신기술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도전의 시간으로

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최강윤 선임연구본부장의 주재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권

철도기술 개발과 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역량과 의지를 더욱 높여 나가자”
고 했다. 이와 함

심의관은 철도연의 현안 사항과 함께 철도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연

께 한국형고속열차와 틸팅열차, 바이모달 트램, 차세대 전동차 등 현재 본궤도로 진입하고

구원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있는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철도 복선·전

주요 연구사업과 연구분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진장치시험동, ATC 시험동, 도시철

철화 타당성 조사와 한국형고속열차 브라질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도 홍보관 등 연구시설을 돌아보며 일정을 마쳤다.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와 WCRR 2008의 성공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강조했다.

강당에서 열렸다. 채남희 원장은“1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10년의 첫 출발을

2007년 새해 두 가지 목표로 성과확산센터의 설립을 통해 철도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발
전에 이바지하고 철도시험노선이나 시험전용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연구원 인접공간

틸팅열차 최초 공개 및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1.1km의 철도노선과 터널공간을 철도연이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 시설의 효율 극대화를 위
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채남희 원장은 지난 송년회에서 2007년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로‘일취월장(日就月將)’
이채
택된 것처럼 꿈과 열정, 도전 정신으로 일취월장 하는 2007년을 다짐하자는 말로 새해인
사를 마무리했다.

2⃞ 공공기술연구회

1월 기관장 회의

공공기술연구회 1월 기관장 회의가 1월 17일에 철도연에서 개최됐다. 공공연 최영락 이사장
을 비롯해 9개 소관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박물관 견학 후 각 연구
원의 현안 사항과 함께 철도연의 실용화 사업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각 기관장들의 직무청렴계약체결식도 함께 진행돼 위로부터의 혁신과 청렴의 본보기가 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도연은 1월 16일 로템 창원 공장에서 지난 2001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 제작 완료한 한국형 틸팅열차를 최초로 공개하고, 그 동안의 개발 과
정과 성과에 대한 발표회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한국형 틸팅열차는 3월부터 충북선에서 시험 운행을 시작해 영업운행 성능 검증과
신뢰성 평가를 거쳐 2010년부터 영업 노선에 본격 투입 될 예정이다.

3⃞ 베트남

남북철도건설 타당성조사 1단계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철도연은 베트남 남북철도건설 타당성조사의 1단계 사업인“나짱~호치민간 철도복선화 타
당성조사”
의 최종보고회를 1월 30일 베트남 하노이 교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베트남

Roof

틸팅열차는 쇼트트랙 선수가 곡선부에서 주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원리와 같

교통부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투자기획부, 재정부, 건설부, 교통부, 철도청, 항공청, 철도공

이 곡선 선로에서 차체를 안쪽으로 기울여 원심력을 극복할 수 있는 철도차량. 한국형 틸
팅열차는 기존 선로에서 최고속도 200km/h로 주행할 수 있는 전기식 준고속 열차이며,

사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베트남지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Inner frame

베트남의 남북간선축인 하노이~호치민간 1,726km 중 남부구간 412km에 대해 궤간

이번에 제작 완료된 시제차량은 6량 1편성의 동력분산식. 차체가 일체형 성형기법을 적
용한 복합소재로 제작돼 무게를 40% 이상 감소시켰다. 곡선부에서 바퀴가 스스로 정렬

Window Area

Aluminum honycomb
Sandwich with carbon/
epoxy face

되는 조향기능을 가진 틸팅대차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추진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1,000mm의 기존 협궤가 아닌 1,435mm의 표준궤간을 신설하여 철도의 고속화와 용량증
대 및 현대화를 통해 베트남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 보고회에서는 베트
남의 사회경제 및 지형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래 350km/h까지 열차가 운행할 수 있

적용됐다.

도록 노반과 선형조건을 구비한, 표준궤간의 여객전용 복선전철이 제안됐다. 차량시스템 대

향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노후 차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틸팅열차가 운행되
기 적합한 노선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건설되는 최고속도 200km/h의 1급 선
로에서는 디젤기관차를 배제하고, 전기추진 방식을 채택한 틸팅열차 운행도 논의 중이다.

12

안으로는 철도연 주관으로 개발된 200km/h의 한국형 틸팅열차와 350km/h의 한국형 고
Skirt Frame(STS304)

Stainless steel underframe

틸팅열차용 복합재 차체의 단면형상

속열차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철도연에서는 연구 성과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월부터
베트남 철도전문인력 기술이전 교육훈련을 의왕시 본원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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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약 체결

철도차량의 에코디자인 관련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1월 31일 철도연에서 열렸다. 건설

도시철도 유지보수체계를 30년 만에 정보화한‘도시철도 유지보수체계 정보화시스템’
이

교통부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전동차 전과정평가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철도연과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2월 19일,‘도시철도 유지보수체계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대의 Wolfgang Wimmer 교수가‘ECODESIGN-strategies for

정보화시스템’
의 발전을 도모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술협약 체

environmentally improved railway vehicles’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결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철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immer 교수는 최근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유럽의 동향과 에코디자인의 개념

채남희 철도연 원장은“도시철도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켜주며,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여

을 소개했다. 실제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에서 운행되고 있는 Metro Oslo에 전과정평가

경영환경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메트로

를 이용해 환경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철도차량의 에코디자인 도입에 대한 중요

와 손잡고 국내 모든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성을 강조했다.

정보화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구축되어, 유무선통신망을 통해 PDA, 웹패드 등의 무선단말기

건교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철도공사, 로템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과제 추진의 당

를 이용, 도시철도 차량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유비쿼

위성 및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또한 철도차량 개발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

터스(Ubiquitous)작업환경을 제공해준다. 또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지식기반의 유지

성을 고려하는 전과정평가가 적용되면, 사후 환경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철도산

보수를 가능하게 했으며 차량 및 시설물의 도입부터 폐기까지의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업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st)을 분석,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5⃞ 터키

9⃞ 1사1촌

철도청장 철도연 방문

자매결연 마을 주민 연구원 견학 및 KTX시승 행사

1월 26일 Mr. Suleyman Karaman 터키 철도청장 일행이 철도연을 방문했다. 이날 채남

철도연은 지난해 12월 27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3리 주민들과

희 원장과 만난 철도청장 일행은 고속철도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

호반초등학교 학생들 약 60여 명을 초청, 연구원 견학 및 KTX시승행사를 가졌다. 철도연

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재 진출 가능성 여부를 분석 중인 브라질과 베트남과 함

과 철도박물관 등 한국철도의 역사에서부터 최첨단 현대 기술까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께 한국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졌다. 광명역에서는 중앙관제실을 견학 한 뒤 KTX를 타고 대전까지 이동했다.
같은 날, 철도연은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한 제1회 농촌사랑지도자대회에서 1사1촌 도농교류
우수사례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아 더욱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됐다.

6⃞ 노원구청장

일행 경량전철 시승

한편, 12월 말에는 가정3리 마을에서 직접 말린 100% 태양초 고춧가루를 비롯해 고구마,

2월 6일 이노근 노원구청장 일행이 경북 경산시 경량전철 시험선에서 한국형 경량전철(K-

검정콩, 무농약인증을 받은 마, 그리고 햅쌀까지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하

AGT)을 시승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관련해 경량전철도입을 사전 검토

는 등 가정3리와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홍보영상물 시청과 시설투어 등 경전철 종합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

철도연은 정기적으로 농산물 직거래와 직원가족 농촌체험 등 서로 도움이 되는 행사를 실

펴보고 경량전철을 시승했다.

천하고 일손 돕기 및 재해 발생 시 구호 활동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가정3리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7⃞ 부서장

혁신 워크숍

철도연은 2007년 부서장 혁신강화 워크숍을 1월 18~19일 양일간 강화도 로얄 호텔에서

[10]『철도연구개발

초록집 2006』
발간

개최했다. 중장기 발전계획 검토 및 부서장의 역할을 조명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결집을 목

철도기술 개발을 위해 철도연이 지난 10년 동안 연구개발 과제를 총 정리한『철도연구개발

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중장기계획 발표와 함께 연구원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

초록립 2006』
을 발간했다. 창립 시기부터 수행해온 철도기술 각 분야별 연구과제 초록이

되었다. 또 채남희 원장의‘KRRI 미래와 비전 그리기’
의 제목으로 특강 등 연구원의 효율

정리됐다. 이와 함께 인력, 예산, 지적재산권 등의 연구실적 등 지난 10년간 철도연의 연구

적인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수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외부의 심화되는 경쟁 환경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

철도연 채남희 원장은“우리나라 철도 연구개발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인 만큼 철도현장과

고 부서장들이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철도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자료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바란다고 밝
혔다.
문의 : 홍보팀 노주현(031-460-5183/ zhroh@krri.re.kr)

14

15

Korean Rail Technology 2007.01.02

권두언

존경하는 철도가족 여러분 !
2007년 정해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 철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는 교토의정서 발효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대안으로 철도중심의 수송
과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TX의 성공적인 운영을 계기로 철도의 중요성이 새
롭게 인식되고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철도에 대한 재인식과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철도인들에게 고무적인 일이 아
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철도인들은 철도산업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그리고 철도기술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치열한 기술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첨단 기술력과 역량을 확실히 갖추고 나가야만
우리‘한국철도기술’
은 철도산업의 미래가 열리고 또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005년 6월 창간한 이후 세계 철도기술동향과 신기술·신공법을 소개하는 등 우리나라 철도기술력 발전
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한국철도기술”
이 철도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철도
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단도 경부고속철도, 일반 및 광역철도건설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철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신공법을 현장에 접목하여 그 가치를 더욱 상승시켜 나가는 등 우리 철도

2007년
한국철도의 도약을 위해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철도인들이 합심해서 철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눈부신 철도기술 혁신이
이루어져 우리 철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해년 새해 철도인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에 더욱 건승
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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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틸팅열차의 개발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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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에서 더 강한 200km/h 틸팅열차

한국형 틸팅열차의
개발 및 성과
서승일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장 (sise@krri.re.kr)

주행할 시에 원심력 극복을 위해 안쪽으로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기술로 한국형

기울어지는 원리를 적용한 열차라 할 수 있

틸팅열차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철도기술연구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불려왔

다. 틸팅열차는 곡선을 검지하게 되면 차체

발사업을 통해 한국형 틸팅열차가 제작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험운전

다. 아름다운 산과 그 사이사이로 굽이굽이

가 강제적으로 곡선 내부로 경사지게 함으

중에 있다.

흐르는 강은 우리 국토의 특징이고 자랑거

로써 원심력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열차

본 기사에서는 한국형 틸팅열차 TTX(Tilting Train eXpress)의 특성과

리이다. 100여년 전에 출발한 우리나라 철

의 탈선, 승객의 쏠림 등을 방지할 수 있게

개발 현황을 소개함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용화를 위한 정보

도는 곡선을 이루면서 산악지역에 적합하

된다.

교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게 발전하여 왔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철도

틸팅열차의 유용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는 오랜 기간 동안 국토의 대동맥의 역할을

오래전부터 틸팅열차에 대한 연구가 시작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철도는 근래에 발달

되었고, 현재 실용화가 이루어져서 활발히

된 고속도로 등 도로교통에 밀려나 지속적

활용되고 있다. 틸팅열차에 대한 연구는 기

으로 수송 분담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맞고

존선로가 발달된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틸팅열차는 캔트부족보상(cant deficiency compensating) 열차라고도

있다. 2004년 4월에 개통된 고속철도는 침

연구의 효용성 논란으로 중단되었고, 이태

불리운다. 선로의 곡선부에서 열차가 주행할 시에는 원심력이 작용하

체 위기에 있는 한국철도의 부흥을 알리는

리에서 이어져서 화려하게 완성되었다. 펜

므로 내부에 있는 승객이나 화물이 곡선 바깥 방향으로 쏠리게 되며,

전주곡이 되고 있으나, 경부선과 호남선 중

도리노(Pendolino)라 불리우는 이태리의 틸

열차의 횡압이 증가하고 좌우 차륜에서 하중 부담력이 달라지게 되어

심의 고속철도만으로 한국철도의 완전한

팅열차는 고속철도를 위협하는 시속

탈선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곡선 선로에서는 캔트 즉 좌우 선로의

부흥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감이 많이 있다.

250km의 속도로 기존선로를 주행하면서

높이에 차이를 두어 원심력과 중력이 이루는 각도만큼 차체가 경사지

100여년 동안 건설되어 왔고, 활용되고 있

주요 도시간의 운행시간을 40% 이상 단축

게 함으로써, 궤도 부담력을 균등하게 하고 내부 화물이나 승객이 횡

는 기존 철도 노선의 부흥이 수반되어야 진

하고 있다. 최근에 영국은 이태리의 틸팅열

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한다. 그런데 선로에서 운행하는 열차는 고속의

정한 철도의 부흥이 완성될 것이다.

차를 역으로 수입하여 서해안간선철도

객차부터 저속의 화차까지 다양하므로, 원심력을 극복할 수 있는 갠트

철도는 정시성과, 안전성, 신속성이 주요한

(West Coast Main Line)에 운영하고 있다.

의 양이 다양하여 고정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특성이면서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

스웨덴에서도 X-2000이라는 틸팅열차를 개

일반적으로 선로 등급에 따라 운행하는 열차의 평균적인 속도를 기초

라 지형 특성상 곡선이 많은 기존 철도 노선

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등에서

로 하여 캔트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의 경

Air spring

에서 속도의 증가를 통한 신속성의 확보는

도 독자적인 틸팅열차를 개발하여 운영하

우 캔트가 부족하여 곡선부에서 열차의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어서 운

Tilting bolster

제한이 있다. 특히 곡선에서 열차가 주행하

고 있다. 틸팅열차는 고속화를 위한 새로운

행 시간 단축에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틸팅열차는 <그림 1>과

는 경우 원심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승객의

선로 부설에 따르는 비용 절감과 환경파괴

같이 곡선부에서 차체를 안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속도를 감소시킬 수

의 방지, 전기에너지 활용에 따른 친환경성

어서 곡선부에서 고속 주행에 소요되는 캔트와 선로의 캔트의 차이만

밖에 없게 된다. 틸팅열차는 곡선에서 속도

등의 장점이 있는 철도시스템이라고 할 수

큼을 틸팅각으로 보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곡선부의 증속 효과를 얻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오토바이가 곡선을

있다.

을 수 있게 된다.

1. 서론

Tilting pantograph

Carbody
원심력

중력

θ= 틸팅각 + 캔트각

Bogie frame
Tilting link

Tilting actuator

<그림 1> 틸팅열차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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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틸팅열차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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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M

T

Th

M

Mcp

<그림 2> 한국형 틸팅열차 시제차의 편성

신호는 틸팅제어컴퓨터에 송신되며, 열차

성하고 조립하였으며, 각 단계 별로 구성품 시험 및 조합시험을 실시

속도 및 곡선 반경, 캔트량의 정보에 기초하

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주요 구성품 및 참여기관을 소개하면

여 틸팅 액튜에이터를 구동하고 차체를 순

<그림 4>와 같다.

차적으로 경사시키게 된다. 열차의 지붕에

6년의 개발기간동안 한국형 틸팅열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주

서 전력을 공급받는 집전장치는 전차선을

요 과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안정적으로 추종하기 위해 차체가 경사할

3. 한국형 틸팅열차의 주요 특징

복합소대차체/의장/기장설계,

때에 반대로 경사하게 된다. 집전장치의 하

제작 및 단차조립
한국화이버

부는 역틸팅을 위해 모터 및 벨트에 의해 구
한국형 틸팅열차는 순수 국산기술로 개발

동되는 스러지(sludge) 구조로 되어있다.

되는 동력분산식의 전기차량으로서 설계속

열차 내부의 좌석도 회전이 가능하며, 냉난

도 200km/h로 운행될 예정이다. <표 1>은

방장치, 방송장치 등의 편의시설도 고급화

한국형 틸팅열차의 기본 정보를 나타낸다.

하여 승객의 쾌적성을 높였고<그림3>, 열

한국형 틸팅열차는 기존의 열차와는 달리

차의 운전 및 제어장치도 고장이 발생하지

차체가 허니콤 샌드위치 구조의 탄소섬유

않도록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개발하

복합소재로 제작되어 기존의 차체 대비

였다. 추진제어시스템은 가변전압가변주파

30% 이상의 경량화를 달성하였고, 세계 최
초로 전체 차체를 일체형 성형 기법으로 제
작한 특징이 있다. 일체형 복합재 철도차량

<표 1> 한국형 틸팅열차의 주요 정보

획득하기도 하였다.

항목
열차 편성

있다.

Mcp

판토그래프를 가진 제어구동차 1등석 객실(29좌석)

M

동력차 2등석 객실(56좌석)

T

부수차 2등석 객실(56좌석)

Th

장애인용부수차 2등석 객실(52좌석)

4. 한국형 틸팅열차의 제작

총좌석

278 좌석

한국형 틸팅열차는 건설교통부를 주관부처

향장치가 부착되어 곡선에서의 횡압을 감

최고운행속도(설계속도)

180km/h(200km/h)

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전담기관으로

차량형식

EMU(동력분산식)

무게(만차상태)

344톤

어 있다.

총길이

틸팅구동을 위한 곡선 감지는 가속도 및 자

차체

KRRI/로템(주)/한국화이버
TMS/CC
우진산전

연결기
유진기공
감속구동장치
다이모스

Mtr/INⅤ/TM/SⅣ
우진산전/도시바

<그림 4> 한국형 틸팅열차 개발 참여 기관 및 역할

<표 2> 한국형 틸팅열차 개발 과정

이용하여 차체의 경사를 조정하며, 자기조

위성신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곡선 감지

제동장치
유진기공/유진전기/
다원프릭션

HVAC/door
HFG/ADS Rail

상유도전동기 2대를 일괄 제어하게 되어

6량 1편성(Mcp-M-T-Th-M-Mcp)

차량 정보

팅대차는 첨단의 전기기계식 액튜에이터를

이로센서 센서뿐만 아니라 GPS를 이용한

차량편성 조립 및 시운전

내용

또한 틸팅열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틸

소시켜서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

틸팅판토그라프
유진기공

틸팅제어장치
KRRI/ESW

수 방식의 1유니트의 컨버터 및 인버터가 3
<그림 3> 일등석 객실 내부

차체 제작 기술은 국가신기술(NET) 인증을

틸팅대차
KRRI/성신산업

143m
하이브리드 재질 (허니콤샌드위치 구조의 탄소섬유복합재+스테인레스
스틸)출력(추진전동기) 4,000kW(250kW급 3상유도전동기 16대)

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총괄 주관하
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6
년 동안의 개발기간을 거쳐 완성되었다. 참

틸팅구동

전기기계식 액튜에이터

여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시스템엔

대차

자기조향방식의 틸팅대차

지니어링 수행 결과에 따라 각 부품들을 완

22

연도

구분

2001. 8. ~ 2002. 7. (1차년도)

개념설계

2002. 8. ~ 2003. 7. (2차년도)

기본설계

개발 내용
- 틸팅열차시스템 사양 제시
- 차량시스템 개념설계
- 차량시스템 기본설계
- 시스템 관리 기준 설정
- 시스템 성능 시뮬레이션

2003. 8. ~ 2004. 7. (3차년도)
2004. 8. ~ 2005. 7. (4차년도)
2005. 8. ~ 2006. 7. (5차년도)
2006. 8. ~ 2007. 7. (6차년도)

23

상세설계

- 차량시스템 상세설계
- 시스템 인터페이스 검증

단품제작

- 차량시스템 단품 제작

및 시험

- 구성품 시험 및 검증

단품제작

- 차량시스템 제작

및 조립시험

- 구성품 조합 시험 및 검증

차량제작

- 틸팅열차시스템 제작

및 시운전

- 완성차 시험 - 본선 주행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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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형 틸팅열차의 시운전 및 실용화

<표 3> 기존선에서 틸팅열차의 운행시간 단축 효과
노선

6. 결론

차종

시간(분)

새마을호

189

TTX

159

새마을호

276

TTX

232

새마을호

263

템에 대해서도 속도향상 적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2년간에 10

TTX

216

만km 주행거리를 달성하면서 신뢰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뢰성

새마을호

306

TTX

252

새마을호

349

TTX

293

한국형 틸팅열차는 개발 완료되어 공장에서 구내시험을 실시하였고,

중앙선(청량리-안동)

오송기지로 이송되어 충북선에서 본선 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본
선에서 주행시험을 비롯하여 집전장치 시험, 승차감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며<그림 5, 그림 6>, 선로시스

경부선(서울-부산)

호남선(용산-목포)

전라선(용산-여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업 운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
형 틸팅열차의 투입 가능 노선에 대해 경제성 및 실용화 가능성 여부

경전선(서울-진주)

단축율 (%)

한국형 틸팅열차는 고속철도의 혜택을 받

18.7

지 못하는 기존선로 주변의 주민들에게 고
19.0

급화된 철도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고속철도 중심의 경부선과 호

21.8

남선을 기본축으로한 주요 간선의 철도 네
트워크 구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

21.4

다. 또한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노후 새마을
21.4

열차를 대체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

를 판단해 보기 위해 운행시간을 TPS(Train Performance Simulation)를

이다. 한국형 틸팅열차가 기존 선로를 힘차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게 주행할 때 한국 철도의 부흥은 완성될 수

기존선로에서 틸팅열차의 운행에 따라 새마을호 대비 약 20%의 운행

있을 것이다.

시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차체 틸팅 및 차량한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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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장에서 완성차 시험중인 한국형 틸팅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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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2

곡선에서 더 강한 200km/h 틸팅열차

1. 서론
Roof

한국형
틸팅열차
성능 평가 연구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한국형 틸팅열차
는 차량제작 및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완성차 시험

Inner frame

이 진행 중이다. 본 사업에서 개발중인 한국형 틸팅열차는
Aluminum honycomb
Sandwich with carbon/
epoxy face

Window Area

기존열차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틸팅열차만의 핵심기술이
적용되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철도차량 재료 및
제작기술에 있어 신개념을 제시한 일체형 복합재 차체, 곡
선부 추종성과 직선부 주행안정성을 겸비한 틸팅조향대차
이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핵심부품들에 대한 성능평가

Skirt Frame(STS304)

및 성과물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Stainless steel underframe

<그림 1> 틸팅열차용 복합재 차체의 단면형상

2. 복합재 차체 성능평가
개발중인 한국형 틸팅열차의 차체는 <그림 1>과 같이 차체
의 상부구조는 직조된 탄소/에폭시 면재(woven fabric
carbon/epoxy face)와 알루미늄 허니콤 심재(aluminum
honeycomb core)로 구성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있고 언
더프레임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되었다.
차체 사이드 판넬의 창문부위와 지붕구조의 에어콘 설치
부분은 하중을 감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강(mild steel)
내부골조가 삽입되어 복합재 차체부분과 동시성형(cocured)되어 제작된다. 차체의 상부구조는 스테인레스 재질
의 언더프레임과 접착(adhesive bonding)과 리벳(riveting)
의 이중접합에 의해 체결되었다.
1) 복합재 차체 정하중 시험

복합재 철도차량 차체의 정적인 구조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해 국내에서 철도차량 차체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해 적
용하는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E7105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5가지 시험을 수행하였다.
■ 수직하중 시험 (vertical load test)
■ 차단 압축하중 시험 (end compressive load test)

김정석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시스템엔지니어링팀 선임연구원 (jskim@krri.re.kr)

■ 비틀림 하중 시험 (torsional load test)

김남포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windows

시스템엔지니어링팀 책임연구원 (npkim@krri.re.kr)

■ 3점지지 시험 (three-point support test)
■ 고유치 측정시험

고태환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시스템엔지니어링팀 선임연구원 (thko@krri.re.kr)
한성호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vertical support

시스템엔지니어링팀장 (shhan@krri.re.kr)
서승일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장 (siseo@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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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정하중 시험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복합재 차체 정하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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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복합재 차체 정하중 시험결과.
시험항목

수직하중

측정항목

측정치

최대변형률 (발생부위)

-1201μ
ε(측창문 부위)

최대 처짐 (< 15.9mm)

12.3mm

상당굽힘강성
( >0.6x1014 kgf·mm2)

0.81x1014 kg·fmm2

차단압축하중

최대응력(발생부위)

32.4kgf/mm2 (연결기 고정부)

3점지지 하중

최대변형률(발생부위)

1866μ
ε(측창문 중앙)

비틀림 하중

최대변형률(발생부위)

480μ
ε(측창문 중앙)

고유치
측정시험

1차 굽힘
고유진동수 ( >10Hz)

10.25Hz

<표 1>은 정하중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한 것이

내장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화재안전성 평

다. 복합재 부위의 최대변형률은 3점지지하중조건에서 발

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생하였고 CF1263 탄소/에폭시 복합재 파단변형률의 약

시험조건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와

19% 수준이었다. 금속재 언드프레임의 경우 최대응력은 압

동일한 조건인 시너 4리터를 차체 바닥과 의자 등에 도포하

축하중 조건하에서 발생하였고 32.4kgf/mm2로 재질의 항

여 화재성장, 차체표면 및 내장재에서의 온도 및 열손상 정
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5>는 화재시험장면을 나타낸 것이

복강도인 37kgf/mm2이하로 설계기준은 만족함을 확인하
<그림 5> 복합재 차체 화재시험

였다.

며, <그림 6>은 내장재 표면에서 측정된 온도의 이력곡선
이다. 최대온도는 천정부에서 발생하였고 이때 온도는 약

2) 복합재 차체 피로하중 시험

307도 정도였다. 그러나 내장재의 발화온도(ignition

정하중 시험에 추가하여 정하중 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temperature)가 570도 이상이므로 화염전파는 발생하지 않

반복하중하에서 복합재 차체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아 화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피로시험에서는 복합재부위
및 금속재와 복합재 차체의 접합부에 대한 내구성을 평가

3. 틸팅대차 주행안정성평가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피로시험시 동하중을 부과하기 위
해 50톤 용량의 2조의 유압가력기(hydraulic actuator)를 차
체 지지점(차체의 공기스프링 부착위치)에 설치하였다. 유

본 절에서는 틸팅열차의 핵심부품인 틸팅 대차에 대한 동

압가력기는 바디볼스터(body bolster)에 부착된 평판에 볼

역학적 성능 평가를 위해 수행된 주행시험대 시험에 대해

트로 체결하여 차체의 지지점과 동일선상에서 가력되도록

기술하고자 한다. 주행시험대 시험은 궤도와 등가 시킨 궤

설치하였다.

조륜(Roller) 상에서 본선 시운전에서 안전측면에서 수행할

<그림 3>은 피로시험을 위한 시험차체의 설치모습을 나타

수 없는 임계속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며 부가적

낸 것이다. 피로시험 주행중 차체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피

으로 궤도틀림 가진에 의한 승차감, 주요 부품의 거동 특성

로균열을 감지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였다. 복합

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있다. 본 시험에서는 틸팅열차의

재 차체 부분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균열검사를 수행하였고

제어동력차용 구동 대차 시제품을 조기 제작하여, 중국 서

균열검사위치는 같이 차체 창문 모서리 부분을 중심으로

남교통대의 시험설비를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20개소이다. 언드프레임과 같은 금속재 부분은 육안 및

림 7> 시험전경과 주행시험대 상에 안치된 틸팅 대차의 시

PT(Dye Penetration Test) 시험을 수행하여 균열발생여부를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은 제어동력차 영차조건에서

검사하였다. 비파괴 검사 주기는 시험전 1회 검사 후 매 40

의 선형 및 비선형 임계속도를 측정하였다.

만회 주기로 검사하고, 200만회 종료 후 최종적으로 수행하

<그림 8>은 틸팅 대차의 제어동력차 영차조건에서의 비선

였다.

형 임계속도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차량 정상

<그림 7> 틸팅대차 주행시험대 시험

<그림 4>는 시험중 수행된 복합재 차체에 대한 X-ray 검사

조건은 선형임계속도는 240km/h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

결과 및 금속재 언더프레임의 중앙부와 단부에 위치한 용

고, 비선형 임계속도의 경우 차량 정상조건은 240km/h임

접부에 대한 PT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하중적재전에 촬영된 X-ray영상(before
촬영된 영상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균열도 관찰되지 않
았다. 언더프레임에 대한 PT시험결과에서도 균열은 관찰
되지 않았다. 이상의 시험을 통해 개발된 복합재 적용 틸팅
열차용 차체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Lateral Disp of Front Axlebox/mm

loading)과 2x106 사이클의 시험 수행 후(after 2x106cycles)

280
26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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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case 12

6
4
2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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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3) 복합재 차체 화재 안전성 평가 시험

개발 중인 신소재인 복합소재를 적용한 철도차량 차체와

<그림 4> 피로시험을 위한 시험차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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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차량의 최고운행속도조건인
180km/h이상에 임계속도영역이 존재하므로 주행안정성
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peed(km/h)

<그림 3> 피로시험을 위한 시험차체 설치

<그림 6> 내장재 표면 온도이력곡선

4. 개발에 따른 성과
한국형 틸팅열차의 핵심기술인 일체형 복합재 차체 제작

300

기술 및 틸팅조향대차의 개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신기
술 인증을 획득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세계최

<그림 8> 틸팅대차 비선형 임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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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3

곡선에서 더 강한 200km/h 틸팅열차

초로 시도된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 적용 일체 성형된 철도
차량 차체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기술 인증을 획
득하였다.

한국형
틸팅열차
틸팅 제어장치의
성능시험 방법 연구

■ 기술명 : 일체형 복합재 철도차량 차체 제작기술
■ 인증획득 일시 및 주관기관 : 2006년 7월 5일 (과학기술부)
■ 인증기간 : 2006년 7월 5일 - 2009년 7월 4일 (3년간)
신기술 인증의 배경은 23m길이의 철도차량 차체를 일체성

<그림 9> 복합재 차체 신기술 인증서

형기법을 적용하여 단 한번의 성형으로 제작하므로 제작
공정 및 비용을 절감하고, 초경량 재료인 복합소재를 적용
함으로써 알루미늄에 비해 약 40%의 경량화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림 9>는 복합재 차체에 대한 신기술 인증서
이다.
복합재 차체와 더불어 독자기술로 개발된 틸팅조향 대차

곡선부를 고속으로 운행하는 동안 틸팅시스템의 고장

1. 서 론

개발기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
였다.

은 탈선안전도와 횡각속도에 의한 승객 측면에서 볼
기존선 고속화를 위한 틸팅열차의 틸팅 제어기술은 곡

때 매우 중요하며, 열차제어시스템은 이러한 고장상황

선부 주행시 발생하는 원심가속도를 중력가속도의 횡

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 기술명 : 자기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차량용 주행장치

방향 성분으로 감쇄시켜 승객이 느끼는 횡가속도를 저

틸팅열차 틸팅시스템 성능시험은 크게 시험조건에 따

■ 인증획득 일시 및 주관기관 : 2006년 12월 8일 (과학기술부)

감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열차에 이와 같은 틸팅 기술

라 정적시험과 시운전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적

■ 인증기간 : 2006년 7월 5일 ~ 2009년 8월 4일 (2년간)

을 적용할 경우 승차감의 향상뿐만 아니라 곡선부 통

시험은 차량에 전원이 공급되는 설비를 갖춘 공장구내

<그림 10> 조향대차 신기술 인증서

과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운행시간이 단축

에서 차량을 정지한 상태에서 틸팅시스템만을 구동하

신기술 인증의 배경은 곡선부 고속주행 및 선로부담력을

되며, 곡선부 통과시의 가·감속 빈도도 줄어들어 그

는 시험이며, 시운전시험은 다양한 운전조건하에서 틸

최소화할 수 있는 200km/h급 조향대차를 독자개발하고,

만큼의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팅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이에 틸팅기능까지 적용하여 틸팅열차에 성공적으로 적용

틸팅 열차를 적용하면 기존선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본 고에서는 국내에 처음으로 제작되는 틸팅열차에 대

했기 때문이다. <그림 10>은 조향대차에 대한 신기술 인증

약 30% 정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틸팅 제어시스템은

한 틸팅 제어시스템 성능을 규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서이다.

적절한 틸팅 제어를 통하여 곡선통과를 빠르고 안전하

연구를 수행하였다.

게 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틸팅 제어장치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열차의 주행안전성 측면에서의

5. 결론

2. 틸팅 제어시스템 구성

전복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 측
면에서도 이선에 의한 집전성능의 저하 문제가 발생할

본 시험평가를 통해 개발 중인 복합재 차체는 설계요구조

틸팅 제어기술은 자연계의 파라미터인 각속도, 가속

수 있다.

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피로시험에
서는 만차상태에서 200만회 반복하중시험에서 피로균열은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 안전성 시험에서는 대구지하철 화
재 사고와 동일한 방화 시나리오하에서도 화염전파나 열
손상은 발생되지 않았다.
비선형 임계속도의 경우 차량 정상조건은 240km/h임을 확

이수길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시스템엔지니어링팀 선임연구원(sglee@krri.re.kr)

상에 임계속도영역이 존재하므로 주행안정성이 확보되었

고태환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시스템엔지니어링팀 선임연구원(thko@krri.re.kr)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

한성호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시스템엔지니어링팀장(shhan@krri.re.kr)

인 하였다. 따라서 차량의 최고운행속도조건인 180km/h이

송용수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시스템엔지니어링팀 주임연구원(adair@krri.re.kr)
서승일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장(siseo@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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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속도 및 위치를 적절히 제어함으로 철도차량 외의

이버 설계와 틸팅량을 결정하는 중앙연산장치와의 연

<그림 2>는 틸팅 제어장치의 부품간 인터페이스 블럭

로 되돌아오는 신호를 보낸다. 측정되거나 명령되어진

항공기 방향과 고도를 조양함과 더불어 우주 발사체의

계성 및 하드웨어 Interface문제를 초기에 고려하여야

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열차종합제어장치(Train

값의 차이는 모터 조절기 속에서 동력학적으로 수정되

원격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기본적인 기술이

한다. 또한 틸팅 시스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Management System: TMS)는 첫 번째 차량의 차체 틸

어 진다.

다. 이 기술은 열차의 현가장치에 통합된 제어 시스템

시스템의 이중화 및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종합 시스

팅 제어장치와 상호 작용하는 CAN 통신을 경유하여

요구 증가와 곡선 주행시 승객이 느끼는 횡방향 가속

템 엔지니어링 기술의 요구된다.

관련 명령을 주는 컴퓨터이다. 처음과 마지막 차 사이

도를 상쇄를 위해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오고 있다. 기

열차 블록 도형은 6대 열차의 구성을 보여준다.

의 차체 틸팅 제어장치들은 소속 열차 속에서 열차제

존선로에서 속도향상에 따른 캔트 부족량을 정확히 보

틸팅 제어장치의 부품으로는 열차틸팅 제어장치

어시스템과 연결되어진다. 각 열차의 차체 틸팅 제어

상함은 물론 틸팅 시작점과 틸팅동작 속도 등이 틸팅

(TTP), 대차검지기(BS), 틸팅 액튜에이터(CA), 틸팅 대

장치(Carbody Tilting Electronic)는 RS422 통신을 경유

틸팅시스템 시험은 정적시험, 동적시험, 시운전 시험

열차의 승차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기술을 살

차전력변환장치(CTE), 판토전력변환장치(PE), 판토 액

하여 다음 열차에 연결되어진다. 전기 기계적인 틸팅

으로 구성되며 시험동안 다양한 운행조건하에서 시스

펴보면 다음과 같다.

튜에이터(PA), 판토 위치센서(PSS)로 <표 1>과 같이 구

시스템은 CAN 통신을 이용하여 열차제어시스템으로

템의 성능이 시험되어야 한다. 또한 정적시험은 틸팅

◎ 곡선선로 인입 및 출구를 정확히 인지하는 고속도

성되어 있다.

부터의 필요한 명령 신호들과 대차 감지기(bogie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시험

sensor)를 통한 열차 틸팅 제어장치로 부터의 필요 틸

하며, 동적시험은 틸팅차량이 시험노선에서 틸팅동작

팅 명령 신호를 받아들인다. 보기센서는 바퀴 축 방향

이 원할히 수행되는지를 시험한다. 시운전 시험은 틸

의 횡축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앞뒤 차량의 대차 프

팅차량의 투입예정 노선에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을 사

레임에 장착된다. 이 신호는 열차 틸팅 제어장치 내에

전에 파악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운전시험 동안 안전성

서 처리되어지고 구동 엑추에이터를 위한 틸팅 명령

과 관련된 시험항목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계

신호로서 사용되어 진다. 각각의 엑추에이터는 요구되

획해야 한다. 열차의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진 위치로 이동하며 틸팅 제어장치에서는 실제 위치

인자들을 단계별로 증가시키면서 시험시 발생가능한

<표 1> 차량별 설치 틸팅 제어장치 부품구성

◎ 곡선반경과 속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횡방향
가속도와 캔트량에 따른 틸팅각도 결정
◎ 완화곡선과 주행속도에 따른 틸팅하는 속도를 결정
◎ 정확한 틸팅량이 기계적으로 움직임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측정하는 피이드백 제어시스템 결정

구분

Mcp1

M1

T1

Th

M2

Mcp2

CTE

CTE1

CTE2

CTE3

CTE4

CTE5

CTE6

Bogie
Sensor

BS1

-

-

-

-

BS2

PE

PE1

-

-

-

PE2

PPS

PPS1

-

-

-

-

PPS2

PA

PA1

-

-

-

-

PA2

CA

아울러, 구동체의 동역학 성질을 고려한 구동체 드라

CA11 CA12 CA21 CA22 CA31 CA32 CA42 CA41 CA52 CA51 CA62 CA61

Train Management
System

CAN-Sensor

CAN-Train

Train Tilting
Processor

Sec.Loop Train

정밀위치 감지기술

3. 틸팅 제어시스템 성능평가 방법 및 결과

RS 422(car in front)
vehicle Tilting Processor

RS 422(car in behind)

Carbody Tilting Electronic

Motor Controller

Pantograph
Actuator
Sec.Loop

Carbody
Sensor

Pantograph
Position
Sensor

Motor Controller
Inverter

Inverter

Inverter

Motor Controller
Bogie Sensor

Carbody Actuator

Carbody Actuator

Carbody Position Sensor

Carbody Position Sensor

Pantograph
Electronic

CAN-Sensor

<그림 1> 6량 1편성 틸팅열차 틸팅 제어장치 구성도

<그림 2> 틸팅 제어장치의 인터페이스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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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위험요소를 감소시켜야 한다.

틸팅열차 구동시 차량한계와 건축한계의 만족여부를

틸팅시스템 시험에서 검토되어야하는 시험항목은 다

파악하기 위하여 좌우 <그림 4>와 같이 좌우8도에 대

음 <표 2>와 같다.

한 틸팅동작 후 건축한계 게이지 통과하였다. 시험결

<표 2> 틸팅 제어장치의 성능시험항목

과 주어진 건축한계를 모두 만족하였다.

구분

시험 항목

완성차시험

시운전시험

(정적시험)

(동적시험)

1

틸팅엑추에이터 구동방향성 시험

◎

2

틸팅구동시 기기간섭 시험

◎

3

틸팅명령 적합성 시험

◎

◎

틸팅명령에 대한 시스템

◎

◎

◎

4

4. 결론
본 고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동작상태 검증시험
5

틸팅시스템 자동복귀 성능시험

◎

6

틸팅구동시 승차감 성능시험

◎

틸팅열차의 틸팅 제어시스템에 관한 성능검증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틸팅열차의 곡선부 주행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항목을 정리하고 시

제안된 시험항목에 따라 틸팅 제어장치의 성능시험을

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시험방법을 정적시험인

실시하였으며, 틸팅 제어시스템의 기능확인을 위한

완성차시험과 동적시험은 시운전시험으로 구분하여

조합시험을 실시하여, 열차틸팅 제어장치(TTP), 대차

항목을 정리하였다. 본 사양은 해외 인증전문업체(영

센서(BS), 틸팅 액튜에이터(CA), 틸팅 대차전력변환장

국로이드사)와의 기술검토를 거쳤으며, 차체의 틸팅

치(CTE), 판토 액튜에이터(PA), 판토 위치센서(PSS)에

실행시 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 확보측면이 중점

대하여 완성차 탑재 전 틸팅기능 동작과 부품간 통신

적으로 다루었다.

인터페이스 성능을 검증하였다.

향후, 시제차량의 동적성능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

<그림 3>은 틸팅 제어장치의 부품간 인터페이스 조합

선 시험선로에서의 주행시험을 통해 제안된 시험방법

시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들에 대해 최종 검증할 계획이다.

04

곡선에서 더 강한 200km/h 틸팅열차

선기
로존
구선
축속
물도
시향
스상
템을
개위
선한
기
술
1. 서론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철도가 개통된 이래 우리 철도는 100년이 넘는 역사
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경부선 최고속도를 140km/h로 향상시킨데 이어 현
재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 경부고속전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004년에 300km/h급의 고속철도 서비스가 개통되었으
며, 이어서 시험운행중인 한국형 고속철도차량도 곧 운행될 예정에 있다. 반
면, 현재 국내 기존선의 고속화는 새마을호 열차를 중심으로 1985년 종전 최
고속도 120km/h에서 140km/h로 향상한 이래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타 교통수단 대비 경쟁력 확보와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엄기영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인프라기술
개발팀장 (kyeum@krri.re.kr)
엄주환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인프라기술
개발팀 선임연구원 (jhum@krri.re.kr)

<그림 3> 틸팅 제어장치 조합시험 장면

서비스 향상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목적지간 여행시간의 단축이
고, 이에 병행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체계, 고객과의 약속인 정시

<그림 4> 틸팅 제어장치의 건축한계 시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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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운행, 그리고 쾌적성이다. 고객들의 요구사항 및 산업사회의 특징인 대량

2) 궤도시스템 성능평가

수송체계 확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선의 특성과 운

궤도는 차량이 주행할 때, 차량을 직접 지

용환경, 수송수요에 부합되는 고속화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유도하는 기초구조물로서 안전성 확

한다.

보와 더불어 안락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기존선 속도향상은 선로의 직·복선화 및 선형개량, 건설에 의한 기존철도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궤도조건을

고속화가 최적의 방안으로 시간단축 효과나 선로 용량 증대의 폭은 크지만,

만족하기 위해서는 궤도의 구성재료가

막대한 투자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랜 준비기간과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

열차의 주행시 궤도에 전달되는 하중과

게 되므로, 신선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없이 기존의 철도 하부구조를 최대

진동 등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을 갖도록

한 활용하여 단·중기적으로 실용적인 속도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속도향상

시공 및 유지되어야 한다.

의 폭은 다소 적으나 경제적으로 실용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기존선에 틸팅 차량을 투입

따라서 본 고에서는 틸팅열차 운행에 따른 기존선 속도향상시 선로구축물시

할 경우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스템과 인터페이스 부분을 고려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즉

<그림 1> 곡선부 틸팅열차/선로선형과의 적합성 검토

발생 가능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판형교, 분기기, 선로선형, 궤도시스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간단

위해서는 기존선 궤도의 성능에 대한 정

히 소개하고자 한다.

량적인 평가가 수립되어야 한다.
즉, 기존선 궤도에 대해서 주행 차량의 속
도와 이에 따른 궤도의 부담력과의 관계
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향후 틸팅 차량

2. 선로시스템 개선기술개발

의 투입 시에 궤도 구조의 안전성과 주행

<표 1> 선형적합성 검토 내용
검토항목
최소곡선반경

● 목표통과속도 구현을 위한
곡선반경의 검토

지고 곡선부를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현재 부설되어 있는 곡선반경에 따

보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

른 캔트 및 완화곡선장과의 적합성 검토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전에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함으로

며, 이에 따른 최고속도의 산정 및 적절한 선형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써, 최종적으로 기존선에 대한 틸팅열차

이다. 이와 더불어 속도향상에 따른 궤도부담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열차속도

의 안전한 주행을 확보할 수 있다.

증가에 따른 궤도성능의 적합성여부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 속도향상에 따

<그림 2> 및 <그림 3>에서 궤도성능평가

른 궤도시스템의 개량여부도 판단하여야 한다.

를 위한 윤중, 횡압, 레일변위 등의 현장
계측 및 궤도부담력 해석 상황을 보여주
고 있으며, <그림 4>는 고속차량 및 기존

1) 틸팅열차의 기존선 곡선부 선형 적합성 검토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열차에 비해서 고속인 틸팅열차가 기존노선에 투입될

차량에 대한 내외측 윤중계측결과를 보

<그림 2> 궤도 계측 현황

경우, 고속틸팅열차와 기존 곡선부 선로선형과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검토가

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능평가결과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현재 선로조건

에 의하면 틸팅열차 운행에 따른 속도향

과의 선형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열차의 주행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이에

상을 위해서는 기존 곡선부의 목침목 개

● 완화곡선의 연신방안 검토

대한 우선 검토항목 및 검토내용을 <표 1>에서 나타내고 있다.

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 틸팅열차 투입으로 인한 캔트

기존선의 속도향상은 곡선부의 직선화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이음매레일의 장대레일 개량화도 필요할

수 있지만, 소요 비용 등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

것으로 판단된다.

● 승차감을 고려한 곡선부 최고
통과 속도에 대한 소요완화
곡선장 검토

캔트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

검토내용
● 최소곡선반경 구간에 대한
차량의 최고 통과속도 산정

완화곡선길이

틸팅열차를 이용한 기존선 속도향상은 일반차량에 비해 낮은 무게중심을 가

향상효과
● 현재 캔트량으로 구현 가능한
통과속도 검토
● 목표통과속도 구현을 위한
캔트량의 검토
● 저속차량(일반차량/화물차량)

캔트량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속도에 대한 캔트량 산정과 검토는 <그림 1>에 나타낸 틸팅열차의 곡선

과 고속차량(틸팅열차)의 속도

남선, 충북선, 중앙선, 전라선 등의 전체 곡선부에 대한 틸팅열차 속도 및 완화

를 고려한 캔트 과다량 및

곡선 연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약 10~15%정도의 속도향상효과가

부족량 검토

3. 분기기 성능향상기술개발

부 통과 메카니즘에 준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부선, 호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6

분기기는 레일 주변설비 중 유일한 가동
부로 구조도 복잡하고 천이과정 중 차륜,

<그림 3> 궤도부담력 해석(G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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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윤중(1)

Time(sec)

외측윤중(1)

레일간의 급격한 운동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어 안전성 문제가 항상 거론

2) 개량분기기 현장부설 및 성능평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외에서 차량의 탈선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취약부

개량분기기는 현재 경부본선 상행선 구

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규정에서도 기존선의 크로싱 분기기의

미역 구내 23A 분기기 자리에 2004년도

직선측 최대 통과속도를 130km/h로 제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운행속

에 시험부설 되어 있으며 현재 계속하여

도가 높은 틸팅열차가 운행될 경우 분기기 통과속도와 열차의 최고운행속도

각종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부설 후

와의 격차가 커져서 선로운영효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현재까지 시험부설구간에 있어 별다른

따라서 본 고에서는 향후 틸팅열차 운행을 대비하여 기존크로싱 분기기의 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유지

선을 통하여 유지보수 및 속도향상을 꾀하고자 보다 성능이 향상된 개량분기

보수성능도 기존분기기에 비해 아주 우

기의 개발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능평가 시
험으로서는 열차통과속도별 배면횡압,

Time(sec)

1) 개량분기기 개선항목 및 특징
내측윤중(1)

크로싱부 변위/가속도, 크로싱부 전/후단

<그림 7> 분기기 성능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 크로싱분기기를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10개소

변위 가속도, 침목변위, 윤중/횡압, 분기

의 핵심부분을 개선하였으며, 개선부위는 각각 구조해석과 간이시험 등을 실

기 인근 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기존

시하여 설계 전, 적용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차량 주행안전성에 가장

분기기와 비교 분석 하였으며, 유지보수

큰 영향을 미치는 크로싱과 가드레일 부위는 별도의 동특성 해석 수행을 추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량 분절침목

하여 차량 통과시 이상 거동이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에 대해 STT 및 MTT 작업과 도상저하로

지금까지 기존선에 부설된 분기기는 대부분의 공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한 침목 과다 처짐 발생 시 분기기에서

경우가 많아 부설 후 분기기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조립 오차 등을 제어하

의 분절침목 강도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

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기기 제작 및 조립공

기 위한 실내 볼트 인발 시험 및 공장 올

정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실시하고, 제작된 완성품을 화차를 통해 부설 개소까

림시험을 통해 4볼트식 분절침목의 구조

지 이송하는 신공법을 채택하여 현장에서의 작업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분기

적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Time(sec)

내측윤중(1)

Time(sec)

<그림 4> 경부선 경산역 부근 계측결과 비교
(고속차량-좌 & 기존차량-우)

기의 조립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 5>는 개량분기기의
개선항목 및 항목별 주요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0mm 올림

3) 개량분기기/선로전환기(MJ81)

<그림 8> 분절PC침목 양로시험

인터페이스 시험

개량분기기와 더불어 고속에 적합한
MJ81선로전환기의 국산화 개발이 완료
되어 이에 대한 인터페이스 시험을 수행
하였다.
공장 구내에서 개량분기기(#8, 60kg 우분
기기)와 MJ81전기선로전환기를 조립하
여 상호 호환성 검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
하였다. 아래 <표 2>와 같이 안전하고 쾌
적한 열차 운행을 위해 분기기와 선로전
환기와의 원활한 작동 확인을 위한 지정
<표 2> 시험 항목과 평가 기준

된 시험항목과 그에 따른 평가기준에 준

시험 항목

평가 기준

하여 <그림 9 ~ 그림 10>에서와 같이 인

텅레일 밀착간격

0.5mm 이하

터페이스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각각

선로전환 시간

5초 이하

텅레일 보호값

1380mm 이하

텅레일첨단 개구값

145mm (-2, +3mm)

의 시험 항목의 평가 기준에 만족스러운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5> 개량분기기의 개선항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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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호 호환성에 대한 현장부설시험을 추가로 수행하여 통과 열차에 대한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받침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며 보자리의 파손이 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감 및 주행안전성의 검증을 통하여 상용화가 충분

각하다. 이러한 보자리의 파손의 상부구조를 불량하게 지지하여 차량주행 시

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량의 비정상적인 처짐이 파손된 보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판형교에 탄성받침을 설계 및 제작하여 부설하고, 부설
전·후의 교량의 동적 거동을 계측하여 분석하였다.

4. 판형교 동적안정성 향상기술개발

탄성받침은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고무받침과 디스크받침 등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디스크받침을 사용하였다.

현재 부설된 철도교량의 설계하중은 1894년에 수립된 L하중이며, L하중을 이

검토결과, 판형교에 디스크받침의 설치는 탄성을 제공하여 차량에 의한 충격

용한 철도교량의 설계는 정적(Static)내하력 확보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다. 현
<그림 9> 인터페이스 구내 시험

완화 및 승차감의 개선 등의 이점이 있으나 수직처짐이 증가하므로 이를 개선
<그림 13> 선받침 교체전 모습

재 공용중인 형식의 판형교의 경우, 충격 및 진동에 의하여 연결부의 손상 및

하기 위한 보강대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진동 등이 심각하며, 다른 형식의 교량과 달리 수직진동과 수평진동이
거의 비슷한 크기로 발생하는 과도진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5. 맺음말

이러한 현상은 여객열차의 승차감과 주행안정성을 저해하며, 교량구조물의
손상을 촉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존선 판형교의 경우 틸팅열차 운행에 따
른 증속주행에 대비하여 판형교의 동적 사용성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및 적정

본 고에서는 틸팅열차 운행에 따른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선로구축물시스

개량 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합리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타 형식으로의 교체

템 인터페이스 부분의 검토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존선에 있

또는 전면 개량 등이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틸

어서의 고속화는 속도제한 요소를 점진적으로 개량/교체함과 동시에 속도향

팅열차 운행을 대비하여 기존선 판형교의 동적성능을 평가하고 향상하기 위

상에 대응하는 안전기술의 확보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선 고속화는 인프라 성능개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한 방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4> 교체후 탄성받침 설치모습

<그림 10> 텅레일 밀착 간격 측정 시험

주요 요소, 즉, 곡선통과속도, 분기기 통과속도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

1) 판형교 연속화 공법 개발 및 수치적 검토

여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인 기술검토

본 기술은 열차속도의 향상에 따른 무도상 판형교의 수직 및 수평 진동을 저

뿐 아니라 향후 현차주행시험을 통하여 충분한 안전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감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무도상 판형교가 갖는 취약한 횡방향 휨강성을 증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키기 위하여 현재 브레이싱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2개 강형(plate girder)을
국부적으로 일체화시켜 취약한 횡방향 구조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개발된 본 공법의 동적성능 향
상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현장에 부
설하여 실험적으로 동적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 11> 현장부설성능시험

중앙 처짐 (mm)

한 본 공법은 열차운행의 지장(서행, 중단)없이 소수의 인원과 비용으로 부설

교량의 동적응답 해석결과 동적처짐은 현행 판형교에 비해 연속화된 판형교
가 약 9.1-12.8%감소되며 수직진동가속도는 속
도에 따라 36.2-62.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 판형교 부속 시스템 개량방안 개발

교량 상에서 차량의 승차감은 교량의 진동가속도 및 발생 처짐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되고 있다.

중앙 처짐 (mm)

연속화된 판형교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각 및 교대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받침에 의한 지지강성
의 변화가 차량의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
철도 교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판형교의 교량받침은 대부분이 선받침
<그림 15> 탄성받침 설치에 의한 속도별 중앙 최대 수직변위의 변화

<그림 12> 동적응답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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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5

곡선에서 더 강한 200km/h 틸팅열차

1. 서론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전기신호시스템
개선기술

틸팅열차는 유럽의 철도선진국들과 일본에서 기존선의 속
도향상을 위해 이미 상용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철도시스템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틸팅
열차는 설계속도 200km/h, 운행속도 180km/h급의 열차이
므로 틸팅열차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기신호시스템
성능향상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호보안설비는
열차운행 관련 정보에 따라 열차 진로를 제어함으로서 원
활한 열차운행을 확보하여 주는 설비로 틸팅열차의 정확하
고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틸팅열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다.
현재 사용 중인 기존선의 신호시스템(ATS)은 160km/h 이
상의 운행속도에서는 틸팅열차 운행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차상신호시스템(ATP)을 틸
팅열차에 설치되어야만 하고 기존 신호시스템과의 상호호
환 운영을 위한 ATS와 ETCS 차상신호시스템간의 인터페이
스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선에서 틸팅열차의 운행속
도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설비중의 하나인 가선시스템은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판토그래프의 압상력이 증가하고,
일정한 압상력으로 주행함으로써 진동에 의한 파동이 발생
하는데 이 파동에 의해 전차선과 판토그래프 사이에는 이
선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 장애, 아크의 발생, 전차선 및 습동판
의 이상마모, 전자파 발생 등의 원인이 되어 틸팅열차에 안
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
결하고 기존선에서 틸팅차량의 안정적 운행 및 집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신호시스템과 상호운영, 전차선과
틸팅 판토그래프와의 상호작용 해석, 그리고 취약부분에
대한 가선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틸팅열차의 속
도향상에 적합한 전기신호시스템의 개량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신승권 |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인프라기술개발팀
선임연구원 (skshin@krri.re.kr)
엄기영 |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인프라기술개발팀장

2. 신호보안체계 최적구축방안 연구

(kyeum@krri.re.kr)
김용규 |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장
(ygkim1@krri.re.kr)
조용현 | 전기신호연구본부 리니얼전철연구팀

기존선 속도 향상에 있어서 기존의 신호 시스템인 자동열
차정지장치(ATS)의 적용은 안전성과 신뢰성의 문제점을

책임연구원 (yhcho@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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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뿐 아니라, 최대속도 150km/h 이상에서의 적용 가
능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으며, 지상에서 차상으로의 정보
전송이 아날로그 신호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파수 간섭 및
왜란으로부터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상신호(ATP) 장치 구축사업에 적용된
Bombardier Transport사의 ETCS 차상신호장치에 대한 성
능시험이 완료되면 관련 장치를 틸팅열차에 적용된다.

1) 기존선 속도 향상을 위한 기존 신호설비 검토

기존선 속도 향상 및 전철화를 위한 신호보안설비에 대해
속도 관련 신호설비, 안전 관련 신호설비, 그리고 안전 및
속도 관련 신호설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속도 관련 신
호설비로는 전기선로전환기장치와 자동페색장치(ABS)가,
안전 관련 신호설비로는 선로변 신호기, 궤도회로, 연동장

치, 전원설비, 전철화시의 사구간 통과장치가, 안전 및 속도
통신라인 인접 폐색신호기현시, 고장, 궤도
신
호
기
출
력

관련 신호설비로는 자동열차정지장치(ATS)와 건널목 신호

신호기
출력

보안장치 등이 대표적인 설비로 검토되었다.
현재의 신호 설비 운영에 있어서 기존선 고속화를 위한 신
호시스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여 전자연동장

궤
도
표
시

유로발리스
텔레그램 출력

정보전송장치
(유로발리스)

치와 전기선로전환기간의 인터페이스 방안을 수립하였으
며,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 성능이 다양한 열차가 혼용 운

기존신호기출력
궤도
표시

영되는 구간에 적합하며, 고속운행시의 안전성과 신뢰성

전철기
제어표시

확보는 물론 단계별, 구간별 신호설비의 개량시 인접구간
으로의 설비 확장 및 호환성이 우수하도록 설계하였다.
ETCS 차상신호장치로 정보를 전송하는 ETCS 지상장치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선에서 사용하는 신호장치와의 완벽

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구성

전자
연동장치

신호현시
진로선별현시

폐색제어유니트 인터페이스 구성

선로변제어
유니트(LEU)

폐색제어
유니트

LEU

한 호환성을 기본으로 역 구내와 폐색 구간의 각각의 특성
에 적합하게 설치된다.

신호현시 진로선별현시

2) 신호설비 및 인명 보호 방안
선로
전환기

궤도회로

자동폐색
장치(ABS)

신호기
회로

진로
선별등

궤도회로

신호제어
정보통신

신호기
회로

내 전철화 구간에 있어서 신호설비 및 인명 보호를 위한 방
안은 현재 고속선에서 사용중인 공동 접지 방안이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견지에 따라 현재 기존선에

CBC

CBC

서 사용 중인 단독 접지와 공동접지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
기존의 신호시스템 접지 원리, 기존선 전철화 구간에서의
공동 접지 적용 방안, 기존 접지 시스템과 공동 접지 시스템

<그림 1> ATP시스템과 기존 신호설비간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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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 방안, 각각의 철도 시설물에 대한 접지 방안 등에

3. 가선설비 개량방안 연구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전철화 선로의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이 단독접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틸팅열차 시운전시험을 수행할 충북선과 호남선의 현장개

전위차에 의한 접지 저항값 보상을 위해 접지봉을 사용하고

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운행예상선로 구조분석

있다.

과 관련하여 충북선 및 호남선의 전차선로 사양 및 건설 현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전철화 사업에서 시행중인 공동 접

황을 조사하였고 이들 구간에 대한 기하 검측결과를 토대

지망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기존 단독접지의 절연

로 가선 설비의 보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틸팅열차 운행

장치 제거 및 전철주의 전차선 보호선 연결 등과 같은 전차

을 위한 가선 개량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차선로 시스

선 중성선의 전체적인 변경 등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

템을 구성하는 구성품별로 개량방안을 제시하였다.

만약 접지 공사로 인해 과다한 경제적인 문제점에 직면할
경우에는 기존의 접지 방식으로 구성된 구간에 역 구내와

1) 운행예상선로 구간 분석 및 적합성 연구

공동 접지망 원리 적용이 필요한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매

운행예상선로 적합성분석과 관련하여 충북선 삼탄2터널

설 접지 케이블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을 대상으로 협소터널에서 차량과 전차선로와의 간섭 여
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집전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

3) 단상 220V용 MJ81 전기선로전환기용 모터 국산화

비 개량이 없는 상태에서 충북선과 호남선에서의 최고운

개발

행 가능속도를 예측해보았다. 안정적인 집전을 위한 통계

모터와 Torque Limiter는 MJ81 전기선로전환기에 장착되어

적 최소 접촉력을 40N이라고 가정하면 충북선의 경우 설

일정한 회전과 Torque를 Gear Box에 전달하여 선로를 전환

계속도 110km/h까지 안정적인 집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부품으로 프랑스에서 고가

된다.

로 수입되어 공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국

호남선의 경우 열차가 설계속도 150km/h까지는 안정적인

산화를 추진하였다. 개발된 단상 220V용 모터를 MJ81 전기

집전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접촉력의 측정결

선로전환기에 장착하여 성능시험 및 내구성시험(200,000회)

과와 이선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증속하는 것이 필요

을 수행하였으며, 개량분기(#8, 60kg 우분기기)와 인터페이

하다.

스 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1> 충북선 집전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속도[km/h]

100

110

120

평균접촉력(N)

78.4

81.3

84.8

접촉력 표준편차(N)

10.2

12.2

16.0

지지점 압상량 (mm)

17.9

17

15.9

평균접촉력 -3*표준편차(N)

48

45

37

(경간 50m, 전차선 장력 1.0ton, 조가선 장력 1.0ton, 사전이도 미적용)

<표 2> 호남선 사전이도 적용시 집전성능 해석결과
속도[km/h]

150

160

170

평균접촉력(N)

92.9

96.5

99.7

접촉력 표준편차(N)

17.2

19.5

22.6

지지점 압상량 (mm)

14.6

19.8

25.7

평균접촉력 -3*표준편차(N)

41

38

32

(경간 50m, 전차선 장력 1.2ton, 조가선 장력 1.2ton, 사전이도 적용)
<그림 2> 단상 220V용 모터개발

<그림 3> MJ81 장착 성능시험 및 내구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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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량방안에 따른 대상설비 성능개선 기술개발

협소터널에서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가선과

기존선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장력 증가가 필수적으로 필요

전차선의 지지를 분리한 개량형 엇가고 듀얼 브래키트

하다. 개별식 혹은 일괄식 장력 방식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

의 1차 시제를 개발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는 도르래식 장력조정장치의 1차 시제를 개발하여 공장성
능시험을 수행한 결과 사용하중시험 및 과하중시험 합격기

3) 시험계획 및 시험장치 구축방안 수립

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협소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브래키트

틸팅열차가 속도 향상 시험을 하는 동안에 전차선로의 성능

는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집전성능을 악화시켜 열차의 속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장치의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도 제한을 가져오게 한다.

시험장치는 전기 가압된 전차선로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직
<그림 5> 협소터널 브래키트 강성 시험

접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선 인터넷 방식
의 텔레메트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시험
항목으로는 전차선 압상량, 전차선 진동, 온도, 변형율 등이
며 항목별로 상세한 시험절차를 수립하였다.

4. 결론

로드셀

국내 철도신호의 제어방식이 지상신호에서 차상신호로 발

장력조정장치

전함에 따라 틸팅차량의 신호방식은 기존의 지상신호장치
와 차상신호장치 설치 이후에 사용될 차상신호를 함께 이
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해 전차선
로 장력 증가를 위한 자동장력장치 및 드로퍼 교체, 협소터
널 브래키트 교체, 곡선당김금구의 허용 압상량 확인 등이
필요하다. 틸팅열차 시험운전을 앞두고 전차선로의 집전성
장력추

능에 큰 영향을 주는 사전이도 및 곡선당김금구의 허용 압
상량의 확인이 단계별 증속시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6> 전차선로 무선전송시스템 구성

D A O 시스템

<그림 4> 도래식 장력조정장치 1차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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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제어시스템 측면의 고속선 콘크리트 궤도용 분기기의 특성 분석
○ Operation & Maintenance 노하우 세계적 보급에 관한 동향
○ 친환경 철도차량인공어초의 개발
○ 효율적 유지보수를 통한 철도차량 기술발전 방향
○ 고속철도 1단계 노하우 D/B 구축
○ CPR의 안전프로그램
○ 2007년 다이아개정에 따른 JR화물의 새로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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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향

열차제어시스템 측면의 고속선
콘크리트 궤도용 분기기의 특성 분석

경부고속선 2단계 동대구-부산 구간 건설을 위해 한
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콘크리트 도상의 설
치에 있어서 열차제어시스템에 관한 검토가 분기기
와 전기선로전환기, 그리고 연동기계실(IEC :
Interlocking Equipment Center)의 인터페이스 측면
에서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분기기는 노스 고정형
과 노스 가동형으로 분류된다.
노스 고정형은 주로 속도가 고속선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구간에서 사용함에 따라 분기기의 크로
싱부가 고정형으로 구성되며, 일반 분기기로 명명

국산 실용화가 완료된 상태이다. 관련 분기기의 구

템은 연결관과 벨 크랭크에 의해 전기선로전환기의

조는 철관장치와 벨 크랭크에 의해 분기기 각부로

동력을 분기기 전반에 분산, 제공함으로서 분기기를

동력이 전달되며, 국내에서는 F46번 까지, 그리고

동작시키는데 비해<그림 1>, 독일의 고속분기기 시

국외에서는 F65번까지 첨단부와 크로싱부에 각각 1

스템은 연결간과 벨 크랭크가 모두 전기선로전환기

개의 MJ81 전기선로전환기를 이용하여 분기기를 동

와 밀착쇄정장치로 교체된 형태를 가지며<그림 2>,

작시킨다. 텅 레일과 기본 레일간의 밀착 검지는 좌,

크로싱부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유압(Hydro) 시스템

우 한쌍으로 구성된 뽈베(Paulve) 밀착 검지장치에

을 추가로 장착하였다. 또한 1단계 서울-동대구 구간

의해 실행된다.

의 경우 분기기의 크기에 따라 선로 좌우에 한 쌍의
밀착 검지기가 설치된 반면, 독일의 분기기 시스템

경부고속선 2단계 동대구-부산 구간의 경우에는 궤

에서는 밀착 검지기가 <그림 2>와 같이 첨단부 각각

도 유지보수의 장점으로 인해 1단계서울- 동대구 구

의 전기선로전환기에 대해서만 설치되어 있으며, 크

간에서 사용된 자갈 도상 궤도 대신에 콘크리트 도

로싱부에는 밀착 검지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이 설치될 예정이다. 콘크리트 도상에 대한 분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고속 분기기와 독일의 고속분기

기의 설치는 독일의 BWG에서 제시된 분기기와

기의 기본 구성품의 비교는 <표 2>와 같이 주어진

Siemens의 전기선로전환기로 구성된다.

다. <표 2>에서 독일 고속 분기기는 국내에서 사용

독일의 고속분기기 시스템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고

중인 고속 분기기에 비해 선로변에 다량의 설비가

속분기기 시스템과 열차제어시스템 측면에서 매우

복잡하게 장착됨에 따라 초기 비용의 증가가 매우

상이하게 주어진다. 1단계 구간의 고속분기기 시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된다. 노스 가동형은 크로싱부가 첨단부와 함께 유
동함으로서 분기시의 속도 및 안전성 향상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지며, 주로 고속선에서 사용함에 따라
고속 분기기라 한다.

김용규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장
(ygkim1@krri.re.kr)

<표 1> 고속선에서의 Cogifer 유형의 분기기 사용 현황
유형

사용 분기기

선로 관련 사항

SNCF

KORAIL

선로곡선 반경

분기속도 (㎞/h)

분기각 (tanθ
)

분기기 길이 (m)

F46

노스 가동

노스 가동

3000m

160/170

-

F26

노스 가동

노스 가동

2500m

130

-

동 분기기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분기기를 동작시

F26

노스 고정

노스 가동

2500m

130

0.0372

키는 매카니즘은 상이하게 주어진다. 본 논고는 이

F18.5

노스 고정

노스 가동

1200m

80

0.0486

65

고속선을 운영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모두 노스 가

러한 고속분기기의 특성에 대해 분석, 검토하였으
며, 검토 결과는 향후 콘크리트 궤도에 적용될 고속

94

F15

노스 고정

노스 가동

820m

70/80

0.0601

47

F10

노스 고정

노스 고정

240m

35

-

-

F8

노스 고정

노스 고정

153m

25

0.1128

26

분기기의 특성에 있어서 열차제어 분야와 궤도 분
(a) 첨단부

야의 인터페이스 검토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b) 크로싱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경부고속선 서울-동대구 1 단계 구간의 분기기 구조

<표 2> 고속분기기 F18의 구성품 목록 비교
사용부품

독일 고속분기기
설비명

수량

설비명

수량

첨단부

전기선로전환기(S700K)

4개

전기선로전환기(MJ81)

1개

밀착쇄정장치

4개

밀착 쇄정장치(Vcc)

1개

밀착 검지기(ELP319)

4개

밀착 검지기(뽈베)

3개

전기선로전환기(S700K)

3개

전기선로전환기(MJ81)

1개

Hydo 시스템

1개

-

밀착쇄정장치

3개

1. 고속분기기 기본 구성
크로싱부

프랑스 Cogifer에서 개발된 후, (주)삼표 ENC에 의해
(a) 첨단부

기술 이전된 노스 가동 분기기는 경부고속선 1 단계

(b) 크로싱부

서울-동대구 구간에 설치, 사용중에 있으며, 현재는

<그림 2> 콘크리트 궤도용으로 제시된 독일의 고속분기기 구조

52

신호기계실 인터페이스 설비

국산 고속분기기

기타

-

밀착 쇄정장치(Vpm)

1개

밀착 검지기(ELP319)

-

밀착 검지기(뽈베)

2개

SIWES

1

불필요

53

좌우 한쌍

좌우 한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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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기선로전환기 사양 비교

동
향

특성

독일의 고속분기기용 S700K

국내 고속 분기기용 MJ81

유지보수 주기

1/2년 또는 1년

1/2년 또는 1년

사용 전압

삼상 400V AC

삼상 220V 또는 380V

전기선로전환기는 분기기의 동작을 전기적으로

<그림 5>.

단상 230V AC,

단상 220V

실행하는 설비로 경부고속선 1단계 서울-동대구

독일의 고속분기기에서 사용하는 밀착쇄정장치의

확인된다. 이러한 밀착검지장치는 사용하는 위치에

2. 전기선로전환기

따라 첨단부는 Vcc, 크로싱부는 Vpm으로 분류된다

110V DC

운동은 이동 → 고정 → 밀착 검사의 순서로 진행됨

구간에는 Alstom의 기술 이전에 의해 국내 기업에
(a) 첨단부(Vcc)

(b) 크로싱부(Vpm)

사용 주파수

50Hz

60Hz

전환시간

3 ~ 7.5 초

3.52 ~ 3.47 초

150mm 동정 : 5초

삼상 220V : 3.52초

으며, 기존선 구간 단상 220V용 MJ81 전기선로전

분 텅레일을 고정 레일에 밀착시키는 역할(밀착 기

220mm 동정 : 6초

삼상 380V : 3.47초

환기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삼성 SDS에 의해

능)을 주로 실행하며, 이에 대한 밀착 검지는 완전히

개발, 시험중에 있다. 독일의 고속분기기에서는

독립된 추가적인 전기, 기계적인 센서에 의해 구현

Siemens의 S700K가 사용된다. 이들 특성 비교는

된다. 이는 첨단부와 크로싱부가 동일한 유형으로

<표 3>과 같다.

주어지며, 각각의 전기선로전환기에 대해 하나의 밀

서 국산화한 MJ81 전기선로전환기가 사용되고 있

전환력

5500N(최대 8000N)

200 ~ 400 kg

stroke

150, 220, 240mm

110~220mm 조정가능
첨단부 : 204mm,
크로싱부 : 181mm

공칭 전류

2A

에 따라, 전기선로전환기 및 관련 동력 장치는 대부

<그림 5> 프랑스 고속분기기의 밀착쇄정장치

착쇄정장치가 설치된다. 한 예로 F18의 경우, 우리나

220V : 4 A
380V : 1.5A

<그림 6> 독일 고속분기기의 밀착쇄정장치

분기기를 전기적으로 전환하는 전기선로전환기의

허용 선로 저항

54 Ω

21 ~ 50Ω 조절 가능

중량

110kg

120kg(검지기 포함시)

91kg

라에서 사용하는 고속 분기기는 2개(첨단부 : 1 개,

사용은 <표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수량에서 매우

크로싱부 : 1 개)의 밀착쇄정장치를 사용하는 반면,

큰 차이를 갖는다. 한 예로 F18의 경우, 우리나라에

독일의 고속분기기는 7개(첨단부 : 4개, 크로싱부 : 3

크기(L*D*H)

-

700*476*215mm

서 사용하는 고속분기기는 2 개(첨단부 : 1 개, 크로

개)의 밀착 쇄정장치가 설치된다<그림 2>.

사용 환경

-30 ~ 70℃

-30 ~ 70℃

싱부 : 1 개)의 전기선로전환기를 사용하는 반면, 독

참고로 독일 고속분기기의 크로싱부에는 Hydro 시

기타

수입 필요

국산화

스템이라 명명된 분기기 크로싱부 하강 장치가 추가

일의 고속분기기는 7개(첨단부 : 4개, 크로싱부 : 3
(a) Hydro 시스템 설치

개)의 전기선로전환기가 설치된다(<그림 2> 참조).

(b) Hydro 시스템 내부 구조

로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공기압을 사용하는 것으

<그림 7> 독일 고속분기기의 Hydro 시스템의 설치 예

유지보수 주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처의 운영 규정에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 궤도에 있

따라 결정되며, Siemens의 S700K 전기선로전환기의

어서 탄성 체결구를 사용함에 따른 열차 안전을 위

유지보수 주기는 선로변 환경에 따라 6개월 또는 1

해 필요한 시스템으로 제작사에 의해 제시되었다.

년으로 주어진다. 이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
중인 MJ81 전기선로전환기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4. 밀착 검지기

다. 참고로 프랑스철도청의 경우, 본선은 6개월, 많
이 사용하지 않는 지선은 1년에 한번으로 유지보수

밀착검지장치는 분기기의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밀

가 규정되어 있다.

착상태를 검지하기 위한 장치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밀착 검지기는 제작사의 이름에 따라 뽈베(밀착검지
(a) 설치 현황

(b) 내부 구조

기)로, 독일의 고속분기기에서 사용하는 밀착 검지

3. 밀착 쇄정장치

<그림 3> Siemens S700K 전기선로전환기

기는 ELP319로 주어지며, 이들의 특성 비교는 <표

<표 4> 밀착 검지기 사양 비교

국내에서 사용중인 밀착쇄정장치(Vcc, Vpm)의 운

특성

독일 고속분기기용 ELP319

국산 고속분기기용 Paulve

4>와 같다. 독일의 고속 분기기에는 각각의 전기선

동은 이동 → 회전 → 이동을 실행함으로서 텅레일

Slide stroke

30 ~ 190mm

-

로전환기 옆에 하나의 밀착검지장치가 설치되지만,

사용 전압

230V AC 50Hz

30V or 115V AC

최대 전환 전류

≤16A

3A for 30V AC

이 고정레일에 완전히 밀착된 후, 자물쇠로 잠그는
형태의 쇄정이 체결(밀착 및 쇄정 기능을 동시에 실
(a) 설치 현황

(b) 내부 구조

<그림 4> 국산화된 MJ81 전기선로전환기

54

크로싱부에는 밀착검지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

0.58~0.5A for 115V AC

나 국내에 설치된 고속 분기기는 크로싱부의 밀착

현)되며, 이에 대한 밀착 및 쇄정 검지는 전기 센서

중량

27.4 kg

9.2kg

상태 검지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인가함에 따라,

와 기계 센서에 의한 이중 검지 기능에 의해 안전이

온도

-40 ~ 70℃

-40 ~ 70℃

밀착 검지기는 크로싱부에도 설치된다. 국내 및 독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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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전기적, 기계적 동작을 통해 밀착을 검지하

서는 매우 불리한 단점을 갖는다. 특히 다중 전기선

지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뽈베(밀착검지기)는 단순

로전환기를 사용함으로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한 형태로 기능을 실현하는데 비해, ELP319는 매우

SIWES 1-2 설비로 현재 중국에서 사용 중에 있다.

분기기의 운영, 유지보수 및 설비 설치비용 측면에

6. 운영 및 유지보수

점은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a) 설치 현황

(b) 내부 구조

경부고속선 1단계 서울-동대구 구간의 고속분기기

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시험 등이 상세 검토됨으로

에 대한 기술 이전, 운영 및 유지보수가 2001년부터

서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

시작된 이후, 2004년 고속선 개통과 함께 초기의 고

다는 점이다. <표 5>는 운영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속선 안정화 기간에는 여러 가지 분기기 관련 장애

의 독일 고속 분기기와 국내에서 사용중인 고속 분

일반적으로 분기기의 전기선로전환기의 명령 및 제

가 발생하였다. 현재는 2년 6개월간의 이러한 안정

기기간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어, 전력 공급 및 밀착 검지기의 동작은 연동기계실

화 기간 동안의 경험과 기술 습득에 의해 고속선 분

(IEC)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현된다. 국내에서

기기에 대한 고도의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을 축적

사용하는 고속분기기는 첨단부와 크로싱부에 사용

하였으며, 관련 제품은 대부분 국내의 제작사에 의

되는 전기선로전환기와 밀착 검지장치, 그리고 밀착

해 제작, 생산, 조립되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특성

쇄 정 장 치 의 정 보 가 연 동 기 계 실 의 TFM-PM

을 갖는 새로운 분기기의 설치는 현재까지 축적한

(Trackside Functional Module-Point Module)과 직렬

분기기 관련 기술 및 국산화 정책을 적용할 수 없을

연동장치실(IEC) 개조

필요

불필요

2중계로 인터페이스 되며, 최대 4대의 분기기에 대

뿐만 아니라, 하나의 노선에 서로 다른 분기기를 설

운영 및 유지보수 조직 재구성

필요

불필요

한 제어 및 표시 기능을 갖는다.

치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에 있

선로변 추가 전원 설비

필요

불필요

연동장치와 분기기

필요

불필요

분기기 개량

불필요

필요

전기선로전환기 개량

불필요

불필요

<그림 8> 독일의 밀착 검지장치(ELP319)

5. 신호기계실과의 인터페이스

(a) 설치 현황

(b) 내부 구조

<그림 9> 국내에서 사용하는 밀착검지장치(Paulve)

한 현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도출, 도출된 방안

<표 5> 콘크리트 궤도용 분기기 제시 방안 비교

어서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독일 고속분기기

국산화 고속분기기

설비의 복잡성

복잡

단순

초기 설치 비용

매우 큼

적음

인터페이스 설비

독일의 고속분기기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고속분기
기에 비해 약 4배의 선로변 설비가 추가됨에 따라 1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단일 노선에 동일한

개의 TFM-PM 모듈은 단지 1대의 분기기 제어 및 표

유형의 설비가 사용될 경우에는 동일한 조직에 의해

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독일 고속

최상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실행할 수 있지만, 이종

분기기는 다량의 TFM-PM 모듈을 필요로 하며, 그

의 설비가 사용될 경우에는 최악의 운영 및 유지보

결과 신호기계실의 변경 및 추가적인 TFM-PM 모듈

수를 유발할 수 있다. 한 예로 서울-동대구, 동대구-

두 번째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콘크리

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

부산 구간에 서로 다른 분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트 궤도에 따른 열차제어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관

로변에 TFM-PM과 분기기간의 인터페이스를 구현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 또한 상이하게 주어져야 한

한 사항으로, 콘크리트 도상에서의 고속 분기기 사

하는 기능을 갖는 인터페이스 설비(SIWES)를 사용

다. 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별개의 설비를 취급해

용 실적과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독일의 고속

해야 한다. SIWES는 SIWES 1, SIWES 1-2, SIWES 2로

야 하며, 운영 측면에서는 서울-동대구와 동대구-부

분기기는 이미 독일의 고속선 콘크리트 도상에 설

구분되며, 분기기의 크기에 따라 유형이 다르며 제

산 구간을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치,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고속 분기기는

공되며, 또한 SIWES 설비는 각각의 분기기에 대해

그 결과,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는 매우 복작하게 주

초기부터 콘크리트 도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설치되어야 한다.

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적인 측면 및 경제적인

자갈 도상용으로 사용된 기존의 고속 분기기를 콘크

이러한 안전 설비는 운영 및 유지보수는 물론 기술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리트 도상에 적용하는 형태로 주어졌다.

지원 및 기술 이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기기 관

따라서, 콘크리트 도상이 시설 분야의 유지보수 측

련 장애시 어떠한 조치도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

면에서는 매우 유리한 것으로 시설 분야에 의해 검

한국에서 사용중인 고속 분기기는 주로 자갈 도상에

(b) SIWES 1-2 설치 예

생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독일의 Siemens에서 제공

토되었지만, 시설과 신호분야의 인터페이스를 구성

서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철도청은 2000년부터 기

<그림 10> 연동장치와 분기기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선로변 추가 설비

한 연동장치와 분기기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하여 신호 분야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취급하는

존선 200km/h 구간의 콘크리트 도상에서 사용하고

(a) 인터페이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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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궤도에서의

고속선과

기존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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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2007년 6월에 개통되는

7. 결론

320km/h 상업 운전 예정인 프랑스 고속선 동선
(TGV EST)에도 2006년 시범 설치 후, 성능 및 안전

본 논고에서는 경부 고속선 2단계 동대구-부산 구간

성, 신뢰성 시험을 통해 2007년 1월31일 프랑스철도

의 콘크리트 도상 관련 열차제어시스템과의 인터페

청의 최종 승인이 인가된 상태이다. 특히 국내에서

이스를 유발하는 고속 분기기에 대한 특성을 조사,

사용하는 이러한 유형의 고속분기기의 특성 및 안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독일의 고속 분기기와 국내

성은 경부고속선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된 상태로,

에서 사용중인 고속 분기기 모두 콘크리트 도상에

독일의 고속분기기에 비해 전환력이 매우 작음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사

서, 최소한의 선로변 설비로 분기기를 구성할 수 있

용중인 분기기는 기술 및 경제성뿐만 아니라, 운영

는 잇점을 갖는다.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최적의 분기기 시스템으로

Operation & Maintenance
노하우 세계적 보급에 관한 동향

1

工

ハウの世界的普及に向けて」

개발 및 활용은 물론 호남선 및 타 노선에 적용될 경
야 한다.

道局,

1. 序

ション及びメンテナンスのノ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고속선 관련 국산화 기술의
우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활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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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

書）
JARTS No. １９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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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以下

우수한 철도시스템을 해외에 보급하는
것은 일본 차량공업의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4. 일본은 철도시스

照

2 보고자: JARTS 大野
3 이하 O&M으로 표기
4 한편, 도입 하는 나라도, 효율
이 좋은 도시 철도의 발전을
통해, 편리성이 높은 교통 기
관의 정비와 도시 환경 개선
을 향유 한다는 의미에서 큰
이점이 있는 것이다.
5 STRASYA
（Standard urban

템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철도 해외
보급용 표준시스템규격5을 정리한 것
을 기준으로 보급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일괄 시스템을 통해 철도시설, 차
량 등의 하드웨어가 해외철도 프로젝
트에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

Railway System for Asia）
JARTS brochure
「Japan
Railway Technical
Service」
6 페이지 사진 참조
요망 (2006. 9)
6 일본에서 철도 프로젝트에서

본 원고1의 작성 동기는 일본 국토 교통
성 철도국, 차량공업기획실에서 작성
한 연구회의 보고서 에 기인한다. 일본

의 O&M은, 기본적으로 철도
사업자의 본래 의무라고 생각
되어 지기 때문에 O&M에 참
여하는 것이 바로 철도 사업

2

사단 법인, 해외철도 기술협력협회 회

자로서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되어지고 있다.
7 일본의 인도네시아 차량 보수

원이 다시 편집한 것을 주요 참고자료
로 하여, 객관적인 해외철도 동향을 전

사업 진출 사례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위기 등이 그 완
성도를 위협하는 커다란 불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 철도의
Operation과 Maintenance3 노하우가 해
외철도 시장에 보급되기 위한 전략과
기획에 일본의 사례가 참조 되길 소망
한다. 원고의 표현에는 발표자인 일본
철도 관계자 분에게서 직접 일본 사례
를 전해 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었음
을 밝혀 드린다.

58

요소였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국민성의 차이로
부터 오는 쌍방의 의견차이로
오는 좌절감에 대한 보고가
있다. 大久保大樹 「インドネ
シアディ

ゼル動 （DC）
リ

ハビリプロジェックトを終え
て」
JARTS NO. 161
（1999.
12）
8 고로 JICA의 전문가 파견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59

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스템이 효율 좋게 기능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제대로 사
용할 수 있는 Operation이나, Maintenance6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
여, 하드웨어와 세트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철도 사업에서는
선진국에 있어서도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해외 철도사업에의 참여기획
은 대단히 위험7이 큰 것으로 생각 되어
져, 일본의 철도사업자가 해외 O&M 비
즈니스에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8.
해외철도 프로젝트에 일본 도시철도시
스템의 보급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 위
해, 해외 철도 프로젝트의 O&M 참가기
획 가능성이나, 이를 위한 형태, 조건을

Korean Rail Technology 2007.01.02

2⃞

동
향

2⃞

동
향

정리하는 것과 함께, 리스크를 극복하
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구회
를 만들어서 검토 해 보았다.
9

9 본문은 이에 관한 결과를 리
스크헤지 연구회의 보고서로
서 정리한 것이 주요 자료가

외 보급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
로, 일본의 철도시스템을 채용한 나라
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있다. 일본의

스크로서, 한 종류의 서비스 무역에 관

2. 환율 리스크: 환율 변동에 의해 계약으로
상정한 이익이 없을 가능성

되었다.

Operation & Maintenance 노하우10 해

지지 않을 가능성

10 노하우등 재산권 관련 소송
에서 미국의 룰에 관한 기본
적 참조 문헌으로는 Arthur
R. Miller and Michael H.
Davis『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한 일부이지만, 종래의 엔차관이나 무
역 보험등의 시스템 중에서는 대부분

철도 사업자 특유의 리스크

커버될 수 없는 범주의 리스크이다.

3. 완공 리스크: 공사나 수주품의 공급이 예

또한, 그 리스크는 너무 불확정 요인이

상대로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고, 리스크

기기의 시스템 Integrity를 보증하지 않으

의 규모도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Trademarks, and

철도시스템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
입하는 것에 의해서 자동차를 필두로
하는 경합 교통기관과의 경쟁에서 견
딜 수 있으며, 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11.

Copyright in a nutshell』
2nd. Ed.
（1995）
11 다시 말해서, 정시성에 우수
한, 효율 좋은 철도를 운영하
는 것은, 편리성이 높은 교통

두 번째로, 일본 국내의 철도관련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일에 있다 . 이것
12

으로 세계에서 일본 철도의 지위를 향
상 시키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정비 프로젝트의 실현을 촉
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도입
국에 철도 네트워크 형성에

Maker나 사업자가 국내, 외에 있어서
활동을 행하기 쉽게 된다13.

인 철도의 보급은, 자동차등

환경에 친화적인 교통 수단

으로의 이용 교통 기관의 시
프트를 의미하여, 대기 오염
이나 지구 온단화등의 환경

획의 리스크와 회피 방법

문제에 있어서도, 도입국에
공헌한다.
12 이것은 차량에 대표되는 것
과 같이 철도 시스템의 일부
가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1) 프로젝트 참가 기획 리스크의
정리14

철도 프로젝트에 있어서 특별히 발생하
는 리스크는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분
류되어, 첫 번째는 여러가지 기기를 시
스템으로서 구축하여 움직이는 완공 리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 일본
철도 시스템을 보급시키는
것에 의해, 일본의 도시 철도
규격을 넓히는 측면도 있어,
일본의 도시 철도 규격이 국
제적인 규격 경쟁에서 살아
남는 셈이 된다.
13 장래적으로는 일본의 도시
철도 규격의 글로벌 표준화

스크이며, 두 번째는 사업 자체의 채산

가능성과도 연결되어지는 셈

성 리스크15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

14 해외에서의 프로젝트에 관해

이다.

고나 트러블에 대한 책임 리스크이다.

서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를 수주한 경우, 지불이 계약
에 의거하여 지불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철도 프로젝트 참가 기획

지의 리스크, 환율 리스크등

(수주도 포함한) 리스크

크는 철도 프로젝트에 한정

일반적인 리스크
1. 지불 리스크 : 계약에 의거한 지불이 행해

가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할 시기도 명

4. 사업채산성 리스크 : 수요 예측대로 이용
자가 늘어나지 않을16 가능성

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리스

된 것은 아니다.

5. 사고 등의 리스크 : 철도 사고에 대한 보
상이 요구될 가능성

리스크
16 요금 수입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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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지 않다.

의한 차관임을 생각하면, 上
記의 1과2의 리스크는 발생
하지 않는다. 또한 수출을 지
원하는 제도로서, 무역 보험
제도나 Buyers Credit,
Suppliers credit등이 있지
만, 어느 경우일지라도 정부

서, Maintenance와 Operation으로 나누
하여, 그 리스크를 회피할 경우의 해석

일반적인 리스크에 관해서는 통상의

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한다.

진행되도록 기능시키는 노하
우는 철도 사업자 이외에는
축적되지 않아서, 철도 시스
템 전체로의 수출이 불가능

서 지불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영업수
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는
Maintenance에 지불 가능한 비용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Maintenance비의 지불이 연체될 가능
성이 있다.
수요 예측이 크게 빗나가서, 수입이 극

2) 철도사업 특유의 리스크와 그

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

(1) Maintenance에의 참가, 기획

공급자로부터 공급하는 내용
에 관한 법률 학자와 실무자
(변호사)간의 개요서로서
相

에, 이미 Tool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

Maintenance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철

어, 기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노하우는

도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행하게 되어

축적되어 있다 .

있는데, 해외에서는 누가, 어떠한 책임

위의 3. 완공리스크에 관해서는 종래처

을 지고 행하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중

럼 철도시스템의 일부(차량, E&M, 건

요하다20.

설 분야)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해외에 있어서 제도는 여러가지 경우가

는 프로젝트 참가, 기획에는 사업완공

예상되어 지는데, 각 국의 제도나 계약

리스크 등에 관해서 특별히 계약 사항

에 의한 규제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

을 설정하여 리스크를 부담하면 그만

요하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어

이라는 생각에서, 일반적인 리스크로

서, 도시철도시스템이 도입될 경우는

분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순조로운 운

철도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 및 취급

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Mainten-

하고 있는 Maker는 다방면으로 나뉘어

ance를 외주화 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져 있어서, 시스템으로 구축해 기능시

에는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리스크는

Maintenance의 참가 리스크와 회피 방

철도사업자 특유의 것이다18.

법의 고찰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위의 1, 2, 3의 리스크와 비교하

① 보수비용의 회수 리스크

여 4, 5에 관해서는 주로 수주계약 에

일반적으로 개통 후에 발생하기 때문

의해 시스템이 공급된 후에, 철도사업

에, 통상은 철도사업자가 영업수입에

도로 부진하게 되면, Maintence의 질을
내려서까지 Maintenance코스트를 내리
는 방향으로 철도사업의 경영이 이루어
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용인하
다 보면 철도운행의 질이 저하되는 결
과를 불러, 수입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21.

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

회피 방법에 관한 고찰

19

여, Operation이 적절하게

19 자금 수요자가 사업을 행하

도 포함)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17

18 시스템의 Integrity를 기획하

하였던 현상이다.

해외 프로젝트에도 일어날 수 있는 리
스크이며, 해외 사업에 참가기획(발주

가 일어나지 않든지, 리스크

루어 지고 있다.

어서 각각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정리

15 수요 예측이 적중하여, 필요
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의

기본적으로 Yen-based에

가 경감 되어지는 형태가 이

이에 철도사업 특유의 리스크에 관해

고, 이용자 지지의 획득과 영

공헌하는 일이 된다. 또한,

2. 철도 프로젝트 O&M 참가 기

면 안 되는 리스크)

수익을 얻는 것이 된다. 그리

업적 성공은, 차기 도시 철도

관에 의한 프로젝트에서는,

보증 등의 부여에 의해, 1과2

기관으로서 이용자에게 지지
받음으로서, 더욱 많은 운임

17 예를 들어, 도상국에의 엔차

또한, Maintenance비는 통상 현지 통화
로 지불되기 때문에, 환율 변화의 리스
크 회피는 피할 수 없다22.

英孝, 西村ときわ法律

事務所 編著 『知的財産
法

』
383項以下

照

（2005）
20 일본에서는, 철도 사업자에
관해서는 Maintenance의
외주를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 한해서도
최종 책임자는 철도 사업자
로 되어 있기에, 철도 사업
자가 상세히 체크하는 시스
템이 형성되어 있다.
21 이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
로의 운영 보상을 해서도
Maintenance의 질을 떨어뜨
리지 않게 사업의 시스템 자
체 연구나 Maintenance 계
약 자체의 연구가 필요하다.
22 특히, 일본인을 고용하는 경
우, 일본인 급여의 지불은

보수는

통상, 현지 통화가 아니라
달러로 지불 되기 때문에 환
율 변화 리스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하여,
현지인 육성을 진행시켜, 일
본인의 지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으로 운영, 운행한 결과로서 생기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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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수에 기인하는 사고 리스크 철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인규명을 밝히게 되는데, 사고의 원
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
을 보수 측에 안이하게 전가시키는 경
우도 예상 되어진다. 또한, 보수의 면에
서 보더라도 차량의 보수가 원인인지,

적으로도 장기간의 리스크를 짊어지기

23 架線
24 이러한 의미에서 보수에 관
계하는 사고 발생을 상정하
여, 보수 작업에 있어서 책
임 체제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5 최선의 대책으로서는 철도
사업자가 갖는 보수 체제의
노하우나 매뉴얼을 사용하
여, 적절한 Maintenance체

또는, 계약에 의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

때문에, 한 기업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는 경우의 대응을 명확히 기술해 놓는

나도 많은 리스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것도 중요하다. 게다가 Operation을 가

또한 프로젝트 자체가 국가나 주요 도

능한 현지인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27 해

시 미래 교통이나 경제를 좌우하는 것

두어 환율로 인한 리스크의 경감을 예

이 되기 때문에 공적인 주체가 책임을

측해 둘 필요가 있다.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킬 의사와 리스크

어떠한 경우에도, Operation 리스크 자

에의 대응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업 자

체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궤도나 가선23의 보수가 원인인지 명확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부수시스템 자
체의 원인인지, 보수를 한 개인의 실수
때문인지 명확하게 하여,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24.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대책으로서, 보험의
부여가 가능한지 아닌지의
검토도 필요하다.
26 출자를 한 후, 경영에 대한
발언권을 취득하면서 사업
을 행함

체의 성립이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 지방 정부 등이 참가, 기획한 프로젝

사업 주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공

트라고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것

적 주체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시스

을 추진하는 주체가 근본적으로는 책임

템이 필요하다.

을 지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Operation에의 참가, 기획에 관한 리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여, 2중, 3중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나,

크와 회피 방법에 관한 고찰을 정리하

국가나 지방정부가 체크기능을 갖는 것

사람의 착오로 인해 잘못 조작한 경우

면 다음과 같다.

을 어느 정도는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에도 큰 사고로 발전되지 않는 시스템

① 운영 코스트의 회수 리스크 철도사

② 사고 등의 리스크 철도의 Operation

28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열

있도록 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
각 되어진다.

차 방해는 일방적으로 선로
에 진입하는 사람이 나쁜 것
으로 되어 있어, 법률에 의
해 철도 사업자가 보호되고
있다. 또한, 사고의 경우에
는, 국가가 명확하게 기준을

3. 리스크헤지의 기본적
개념과 그 구체적 방법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에

은 회피되어진다. 이러한 의
미로, 사고 등에 대한 리스

인 측면에서 철도 사업자가
보호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이 중요하다.
29 첫째, 세계적으로 철도 운영
에 있어서 흑자 경영을 실현
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도이
다. 해외에서는 국가, 또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철도 운
영을 위한 어떤 형태의 보조
를 받는 것으로 철도 사업을

업의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그

은 매일같이 승객대응이 요구되는 부분

책임이 Operation측에 전가될 가능성이

이 있기 때문에 승객으로부터 여러 가

제가 되어 있다. 둘째, 일본

있다. 또한, Operation을 수탁해서 행했

지 종류의 불평이나 트러블에의 대응은

철도사업에 있어서의 Operation의 개념

을 경우, 운임수입의 부족으로 수탁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

은 넓다. 고로, 광범위하게 해석하자면

용이 지불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

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두지 않

철도사업 그 자체로 인식될 수도 있다.

가, Operation을 지원하는 인력이 일본

으면, 철도사업의 리스크는 무한대로

이로 인하여, Operation에의 참가, 기획

인인 경우에는, 환율의 리스크도 포함

확대되게 된다28.

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에의 참가 , 기

되어 발생되게 된다.

또한, 계약에 기초로 한 Operation을 수

획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먼저 첫째,

탁하는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

다. 물론, 경영에의 참가, 기획에 관해

Operation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

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

1) 해외의 철도사업 참가, 기획의
리스크헤지에 관한 기본적 인식

크에 관해서는 우선 제도적

계속하고 있고, 사업 채산성

(2) Operation에의 참가, 기획

26

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적용되는 한, 사업자의 책임

또한, 인간의 능력이나 한계를 고려하

을 구축25하는 것도 중요하다.

27 일본인에 의한 지원이 최소

을 확보하는 일은 곤란한 문

에 있어서는 국가가 명확하
게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여,
예를 들자면, 노선내의 진입
에 관한 사고에 대한 리스크
나, 기술 기준을 정하여, 기
준을 엄수한 상태에서 발생
한 사고에 관해서는 사업자
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등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1) 기본적 인식
일본의 우수한 O&M 노하우를 보급하
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철도사업
자로 참가, 기획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러나, 해외철도 프로젝트 참가, 기획을
고려할 경우, 사업채산 리스크와 사고
리스크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간단
하게 헤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개
발도상국의 프로젝트에서는 불확정 요
소도 크다. 따라서, 철도사업에의 참가,
기획 제1의 스텝으로, 두 가지 기본적
인 인식29을 토대로, 해외의 철도사업
참가에의 Scheme에 관한 사업리스크
와 사고리스크를 분리해 두는 것이 불
가결이다.

정비되어 있다.
30 그러나, 이것은 무상의 협력
이며, 상업 Base는 아니라
는 점도 밝혀 두고자 한다.

2) O&M에의 참가 Scheme에 관한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로 인하여 예

나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의 책임 관계

안전하고 정확, 편리한 철도시스템의

상외의 책임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는 계약에 의거하여 그 범위나 기간 등

리스크헤지의 방법에은 두 가지가 있

노하우를 해외에 보급한다는 당면 목표

해둘 필요가 있다.

을 명확하게 해 두고, 그를 위해 필요한

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중에서 직접 지

를 생각한다면, Operation에의 참가, 기

다음으로 Maintenance항에도 기술하였

코스트도 계상해 둘 사항임은 물론이지

도자(S/V)로서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

획의 의미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지만, 예상치의 수입을 얻을 수 없을 경

만, 사고시의 피해 중대사를 고려하면,

경우는 직접 개인에게 리스크가 발생하

Operation, 즉 철도차량의 운전과 이에

우에도 Operation에 지장이 없도록, 또

수주기업에 책임을 다 짊어지게 할 레

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국가 등의

관련한 룰을 작성하는 것이나, 교육에

한 필요한 비용의 보충이 성립될 수 있

벨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ODA 일환으로 JICA 전문가의 파견이

참가, 기획하는 것으로 풀어 나가고자

도록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것도 대책의

의 경험을 토대로 한 충고나 소정의 교

라고 하는 형태로 실시하는 것으로 면

한다.

하나다.

육훈련 프로그램실시 등은 단지 계약을

책의 조치를 해 두고 있다30.

협소한 의미로서 Operation의 리스크라

기초로 행하는 것으로 그쳐, 실제의

두 번째로는, 상대국에 설립되었던 철

하더라도, 그 리스크는 크며, 또한 기간

Operator로서의 책임은 발주자가 질 수

도 사업자로부터 O&M부분을 계약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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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발주하는 방법이다. 이상으로
리스크헤지 방법을 정리해 보면,

31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railway management is to
cut the costs involved in
construction,

(1) Maintenance의 참가,
Scheme리스크의 헤지 방법

manufacture, facility
maintenance and rolling
stock without loss of

① 적절하게 보수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에 정부 등의 보증, 또는 보충시스템을

reliability. Railway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brochure

구축
② 지불되지 않는 경우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 Creating the Railways
and Society of the Future 」

일본의 국제협력은행에 관련된 사업 중 차관공여에 관한 사업일람

1)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사업

(3) 이러한 참가, 기획에 의해 어느 정도

Scheme의 구축

O&M 수준이 향상되어, 관계가 깊어진

상대국

수주기간

프로젝트

(1) 시스템 또는 기기의 수출과 패키지

단계에서 차기 스텝에의 관여, 기획으

인도

1998.9~2006

델리시 도시 철도 건설 컨설팅

로 Operation과 Maintenance의 역할31,

로 발전시켜 나간다.

인도네시아

1984.6~1986.6

자카르타 대도시권 철도수송계획 컨설팅

업무 제공 부분을 엔 차관의 내역 안에

(4) 최종적으로는 협력하여 사업을 진

1985.12~1989.1

PMS -Ⅰ

도입하든지, 또는 이러한 역할, 업무제

행시키는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형성하

1990.3~1992.2

PMS-Ⅱ

공부분에 관해서 무역 보험으로 커버하

는 것이 목표가 된다.

1992.6~1998.10

PMS-Ⅲ

1990.7~1999.1

인도네시아 국철 디젤동차 복구 컨설팅

1994.7~1998.3

전차 24량 조달 컨설팅 업무

2000.1~2003.7

철도 보수 안전성등의 계획 작성 지원

2004.12~2006.1

운영, 유지, 관리 규정 작성 업무

1997.11~1998.4

객차 수리 공장 건설 계획 컨설팅

1999.3~1999.4

실시 상황 점검

가나

1996.1~1997.1

기관, 화차, 차량공장설비구입계획컨설팅

카자흐스탄

1996.6~2001.4

수송력 증강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컨설팅

한국

1972.6~1975.3

서울지하철건설, 국철전기화 계획 컨설팅

스리랑카

1991.10~1999.10

궤도, 기관차 및 공장 복구 공사 컨설팅

타이

2000.3~2001.3

수도권 도시 철도 마스터 플랜 작성

2001.11~2003.12

철도선 개량 계획

1985.2~1985.8

북경서역 신설 컨설팅

는 Scheme을 구축한다. (JBIC, 경제산
업성에 영향력을 행사)

3) 적극적인 프로젝트에의 참가,

(2) 사업자로서 참가, 기획하는 경우에

기획을 향해

Operation을 행하여, 운임수입이 수요

일본의 우수한 도시철도의 운행, 보수

예측을 밑돌 경우에, 상대국 정부로부

를 확장하는 것이 세계의 도시철도 발

터 보충 조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34. 그러나,

Scheme를 구축한다.

철도사업자로서는 큰 리스크는 부담하

(3) 운임수입과 연계되지 않는, 예를

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이익을 직접 향

들어 BLT32라고 하는 Scheme을 구축

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포기하여야

한다.

한다. 위와 같은 형태이지만, 우선 해외

6 페이지 이하 참조

계약에 명확하게 기록한다.
③ 지불 방법에 관한 연구(달러Based 등)
④ 보수에 관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일본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함과 동시에, 운행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당면의 기간은 공급자
와 Maintenance수주자가 동일하게 되
도록 시스템 구축

(2006. 4)
32 Built, Lease and Transfer
33 예를 들어 일본에서 실제 행
하고 있는 범위내
34 이를 위해서는 노하우를 가
지고 있는 철도 사업자가 해
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35 Project Management
Service

⑤ 계약 체결할 때, 보수의 책임범위를 명확

우즈베키스탄

에의 보급에 관한 첫 걸음을 디디는 것

하게 함과 동시에 보수 이력 등의 체크를
철저하게 행한다.

(2) Operation에의 참가,
Scheme리스크의 헤지 방법

2) 프로젝트에의 단계적인 관여 및

에 의해 일본의 철도계 전체에도 커다

참여

란 이익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형태

1987.2~1989.3

지질 조사에 관한 컨설팅

(1) 도시철도 프로젝트 중에서 O&M참

로부터 장래 해외에서의 일본 도시철도

2001.9~2005.1

모노레일 건설 계획 컨설팅

가, 기획에 관해서는 당면은 Supplier로

시스템 보급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칠레

1993.9~1997.12

철도망 개량 계획 컨설팅

터키

2002.3~2010.3

해협 횡단 지하철 정비 프로젝트 컨설팅

파키스탄

1984.5~1992.12

기관차 신설 공장 건설 계획 컨설팅

필리핀

1979.11~1980.7

디젤 동차 보수 계획 컨설팅

2001.11~2006.10

수송력 증강 계획 컨설팅

1983.5~1985.1

재해 복구 계획 컨설팅 1차(상세설계등)

1985.10~1992.3

제2차(시공관리등)

1994.2~1997.5

수송개선 프로젝트 컨설팅 어드바이스

1994.2~1994.11

매니지먼트, 컨설팅

2003.3~2005.2

철도 근대화 컨설팅

① 운임수입이 수요 예측을 밑돌 경우의 정

서 공급한 시설의 Maintenance를 수주

부보증, 또는 보충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형태로 우선, Maintenance부분을

② Operation에 참가, 기획하는 경우의 책

중심으로 참가, 기획하여 Operation 부

5. 結

중국

분은 지도, 조언을 행하는 어드바이저

임체제를 명확하게 한다.
③ 지불방법의 연구(달러Based등)

의 파견이나 소정 의 교육, 훈련을 수

일본철도사업자의 해외철도사업 참가,

④ 당면은 일본의 경험을 기초로 한 어드바

탁하는 것으로 일단락해 둔다.

기획은 아직 시작 라인에 서 있을 뿐이

이스 또는 교육훈련 등의 소프트 수주에

(2) Operator으로서의 지도, 조언은 예

다. 이로 인하여, 최초의 스텝은 이미

그치도록 하여, 그 책임이 서비스 공급

를 들어, 철도사업자로부터 JARTS를 경

기술한 바와 같이 리스크가 비교적 적

측에 전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 또는 계

유하여 Supplier로, 원래의 소속에 적을

은 사업 Scheme의 구축으로 시작하는

약을 한다.

둔 채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형태로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하여 해외철도

행하여, 일본의 철도사업자에의 책임

사업 참가, 기획을 지원하는 Scheme으

소추 등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지도,

로서, 엔 차관이나 수출신용 등의 제도

제4장 Operation & Mainten-

조언을 행하는 본인 자체에도 고의의

에 관한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게 되어

ance참가, Scheme위한 제언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이 미치지 않는

있다. 참고로, 일본의 국제협력은행에

형태로 참가, 기획을 달성한다.

관련된 사업 중 차관공여에 관한 사업

33

64

35

볼리비아

몽골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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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36이다.
이러한 Scheme의 구축에 의해, 철도프

36 社

法人 海外

道技術

協力協 『JARTS事業
要』
17項

照
（2005. 9）

일본철도 관계자 분들의 열정을 전해
드리며 원고를 마친다.

바 닷 속 을

달 린 다

친환경 철도차량 인공어초의 개발

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일본철도사
업자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가, 기획
이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

철 도 차 량 이

<참고문헌>

한 한걸음이 장래 일본 철도업계의 발

相

전에 기여하게 되길 소망한다. 과거 여

法

（2005.6）
』

日本

社

러번 성공한 사례가 보여주는 것과 같

英孝, 西村ときわ法律事務所 編著
『知的財産

法人

『JARTS事業

이, 철도사업자(노하우를 지닌 직원)의

日本 社

협력은 규모가 적지만 그 효과는 상당

世界の

히 크다. 앞으로 철도사업자 및 그 관계

海外

道技術協力協

要』
（2005.9）

法人 海外

道技術協力協

『最新

道』
（2005.6）

合川徹 「JRAIL パネルディスカション, 東アジ

직원의 지견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철

アの都市

도사업에 참가, 기획하기 쉬운 틀에 관

No. 195（2006．４）

해 더욱 많은 검토를 하여, 특히 국내의

日本

철도사업에만 관심을 가진 듯한 일본

のオペレ

道の

土交通

展と日本の技術の役割」
JARTS

道局

工業企

유태일 | 철도공사 사내벤처1팀장 (abcd@korail.com)

ション及びメンテナンスのノハウの世

界的普及に向けて
（リスクヘッジ勉

철도사업자가 해외철도 프로젝트에 관

室「日本
하현철 | 주식회사 해중 선임연구원 (haejoong@lycos.co.kr)

報告書）
」

JARTS No. 194 (2006. 1)

심을 갖도록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기

大久保大樹 「インドネシアディ

ゼル動 （DC）

대한다.

リハビリプロジェックトを終えて」
JARTS No.

해외철도사업에 관해서는 엔 차관 등

161
（1999. 12）

ODA안건이 되는 경우와 융자나 무역

Arthur R. Miller and Michael H. Davis『

보험 등 민간 활동의 안건으로서 행해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Trademarks,

21세기 우리가 극복해야할 큰 과제중의 하나는 수산자

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미를

and Copyright in a nutshell』
2nd. Ed.
（1995）

원의 회복이다. 경제개발과 함께 국토확장사업에 밀려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JARTS, brochure
「 Japan Railway Technical

그야말로 우리나라 연안에는 물고기를 찾아보기가 힘

철도차량인공어초는 내구년수 경과로 발생되는 철도

들게 되었다.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1971

차량을 보다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년부터 인공어초 사업을 시작하여 35년간 7,253억원의

한국철도공사(사내벤처1팀)와 인공어초의 전문기업

예산을 투입, 전국 연안 181,000ha를 인공어초 어장으

인 (주)해중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친환경 어초이

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인공어초 사업이

다. 내구년한이 경과된 철도차량의 차체는 특별한 목

부정어업 방지 차원에서 출발하여 몇 년 전까지만 해

적 외에는 대부분 고철로 폐기 처리됨으로 새로운 생

도 콘크리트, 강재 등의 단일 재질을 이용한 인공어초

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반면에 차체는

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인공어

최소 25년 이상을 견디도록 외부가 강판으로 제작되어

초의 개발이 다소 정체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있고 내부구조는 소형 강재로 보강되어 있으며 차량의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에서는 수

하부에 대형 빔이 설치되어 있는 매우 견고한 저중심

산자원 회복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용 등 복합적 기능을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인공어초용 구조재

담당할 다양한 인공어초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노력

로 매우 적합하여 보강만 이루어지면 철도차량의 내구

하고 있다.

년수 보다도‘물고기 아파트’용으로 최소 2배 이상으

이러한 시기에 즈음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한 인공어초

로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어초를 개

개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구년한이

발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철도차량은 인공어초를

경과한 철도차량의 강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친환경

위해 태어난 구조물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는 경우로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과
연, 어느 쪽이 더욱 바람직한지는 각국

Service 」(2006. 9)

의 사정에 맞춰서 진행시켜야 할 필요

Railway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가 있다.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앞으

brochure「 Creating the Railways and

로 많은 국가가, 일본에서 긴 시간에 걸

Society of the Future 」
(2006. 4)

쳐 배양되어 온 효과적인 철도시스템,
O&M노하우의 원활한 도입을 기대하
는 상황이 증가할 것이 예측되기에, 이
러한 상황에 대응 가능한 틀을 검토해
둘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일본철도시스
템의 도입이 상대국에게도 유익이 되
고, 일본에게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는 것을 확신하여, 지속적으로 관계자
의 협력을 받아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66

소재를 보강하여 수산자원의 조성과 해양관광레저에

1. 개발배경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을 통한 공익을 달성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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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어초 : 특정인이 어초를 개발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확보한

2. 인공어초의 기능과 개발사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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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도어초협의회 또는 중앙어초 협의회에서 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

◎ 포항제철 : 팔각반구형강제어초

<그림 3〉
유개화차를 이용한

◎ 환경자원공사 : 폐비닐어초

어초 설계도

◎ 연구어초 :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을 포함)이 새로운 어초모형

인공어초는 해저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 대상

개발과 자원조성사업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험연구가 필요 하다

수산생물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

3. 친환경 철도차량인공어초의 특성

고 인정한 어초

적인 어장 시설물로서, 대상 수산생물의 어획증대, 조

◎ 강제 어선어초 : 강제선박을 어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중에 시설한 어초

업의 효율화 및 보호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인공어
초는 바다생태계에 큰 역할을 하는 해조류의 좋은 서

이러한 인공어초는 대게 콘크리트, 강재, 석재 등을 사

식장이 되고, 풍성한 해조류는 치어들의 좋은 먹이가

용하여 사각형, 육각형, 원통형, 반구형 등의 단순한

되기 때문에 어류들의 산란장이 된다. 또한 인공어초

형태로 만들어져 왔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는 조류의 소통을 막아 와류를 생성시키고 풍부한 용

어민들의 인식변화로 최근에는 다양한 재료와 복잡한

존산소와 미세 플랑크톤을 제공하여 어류가 모여들기

형태로 만들어져 수산생물을 위집하는데 더욱 효과적

때문에 훌륭한 휴식처의 기능도 한다.

으로 발전되고 있다. 최근에 또 하나의 개발 동향을 보

어패류의 산란이나 생활을 돕기 위한 인공어초는 주로

면〈표 1〉과 같이 산업계에서 무용하게 버려지는 폐자

수심 5~50m의 연안 해역에 설치한다. <그림 1>과 같

원을 인공어초로 재활용하는 것인데, 패조류 껍질과

이 어류는 바닷속에서 다른 물체에 몸을 접촉 하면서

황토를 혼합 가공한 세라믹소재를 이용한 어초, 간벌

의지 하거나 가깝게 있으면서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목재를 이용한 어초, 폐전주와 폐비닐을 이용한 어초

갖고 있는데 인공어초는 어류의 이러한 본능을 이용한

등 다양한 폐자원들이 인공어초로 재활용되고 있다.

것이다.

철도차량인공어초는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철도차량
의 강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해양오염이 없는 친환
경 소재로 내외부를 보강하여 경제성과 수산자원조성
또한 기존 어초에 비해 단위용적당 중량이 가벼우면
서 저중심으로 설계되어 연약지반에 시설이 가능하며
넓은 강재표면에서 용출되는 철이온은 식물성 플랑크
톤의 필수 영양분으로 양호한 식물성장의 환경을 제
공하여 결국 어류의 위집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구조물 주위의 압력장(안정)

수차례에 걸쳐 구조물 주위의 압력장과 유선의 흐름
등 역학적 관계를 정밀히 조사하였으며 해양환경조사
등 현장조사를 거쳐 최적의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림
(
3~6〉참조).

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및

◎ 한국철도공사,해중 : 철도차량인공어초

또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어초로써의 기

관리규정’에 정의된 어초의 종류를 구분하면 다음과

◎ 국립수산과학원,해중 : 어패류용세라믹어초

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철도차량의 넓은 표면적을

◎ 국립산림과학원,해중 : 간벌목제어초

어초의 구조와 표면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착기지를 충

◎ 국립수산과학원,해중 : 패조류용세라믹어초

분히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넓은 투영면적을 확보하

◎ 경상남도,국립수산과학원,해중 : 굴패각어초

여 용승류 및 와류가 발생토록 하였고 친환경소재를

어초협의회에서 어초사업 대상어초로 선정한 어초

〈그림 5〉

해저에서의 구조적 안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표 1> 최근에 개발 완료되거나 개발중에 있는 인공어초

◎ 일반어초 : 시험어초 또는 연구어초중 어초의 시설효과가 입증되어 중앙

MIDAS 구조해석(안정)

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초첨을 맞추어 개발되었다.

인공어초의 종류는 재료 또는 형태 등에 의하여 구분

같다.

〈그림 4〉

〈그림 6〉
어초 주위의 흐름장(안정)

◎ 충청남도 외 1 : 폐콘크리트침목, 폐전주어초

〈그림 2〉인공어초 종류

〈그림 1〉인공어초에 대한 어류의 행동반응
◎Ⅰ형 강한 접촉자극을 필요로 하는 어종으로 항상 인공어초에 몸의 대부
분을 접촉시키고 있거나 땅속을 파고들거나 구멍에 숨어사는 어종으

구분

명칭

개발자

개발연도

규격/공용적

패조류용대형세라믹어초

국립수산과학원,

2000년

4.26×3.32×2.14

로 붕장어, 베도라치, 쥐노래미, 씀벵이, 볼락 등을 들 수 있다.(접촉
Ⅲ형 어류

(주)해중

주요시설해역

대 상생물

전국 연안,

해조류, 패류, 어류

말레이시아

자극, 시각자극에 반응)

(방어, 삼치, 전갱이, 고등어 등)

◎Ⅱ형 몸을 인공어초에 접촉시키지는 않지만 인공어초와 약 200미터 내외

사각전주어초

의 가까운 거리에 항상 상주하는 어종으로 참돔, 어린돔, 볼락, 돌돔.
벵에돔, 넙치, 가자미 등을 볼 수 있다.(시각자극, 음파자극에 반응)

Ⅱ형 어류
(참돔, 돌돔, 농어, 벤자리 등)

충청남도,

2001년

3.6×3.6×3.6

충남 연·근해

회유성 어류

태성건설(주)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주)포스코

2002년

◎Ⅲ형 인공어초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공어초가 시설되어

12.8× 6.0m/

2004년

어류

407㎥/26.2ton

일반어초 선정

(회유성, 정착성)

12.0×9.5×5.5m/

2005년

어·패류

401㎥/30ton

일반어초 선정

8×8×4

전남 연·근해

있을 경우 정위(유형)행동을 취한다. 이들은 인공어초 상부에 형성되
는 지형 등 유체자극만으로도 정위가 가능하다. 이러한 행동반응을

Ⅰ형 어류
(넙치, 쥐노래미, 씀벵이, 볼락)

폴리콘어초

환경자원공사,

2003년

그린코리아, (주)장호

나타내는 어종으로는 방어, 가다랭이, 전갱이, 고등어 등이 있으며 이
들은 약 300미터 내외의 감지능력을 가진다.(음파자극, 흐름자극에
반응)

68

중형연약지반용강제어초

전라남도

2001

69

회유성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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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함으로써 생물학적 반응이 단기간에 촉진될 수 있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안정된 무게중

철도차량인공어초는 지난 12월에 거제시 시설된 후에

묘방류, 인공어초,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01)

도록 개발되었다. 제작과정을 보면 먼저 철도차량의

심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
7〉)참조.

금년 1월에 효과조사를 한 결과 어초는 안정하게 유

등‘잡는 어업’에서‘기르는 어업’으로의 여러 가지

지되어 있었고 우렁쉥이는 초기 이식되었을 때와 비교

정책과 대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안어장

하여 체장은 약 2배정도 성장하고 있으며 해양생물이

의 수산자원 회복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인

세라믹판과 헌레일 및 강판 등에 부착 되어 있음이 조

공어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점점‘불임이 되어가는

운행에 관련된 기계장치 등 외부설비와 해양 환경에

4. 친환경 철도차량인공어초의 효과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물질를 완전히 제거
하여 해양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외부
상층부에 인공어초로서의 탁월한 효과가 검증된 다공

일반적으로 인공어초가 시설된 해역이 자연어장보다

사되었다. 짧은 기간에 효과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감

바다’에서 인공어초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 고강도의 세라믹 소재를 견고히 부착하여 해조류

어획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큰 효

은 있지만 효과조사 결과와 이와 유사한 강재어초 및

인공어초의 시설확대와 함께 각 해역의 자연환경 및

와 패류가 단기간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

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

세라믹어초의 그동안의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산

생물자원의 서식상태와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다

적으로 해조류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에서 효과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어초가 여러

자원 조성과 바다목장화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

양한 인공어초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어초 전체를 강재로 보강하여 내구성을 강화하고 측면

층으로 쌓여 대규모의 군락을 이루고 있었으며 해가 거

로 벌써부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와 관심을 받고

수 있다.

을 경사틀 구조로 보강하였다. 어초의 저면을 넓게 안

듭될수록 어류 서식지로 적합한 환경조성이 되어가고

있다.

정적으로 제작하여 해수의 흐름, 파랑 드리고 태풍 등

있음을 알 수 있어 어획효과 등 당초 투하목적의 기능

극한의 외력에도 어초의 전도와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

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어획량도 자

록 하였다. 어초의 상부와 측면에 원형 및 사각형의 통

연어장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로를 만들어 태양광이 도달하여 해양생물이 부착 서식

또한 동·서·남해의 어초시설 수역중 표본조사 결과

인공어초 사업은 연안어장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최대한 살려서 지속적으로 어초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

장을 제공하고 해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류뿐만

어획효과는 시설 3년 후 평균 3~4배 증대될 뿐만 아니

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다. 현재와 미래의 우리 세대가 같이 이용해야 할 중요

아니라 스킨스쿠버의 레저용 통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라 경제적으로는 어초시설후 14년 경과 시 투자비를

를 목적으로 1971년부터 추진한 지 벌써 35년이 지났

한 수산자원의 회복과 해양관광레저 등 수산업과 철도

하였다.

제외한 순이익이 발생하고 시설 30년 후 누계 순이익

다. 그동안에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변화로 국내외적으

가 연계한 인적, 물적, 지식 인프라의 구축에 철도차량

내부에는 천공기둥 3개를 설치하여 상부의 하중을 지

이 투자비의 약 15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

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산자원의 수요는 계속 증가

인공어초가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하고 상부에는 천공을 두어 치어의 피신처가 될 수

으며 이외 간접효과로는 먹이생물 등 수산생물 배양증

하고 있는 반면에 UN해양법 협약에 따라 우리 어장이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레일과 자연석으로 복잡하게

대, 조업시기 단축, 어촌정주권 유지, 유어 수익증대,

EEZ내로 축소되고,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

채워 음영공간을 확보하고 풍부한 와류가 형성되게 함

불법어업 방지,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에 따라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수산

으로써 해양생물의 서식, 산란, 휴식장으로 역할뿐만

조사 되었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바다목장(
‘98), 종

5. 마무리

은 부착면과 저중심의 구조적 특징과 그리고 해양환경
과 대상생물에 따라 구조적 변경이 가능한 장점 등을

〈그림 8〉철도차량인공어초 시설 및 효과

〈그림 7〉철도차량인공어초의 규격

내외장재 제거

한국철도공사와 (주)해중은 앞으로도 철도차량의 넓

● 개발자

한국철도공사, (주)해중

● 규격(m), 중량(ton)

13.1×6.9×3.1 / 35ton

● 용적(㎥)

280

● 개발년도

2006년

● 주요시설지

전국 연근해역(시험어초 중)

● 대상생물

정착성,회유성 어류

●부자재

세라믹, 강재,자연석,헌레일

외부 (상부 세라믹, 강제 프레임 등)

70

내부 (레일,자연석,원기둥 등)

현수거치

시설후 사이드스캔소나 촬영

우렁쉥이 성장

세라믹어초에 서식하는 어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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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효율적
유지보수를 통한
철도차량
기술발전 방향

어 주면 그 기능을 익히고 또한 정해 준 기간에

Ⅱ. 본론

정비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열차의 속
도가 향상되면서 과거 비교적 단순하던 부품 및
지난 1월 국가연구과제로 추진된 기존선 속도

장치들의 기능이 첨단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유

1. 새로운 기회

지보수를 위해 담당하여야 할 장치가 과거 전기

향상방안연구의 결과로 한국형 틸팅차량의 성

유양하 | 철도공사 연구개발센터 기술연구팀 차장

과보고와 품평회가 창원에서 있었다. 금년 2월

우리나라에 철도가 운행되기 시작한 날이 1899

장치, 기계장치 또는 기관, 제동장치 등의 단순

부터 충북선에서 시험 시운전을 하게 된다. 시

년 9월 18일이므로 이제 107년이 지났다. 100년

한 분류에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장치

운전 결과에 따라 보완되고 개선되어 조기에 실

이 넘는 역사를 가졌으니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닐

를 담당하게 되었다. 고속차량(KTX)의 경우 7개

용화되고 기존선 속도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의 기술발전은 문화

장치(견인제동, 공기조화, 제어안전, 차체, 기계

기대해본다.

와 달리 역사가 오래된 것과는 별개가 아닌가 생

장치, 제동, 차상컴퓨터)로 분류되어 기술과 유

각한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비약적

지보수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기존의 두 세 개

이미 고속차량에 틸팅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일

인 발전을 이룩한 분야가 너무나 많음을 알고 있

의 분류에서 일곱 개의 분류로 나누어진 것은 장

부 철도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은 있

기 때문이다. 특히 IT분야의 기술발전은 우리의

치가 그만큼 복잡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고속철도의 안정적 운영

생각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전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

과 더불어 기존선에서 속도향상을 위한 틸팅차

오랜 기간 철도를 운영하면서 일정기간 직접 차

다. 이제는 각 분야별 세분화된 장치에 대해 깊

량의 운행은 철도에 종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

량을 자체 제작하기도 하였으나 운영자 입장에

이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리드해 나아가야 하

서 발전되어 가는 모습에 흡족함이 들지 않을

서 철도차량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얼마 만

는 필요를 느낀다.

수 없다.

큼의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

세계의 모든 분야가 급변하고 기술의 진보 또한

지 않다. 물론 차량 제작 시 설계의 승인, 요구조

빠르게 발전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철

건(Requirement)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반영

도는 도로와 자동차의 발전에 밀려 뒤쳐져온 것

하고 리드한 측면이 있으나 선도적으로 적극적

이 사실이다.

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

차량을 운용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주체는

마도 더 오랜 시간 과거와 같은 방식과 같은 절

고객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지금 바로 이 순간 철도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차로 이어져 나아간다면 그 틀은 크게 바뀌지

부품이나 장치의 불합리한 부분도 찾아내고 개

모든 철도인의 사명은 고속철도 KTX의 운행과

못할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사

선하여야 하며, 차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함께 새롭게 맞이한 철도 부흥기를 우리의 힘으

고를 바꿔 철도차량의 기술발전은 운영자가 이

은 물론 최소의 비용으로 유지보수하고 운영할

로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때론 우리

끌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 방법에 대해 공유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에게 주어진 현실에 불만을 느낄 때도 있고 때

보고자 한다.

방법과 절차가 요구된다. 체계적인 방법의 일환

론 주어진 과제를 충분히 수행하고 성과를 내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는 KTX가 개

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SE; System Engineering)

함에도 능력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기도 한다.

통한지도 이제 만 3년이 되어간다. 고속철도의

그러나 부족한 능력은 키워야하고 주어진 환경

운영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철도가 비약적인

이 어려우면 우리가 스스로 환경을 바꾸고 만들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기회라 할 것

어 가야한다고 생각하며, 고속철도 운행과 새로

이다. 우리 철도인은 결코 이 기회를 그냥 흘려

운 개념의 틸팅차량의 시작과 더불어 철도차량

보낼 수 없다. 기존의 150㎞/h의 속도에서 300㎞

을 운행하는 운영자 측면에서 철도차량의 기술

/h의 속도는 수치상 두 배 이나 그 내포된 측면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은 단지 두 배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2.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방법

공감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작사가 만들

(yyh814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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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램스(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

템엔지니어링의 영역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체

결된다 할 것이다.

제품 또는 장치는 한 달에 한 번씩 분해정비가

동
향

tainability Safety)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계에 사용되는 개념의 하나가 신뢰성관리인

정비 분야의 신뢰성개념을 적용한 것이 RCM이

필요하여 1개월의 검수항목에 넣어 정기적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체계공학)의 정의는 체계를

RAMS라 하겠다. RAMS는 신뢰성(Reliability), 가

다. RCM은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신

검수를 하여왔으나 지금의 장치는 1년을 사용하

구성하는 인력(People), 제품(Product), 절차

용성(Availabilit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뢰성이 중심이 되는 유지보수)의 첫 글자를 딴

여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검수주기를 1년

(Process)에 관한 균형 있는 해결책을 개발하고

안전성(Safety)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생긴 용어

것으로 말 그대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지

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장치와 부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학, 기술적 노력을 포

이다. 신뢰성하면 좁은 의미로 Reliability 만을 의

보수를 말한다. RCM의 시작은 1970년대 미국

품에 대해 그 성능과 환경을 반영하여 최적의 유

함한 학제적인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미하지만 신뢰성관리라고하면 위와 같이 가용

항공분야에서 시작하였으며, 항공정비, 원자력,

지보수방법과 주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실

을 말한다.

성, 유지보수성, 안정성을 합하여 RAMS라는 용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적용/발전되고 있다.

행하기 위해 차량의 고장내용이나 부품의 교환

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신뢰성공학에서는

RCM과 같은 이론을 적용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등 정비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 관리

RAMS에서 안정성(Safety)을 뺀 RAM만을 다루기

하는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장이나 정비내용을 관리

도 한다. 이는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

시행해오던 획일적인 시간중심의 예방정비

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을 피드백(Feed-back

로 별도로 분리되고 관리되어야 하거니와 RAM

(TBM; Time Based Maintenance))위주의 유지보

또는 REX; Return Experience)활동이라고 하며,

의 활동을 통하여 결국 안정성(Safety)을 달성하

수는 비용의 낭비요소가 많고 또한 부품의 수명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행하는 정비형태가 신

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나 정비주기에 대한 신뢰도가 명확하지 않은

뢰성유지보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차량운행

REX활동을 간략히 정리하면, 경험피드백의 정

중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

의는 어떠한 사건에 대응하는 정보를 조사, 수

System Engineering 요구조건

RAMS의 척도
구분

척도

비고

을 뿐 아니라 유지보수 전반에 신뢰성이 확보되

집, 분석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 체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성

MKBF(MKBSF),

Mean Kilometer

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차량의 부품은 기술

으로 1)정보의 수집, 저장 2)가용한 데이터의 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체계개발에 따르는 문

(Reliability)

MTBF

Between Service

의 발전과 더불어 향상되고 변화하기 마련이다.

석 3)설계의 반영, 안전성확보, 서비스 품질 향

즉 변화되는 만큼의 정비 방식과 절차가 바뀌어

상 등의 활용이다. 현장 정비담당자는 고장내용,

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정비내용, 부품교환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Failure 고장이 발생하기

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분야의 복합 기술

까지의 평균 시간 또는

체계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절충하는

운행키로

방법 또는 절차를 말한다.

가용성

MTBF/MTBF

총 시간 분의 가용시간

(Availability)

+MTTR

확률(%)

유지보수성

MTTR

Mean Time To Repair

(Maintainability)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

안전성

고장(사고)건수

안전과 직결되는

(safety)

/주기, 기간

고장건수

신뢰성은 어떤 시스템이나 부품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가용성, 유지보수성(정비도), 안전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용성은 몇 %, 정비성은 부품
별로 MTTR(Mean Time To Repair)이 몇 시간 등

System Engineering 프로세스

을 관리하게 된다. 철도차량을 운영하고 정비하
철도차량분야에 국한하면 차량을 설계/제작하

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개념을 실질적으로 적용

여 운영하고 폐기할 때까지의 소요되는 비용과

하고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차량기

관리방법과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학문이 시스

술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정비 분야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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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누군가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Data

교육이라 생각한다. 신뢰성유지보수 즉 RCM과

찾아서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올

어떤 조직이나 그 조직을 이끌어갈 관리자와 또

동
향

Base)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바른 시작의 방법은 학습과 교육을 통한 의식의

한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조직원이 있게 마

또한 누군가는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정책에 반

것이 RCM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지

공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련이다. 관리자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

영(규정, 매뉴얼, 작업절차서의 개정 등)하여야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이다. 확실

강조하고자 한다.

으면 그 조직은 올바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 관

한다. 과거에 시행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자하니 부정적인

리자가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각 구성원들이 의

고 분석하여 상시 반영함으로써 유지보수를 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마

식이 없다면 그 조직은 불만이 쌓일 것이고 추진

적화해 나아갈 수 있다.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좋은 성과나 결과가 나오

첫째 개념의 공유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

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 것은 관련분야 전 종사자의 의식이라 할 것이

이 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3.정책의 반영

그 조직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
철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조직의 내부적으로

해서는 관리자와 조직원이 공동의 목표를 가져

다. 유지보수는 왜 하는지의 기초적인 것에서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방법도 올바르게 받아

는 유지보수 규정 및 정비절차서(매뉴얼)의 개

야만 한다. 모든 관련자의 의식공유와 더불어 필

터 지금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과

정 등을 통해 체계화된 방법으로 운영과 정비체

요한 조직의 구성과 절차의 수립을 통한 체계적

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내가 해야

거에서부터 시행해오던 방식을 쉽게 바꾸려고

계의 최적화를 이룩하고 이러한 바탕의 결과를

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할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의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꾸는 것이 힘들고 쉽

차량이나 부품의 제작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여

현대의 철도차량은 부품과 시스템이 복잡하고

식을 갖는 것이라 하겠다.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야 한다. 반영하는 방법은 설계 도면의 승인이나

첨단화되어 유지보수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둘째는 체계화된 조직과 절차이다. 근무환경이

방향이 현실안주가 아닌 발전을 원한다면 조금

구매 요구조건(Requirement)에 반영할 수 있을

인 접근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복잡해지고 다양화 될수록 담당하는 분야는 세

힘들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것이다. 수준 높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반영함

서는 유지보수 방법 또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한

분화되고 나누어지게 마련이다. 차량을 운용하

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최적화 된 방법이라고 생

으로써 철도차량 기술발전을 리드할 수 있을 것

체계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RCM

고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차량구입, 차량운용, 정

각한다면 RCM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굳이 쓸

이다.

과 같은 이론을 적용하여 차량고장을 최소로 줄

비계획수립, 보수품 조달, 현장정비담당 등으로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지금하고 있

이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비를

나누게 되며 정비에 있어서도 차종별, 장치별로

는 방법이 최선이고 최적화된 방법이 아니라는

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 축적의 결과를 자체 검

나누어 정비를 하게 된다.

것을 공감할 것이다. 대부분 더 잘하고 싶은데

수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차량 및 부품의

각 분야별로 담당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

잘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어떠한 방법을 알

어야 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절차가 구체

고는 있는데 힘들고 귀찮으니까 하기 싫은 것인

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

지도 모르겠다. RCM과 같은 이론은 잘 할 수 있

비를 담당하는 사람은 담당하는 장치에 대해서

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모든 이론을 다 알

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즉 담당하는 장

고 똑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치에 대해 어느 부분에 취약점이 있고 어떻게 개

한다. 우리 환경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스스로

Ⅲ. 결론

제작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기술발전을 유도
하는 기본이라 하겠다.

선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문제는 이 개선되
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어떤 절차로 반
영토록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절차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
러한 행동절차에 필요한 방법이 RCM과 같은 신
뢰성 관리라 할 것이다.
절차를 갖추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
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공감대의
형성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RCM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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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 D/B 구축

고속철도 1단계 노하우
D/B 구축

1)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자료 현황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서울~
대구구간)에 대하여 현재 한국철
도시설공단에서 보유중인 자료
의 대부분은 <그림 2>와 같이
offline상으로 20,000권 이상의

1. 서론

준공보고서, 감리보고서를 한국

<그림 1> 고속철도 노하우 DB 구축 개요

1990년대 초반 국내에 고속철도 운행을 계획한 이래 2004년 4월 경부고

철도시설공단 본사 및 경주기록

속철도의 1단계 구간(서울~대구구간)이 우선 개통되고, 현재 2단계구간

사무소에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대구~부산구간)이 2010년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다. 우선 개통된 경부

자료의 대부분은 단순보고서 및

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계획, 설계, 시공이 급속하게 추진되었으며, 1단

준공성과품이 목록형식으로 나

계 구간의 각 공구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자료들이 현재 문서 위주로

열되어 있어 세부정보 및 세부공

정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류, 파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완료에 따른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및 운영

악 및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또

상에서 습득한 고속철도 설계 제반 기술, 현장 대처 능력과 국외

한, 감리보고서 및 준공보고서의

SYSTRA, DE-C, BECHTEL 등의 선진 기술 자문 및 적용 노하우를 체계

기술검토사항 및 개선사례 등에

적으로 정리하고, 그 노하우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호남고속철도

상당한 핵심기술 노하우가 포함

및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그림 1>.

되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전

노반, 궤도, 건축, 차량, 전기, 통신, 신호, 제어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기

산화가 되어있지 않고 공종별에

술노하우 정리가 필요하나, 각 분야에 대한 자료가 방대하므로 노반 및

따른 다양한 사례 유형별로 구축

궤도 분야에 대하여 우선 수행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과정

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에서 습득한 노반·궤도분야의 모든 자료의 분류·가공 및 핵심 노하우

그러므로 본 사업을 통한 감리보

를 선별·가공하여 지식 D/B(Data Base)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

고서 및 준공성과물에서 국외 선

으로 고속철도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원천기술 정립과 현장의

진 기술진의 설계검토 및 자문 등을 포함한 핵심 기술노하우를 선별, 가

개선사례를 통한 효율적 기술능력 향상, 고속철도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술자료 Pareto 차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문
서 위주의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워드 중심의 검색을 통한 신속한 자료 확보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노하우 자료 수집 대상은 한국철도시설공

더불어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에 대한 주요시설물의 현황 파악이 용

단의 지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내의 online 자료, 경주기록보존소의

이한 시설물 배치도를 통하여 손쉽게 자료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

offline 자료와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외국 선진 기

단된다. 추후 건축, 차량, 전기, 통신, 신호, 제어 등에 대한 핵심기술 노
하우의 정립이 필요하다.

술진 (SYSTRA, DEC, BECHTEL, SEEE)의 설계 및 기술 자료, 고속철도
문제우 | 한국철도시설공단 KR기술연구소
시설연구파트장

본 고에서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에 대한 핵심 기술 및 노하우에 대
한 정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78

(ktx2000@empal.com)
차효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KR기술연구소/
과장 (angel0418@hanmail.net)

선진 외국의 연구 및 논문 등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림 3>과
같이 경부고속철도 기술지식과 관련한 분야별로 분류하였다.
DB 구축 시스템은 크게 기술분야별, 사업단계별, 관련기관별, 사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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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별, 연계사업별, 경부고속철

보고서 41권, 설계 매뉴얼/핸드북, 지침, 기준 등 16권, 국내외 논문 46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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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업구간 및 시설물 형식별,

편, 기타 자료 8권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림 4>는 시스템에 등록된

기타 분류의 7가지로 나누어 분

노하우 자료의 요약 샘플이다.

류하였는데 DB 구축 주체를 기
술분야 분류를 중심으로 하였

3) 지식 D/B구축 시스템

고, 연계사업의 경우는 경부고

지식 D/B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유사기관의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속철도에 일반철도 분야와 추후

한국도로공사에서 기술검토 자료 및 시공 노하우를 정리하고자 2002년

에 진행될 호남고속철도의 노하

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꾸준한 기술지식의 축적 및 활용이 상대적

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 초

특히, 기술분야 분류의 여러 분

<그림 3> 기술지식 분야별 분류

창기인 2003년 7월에 7400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5년 4월

야들 중 각 분야에 대한 자료가

에 2만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주요 기술노하우를 검

방대할 뿐만아니라 산재되어 있

색하고 활용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등록된 자료가 도로분야

어, DB 시스템 구축과 고속철도

에서의 현장사례 기술 위주와 일

주요 분야인 노반 및 궤도 분야

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공법설명

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등 단편적 지식위주로 구성되어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반과 궤도

있었다.

분야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그림

분석하였다.

5>와 같이 고속철도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핵심은 노

설계/시공/감리의 기반기술을

하우 기술의 선별, 가공 및 정리

포함하고, 고속철도 분야에 적합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

한 설계기술 및 국외 선진기술을

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효율적 장

포함하여 DB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4> 지식DB 등록자료의 요약 예

표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장표와

즉, 고속철도 설계관련 기준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 절에서 설명

공사관련 기준, 시방서, 공단 지

하겠다. 핵심노하우 분석에서는

침, 지시서, 전문시방서 등의 설

고속철도 요구사항 분석, 설계 현장 적용사례, 설계/시공 개선사례 및

계기준/지침, 설계/감리/검토/감

노하우 정리, 기술자문 자료를 정리하고, 개선사례 분석에서는 기술검

사 /해 외 출 장

토서 및 감리보고서를 통한 기술개선사항 정리, 설계/시공/품질관리 등

SYSTRA/DEC/SEEE/벡텔 등의

의 개선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후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핵심

감리 및 설계기술 검토서, 계산

노하우 및 개선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경부고속철도 1단계구간의 활용

서 및 설계검증보고서와 설계도

가치가 높은 기술노하우 선별 구축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유 자료의 선

면, shop drawing, 준공도 등의

별/가공을 통한 핵심기술 노하우 자료를 구축하고, 추후 경부고속철도

도면을 포함하도록 하는 고속철

관계자분들의 소장/보유중인 자료에 대하여도 핵심기술로 축적이 가능

도 전반에 대한 기술 DB를 구축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지식 D/B 구축 시스템

보 고 서 ,

현재 주요 수집자료 중 설계기술 노하우 및 시공/감리 노하우 자료 외
에 해외기술노하우 자료의 경우 SYSTRA 및 DEC, 벡텔 등의 Letter 및
기술검토서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외선진 기술자료로 연구

80

<그림 6> 기술자료 분류시 중점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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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 분류체계 및 장표 개발

별의 3단계 구성은 <그림 8>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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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지식 D/B 구축을 위하여 지식 분류시 <그림 6>과 같이 기술자

이 노반의 경우 중분류로 토공,

료의 활용 분야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기

교량, 정차장, 터널 등으로 분류

술자료의 활용가능한 분야로 16가지를 주로 고려하였으며, 구축된 자료

하고 궤도의 경우도 중분류로 선

의 검색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이용목적에 맞도록 일목요연한 자

로, 궤도장비, 궤도재료분야, 분

료의 구축, 공종 및공정별 세부 분류, 현장기술 노하우의 자료가 체계적

기 및 배선 등으로 분류하였다.

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벤치마킹하는 한국도
로공사의 지식분류 및 장표는 공종별, 유형별, 지식항목별 목록을 통한

5)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단순검색에 불과하고, 지식항목의 수가 많은 경우에 과다한 자료 검색

시설물 배치도

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효율적인 장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주요

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본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지식

시설물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분류 및 장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단순 기술목록 검색 및 현장시공기술

하기 위하여 노반을 중심으로 각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기술자료(도면, 계산서, 기술검토서 등)의 세부

공구별 횡단면도와 평면도를 <그

분야별 자료화와 설계, 현장시

림 9>와 같이 시설물배치도로 등

공, 유지관리 등의 전 기간을 고

록하였다. 각 공구 위에 마우스

려한 지식DB구축, 그리고 구축

이동시 이미지 색이 변하며 클릭

한 자료의 단순 index를 활용한

시 해당 공구의 상세 위치를 볼

장표의 개발로 기술지식 자료의

수 있다.

<그림 9> 시설물 배치도 개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 가능
한 검색기능을 강화한 시스템으
로 구축하였다.

3. 지식 D/B구축 시스템 현황

<그림 3>에서 언급한 기술지식

<그림 7> DB 구축주체인 기술분야별 분류 및 공통 세부항목

분야별 분류 중 DB구축 주체인

지식D/B 시스템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KMS 시스템내에서 독립적으

기술분야별 분류는 <그림 7>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으며, <그림 10>은 개발한 D/B구축 시스

같이 크게 3단계, 즉 대분류, 중

템의 기본화면이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의 메뉴별 트리

분류, 세분류로 분류하며, 대분

에서 기술분야별 분류를 대분류(노반, 궤도, 차량, 전력, 신호, 통신), 중

류의 경우는 공통, 노반, 궤도,

분류(교량, 터널, 정차장 등), 소분류(교량 기초공, 교량 하부공, 교량 상

정차장, 전력, 신호, 통신 등으로

부공 등)로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에 맞는 세부항목을 선택하여 관련 자

분류하며, 우선 분석 대상인 노

료를 검색할 수 있다. 우측 상단의 사업단계별, 관련기관별, 사업관리

반과 궤도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

별, 관련사업별, 공구별, 시설형식 및 기타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시

석하였다. 각각의 세분류의 경우

각 해당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항목들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

공통적인 세부항목으로 다음과

다. 그리고 30가지의 세부항목은 좌측의 기술분야별 분류에서 공통으로

같은 3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적용되는 부분으로 기본화면에서 고정되어 있고, 기술분야별 분류에서

있다. 세부항목의 경우 세분류에

세분류 내에 추가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추가/수정/삭제 버튼

서 해당 자료를 포함할 수도 있

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그림 11>은 등록 자료의 제목, 키워드, 작성자에 대한 항목으로 검색할

리고 DB구축 주체인 기술분야

수 있는 화면으로, 기술분야별 맵을 선택하고 각 관련 분야별 해당 항목

<그림 8> 기술분야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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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기술지식으로 자료를

4. 지식 D/B구축 시스템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록하는 화면은 <그림 12>와 같

10여년에 걸친 경부고속철도 계획, 설계, 시공을 통한 그동안의 노하우

으며, 기술분야 및 관련 분야별

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하여 구축한 지식DB 시스템을 통한 기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등록자료

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 일반사항(제목, 키워드, 보안

1) 고속철도 설계/시공/감리의 원천기술 정립

등급, 자료의 언어, 간략 내용 등)

2)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 기술능력 향상

을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구

3) 고속철도 핵심기술분야 국제경쟁력 확보

성되었다. 등록항목 중 제목, 키

4)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기술 정비(대륙간 고속철도, 중국고속철도 등)

워드, 내용은 필수 입력항목이다.
<그림 13>은 기술지식으로 등록
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에 수정사
항이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의‘수
<그림 10> 지식DB 시스템의 기본화면

정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일시와 수정항목의 내역을 볼 수 있다.

구축한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설계, 시공, 감리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자료 검색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가능
2) 현재 산재된 자료의 키워드 중심의 검색을 통한 신속한 자료의 확보 가능
3) 종합배치도의 작성의 기시공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에 대한 시설물에 대
한 파악이 용이

지금까지 설명한 지식D/B 시스템의 주요사항은 각 분야별 분류(기술분

4) 시스템 구축으로 추후 유용한 개인 소장 자료의 등록을 통한 정보공유

야별, 사업단계별, 관련기관별, 사업관리별, 관련사업별, 공구별, 시설
형식별, 기타분류)를 통한 자료의 습득이 가능하며, 기술분야별 분류를
주체로 한 기술분야 카테고리 선택을 통한 자료 검색방법과 각 분야의

5. 결론

키워드 중심의 검색방법 2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분야 카테
<그림 11> 지식 DB 시스템 검색화면

고리에 따른 30가지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주요 세부항목으로 자료

고속철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및 운영상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DB로

의 파악이 가능하다. 부가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안 등급에

구축하기 위해 산재되어 있던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류, 분석

따른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출력 등의 옵션을 포함하고 있어, 대내외적으

하며 고속철도 노하우 DB구축을 수행하였다. 노반, 궤도, 건축, 차량,

로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기, 통신, 신호, 제어 등 다양한 분야 중 우선적으로 노반 및 궤도 분야
에 한해서 노하우 선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고속철도 설계 제반 기술
및 현장대처 능력, 그리고 SYSTRA, DE-C, BECHTEL 등의 국외 선진 기
술 자문 및 검토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
간의 시설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도도 함께 구성하
였다.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술 접근 및 활용, 고속철도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건축, 차량, 전기, 통신, 신호, 제어 등에 대한 핵심기술 노하우의
정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고속철도 노하우 D/B구축 용역(중간보고서), 2006, 한국철도시설공단
2. 경부고속철도 설계, 시공 준공보고서
<그림 12> 기술지식 등록화면

<그림 13> 등록 자료의 수정이력

3. 한국도로공사 기술관리포탈시스템
4.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차 Wave 경영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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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도조직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현행의 방법은

35

근무자들의 사고사례와 열차사고사례에 대한 통계방법

decreased after 5-Alive was

Rate

소하고 있어 Safety Intervention의 단기적인 영향을 조사

Pacific Railroad)와의 공동연구로 새로운 Gage Restraint Measurement

introduced in late 2002

25

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사례의 발생비율이 감

FRA(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의 연구개발부서는 UP(Union

FRA injury rate average

30

20

System (GRMS) 차량(T-18)의 50 mph 속도 운행시험을 수행하였다.

15

UP에서는 LA의 Alexandria에서 Iowa Junction에 이르는 궤도구간의

10
5

하는데 민감하지 않다. 따라서 FRA에서는 기존의 안전

Gage 강도 평가에, FRA에서는 T-18의 성능을 평가하고 Deployable
Jan-04

Jan-03

Jan-02

성공적으로 활용되어온 Safety Culture Indicators을 채택

Jan-01

Jan-99

Jan-00

0

평가방법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른 산업분야에
하였다.

<그림 1> FRA Injury Rates for CPR Mechanical Services

Canadian Auto Workers Union (CAW)와 Canadian Pacific

with Heavy Line

Sites in Canada, 1999-2004, with Mean Trend shown

Split-Axle 적용기술 검증에 관심을 갖고 현행 궤도 안전기준에 의한
궤도검사 목적의 GRMS 차량의 이용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Deployable Split-Axle을 이용한 T-18 차량 운행시험을 수행하였다.
FRA와 UP에서는 더 나아가 GRMS의 현행 제한 시험속도 (35 mph)와

Railway (CPR)의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에서는

관련하여, 좀 더 향상된 시험속도를 평가하였으며, 인정되는 범위내

안전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연구를

Non-FRA injury rate average stopped increasing
after 5-Alive was introduced in late 2002

위한 데이터를 제공해왔다. 본 연구(2002년-2008년)의

35

초기단계에서(2002년 10월), CPR에 적용된 5-Alive

30
25
Rate

program은 심각한 사고, 피해 발생율을 현저히 감소시켰
으며, 근무자들 역시 본 안전 프로그램을 효과적인 방법

20

진행하는 안전프로그램의 일부로서 2002년 10월에 적용

Jan-04

Jan-03

Jan-02

5-Alive program은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에서

Jan-01

Jan-99

0

Jan-00

5

<그림 2> Non-FRA Injury Rates for CPR Mechanical

된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1 참조>, 캐나다의 Mechanical

Services Sites in Canada, 1999-2004, with Mean
Trend shown with Heavy Line

Services Department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 평균 사

<표 1> 적용된 평균 하중
Speed

Left Lateral

Right Lateral

에서 프리셋 하중을 유지하기 위한 하중조절 시스템의 능력과 보다

(mph)

(kips)

(kips)

(kips)

(kips)

향상된 속도에서의 제하 Gage 측정시스템 정확성이 본 연구의 기본

20

7.03

7.17

19.62

21.70

적인 관심사항이다.

30

7.02

7.19

19.52

20.43

30

7.01

7.19

19.56

20.48

40

7.02

7.18

19.52

21.59

50 mph 의 시험속도로 반복 운행되었으며, 이러한 시험운행을 통해

50

7.03

7.21

19.43

20.33

T-18이 향상된 속도에서 궤도에 영구손상을 발생시키는 지 여부를 판

50

7.00

7.20

19.42

21.45

T-18은 Alexandria, LA에서 Oberlan, LA에 이르는 UP line을 35 mph와

15
10

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 T-18 차량

Left Vertical Right Vertical

단할 수 있다.
두 시험속도에서 검지된 동일한 수의 궤도손상, 손상위치는 보다 향
상된 속도에서 GRMS의 시험궤도에 대한 적절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

고발생율은 20002년 10월 이후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하여 이용된 파라메타였다.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안전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그림

시험결과, T-18 차량은 50mph의 속도에서도 기준속도인 35mph에서

2 참조>에서는 사고발생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검측된 궤도손상을 동일하게 검지할 수 있었으며, 적용된 하중, 특히

또한 세 현장에서 CPR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직하중은 50mph에서 높은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에서 5-Alive 프로그램이 안전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그림 5> 시험속도의 함수로서 적용된 하중에 대한 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편차

<참고문헌>
<참고문헌>

1.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hapter 49 Transpiration, Part 213, Track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 Research Results <그림 3> 5-Alive requires

Canadian Pacific Railway Mechanical Services' 5-Aliv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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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hows Promise in Reducing Injuries (RR06-14).

and 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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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tandards, Section 213.110, Gage Restraint Measurement Systems
2. "Development of Gage Widening Projected Parameter for the Deploy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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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다이아개정에 따른
JR화물의
새로운 서비스

2. 안정수송체제의 일환으로 페리를 이용한 연중수송의 시작

개정된 성에너지법의 시행 등을 계기로 하여 산업계에서의 물류에

3. 컨테이너열차의 수송력 증강

새로운 시도로서 고속페리를 연중 이용하는 것에 의해 이상시에 있어
서 대체수송의 확보 및 가을·겨울시기에서의 수송력증강을 도모한
다. 수송구간으로서는 일본해 종관노선을 대상으로 하여 삿포르화물
터미널역 ⇔ 우메다역(오사카)간의 컨테이너수송을 트레일러, 페리
(오타루항⇔마이츠루항간) 및 트레일러로 수송을 실시한다. 수송력
은 편도 1일 출발 샤시 2대(12ft 컨테이너 편도 6개)로서 이상시에는
수송력을 확대한다.

대한 환경부하저감대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화물철도주
수송수요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열차의 편성량수를 늘리

식회사(이하, JR화물)에서는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

고, 수송력의 증강을 도모한다. 칸토우⇔규슈간 기존 20량 편성을 22

로 대응하고 있으며,“고객에게 선택받는 수송서비스”의 제공을 목
적으로 하여“안전·안정수송의 확보”및“수송품질의 개선”을 수행
하고 있다. JR그룹은 2007년 3월18일(일)에 다이아 개정을 실시할 예
정이다. 이에 따라 JR화물에서의 화물열차의 개정내용과 새로운 JR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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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으로 늘리고, 칸토우⇔칸사이구간도 20량에서 22량으로 늘리며 그
밖에 카나자와⇒니카타, 카나자와⇔규슈구간에서는 기존 20량 편성
에서 21량으로 늘렸다.

물 서비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4. 도후큐방면의 수송력확대와 함께 나고야지역에서의
1. 장대편성(26량) 컨테이너열차가 최초로 규슈까지 연장

산요선 수송력 증강사업의 완료에 의해 현재 니시오카야마역까지만
운행되었던 장대편성(26량) 컨테이너열차가 이번에 새롭게 규슈(키
타큐슈화물터미널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이와 아울러 칸토우, 도카
이, 칸사이지구와 오카야마, 히로시마, 큐슈지역간에 장대편성(26량)

직통수송 신설

최근 자동차부품수송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애로구간이 되고 있는
도후큐선 미즈사와역방면의 수송력을 증강하는 것과 함께 주요 출발
지인 나고야지역으로 부터의 직통열차를 신설하였다.
<표 1> 미즈사와역 방면 수송력
현행

열차를 새롭게 19편 운행하고 계속해서 수송수요가 높은 지역간에서
수송력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열차번호

출발역

2079

미야기노

개정
수송력 열차번호

출발역

수송력

비고

70

2079

미야기노

40

20

2078

모리오카터미널

20

강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3.6만톤 삭감효

3096~10

나고야터미널

50

정차역에 미즈사와역을

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96~3083 니시하마마츠

10

추가(신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에 의해 철도컨테이너수송력은 연간 25만톤 증

2078 모리오카터미널

합계

90

합계

120 +30개 증가

※수송력은 컨테이너 12ft 환산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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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 및 지방중심도시간의 컨테이너수송에 대하여 배송시간을
단축하였다.
구간

현행

개정

비고

도쿄 → 히로사키

익익일 오전

익일 오전

히가시아오모리부터 트럭대행

나고야미나미화물 → 나오에츠

익익일 오전

익일 오전

직통노선 신설

우메다 → 키타큐슈

익일 오후

익일 오전

직통노선 신설

쿠라시키 → 후쿠오카

익일 오전

익인 아침

직통노선 신설

히로시마 → 미나미후츠이

익일 오전

당일 오후

직통노선 신설

6. 대형컨테이너수송의 네트워크 확대

JR홋카이도는 지난 1월 15일에 이번 봄으로부터 JR센모선에서 시험

10톤 트럭의 화물을 그대로 철도수송으로 전환이 가능한 31ft 컨테이너

적으로 영업 운행을 시작하는 DMV(Dual Mode Vehicle, 이하 DMV)

와 중량 컨테이너(ISO24컨테이너 등)가 적재 가능한 화차의 투입을 적

에 대하여 홋카이도 운수국에 철도시설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것과

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컨테이너 네트워크의 확대를 도모해 나간다.

동시에 운행계획을 발표했다.
운행은 4월 14일부터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및 휴일을 중심으로 하

<표 2> 새로운 대형·중량 컨테이너수송구간 및 증강구간
열차번호

개정

비고

마코시미즈~모코토간의 선로와 도로를 1일 3왕복한다고 발표하였

히가시미즈시마 → 후쿠오카터미널

3092~2081

코키 106형식
직통대차투입

직통노선 신설

다. 본격적인 영업은 7월 이후에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것으

니이가타 → 키타큐슈

3092~2073

코키 106형식
직통대차투입

직통노선 신설

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일본 홋카이도 DMV의 추진과정 및

나오야터미널 → 후쿠야마화물터미널
·니이가타화물터미널

85~4085~
4095

코키 106형식
증차

수송력 확대

니이가타화물터미널 → 아키다화물터미널

2091

코키 106형식
직통대차투입

직통노선 신설

아키다화물터미널 → 니이가타화물터미널

2090

코키 106형식
직통대차투입

직통노선 신설

나고야화물터미널 → 하치노헤화물터미널

3096~1096
~3083

코키 106형식
직통대차투입

직통노선 신설

4096

코키 106형식
대차투입

수송력 확대

DMV란 Dual Mode Vehicle로서 궤도와 도로 양쪽 모두를 달리는 차

2076~3097

코키 106형식
직통대차투입

직통노선 신설

량을 이야기 한다. 일본에서는 이용객이 적은 적자노선에서의 비용을

구간

치바화물터미널 → 도쿄화물터미널
히가시미즈시마 → 후쿠야마화물터미널

시험운행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개요

줄이기 위하여 홋카이도 여객철도(JR홋카이도)가 개발하고 있다.
2000년 즈음에 구상이 시작되어, 2002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7. 기관차·컨테이너화차·컨테이너의 신조제작 및 증비

DMV 개발 프로젝트는 4년반의 세월을 거쳐 실용화가 실현되고 있다.
안정성 및 수송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수송기자재 설비투자를 적극적

외관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보통 버스와 같다. 철도의 동차와 같

으로 추진한다. 기관차는 25량을 새롭게 제작하고, 컨테이너차는 대형

이 디젤엔진을 동력원으로 하여 움직이며, 바퀴는 고무 타이어와 금

컨테이너가 적재 가능한 코키 106형식 화차를 100량 투입한다. 컨테이

속 차륜 2개를 가진다. 도로 주행시는 금속 차바퀴를 들어 올려 고무

너는 양측열림 형식의 19D형식 1,000개, 한쪽열림 형식의 19G형식

<참고문헌>

타이어만을 노면에 접하여 운행하고, 선로상을 주행할 때는 전륜 고
무 타이어의 앞부분에 올려진 금속차바퀴(앞부분 가이드바퀴)를 레

600개, 높이가 높은 형식의 20D형식 200개, 20ft형식의 30D형식 100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

개, 통풍 형식의 V19C형식 100개 등 총 2,000개를 신조 제작하고, 수송

(http://www.jrfreight.co.jp/) Homepage

일위에 내려 안내용으로 하고, 전륜 고무 타이어를 들어 올린다. 한편,

수요에 적합한 컨테이너의 제공 및 수송품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참조

후륜 고무타이어 후부의 금속 차바퀴(후부 가이드바퀴)를 레일위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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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mander 901)가 완성되어 주행 시험을 수행하였다. 2005년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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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10월 3일에 세키호쿠본선키타미역~서메만베츠역~메만베츠공
항간에서 실용화를 전제로 한 주행시험을 수행하였다. 모두 철도 차
시험운전시의 DMV

량으로서의 차적은 가지지 않았다.
2006년말 현재, 동력 성능 및 승차 정원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방향으
로 연결하여 총괄 제어할 수 있는 형식을 개발중이다. 2006년 11월부

<그림 1> DMV 차량

터 시즈오카현 후지시가 JR홋카이도에서 차량을 차입하여 가쿠난철
도선에서 시험주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후지시 제40주년 기념사
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려 안내용으로 하지만, 후륜 고무타이어도 구동륜으로서 레일 표면
에 접한다. 동력을 후륜의 고무 타이어로부터 직접 레일에게 전하는

전두부분

2) 시험적 영업 운행

것으로 궤도상을 주행한다. 후륜 고무타이어는 구동축상에 좌우 각각

DMV는 2007년 4월부터 JR 센모본선 하마코시미즈역~모코토역간에

2개씩 장착되고 있어 안쪽의 타이어만 레일에 접한다.

서 시험적 영업운행을 실시한다. 운행방식은 궤도와 도로를 편도로

도로주행으로부터 궤도주행으로 전환할 때는 차체를 선로상에 잘 유

운행하는 방식으로 하며 순환 루트로 운행하게 되는데, 궤도는 JR홋

도하기 위해 지표에 설치된 전용의 pointer(주행모드 변환장치)가 필

카이도의 단체 임시열차로, 도로는 아바시리버스의 전세버스 형태로

요하다. 이 장치에 의해서 변환작업이 손쉽게 이루어져 약 10초간이

운행된다고 한다(선로상 11 km＋도로상 21 km = 합계 32 km). 운전

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다.
주행모드 변환장치는 좌우의 레일의 외측에 설치된 2개의 가이드웨

후륜부분(동력은 타이어)

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운행하며, 운행다이아는 1일 3회 운행
되는데(9:19, 12:03, 14:53) 운행시간은 약 1시간으로 예정하고 있다. 7

이로 구성된다. 차체 앞부분과 후부의 가이드 롤러를 가이드웨이를

월 이후에는 영업개시후의 상황을 보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행

따라서 차체를 전진시키는 것으로 차체를 레일 중심상에 유도한다.

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단, 가이드웨이와 가이드 롤러만으로는 차체를 완전하게 레일중심으
로 놓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장치 부근에서만 레일의 폭(궤간)을

운행량수는 1량으로서 운용은 2량으로 할 예정이다. 1량의 정원은 16

약 70mm 넓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측의 금속 차바퀴의 답면의

명(여객 13명, 운전사 2명, 안내가이드 1명)이다. 여행운임은 어른
1,500엔, 어린이 1,000엔으로 하마코시미즈역 발착의 여행 상품 형태

폭도 넓게 되어 있다.

시험운행당시의 2량 연결부분

로 운용되게 된다.

차량 1대당 정원은 적지만(17명), 차량끼리를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총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수송단위의 작음을 보충하

2. DMV의 장점과 단점

였다. 운행 관리에는 GPS가 이용되며, 최소한의 설비 투자로 노선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적자선이나 노면전차에의 도입이 여러

1) 장점

도시에서 검토되고 있다.
승차감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버스와 같으며, 레일위를 주행할때에

주행모드 변환중

●만약, 선로상에 토사 붕괴나 낙석 등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나 선

는 마찬가지로 철도와 같다. 레일상 주행시는 열차 특유의 레일위를

로의 정기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만약 근처에 도로만 있

달리는 소리가 나지만 외관 그 자체가 버스와 꼭 닮기 때문에 그 모습

으면 운행을 중지하지 d한고 우회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이

은 버스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능하다. 이것이 DMV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처에 도로가 있으면, 선로가 단선이어도 다른 한쪽의

1) 차량 시작 및 주행 시험

차량을 우회 시키는 것으로 교환 설비가 없어도 교환이 가능하다

2004년 마이크로버스(닛산 시비리안)를 개조한 정원 34명의 시제차

(다만 폐색 구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도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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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측에서 보면 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를 선로에 우회 시키는 것에

2⃞

의해 고속 운전이 가능하고 그밖에 도로정체시에도 선로를 이용하

-

7⃞

동
향

는 운행이 가능하다.

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
●승객정원이 적어도 승강문 조작이나 운임 수수를 위해서 DMV 1대
당에 승무원 1명이 필요하고, 연결 운전을 실시하면 인건비로부터

●DMV는 동차 등의 보통 열차와 비교해서 차체의 크기가 작고, 무게

오히려 코스트가 비싸게 든다.

가 가볍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연료비, 유지비가 적게 된다. 그리고

또, 시제차의 경우는 마이크로버스를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차량의 가격은 열차 차량의 10분의 1(1량당 2000만엔)정도로 저렴

같은 문제가 있다. 향후 제작될 실용차량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

하다.

소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불분명하다.

●도로 위를 달리는 구간에 대해서는 선로의 유지보수 및 유지비가

●베이스가 된 마이크로버스 자체의 정원수가 1량당 28명밖에 안되

필요 없다. 또 새로운 선로를 건설할 필요 없이 노선을 확장할 수

고, 차량 개조에 수반하는 중량 증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버스(도로

있다.

주행) 모드로 17명으로 정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어 일반의 철도차

●여러 대의 DMV가 도로에 마련한 여러 가지 경로상의 버스 정류장

량 정도의 대량 수송에 적합하지 않다.

으로 손님을 태워 특정의 역에서 DMV끼리를 연결하고, 이후는 1개

●일반의 철도 차량과 승강구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홈의 개

의 열차로서 운행하는 것으로(즉 복수의 버스 노선을 주행하는 버

조 또는 전용 홈의 신설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차량의 승강문도 한

스를 특정의 역에서 연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집객의 효율

쪽뿐이므로 승강장 1개소에 대해 2개 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화 및 인건비의 절약이 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특정의 역에서 열차
분리를 하여 도로에 있어 여러 가지의 경로를 마련하고 손님을 내
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3. 향후 방향

가능하다.
●운전방법은 버스와 완전히 같지만 선로상의 주행시에는 핸들 조작

DMV는 운행에 필요한 면허, 차체의 규격 등의 법적인 취급은 전용의
궤도상과 일반도로 노상의 쌍방을 운행할 수 있는 버스인 가이드웨이

이 필요없다.

버스, 혹은 IMTS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미정
2) 단점

이다.

●동일한 정도의 크기의 버스와 비교해서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인 검토와 함께 실제 노선상의 영업운행에 있어서

●도로위로도 달리기 때문에 정체 등의 교통 상황에 좌우되어 쉽다.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로에서 선로상으로 옮길 때에는, 전용의 포인터가 필요하게

일본에서는 홋카이도를 비롯한 몇 개 도시에서 DMV의 운행을 검토

된다.

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범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는 승객수송용 보다

●열차와 비교해서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 또 버스와 비교해도 도로
주행 정원 1인당 에너지 효율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차체구조의 차이에 의한 내충격성의 저하. 건널목 사고나 충돌사고
에서의 충격은 종래 차량 이상으로 추측된다.

는 관광용 목적으로 운행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JR홋카이도도 이번 시험운행의 승객 타깃을 철도팬이나 관광객으로
보고 있다. 초기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지방적자선에 운행하기 위해
개발된 DMV가 일본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관심

●철도차량과 자동차의 2개의 규제를 받기 위해서, 안전대책이나 시

이 고조되고 있다.

스템구축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DMV 1대를 여객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도 위를 달리기 위한 동력차
조종자 면허를 가지는 사람과 도로에서 여객을 수송하는 필요한 대
형 제2종 운전면허를 가지는 사람 합계 2명, 혹은 양쪽 모두의 면허
를 가지는 사람 1명이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인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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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달리는 철도

주 요 행 사

증기기관에서 350km/h 한국형고속열차까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본격 철도 입문서!
틸팅열차 본선 시험운행 시작

● 철도의 탄생과 역사

일시 3월중

● 시대별 철도의 모습

주관 철도연

● 철도가 달리는 원리
● 우리 생활 속의 철도
● 철도가 달릴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들을 한데 모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 낸

철도차량 화재제어장치 기술개발 성과보고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야심찬 프로젝트 철도과학기술 총서.

일시 3월 16일 금요일
장소 철도연

미래 한국 철도의 선진 두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분야별로 집대성한

제29회 철도포럼

철도의 백과사전.

일시 3월 22일 목요일 07:30
장소 인터컨티넨탈 호텔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
틸팅열차와 바이모달 트램까지
철도과학기술 비결이

한국 · 베트남 국제세미나

이 책속에 숨어 있습니다.

일시 3월 20일 화요일
장소 KOICA 연수센터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 워크샵
일시 3월 22~23일
장소 대천 한화콘도
내용 버스 표준사양 개발방안 및 성과평가 대비 종합점검

경량전철 표준화기준연구 LIM 표준사양(안) 공청회
일시 3월 23일
주관 철도연

2007년 1월부터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에서
판매중입니다. 문의 : 화남출판사 02)3142-4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