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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녹색철도자문회의

경부선 당정, 병점차량기지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

철도공단 고객만족지원단은 7월 10일 서울대 김귀곤 교수 등 자문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

여객 이용편의성과 상징성 있는 역사 설계안 선정

진행됐다. 녹색철도자문회위원회 최승룡 단장은‘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제대로 된

데 2007 녹색철도자문회의를 개최했다.‘남북철도연결 생태리포트’제작에 대한 자문이

생태리포트를 만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철도를 알리는 동영상 상영도 있었는데, 외부 전문가들에게 철
도의 투자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2⃞ 미래

한국철도의 건설과 투자전략 심포지엄

6월 29일 철도공단은 한국철도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철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미래 한국철도의 건설과 투자전략’
을 주제로 심포지
엄을 개최했다. 국내 SOC 재원의 축소 우려 속에서 철도투자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철도수송비율 확대를 위한 철도화물수송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논의
됐다. 또한 철도투자는 SOC 재원이 아닌, 미래 고령화 시대 대비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의 복지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철도공단 기술본부는 6월 28일 경부선 당정역사와 병점차량기지 역사에 대한 현상설계 심사를 완료하고 각 역사별 당선작을 포함한
입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업체는 당정역사에 단우건축사사무소, 병점차량기지역사에 KMT건축사사무소로 해당 역사에 대한 설계권
이 주어진다. 이 밖에 입선작으로 각 역사별로 우수작과 가작 1편이 선정됐으며 소정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번 현상설계는 우수한 디
자인 선정 위주로 진행됐으며, 역사 출입구 위치와 광장계획 등의 세부 사항은 설계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정, 보

3⃞ 원효터널

13-4공구 구간 관통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13,280m중 13-4공구 구간 4,835m가 관통됐다. 영남지역본부는
원효터널 종점부에서 2007년 7월 19일 10시 50분에 터널 관통을 위한 마지막 발파를 실

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했다. 그동안 환경영향 평가 및 승려 지율의 단식투쟁으로 환경단체 및 언론의 최대 관심
대상이었던 원효터널의 일부구간이 마침내 관통됨에 따라 2010년 경부고속철도의 완전개

ISO/OHSAS 통합경영시스템 갱신심사 시행

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철도공단 고객만족지원단은 7월 2~6일까지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2007
년도 ISO 9001/14001 및 OHSAS 18001 품질, 환경, 안전경영 시스템 통합 인
증유지를 위한 갱신 심사를 받았다. 철도공단의 경영목표 및 통합경영방침
의 이행실태, 품질, 환경, 안전의 목표관리 및 ERP와 연계된 업무프로세스

4⃞ 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역사 설계 지역 설명회

철도공단 기술본부는 7월 14일 김천시청에서 김천·구미역사에 대한 설계 설명회를 가졌
다. 지역구 임인배 의원과 박보생 김천시장, 임경규 시의회 의장 및 김천시 관계자 등 40

에 대한 심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심사반 김영근 팀장은 우수사례 5건

여명이 참석했다. 철도공단 기술본부는 현상설계 이후 지금까지의 설계 추진경위와 함께

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고객만족지원단의 부적합사례가 지속적인 개선

역사 설계내용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역사 설계에 관한 질문과 함께 다양한 의견

활동을 통해 성과가 보인다고 했다. 또한 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한 품질안

들이 제시됐다.

전환경 경진대회는 시공사간 자발적인 경쟁심 유발을 통한 품질, 환경, 안

주차장 및 광장의 확대, 역사 및 승강장 경관조명설치 요구 등이 있었으며, 좀 더 면밀한

전관리가 매우 우수했다고 평했다.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심사원들의 권고사항이
33건 접수됐다. 이를 토대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다면 고객중심의 경영체제가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04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2006년 설계를 착수했던 김
천·구미역사는 2007년 말 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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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교육

철도공단 고객만족지원단은 7월 25~26일 철도공단 본사에서 철도건설현장의 품질, 안전
확보와 협력사 고객만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요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을 시행했다.
대상은 철도공단 고객만족지원단 및 지역본부 고객지원팀 직원. 강사진은 외부전문가와 실
무경험이 풍부한 내부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가시설 점검요령, 터널, 교량 구조 등 실무기술
교육으로서 점검요원의 기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러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 및 한국 물류업계 활성화

한·러 합작 물류사업
양해각서 체결
코레일은 러시아철도공사와 부산~나진~하산 구간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한 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 등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6⃞ 외부

홍보전문가와 열린 경영토론회 개최

철도공단 기획조정실은 7월 27일 본사 14층 상황실에서 외부 홍보 전문가와 임직원 등 참
석한 가운데‘기업브랜드 창출과 전략적 홍보방안’
을 주제로 열린 경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보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 동안 공단에서 노력한 홍보 실적을 살펴보고 홍보역
량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브랜드 경영을 위한 KR 핵심브랜드
창출, 브랜드 창출을 위한 통합홍보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마인드 제고 및 홍보역량 강화

철 사장은 6월 16~18일 러시아에서 개최된‘한·러 철도운영자 회의’
에서 야쿠
닌 사장과 만나 이 같은 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내 물류업체 컨소시엄과 러시아철도공사간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협상 시행 ▲나진~하산
경유 TSR 컨테이너시범운송사업 실행 ▲제2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 개최 추진 등이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TSR을 잇는 나
진~하산프로젝트가 실현되면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교류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해운에 비해 유럽까지의 철도 운송비가 훨
씬 저렴해 한국 물류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안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CI의 가독성을 높이고, 철도공단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슬로건 제작 및 마스코트 제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공단은 경영평가 3년 연속 1위,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등의 수상 사례에 외부 인지도가
비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 실천해 갈 계획이다. 또한 철도공단에 대한

무료 회원제
‘코레일 멤버십’
으로 통합

인지도 및 브랜드 경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KTX 전력변환장치 국산화
그동안 수입해오던 고속차량용 부품 중 KTX열차 내 핵심부품인 전력변환장치, KTX
차량용 보조컨버터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돼 2007년 하반기부터 상용화된다. 이번
부품 개발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을 통해 지난
2004년 10월 (주)빛샘전자를‘KTX차량용 보조컨버터’
의 주관 개발기업으로 선정,

KOREA RAILROAD CORPORATION

30여개월간의 연구개발 끝에 이룬 성과이다.
코레일과 (주)빛샘전자는 개발완제품에 대해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과 차량적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와 회원제 운영의

용시험(6개월 동안 22만㎞를 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KTX

효율화를 위해 철도회원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열차에 실제로 적용하게 된다. 특히, 보조컨버터의 냉각방식을 기존 수입품이 밀폐식

있다. 그동안 복잡하게 운영되던 철도회원제도

으로 제작됐던 것에 비해 이번에 개발된 부품은 히트파이프(Heat Pipe)식으로 기능이

가 7월 20일부터 무료회원제인‘코레일 멤버

개선됐다. 기존 보조컨버터를 정비 할 때마다 약30kg의 냉매(FC-72)가 배출될 수밖

십’하나로 통합하고, 적립 포인트도 현행 3%

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 절감 뿐 아니라 환경오염 방

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

지 효과도 기대된다.

약 보관금 회원과 KTX패밀리회원이 무료 회
원인‘코레일 멤버십’
으로 통합된다.
가입은 회원홈페이지(www.qubi.com)와 가까
운 역에서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절
차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ail.com)를 통해 철도승차권(SMS티
켓·홈티켓·e-티켓)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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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구축사업 '성공'

부자간 장기 이식으로 효를 실천한 코레일 직원이 있어 동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코레

코레일이 2년여에 걸쳐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공기업 혁신의 새로운

일 경북남부지사 시설팀에서 근무하는 이용재(34세) 과장으로, 자신의 간(肝) 60%를 떼어

길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6월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철도경영혁신

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에게 이식한 것.

ERP사업’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중인 이 과장은 동료들의 문병에“남에게도 기증을 하는데 가족에게 하

이철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삼성SDS 김인 사장과 SAP코리아 한의녕 사장, 한국IT감리컨

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의 이러한 효심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널리 알려

설팅 최지윤 사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코레일 직원들은 그간의 입원과 수술로 6천여만 원의 병원비가 들

이철 사장은 기념사에서“임직원의 노력과 ERP의 구축완료에 힘입어 보다 신뢰 받는 종합

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십시일반으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송그룹, 초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
했다.
코레일은 ERP사업을 통해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를 선진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지
난해 9월 내부공모를 통해 ERP시스템의 명칭을 코레일의 비전과 혁신을 뜻하는
‘KOVIS(KORAIL Vision Innovation System)’
로 명명했다.

2⃞ 수도권전철-경기버스

환승할인

7월 1일부터 수도권과 서울버스, 그리고 경기 버스 간 환승할인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철과 서울버스, 경기버스 간 환승을 하는 경우 총 이용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
10km(900원)를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경기도내

6⃞ 코레일

및 서울~경기도를 오가는 이용객이 평균 1회 65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6월 4~5일 충북 금산군 대둔휴양단지에서‘열정, 꿈, 도전정신’
을 주제로‘코레

주니어보드(JB) 전략캠프 워크숍

코레일 관계자는“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공기업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경기도의

일 주니어보드(JB) 전략캠프 워크숍’
을 시행했다. 이번 주니어보드 캠프는 도전정신으로 상

제안에 동의했다”
며,“향후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열차운행 시간 간격을 조정하고 급행

징되는 해병대식 캠프와 기업형 교육을 접목시킨 새로운 방식으로 전국 300여명의 주니어

전동차 운행확대를 검토하는 등 도심 진입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보드가 참여했다. 코레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리더로서 사명감과 열정을 다지는 프로
그램들로 진행됐다.
이철 사장은“주니어보드가 현장경영의 파수꾼이자 진정한 코레일의 주인이 되어주길 바란
다”
라며,“주니어보드 활동이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이바지해 달라”
고 당부했다.‘코

3⃞

코레일,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코레일은 7월 11일부터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시작했다.‘철도용품 품질
인증기관’
은 ▲시설 ▲전기 ▲차량 등 철도용품 전분야에 대해 제작업체가 만든 제품이 성

레일 주니어보드’
는 지난해 2006년 11월 35세 이하의 젊고 참신한 현업직원들로 구성된
‘현장조직의 혁신리더 조직’
으로, 경영진과 현장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활발
하게 수행하고 있다.

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한 후 품질인증서 발행을 결정하게 된다.
코레일은 2006년 11월 산업자원부 지정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이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 및 안전, 철도용품에 대한 표준 관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05년 본사 부속기관으로 철도연구개발센터를 설치, 철도경영

7⃞ 코레일

강원지사「강원도지사기 탁구대회 우승」

및 대륙철도 연구, 기술연구 및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코레일 강원지사는 삼척시 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제7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탁구
대회 직장 남자1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삼척시 종합체육관에서 6월
16~17일 관공서 및 사업체를 비롯한 생활체육 동호회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부
문와 동우회부문으로 대회가 개최됐다.

4⃞ 김천·구미역에

KTX열차 정기운행

6월 1일부터 김천과 구미역에도 KTX가 하루 4차례 운행되고 있다. 서울역에서 구미역까지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 체육 탁구대회는 강원도에서 탁구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스포츠를
홍보하고, 지역 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는 KTX로 2시간 9분 거리. 고속버스나 새마을호에 비해 무려 50여분 정도 시간이 절약된다.
KTX운임은 서울~김천 구간이 28,400원, 서울~구미 구간이 30,300원이다. 특히, 김천·구
미역을 경유하는 KTX를 타고 서울~동대구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은 고속전용선으로만 운행
되는 현행 KTX열차 38,600원에 비해 4,200원이 저렴한 34,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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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능력향상 교육’
, 장애인‘봉사 도우미’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 또한, 정보화기획

코레일은 7월 10일부터 코레일 전 소속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도록 KS(한국산업규격,

실장은“이번 사회봉사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봉사가 되도록

www.ks.or.kr)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레일의 어느 소속 어디서나 KS 관련 자료를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나눔을 실천하겠다.”
고 밝혔다.

열람하고 저장, 출력할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산업규격과 관련된 자료를 저장·출력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정인수 연구개발센터장은“이번 한국산업규격(KS) 웹 서비스의 시행으로 전사차원의 비용절

[12] 코레일,

협력회사 대표 초청 간담회

감은 물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국산업

코레일은 7월 9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코레일과 계약 등을 체결한 500여개

규격(KS)은 규격제정·사고조사·물품구매·검사·연구개발 등 코레일의 전 분야에 걸쳐

협력회사 대표를 초청해‘우리가 모시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레일의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표준규격이다.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협력회사 대표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투명경영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열린 토론의 장’
을 마련했다.
이철 사장은“그동안 철도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

9⃞ 61년 만에 갚은 철도무임승차 빚

든 제도적 장치를 갖췄으며, 협력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종 계약제도 혁신을 통

여든에 접어든 노인이 6월 14일 코레일 부산지사를 찾아와 61년 전 중학생 시절 넉달간 무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해 왔다”
면서,“이번 간담회는 코레일의 가치가 상승

임승차한 빚을 되갚았다. 미담의 주인공은 구태옥(79세·경남 함안)씨. 구씨는 1945년 부터

함에 따라 협력회사의 가치도 상승하는 상생경영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소중한 자리”

1946년까지 중학교에 다니면서 해운대역에서 부산진역으로 가는 열차에 4개월여 무임승차

라며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를 했다고 밝혔다. 수년전부터 당시 무임승차한 운임을 갚으려고 했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코레일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있다가 이번에 실행에 옮겼다.

간담회를 갖고 협력회사의 시각에서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 창원에서 교회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잘못한 일을 한
가지씩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번에 무임승차 운임을 변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코레일 부산
지사는 구씨가 무임승차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원 운임의 1.5배에 해

[13] KTX내

휴대폰배터리 충전가능

당하는 부가금(자진 신고시 부가금)을 현재 열차 운임에 맞추어 36만6천원을 징수했다고 밝

코레일은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특히 휴대폰 문자승차권, SMS티켓 이용객 급증

혔다.

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모든 KTX에서‘휴대폰 배터리 유료충전서비스’
를 시작했다.
‘휴대폰 배터리 유료급속충전기’
는 모든 KTX열차의 5호차, 8호차, 13호차 객실통로
에 설치돼 있으며, 충전기 옆에 비치된 이용안내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10] 코레일

서울지사‘2007년도 서울시 품질경영대회 최우수상’

코레일 서울지사 수송차량팀‘한마음 분임조’
는 6월 13~14일 시행된 2007년 서울특

충전요금은 1회에 천원이며, 천원권 지폐만 사용가능하다. 충전시간은 10~30분 정도
소요된다.

별시 품질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자격을 획득
했다. 이번 서울시 품질경영대회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13개 분임조 총 26개 분임조가
출전, 그 동안의 활동 발표를 통해 공기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 9월 3~7

[14] 열차타면

프로야구 할인

일 전라남도 도청에서 개최되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서울시를 대표하여 참가한

열차 승차권으로 프로야구장 입장료를 50%나 할인받는다. 코레일은 7월 27일 프로야

다. 한마음 분임조는“앞으로 출전할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구단 SK와이번스와 공동마케팅 협약을 맺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당일 열차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을 다짐했다.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은 인천문학야구장 경기에 한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시속 300km로 KTX의‘속도혁명’
을 일으킨 코레일과 기동력의 야구로

[11] 정보화기획실“코레일

정보화 봉사단”발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SK와이번스 간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입

코레일 정보화기획실에서는 사회복지사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

장료 50% 할인 이외에도 SK와이번스는 연 2회 철도 주요 역에서 선수단 사인회를

회봉사활동을 위한‘코레일 정보화 봉사단’
을 8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지며, 인천문학구장 내 전광판을 통해 KTX홍보 동영상을 방영한다. 코레일은 SK선

시작했다. 7월 11일 대전 서구‘월평종합 사회복지관’
과 자매결연을 맺고 6월말부터

수단이 지방원정경기 때 KTX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60%를 할인해준다.

주말을 이용하여 월 2회 컴퓨터 교육 및 장애인을 위한‘봉사 도우미’활동을 실시한
다. 정보화기획실 전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은‘컴퓨터 기초교육’
,‘사회복지사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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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열려

국제적인 철도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철도연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철도아카데미, KIRA 4기
수료식이 7월 20일 열렸다. 철도연 직원 뿐 아니라 서울메트로, 철도인력개발원, UST 학생

한국형 틸팅열차가 2006년도 공공기술연구회 연구부문 최우수 과제로

등 40여명이 수강했으며, 테스트, 리포트 등을 거쳐 총 22명이 수료했다.

선정됐다. 6월 21~22일, 충남 덕산 스파캐슬에서 열린 공공기술연구회

커리큘럼은 분야별 철도 기술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각 지역 전문가

산하기관 공동 연찬회에서 2006년도 기관평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이

들의 강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협상법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우수 수료자와

있었는데,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의‘기존선 속도향상 기술개발’

강사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그 동안의 KIRA 강의 자료를 총 정리한 자료집이 배포됐다.

과제가 연구부문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것. 이번 워크숍은‘세계적인 연
구성과 창출을 위한 경영시스템 혁신 전략’
을 주제로 공공기술연구회와
산하기관의 115명이 참석했다. 기관별 혁신운영사례,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가 초
철도연과 한양대학교가 7월 26일 리니어 전철

2⃞ 시베리아

추진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

7월 13일 시베리아 교통대학 Kazarnovsky Vadim Solomonvich 교수 일행이 철도연을

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철도연의 실용화

방문, 공동연구에 관한 현안 사항을 협의했다. 시베리아 교통대학은 2003년 기술협정 체결

도시철도시스템 표준화사업 2단계 착수

능력과 경험, 그리고 한양대의 선형모터 분야

이후 철도연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한국철도와 시베리아 철도연결

기술력을 결합해 2010년까지 뛰어난 성능의

에 대한 기술연구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철도연은 건설교통부의 국가 R&D사업으로 2012년까지 앞으로 5년간 도시철도 표준화 2

국산 리니어 추진시스템 시작품을 개발할 예정

단계 연구개발
‘을 추진한다. ’
도시철도 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
‘은 진교류전동차, 역사

이다. 리니어 전철은 자기부상열차와 같은 선

설비, 정보통신, 교류전략 분야에 대해 표준화 기준과 핵심장치 국산화 연구개발을 추진할

형모터(Linear Moter) 추진방식을 사용하면서

계획이다. 도시철도 표준화 기준은 국내 도시철도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

바퀴가 구비된 시스템으로 등판능력과 급곡선

3⃞ 서울메트로

행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정부에서 고시할 예정.

주행능력이 우수하다. 승객의 편의를 고려한

7월 2일 서울메트로 정영대 교수 등 지도교수와 교육생 20여명이 철도연을 방문했다. 전동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표준화 기준이 완성돼, 기술

노선 선정, 차체가 낮아 승, 하차가 쉽다.

차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차세대 전동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구

발전과 더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과 안전성 향상 등으로 세계 최

또한 공해는 물론 소음과 진동, 먼지가 적게

시설을 견학했다. 교육생들의 철도연 견학은 총 3회의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현장 근

고의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단계 연구사업에 이어 단장을

발생하며 지하철보다 30% 이상 건설비가 저

무 시 궁금했던 점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맡게 된 한석윤 박사는‘국가기술과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적 표준화와 수요자·사용

렴해 미래 친환경 도시 경전철시스템으로 주목

자 지향적인 표준화를 추진할 것’
이라며 표준화 사업 추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강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4⃞ 속초시민,

5주년 기념 철도포럼

교통대 일행 철도연 방문

교육생 철도연 방문

한국형 경량전철(K-AGT) 시승

6월 18일, 속초시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한국형 경량전철(K-AGT) 시승행사가 경북 경산시
경량전철 시험선에서 진행됐다. 속초시 발전 추진단장을 비롯해 공무원, 사회단체장 및 지
철도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철도포럼’
이 5주년 기념행사를 7월 3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했다.‘한국철도의 해외진출과 향후
발전 방향’
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주제발표와 철도연 오
지택 박사의‘브라질 및 베트남 철도진출 방향’
에 대한 특별 세미나가 이어
졌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공단, (주)로템의 해외 진출 사례발표 시간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철도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철도관련 산학연, 공공기관 대표로 구성된 철도포럼은 2002년 7월 창립포럼

역대표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경량전철 시승과 함께 우진산전 오창공장을 견학해 경량
전철 제조공정까지 둘러봤다.
철도연은 지난 2006년 12월 속초시와 경전철 관련 MOU를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 및 시승
행사를 추진해왔다. K-AGT는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영비 절감 및 운행시간의 탄력적 운
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공원에 적합한 저소음, 저진동의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향후 속
초시 도시교통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해 설악동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
고 있다.

을 시작으로 5년 동안 철도분야의 핵심 그룹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철도포
럼은 바람직한 철도 발전의 모형을 제시하고 철도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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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모니터링 및 첨단센서 관련 세미나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연구단 워크숍

구조물 모니터링 및 첨단 센서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7월 26일 철도연에서 열렸다.

철도연 바이모달수송시스템연구단은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 워크숍을 7월

철도연이 진행하는‘선로구축물 성능향상 기술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첨단센서

9~10일, 양일 간 금호설악리조트에서 개최했다.‘바이모달 트램 차량운행을 위한 운영시스

및 구조물 모니터링 전문가를 초청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북대학교의 이정률 교수가

템 및 인프라 기술개발’
을 중심으로 주관 협동기관을 비롯한 수도권 교통조합 및 한국토지공

‘Built-in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using opto-electro-mechanical sensors

사와 하남시 등의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and actuators’
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서울산업대학교의 김대현 교수가 Challenges in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버스와 지하철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바이모달 트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and damage detection'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

램은 오는 2009년 시험 차량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이 추진 중이다.

는 향후 철도교량 뿐만 아니라 레일, 터널, 전기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을 위한
계측기술 및 평가기술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굴착 지하구조물 구축공법 전문가 초청 세미나
도심지 굴착에 있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굴착 공법에 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7월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워크숍

3일 철도연에서 열렸다. 국내에서 도심지 터널 및 지하 시설물을 시공하는데 각종 민원 및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관련 워크숍이 7월 26~27일 양일간 경기도 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됐다.

교통흐름 방해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굴착 지하 공법이 개발되었으나 각

2007년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을 최종 마무리하는 해로 각 과제별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

공법의 한계와 문제점 등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평가 방안 수립, 최종년도 교육훈련 매뉴얼 중간점검

전승배 대용ENC 대표이사가‘비굴착 지하구조물 구축공법’
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러 비굴착

등의 내용으로 총 8개의 연구과제별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외부 자문위원 및 건설교통부, 건

공법중 pipe roof, front jacking, NTR, JES 공법 등에 대한 내용과 각 공법별 장·단점을

설교통기술평가원, 관련 과제 연구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각 과제별로 교육훈련 매뉴얼의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TSTM 신공법에 대해서

보완, 완성을 위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건기평에서는 올해 10월~11월에 예정된 본 사업의

도 소개했다. 비굴착 공법에 있어 적용되는 강관의 구조체 역할 및 지하수의 영향, 굴진성 등

평가 일정(안)을 제시하고 사업평가의 준비를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요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TRIZ 전문가 초청 세미나

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중간발표회

7월 18일 철도연 대회의실에서 혁신기획팀 주관으로 최근 연구개발방법론으로 각광받고 있

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중간발표회가 안면도 오션 캐슬에서 6월 26~27일

는‘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TRIZ’
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개최됐다. TRIZ는 러시아

개최됐다. 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사업 관련 각 부분별 기술개발을 위한 협동 및

발명가 겐릭 알트슐러에 의해 제안되어 문제의 해결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

위탁기관, 각 지역 도시철도운영기관 등 총 24개 기관의 120여명이 참석했다. 세부 과제별

한 이론으로 러시아어 'Teoriya(Theory,이론)', 'Reshniya(Solving,해결)',

기술개발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

'Izobretatelskikh(Inventive,창의적)', 'Zadach (Problem,문제)'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한

했다. 또한‘무인운영 시뮬레이터 및 화상처리식 검지시스템’
,‘차세대전동차시스템’등 핵심

것.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경원 교수가 TRIZ 소개 및 활용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세

과제와 관련 기술협의체 토론 및 회의를 진행했다. 도출된 내용은 향후 추진 사업에 적극 반

미나를 통해 조성된 직원들의 관심과 열의를 이어가고, 또한 연구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영할 계획이다.

TRIZ에 관한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관련 세미나
경전철 사업 활성화 방안 워크숍

6월 20일, 철도연 도시철도전시관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계획에 따른 K-AGT 실용화전략 수

철도연은 7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지자체 경전철 건설사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손기민 박사가 최근 공표된‘서울특별

방안’
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자체의 경량전철 건설 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 경량전

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을 소개했다. 철도연은 도시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

철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각 지자체 경전철사업 관계

의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K-AGT 실용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철도연의 양근율

자들과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해시 경전철 사업 관계자는 국

선임사업단장은 도시철도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대기오염 감소 등 사회적 비용 분석과 논리

내 최초로 민자 경전철 사업을 기획해 올해 초에 착공하기까지의 과정 소개와 함께 세부적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철도연이 공동연구를 추진 등 협력방

제도장치 및 경험 부재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전했다. 용인시는 2005년 착공이후 건설

안을 제안했다.

단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함께 주무관청, SPC(특수목적회사), 시공사간의 역할 분담 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전철 사업의 사업성 악화 문제
등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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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상
유용하 매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 (jlyon@mk.co.kr)

인.간.적.인 철도를 기.대.하.며
차가운 철로 만들어진 열차를 움직이고 이용하는 주체는 결국‘사람’
이다.
사람이 없는 열차는 차가운 고철덩어리에 다름 아니다.

방학이 되면 부모님을 따라 호남선 무궁화호를 타고 멀리 본가

도 전철시간표보다 1~2분, 최대 5분까지도 늦는 경우도 많다.

까지 내려가곤 했다. 지금 기억으로는 5시간 가까이 되는 긴

물론 여유 있게 시간을 갖지 않고 분 단위로 계산해 이동하는

시간이었다. 간혹 새마을호를 탈라치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열

게으름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차를 탔다는 기쁨과 함께 바깥 풍경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몇 년 전 서울시를 출입하면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같아 아쉬운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어려서 가장 빠르다고 생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다른 나라보다 열차 시각을 잘 지

각했던 새마을호 열차가 KTX에 그 명성을 물려주고, KTX는

키는 편이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점차 운행시스

이제 시속 350km의 한국형 고속열차와 시속 400km의 차세

템을 개선하고 있으니 2~3년 후면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
이

대 고속열차에‘최고 속도 열차’타이틀을 넘겨줄 예정이란다.

라는 다소 맹맹한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30대인 필자도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그러나 미국 뉴욕에 여행 갔을 때 이용해 본 지하철이 기존에

더 많은 어르신들은 격세지감을 더 심하게 느끼지 않을까.

정해진 열차시각보다 늦은 경우는 볼 수 없었다. 일주일 정도

열차 이름들도 새마을호-우등-특급-보통으로 불리던 것들이

밖에 머물지 않은 도시의 열차운행 시스템과 몇 십 년을 살면

새마을호-무궁화-통일-비둘기호로 바뀌고, 비둘기호부터 시

서 쭉 이용해온 열차 시스템을 비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

요즘 새로 만들어지고 운용되고 있는 열차들은

작해 통일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무궁화호도 조만간

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철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예전 것에 비해 속도는 빨라졌을지 모르겠지만

한국형 틸팅열차로 순차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보

그 안에서 사람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또 버스처럼 일반도로 위를 달리다가 전용 궤도에서 자동운전

다 다른 곳이 우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도 가능한‘버스+전철’개념인 바이모달 트램과 최고속도

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수 백 대의 열차를 운행하는 곳에서는

70km로 열차 편성이 자유로운 한국형 경량전철 등도 개발 중

‘1~2분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촌각을 다

이라니 10년 이내에는 도심을 움직이는 전철들도 확 바뀔 것

투는 사람에게는 영원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싶다.

‘사람’
이 있는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보고 싶다.

으로 보인다. 이 같은 철도들의 변화들을 보면‘안전한’철도

또 젊은 연인들의 과도한 스킨십,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큰 목

철도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길지 않은 그 동안의

웬만하면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28년 가까이 철도를 이용하

보다는‘빠른’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소리의 휴대전화 통화 등 타인을 배려하는 승객을 보기 어렵다

삶 중에 철도가 차지했음직한 부분을 생각해보니 상당부분을

면서 지켜본 기술발전은 눈부실 정도다. 물론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물론 철도기술의 연구개발의 상당부분이

는 것도 우리 철도의 약점 아닌 약점이다. 이런 모습들이 시간

차지하고 있었다. 인천이 고향인 필자는 초등학교부터 집과 멀

변한다고 하는 반도체나 생물공학의 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겠

안전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철도

이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열차 이용객을 줄이는

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전철을 이용

지만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분야를 아우르는 철도기술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속도’
라고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 안전문제가

차가운 철로 만들어진 열차도 움직이고 이용하는 주체는 결국

했다. 물론 버스를 이용해도 되는 거리였지만 자그마한 초등학

도 그에 못지않다.

많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생으로는 버스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도 불편하고 불

우리나라 철도기술 역사는 1899년 궁내부 내장원에 서북철도

철도보다는 도심의 철도 운행시스템에 국한되는 이야기일 수

니다. 요즘 새로 만들어지고 운용되고 있는 열차들은 예전 것

친절한 서비스는 버스 타는 것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었다.

국이 설치되고, 노량진과 제물포간 경인선 33.2km가 놓이면

있겠지만 우리나라 철도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

에 비해 속도는 빨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찾기

제멋대로의 속도가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덜컹거리는 전철을

서 시작됐다. 이후 108년 동안 철도기술은‘더욱 빠르고 안전

어보다는 운영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다. 출근도 지하

는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타고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 신났던 것도 사실이다. 학년이 바

하게’
라는 모토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선진국들과 어깨

철을 이용하는 필자로서는 간혹 들쭉날쭉한 지하철 운행시간

뀔 때마다 바깥 풍경이 바뀌는 것도 무척이나 재미있는 구경꺼

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지각을 한 적도 많다. 출근시간을 훌쩍 지난 낮 시간에

‘사람’
이다. 사람이 없는 열차는 차가운 고철덩어리에 다름 아

‘사람’
이 있는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보고 싶다.

리였다. 키 작은 초등학생이 책가방에 도시락가방, 신발주머니
까지 들고 있으니 안쓰럽게 여긴 어른들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
도 좋았던 것 같다.
중고등학교 때 전철은 영어단어 암기나 벼락치기 숙제 등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도 활용됐다. 필자의 친구 중 한 명은 화
장실에서 영어단어가 잘 외어져 일부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영
어공부를 하는 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필자는 전철을 탔을 때
영어단어가 유난히 잘 외어져 휴일에도 일부러 전철을 타고 공
부한 적도 있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열차는 내 발로 활용됐다.
또 2시간 이상 버스를 타면 멀미가 생겨 요즘도 국내 여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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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술

○ 고속철도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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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1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술

랑스 및 한국에서 설계입증시험을 시행하였고 2000년 12월부

고속철도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

터 시작된 국내 신선에서의 시운전과 차량의 정적, 동적 인수
시험을 통하여 안전성과 시스템 성능을 입증한 이후 2004년 4
월 1일 개통에 이르게 되었다.
고속철도건설공단(현 철도시설공단)에서 고속철도 시스템 도
입을 주관해 오다 2003년 9월 운영기관인 철도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제반 문제점과 시운전,
기존선 운행안전, 차량의 신뢰성 평가 등 수많은 현안과제를
해소하면서 장기간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독자적인 운영전
략 등으로 개통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1억명 이상의 여
객수송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이 기록은 철
도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놀라운 사례로 간주
되고 있다. 이는 철도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인들을 관리
하는 철도공사 모든 직원들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다.
KTX 차량의 운영환경 변화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
통초기 33편성에서 주말 최대 39편성까지 운용편성을 증가시

1. 서 론

최석중 | 철도공사 기술본부 차량기술단 차장

켜 운용 중에 있으며 07.6.1일 이후 주말 최대 41편성의 운용

(ktxhome@empal.com)

으로 운용율 89.1%로 유로스타(약 67%)에 비해 매우 높다.

고속차량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생활환경도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동거리에 대한 체감효과 변화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경영환경도 철도시스템 전체를 국
가가 주도하는 형태에서 지자체 또는 민간중심으로 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환경도 개별차
량 단위의 유지보수 방식에서 편성단위의 유니트 정비체계

[2007. 5. 30 현재]

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구분

철도차량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기
위한 정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장단기 차량 유지관리에 대
한 최적화가 필요하므로, 철도차량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교
통(철도운행)환경, 철도차량이 가지는 특성, 철도의 경영원

월
열
차
수

칙 및 관리지표 등 고속차량 도입에 따른 철도차량 유지보수
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
성
수

차량 및 전차선, 신호시스템 등 핵심기술 도입과 함께 신선건
설이 착수되었으며, 97년 시제차(KTX 1, 2호)가 제작되어 프
20

운
용
율

경부

호남

2006.11. 1(현재)
계
143

경부 호남
107

36

'05.11. 1
계
139

'05. 4.15

경부 호남

계

경부

호남

36

135

99

36

140

104

36

136 100

36

132

96

36

140

104

36

136 100

36

132

96

36

36

137

101

36

38

152

114

38

137 101(-3) 36

금

160 124(+11) 36

149

113

36

143

107

주말 172 134(+8) 38

164

126

38

160

122

월~목

34(-1)

35

35

35(-1)

금

39

37

37

37(+1)

39

주말

'04.12.15`

103

목

비상대기

1994년 6월 14일 프랑스 TGV 시스템 도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

137 101(-6) 36

화~수 136 100(-4) 36

검 월~목
수
금
편
성 주말

2. 고속차량의 도입과 운영환경

2007. 6. 1(예정)

41

39

13(고 9, 부 4)

11(고 7, 부 4)

7(고 4, 부 3)

9(고 6, 부 3)

5(고 3, 부 2)

7(고 4, 부 3)

1 (천안아산)

1 (△1)(천안아산)

2 (광명, 부산)

계

'04. 7.15`

경부 호남

'04.4.1(개통)

계

경부

호남

계

경부

호남

132

96

36

122

88

36

128

94

34

142

104

38

130

96

34

128

94

34

36

33

33

39(+1)

38

35

33

3 (서울,

4 (서울,대전,

5 (서울, 광명,

5 (서울,광명,

천안아산,부산)

부산,광주)

대전,부산,광주)

대전,부산,광주)

78.3%

71.3%

71.3%

82.6%

76.1%

71.3%

월~목

73.6%

76.1%

76.1%

78.3%

금

84.8%

80.4%

80.4%

80.4%

주말

89.1%

84.8%

84.8%

84.8%

21

Korean Rail Technology 2007.07.08

차량 유지보수 작업을 최적화 하는데 기본적인 요구사항

3. 차량유지보수 정책의 전략적 접근

은 편성열차의 가용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며 차량의 자본
차량시스템 유지보수를 최적화하는 작업은 고장요인을 감소

비용이 높으므로 상업운행 수행능력을 최대한 보장하기

시키면서 최선의 비용으로 사람-시스템의 신뢰도를 최대수준

위하여 최고의 우선권을 갖는다.

으로 얻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

이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상태의 유지보수 시간

러한 유지보수 정책은 안전성, 유용성, 경제성의 3 가지 측면

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편성의 모듈과 구성부품들은 유지

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만 한정

보수 작업이 부품교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실

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력, 자재,

행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단계를 설정한다.

시간, 설비 등의 자원에 대한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

따라서 KTX 차량의 유지보수는 단위 조립체별로 시행될

러한 활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계획이다. 각각의 주요부품은 점검주기에 따라 기능을 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하고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초기의 유지보수는 제작사

또한, 유지보수 계획수립과 실행 그리고 실행결과를 명확하

의 권유에 따라 유지보수를 시행하지만, 운행하면서 얻어

게 측정 평가하기 위한 변수들을 정의하고, 유지보수 효과에

진 경험의 피드백에 의한 분석으로 유지보수 규칙을 수정,

영향을 주는 모든 내·외부 요인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효과 평가의 주요지표는 유지보수 품질수준을 관찰하고
요구되는 조건과 품질이 달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유

유

지

보

철도차량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예방유지보수와 수정유

수

지보수로 구분할 수 있다.

지보수 효과는 유지보수와 연결되어 발생하는 총 비용에 의
하여 별도로 측정되며 총 비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유지보수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인건비, 재료비, 설비에 대
한 자본 및 운영비용
● 유지보수를 위해 기지 내에 있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자본

예방유지보수

수정유지보수

고장발생전 시행

고장발생시 조치

● 예방유지보수는 고장발생 전, 마모나 주기에 따라 시행
하는 보수이며,
● 수정유지보수는 고장발생에 따라 그 원인을 제거하여,

조건예방보수

체계적예방보수

측정기준에 따라

시간, 주행거리에 따라

원상복구 시키는 보수이다.
● 상기 2가지 보수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비용(예비차, 입환차 등)
다음 표는 편성별 정비의 장단점에 대한 사례별 비교자료로

즉 예방유지보수에 비중을 높이면 인건비 및 재료비가 증

차량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정비방식을 알 수 있다.

가하게 되며, 수정유지보수에 비중을 높이면 장애에 대한
손실이 늘어나게 되므로 예방 유지보수와 수정유지보수

구분

개념
- 부품조립체의 사용수명이 도래되어 편성상
태로 중수선을 시행하는 방식임
※ 일본과 한국의 기존운영 방식

편성별

- 일정기간 경과 후 중수선기지로 편성을 이

검수

동하여 편성유치상태에서 대상품을 분해조

(정비)

립 검사 후 같은 차량 위치에 취부 시험 검
사 시행 (편성과 조립체는 종속관계)

장점

단점

- 편성단위의 정비로 정비주기 및 계획관리가

- 편성의 유치기간이 길어 고속차량가용성 저

- 계획예방정비로 편성차량의 기능과 유지보
수 품질향상

립체 단위 중수선을 시행하는 방식임
부품
조립체별

- 편성상태에서 주요부품 조립체의 고유수명
을 개별 추적하여 경정비시 교체하고 분리

검수

된 조립체를 중정비하는 개념 (편성과 부품

(정비)

조립체는 독립적임 )

측 그림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전자

- 전체적인 차량성능 및 기능검사 가능
- 분산식 시스템에 적용이 유리

- 편성단위 정비주기 관리로 부품수명보다 조

카드의 경우 고장발생 이전에 발견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

기교체로 조립체별 잔존수명 연장이 곤란

다. 반면 팬터그래프는 2개가 있어 1개 고장시에도 나머지

- 대규모 정비시설이 완비되어야 시행 가능

- 편성의 사용가능성 증대 (편성 정지시간 최
대 5일)

1개로 계속 영업운행을 할 수 있으며, 차륜의 경우는 계속

- 정비주기의 중복으로 중복검수 발생
- 부품교환시 정비주기 불균형 발생
증가

※ 독일, 프랑스 정비방식

유지보수방식 선택에 있어 차량의 각 유지보수 부품은 좌

하(15~20일 소요)

용이

- 확정된 주기 및 교환작업 등으로 보수비용

- 부품조립체의 사용수명 도래시 개별 부품조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조화가 필요하다.

고장발생시

2중 보완

측정가능

수명예측

발견

장치

장치

부품

적인 측정관찰로 마모정도의 점검이 가능하다. 고장 발생
시 발견 가능정도에 따라 수정예방검사를 시행하여야 하
는 부품이 있는 반면,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 주기를 정하

- 주요장치 추적관리 및 경험피드백을 위한

여 보수 또는 교환을 시행하는 예방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관리 조직 필요

- 부품조립체 단위 고유수명 관리

- 순환보수품 확보를 위한 초기투자비 증가

- 전문화된 부품조립체 단위 정비기술 확보

- 차량제작시 모듈식 설계방식 적용이 전제되

및 잔존수명 연장

비우연 우연적

대체

대체

측정

측정

예측

예측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따라서 각 부품을 세심하게 분류하여, 수정유지보수, 체계
적, 조건적 예방유지보수 등 어느 것을 통해 유지보수 할

어야 함

- 대규모의 중수선 설비를 한곳에 집중화하지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것은 유지보수 방법을 크게

않아도 중수선 가능
- 지역별 전문화 및 특성화 가능 (예, 전장품

조건예방보수

체계예방보수

좌우하게 될 것이며, 인력운영, 재료조달 등 경제적이며,

수정예방보수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부산, 대차 수도권 등)
- 집중식 시스템에 적용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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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주기와 기준>

4. KTX 차량의 유지보수 형태

검수종별

KTX차량 유지보수는 장애 발생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활동
(예방 유지보수 활동)과 장애 영향을 제거하는 활동(수정 유

5. KTX 유지보수 활동의 피드백
약호

검수기준

일상 검수

ES

3일 또는 3,500km(최대)

실내설비 검수

CE

14일 또는 20,000km(최대)

주행기어 검수

RG

I14일 또는 20,000km(최대)

WI 1

50,000~55,000km

WI 2

100,000~110,000km

내에서 분석된다. 코레일에서는 신뢰성 분석용 소프트

H-SWT

하절기 전 및 기간중

웨어 시스템(RCM)을 사용하여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C-SWT

동절기 전 및 기간중

특정지표의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날 때, 원인을 분석할

지보수 활동) 사이의 균형을 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유지보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관리지표와 관리수준을 정하여 모든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각 지표의 관리수준에 따라 유지보수 관리시스템

윤축검수

차량에 설치된 어떤 부품고장이 편성의 정상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예방 유지보수는 이런 장애가능성을 최소화하기

계절검수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계획된다. 예방 유지보수를 시행하
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른다.

기타주기검수

PI

부품별 검수기준 적용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신뢰성 분석과 조치를 취할 수

● 안전 또는 정기 편성운행을 위태롭게 하는 장애유형(MF)

5개월 검수

5M

5개월 또는 200,000~220,000km

있도록 한다.

● 편성의 한 기능이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로 정기

10개월 검수

10M

10개월 또는 400,000~440,000km

이 시스템은 유지보수 대상이 되는 아이템(차량의 동작

20개월 검수

20M

20개월 또는 800,000~880,000km

기능을 가진 대상장치.)의 유지보수 정보를 관리하고,

부품교환 검수

RBO

부품 교환시

각 아이템의 신뢰도 예측, 고장모드 정의 및 영향분석,

손을 초래하는 장애(OF)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판단 기준

부품조립체중수선

EOH

부품별 주기 도래시

고장트리 분석 및 평균 수리시간 예측 등의 기능을 수행

은 다음요소에 따라 조정된다.

실내설비개량

CI

8년 운행후

한다.

15년검수

15Y

15년 운행후

임시 검수

T

수시

특종 검수

R

수시

차륜 삭정

WC

차륜 삭정시

차륜 교환

NWC

차륜교환시

운행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고장(MCF)
● 편성과 차량 하위시스템의 정상기능을 수행하지만 부품파

● 경과된 예정기간(Calendar time) : 예정 주기
● 운행에 경과된 시간 : 운행주기
● 주행거리
● 운영 또는 사용조건(예를들면, 속도, 유니트의 동작 수, 주

유지보수 정책은 이러한 정보시스템으로부터 관리 가능
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수집한 각종의 데이터를 바탕으
로 유지보수 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지침이 된다.
또한 전체 유지보수 비용-효과 분석으로 해당 대상 장치

어진 기간 동안에 전체 수 또는 주행, 오염, 기후 조건)

의 유지보수 기준을 변경하는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된
각종 파라미터를 기록 관리하는 기능이다.

1) 유지보수 형태의 선택기준
무작위 고장(아무때나)

6. 결론

고장 우형
어느기간이 되면 고장
조건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시스템

예방유지보수

을 구성하는 인력, 자재, 시간, 설비 등의 한정된 자원

고장 수용 가능
고장이 나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부품

(Input)의 활용을 최적화하고 편성의 가용성(Output : 운

고장 수용 불가능

행횟수, 거리, 안전 등)을 최대화하는 것이 철도차량 유

주기적

지보수의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지표로 차량의

예방유지보수

운행 빈도와 여객수송량으로 표현되는 유지보수 효과가

측정 가능

측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철도차량의 관리지표는 총 유

분해하지 않고도 결함 증세가 있는 경우
측정 불가능

지보수비용(인력, 자재, 설비 유지비 등)을 열차가 운행
수정

한 단위 주행거리로 나누어 단위 주행거리 당 수송인원

예방유지보수
<고속차량 관리용 RCM 정보시스템>

또는 비용 등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취약한 부품

또한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분석하

부품 수명의 분산도에 따라
견고한 부품

는 전문가 풀(pool)의 운영과 실제 적용되는 현장인력의 스킬을 향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판단된다. 철도차량의 결함
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를 최소화하는 활동이 차량보수 비용의 최적화에 미치는 핵심인자(vital few)이므로 첨단장비와 신

2) KTX차량 유지보수 주기

기술이 집약된 고속철도차량시스템의 유지관리 최적화를 위한 전문가 풀(pool)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입사초기부터 단계적

KTX 고속차량의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형태의 선택기준에 따

으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성장경로를 설정하여 현장기술에서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와 체계적

라 유지보수 대상장치가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주기와 기준

인 기술교육, 지식정보의 공유 등이 요구된다.

에 따라 시행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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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술

최근 OBCS 버전은 STR3C4 에서
STR3D3로 UCVM, UCVA, UCVT 그리

KTX-OBC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절차

고 GDI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업그레
이드가 종료되었다. STR3D3로 업그레
이드된 차량에 구버전의 카드를 취부
하게 되면 고장을 초래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안전한 차량운
용을 확보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성윤 | 철도공사 철도연구개발센터 기술연구팀 대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절차

(jsy3225@hanmail.net)

와 점검을 거처 차량에 최적화된 소프
트웨어 버전을 사용하도록 소프트웨
어 버전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
해야 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알아보도
록 하겠다.

검출 및 고장조치에 대한 비용을 절감

1. 서 론

하고 작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KTX-OBCS의 유지보수는 예방 유지보

함으로서 이후에 발생할 기능개선과

가. OBCS 카드의 버전확인

수와 고장수리 유지보수 활동이 모두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게

OBCS 카드 중 버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필요하며 유지보수의 방법과 단계에

한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선

하는 카드와 장치는 VME 부분의 카드

따라 많이 나누어지고 세분화될 수 있

행되어야할 유지보수라 하겠다.

들과 그와 연관된 장치들이다. UCVM,
UCVA, UCVT, CRVP, CRV-IS, CRV-GS,

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에 대
한 관리와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본문에서는 이러한 버전관리의 대상

MESP, MEMP 카드이며, 유지보수 노

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절차에 대한 교

과 방법, 시간입력과 저장데이터의 활

트북을 이용하여 9핀 시리얼링크 케이

육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

블로 KAD* 카드 하단9 pin port에 연결

과정이다.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하여 버전을 확인한다.
<그림 1> MPU 카드의 구성

KTX-OBCS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2. OBCS 버전관리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장치가 가지고
있는 현 상태의 버전관리가 필요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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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 ○

이는 차량의 기능과 데이터의 활용에

현재 OBCS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있어 가장 최신의 기능을 적용하고 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OBCS 버전 관

류를 최소화 하며, 각 장치간의 기능충

리이다. 각 카드와 장치의 버전을 통해

돌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현재 차량의 최적화된 운영프로그램

할 조치이다. 둘째로 시간입력에 대한

과 Data를 사용함으로서 고장정보에

○

○

○

○

관리로 차량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가장

대한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유

○

○

○

○

기준이 되는 장치의 시간 입력을 통해

지보수요원에게 알려 줄 수 있기 때문

○

○

○

○

○

○

고장 및 분석을 위한 초기데이터를 제

이다. 현재(07.03.30기준) KTX 차량에

공하고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탑재되어 있는 OBCS 카드의 버전을

자료저장이다. 최신의 운용소프트웨

확인하는 방법과 그 기준을 알아보고

어와 정확한 시간입력으로 얻어진 데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2○

○

ALVP

UCVM CRVP MESP MEMP

전원카드

VME1)Versa Module Eurocardcard

KADP MELP MSRA MELP MSRA MELP MSRA MELP MSSP MELP INRP

+12○

ALMP

이터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는 고장

26

BSS2)Bus Serie Specialise card

KAD* Matching card

27

전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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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통신을 통하여 장치연결을 할 경우 유지보수 노트북을 이용하여 각

TECA의 data 관리 및 등록을 위한 소

① F8 접근방법

카드의 하드웨어버전과 소프트웨어버전을 확인 할 수 있다.

프트웨어를 위해서는 유지보수노트북

● 메뉴와 F8을 누른다.

을 이용하여 운전실 글러브박스 또는

● 비밀번호“280650”을 입력하고 실

OBCS 카드의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MPU의 KADP 카드 상단에 위치한

MPU

OBS-P1>GUT

9pin serial port에 연결하여 등록하게

● 숫자판에서 9를 누른다.

P1 VCS.W0B 0001 0000

되어 있다.

● TECA 화면의 상단에 나타난 버전

APU

행키를 누른다.

OBS-A1>GUT

을 확인한다.

A1 VAS.W0C 0001 0000

(1) GDI 버전확인

TECA의 GDI 버전확인 방법을 알아보

② Mini guide 접근방법

기 위해 유지보수 노트북을 이용하여

● 메뉴와 F8을 누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까지 버전 완료된 카드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정리

9핀 시리얼링크를 MPU-KADP 하단

● 비밀번호“280650”을 입력하고 실

하여 보았다.

Port에 연결하여 버전을 확인한다.

TPU02 OBS-R2>GUT
R2 VTS.W0B 0103 0000

행키를 누른다.
● 반대방향 화살표를 누른다.

<표 1> 각 카드별 소프트웨어 버전 (07.3.30현재)
UCVM

UCVA

UCVT

MESP1

MESP2

CRV* CRV-IS CRVGS MEMP

VCS.W0C VAS.W0C VYS.V1B V04.61

V04.61

V7.13

V07.13

V07.13 V02.03

OBS-P1>DPD 0 127

● 비밀번호“191065”를 입력하고 실

OBS-P1>VPG 0 1 999
K_DTS_V1F

행키를 누른다.

------ 한글버전 확인

●“active mini guide”메시지를 확인

OBS-P1>VPG 0 2 999
나. TECA의 버전확인

E_DTS_V1F

MPU의 주변장치로 기관사와 유지보수요원에게 차량의 고장정보 및 훈련

OBS-P1>VESID

또는 고장기록에 사용되어지는 TECA도 버전관리의 대상이 된다. TECA를

V3.0L

한다.

------ 영어버전 확인

● F13을 누른 후 다시 메뉴를 누른다.
● F1을 누른 후 8을 누른다(디스플레

------ TECA S/W 버전

이 페이지)

통한 고장조치의 버전이 다를 경우 부적절한 조치로 차량 및 운영상에 손

● 999 혹은 1000을 입력한다.

실을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알고리즘 및 data변경은 Alstom에 의해 수

(2) DAT 버전확인

차례 Version-up되어 왔으며 2006년 7월을 마지막으로 data가 등록되었다.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이처럼 많은 버전변화와 중요성을 가진 TECA의 버전확인은 고장과 신속

있다.

● TECA 화면의 상단에 나타난 버전
을 확인한다.

한 차량조치에 대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조치사항이다.
<표 2> 화면구성 증가
Version-up

04.3.31

05.4.8

06.7

G1

361

366(↑ 5)

447(↑81)

G2

449

468(↑19)

481(↑13)

화면의 수

TECA를 구동하고 MPU와의 통신을 위해선 TECA 내에 화면출력용 data와
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
되어진다.
● TK_LOAD : G0, G4스크린 data up-loading S/W
● TK_TEST : TECA 화면현시상태 Test
● TK_EDIT : 화면작성 S/W
● TK_ESID : TECA의 기본 O/S 설치 S/W
● DAT : DASG1G2.cfi up-loading, Technical Sheet (Zero page, M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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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시험 소프트웨어 DEP
KTX 유지보수 실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뢰성, 유지보수성, 가용성, 안전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차 차상컴퓨터가 동작 중에 유지보수노트북을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열차의 고장을 진단하거나, 열차 기능을 제어 할 수 있
는 변수를 사용하여 현재 동작중인 열차제어 상태를 파악 할 수 있고, 열차

3. 시간 설정 관리

기능을 강제로 조작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능과 고장진단 정보에 접근

유지 보수 기능
활주 방지 장치 시험 ………………………… 1⃞ 선택

하여 고장내역을 백업받아 검수기지에서 수집, 검색, 분석 할 수 있다.

OBCS의 시간정보는 MPU에서 제어되어진다. 따라서 시간정보 입력 및 변

시각 설정……………………………………… 2⃞ 선택

이러한 접근을 위해 MPU, APU, TPU01, TPU02에 있는 KAD*카드에 있는

경은 MPU와 연결된 장치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시간입력방법은 크게 3

승객 안내 정보 ……………………………… 3⃞ 선택

9핀 시리얼포트와 유지보수노트북을 RS-232 시리얼케이블로 연결하여 사

가지 방법이 있다.

용한다. 유지보수노트북에는 반드시 직렬방식의 9Pin 시리얼포트가 있어
야 되면 KTX 차량 유지보수를 위해 O/S는 Windows 98, Windows NT가

가. TECA F4시간설정방법

설치 가능해야 한다. 또한 사용에 있어 알스톰이 제공한 차량고장진단프

먼저 TECA 메인화면에서 F4(유지보수기능)를 선택하여 그림과 같은 순서로

시각 설정 / 읽기

로그램(DEP 소프트웨어와 무단복제사용방지용 보호장치 DONGLE)이 설

시간을 설정하여 준다.

시각 설정……………………………………… 1⃞ 선택

시간설정이 완료되면 MPU는 이를 입력받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반대편

시각 읽기 …………………………………… 2⃞ 선택

치되어 있어야 한다.

MPU와 TECA에게 시간정보를 보내어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진다. 다시 시

가. DEP 소프트웨어

간정보는 전체 편성에 보내어지며 차량의 시간을 공유하도록 되어 각각의

차량정비기지에서 고속차량을 검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단시험장비와

이벤트 발생시 데이터기록에 사용되어진다.

소프트웨어를 모두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진단시험소프트웨어’
를 DTE 라고 말한다. 진단시험 소프트웨어 중 차량 유지보수요원이 많이
시각 설정

나. ATESS 시간입력방법

ATESS 장치의 중앙처리카드인 UCEN 의 BP1과 BP2의 선택버튼을 클릭하
여 시>분>초>일>월>년 순서로 시간을 입력하면 된다. (예 전자시계 시간
입력)

사용하는 것이 DEP 소프트웨어이다.

년
현시각 : 07

월
05

일
07

시
15

분
00

D : Diagnostic

새시각 : _ _

__

__

__

__

D : Depot

맞으면 ………………………………

T : Test
E : Equipment

E : Equipment
P : Pack

선택

(1) 장치연결

다. hyper Terminal을 통한 시간입력

유지보수노트북을 RS232 시리얼케이블로 KADP (MPU01, APU01), KADT

유지보수노트북의 Hyper Terminal을 이용하여 시간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시간설정은 오직 MPU에서만 가능하며 시간읽기는 전차량에서 가능하도
록 되어있다. 다음은 시간설정을 위해 MPU의 KADP 카드와 연결하여 시간
입력을 하겠다.
OBS-P1>DT

여 차상컴퓨터와 통신을 하게 된다. 또한 무선 Data 통신을 통해 원격
년
현시각 : 1S2S

월
일
3S4S 5S6S

시
7S8S

(Remote)제어 명령이 가능하며 KTX 차량의 TORNAD* 네트워크를 통해 각

분
9S10S

장치에 접속이 가능하다.

(MPU의 현재시간보기)

03/12-19h16mn53,12s
OBS-P1>HE DT

(TPU01, TPU02) 카드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Xon/Xoff 프로토콜을 이용하

시각 읽기

KADP/T

<그림 2> TECA의 시간 설정 방법

(시간정정을 위한 자리입력확인)

DT : Reading or Changing time
DT : dd mm yy hh mm

‘일’
(
,‘월’,‘년’,‘시’,‘분’순서로 입력)

OBS-P1>DT 27 12 03 19 16
27/12-19h16mn99,3s

Rs-232
Link

(정확히 입력된 시간)

30

<그림 3> 장치연결

Maintenance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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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P 접속방법

● VGA 화면출력가능 Card (640x480

DEP 소프트웨어을 시작하기 위해 다

or 800x600 지원)

음 접속절차가 필요하다. OBCS의 정

● DOS, Win95, Win98se, Win-NT

보를 임의 수정 및 삭제를 방지하고 고

● Parallel Port (프린터 연결포트)“동

장정보의 저장을 위한 사용자의 접근

글키”

권한과 사용권한을 한정하는 보안장

●“O2”라는 라이브러리와“JAVA 런

치와 유지보수노트북이 OBCS 장치에

타임 환경”

연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1) 통신을 위한 연결설정
① 국가/지역선택

● 병렬포트의 동글(dongle)을 연결

② 통신 이름 및 아이콘 선택

한다.

③ 연 결 에 사 용 할 모 뎀 의 Port는

“COM 1"으로 설정한다.
<그림 6> 연결설정

④ Port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 비트/초 : 9600
● 데이터비트 : 8
● 패리티 : 없음, 정지비트 ; 1
<그림 4> dongle Key

● PC 데스크탑의

● 흐름제어 : Xon/Xoff 설정

아이콘을 더

블클릭 한다.

(2) 장치연결

● 로그인을 위해서는 [User] 필드에서

유지보수노트북과 OBCS 장치간의 통

사용자명을, [Password] 필드에서

신연결을 위해서는 9핀 시리얼통신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

이블을 이용하여 장치간 연결을 한다.

해서 확인한다.

다음은 연결케이블의 구성도이다.

<그림 7> RS-232 Cable 연결

<표 3> 사용자 레벨
레벨

사용자

패스워드

0

KU0

ku0

5. 고장코드 수집

10

KU10

ku10

KTX 유지보수실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뢰성, 유지보수성, 가용성, 안정성을

나. Hyper Termnal

보장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노트북컴퓨

Hyper Terminal 접속을 위해서는 유지

터를 이용하여 열차의 고장을 진단하

보수 노트북과 9핀 시리일케이블과 통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장진단정

신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음은 통

<그림 5> 고장코드 다운로드 화면

보에 접근하여 고장내역을 백업받아

신연결에 대한 각 사양과 연결을 위한

검수기지에서 취합하여 유지보수요원

환경설정이다.

에게 자료를 검색, 분석할 수 있게 하
며 기록보관하여 차량의 습성고장을

유지보수노트북 사양

추적할 수 있게 한다.

● 9 Pin Serial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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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3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술

다음의 절차는 예방 유지보수 활동과
고장수리 활동을 위해 기지와 역(주제)

복합재 철도차량
구조물의
유지보수기법

등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고장 데
이터 수집 내용이 되겠다.
● DEP 를 이용한 고장코드 Dump
● TECA 400Page , 확인
● OBCS 장치의 내부 메모리 점검
● 운전실의 Logbook 확인
● 차량습성 및 고장수리 내역조회
● ATESS 기록계 기록 Dump 및 각종
신호장비 고장비교

1. 서 론

6. 결 론
KTX OBCS 소프트웨어 장치를 유지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한국형 고

수는 OBCS 장치에 대한 유지보수는

속틸팅열차(한빛200)는 신개념의 하이브리드 복합

초기의 개발보다 더 중요한 일이며, 소

재 차체, 즉, 금속재 내부 골조와 카본/에폭시 복합

요되는 노력과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것

재 면재로 갖고 알루미늄 하니콤을 심재로 갖는 샌

이 일반적이다. 중요장치의 생명과도

드위치 구조물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었다

같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본 사업에서 개발 중인 형태의 복합

차량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하는 일은

재 차체를 적용한 사례는 일부 시험용으로 제작된

매우 중요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특히 상업운행중인 차

다롭고 체계적인 방법이 적용되어야

량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5년 이상 장기간 운행

한다.

되는 복합재 철도차량 차체에 대한 유지보수기법

차량의 자산 비용을 최적화하고 고장

개발은 상업 운행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발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예방

과제이다.

유지보수 활동과 고장 또는 오동작을

본 논문에서는 신소재 복합재를 적용한 철도차량

수리하는 고장수리 활동을 통해서 앞

차체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하이브리드 복합재 차체

에서 말한 KTX OBCS의 버전관리와 시

의 개발 후 유지보수를 위한 기본방안에 대한 연구

간입력, 데이터저장에 필요한 기본적

수행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이고 가장 중요한 유지보수 활동을 통

같은 항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해 차량의 현상파악과 보존 그리고 새
로운 기기에 대한 개발에 유익한 정보

① 철도차량분야에서 복합재 적용사례

를 가지게 될것이며 양질의 데이터를

· 해외 철도차량분야 사례

통한 보다 향상된 정비기술과 효율적
인 차량정비가 될 것이다.

② 복합재 적용구조물에서의 유지보수기법
김정석 | 철도연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단 선임연구원
(jskim@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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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차량 분야에서의 복합재 적용사례
Air conditioning unit
(ACU) wells

복합재 차체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철도차량 분
야에서 복합재의 적용사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
다. 특히, 철도차량 차체구조물에서 복합재 구조물
이 주로 적용되는 부위에 대한 고찰은 발생 가능한

Composite sandwich construction

손상 및 유지보수 기법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요인

End diaphragms

이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전두부
구조물이나 내장재에 복합재가 적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철도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전두부
뿐만 아니라 차체 일부 구조물에도 복합재를 적용

Extruded aluminium cant rails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은 라스베가스 모노레일의 차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모노레일의 경우 미국 AAR사에서 복합
재로 제작되었으며 차체의 길이는 약 8.8m이고 2.4

160km/h 통근열차인 Turbostar의 복합재 지붕구조

×2.4m 의 단면을 가졌다.

를 나타낸 것이다. 복합재 지붕구조를 적용함으로
써 기존 알루미늄 지붕구조에서는 분리 제작되었
던 지붕과 공기조화설비를 레진 인퓨젼(resin
infusion)성형기법으로 제작함으로써 제작비용 절
감, 부품 수 감소 및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샌드위치 복합재 지붕구조에 적용된 재료는 면재
(skin)의 경우 유리/비닐에스터(glass/vinylester)를
사용하고 심재(core)의 경우 PVC 폼(foam)을 사용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샌드위치 복합재 구조는 알

<그림 2> 복합재 지붕구조를 갖는 영국의 Turbostar열차

루미늄 차체와 상온경화 에폭시를 사용하여 접합
하였다.

3. 복합재 구조물의 유지보수 기법
<그림 1> 라스베가스 모노레일 복합재 차체

철도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합재의 적용이 일반
화 되어 있는 항공기나 선박분야의 경우에는 복합

<그림 2>는 1999년에 프랑스의 봄바디어(Bom-

재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과 기법이 많은 부

bardier)사가 영국의 Vosper Thornycroft사의

분 정립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복합재 구조

composite technology center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물들에 적용되는 유지보수 기법을 벤치마킹

영국에서 널리 운행하고 있는 최고운행속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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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법의 적용시간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② 임시보수 (Temporary repair)

주사기

운용 중 구조물의 성능이나 기계적 성질의 저하에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합재 구조물의 손상에 대한 유지보수

복합재 면재

시 최적의 유지보수 기법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층간분리발생 부

는 영향이 미소할 정도의 작은 영역의 손상이나 방
치할 경우 손상의 전파, 습기 침입 및 피로파괴를

홀
보수용 수지

통해 구조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

층간분리

● 손상전의 기계적 성능을 회복시키는 정도

는 손상에 대해서 수행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 유지보수 비용

패치를 이용해서 손상부위를 임시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으로 추후 구조적 보수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 손상의 면적
허니콤

● 손상이 구조물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

러한 임시 보수된 부위는 구조적 보수가 수행될 때

<그림 4> 수지주입기법의 적용사례

● 손상위치 및 접근성

까지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림 4>는
임수보수기법중의 하나인 수지 주입법의 예를 나타

● 적절한 대체 재료의 조달성

낸 것이다. 수지 주입법은 샌드위치 구조물의 면재
1) 복합재 구조물 유지보수 유형

에 층간분리(delamination)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는

운행 중에 복합재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아

임시적인(temporary)유지보수 기법으로 층간분의

래의 3단계 유지보수기법 중 하나가 적용된다.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 기법은 적용이 간편하
고 저렴하나 강도회복정도는 크지 않다.
③ 구조적 보수 (Structural repair)

표면보수용 수지

손상된 표면

손상이 섬유파단, 층간분리를 통해 구조물의 성능

허니콤 코어

이나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킬 경우 손상된 강화섬
유나 샌드위치구조물의 경우 코어에 대한 교체를
통해 원래 구조물의 성능이나 기계적 성질을 회복
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기법이다. 파단부에 본딩에
의한 접합은 기존 적층구조에 불연속성을 발생시키
므로 응력집중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딩에

<그림 3> 표면보수기법 적용사례

의한 접합부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적층을 통한 보
강이 필요하다. 구조적 보수의 주요 목적은 보수된
부위의 기계적 성질을 완전히 회복시켜 하중이나
① 표면보수(Cosmetic repair)

응력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보

손상감지를 통해 손상이 구조적 성능에 영향을 미

수기법의 대표적인 것이 패치 보수기법(patch

치지 않을 정도로 미소할 경우에 수행하는 기법으

repair)이다. 패수보수기법에는 계단형기법과 스카

로 표면 보수는 손상된 면의 보호(protection) 및 외

프 보수 기법이 있다.

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경우에는 섬유와
같은 강화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3>은 표

● 계단형 (step sanded repair) 이 기법은 <그림

면에 미소한 손상이 발생한 복합재 구조물의 표면

5>와 같이 면재의 한층단위로 계단이 형성되도

을 보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록 한다. 이후 보수층을 기존 면재의 두께만큼
적층하거나 외부층을 한층정도 적층하는 기법

38

39

Korean Rail Technology 2007.07.08

이다. 이 기법은 이전의 패치기법의 단점을 보완
한 것으로 무게증가가 거의 없고, 편심하중경로
형성이 없으며 보수층 끝단에서 층간수직응력
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5>와 같은
한층(one ply)단위로 연마해야 하므로 고도의 숙
련이 요구되며, 소요시간이 긴 단점이 있다.

<그림 7> 충격하중에 의한 복합재 구조물의 손상

에 의해 충격부 면재에는 충격체(impactor)에 의한
움푹한 눌림(dent)이 발생하고, 면재에서는 층간분
리와 섬유파단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계단형 패치 보수기법

<그림 8>은 스카프 보수기법을 적용하여 충격손상
● 스카프 보수(scarf repair or tapered sanded

이 발생한 복합재 구조물을 보수하는 절차를 나타

repair) 이 기법은 <그림 6>과 같이 손상된 면재

를 경사지게 연마한 후 보수층을 기존 면재의 두

낸 것이다.
손상부 제거

스카프 형성

께만큼 적층하거나 외부층을 한층정도 적층하
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계단형에 비해 절차가

4. 결론

단순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틸팅열차에 적용된 하이브리
표면 프리프레그 적층

허니콤 삽입

드 복합재 차체의 개발과 관련하여 추후 상용화에
대비한 복합재 구조물의 유지보수기법을 간략히 정
리하였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복합재 철도차량의
유지보수기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

진공처리를 통한 성형

<그림 6> 스카프 패치 보수기법

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지보수시험편

<그림 8> 스카프 보수기법을 통한 손상부 보수

● 충돌하중에 대한 복합재 차체 적용 재료에 대한
거동 및 손상평가 기법확립 필요
● 금속재와 달리 복합재는 적층구조물이므로 육안

2) 복합재 구조물 유지보수 사례

검사와 더불어 NDT검사 추가 필요

<그림 7>은 복합재 샌드위치 구조물이 외부의 저속

● 운용중 자외선, 수분 및 염분에 대한 환경내구성

충격(low velocity impact)을 받아 손상이 발생한 예

평가 필요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충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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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4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술

2. 국내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현황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정보화시스템

현재 국내 운영기관은 도시철도차량의 유지보수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 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과 많은 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영기관은 더욱 체계적
인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적소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유
지보수 업무의 효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도시철도 차량 유지
보수 작업에 필요한 정보는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각종 데이터, 기술
문서, 고장 이력 및 작업이력을 포함한 각종 이력, 유지보수 인력 현
황, 자재 현황 등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종이 문
서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전산화 되더라도 종이문서를 그대로 컴퓨터
에 저장된 형태가 되므로 실제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의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정보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 개 요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도시철도 시
설물 및 차량의 유지보수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
시철도 차량에 대해서는 매일 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대규모의 중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 활동을 보
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정보수집을 위한 자체 전
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공
유 부족에 의한 유사 고장의 반복, 작업자를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부
족, 유지보수 자료 손실, 표준화 부재 및 운영기관별 시스템의 중복개
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이 지속
적으로 요구되었으나, 유지보수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운영기관
간 중복 개발 문제 등이 대두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건설교통
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유

● 정보 수집 문제

각종 정보 수집에 드는 시간 및 인력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특히 차량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 하여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필요가 있다.
● 정보 관리 문제

종이 형태의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하며, 정보 간 인터
페이스를 통하여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 접근 및 공유 문제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등록할 수 있
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지식 관리 문제

사용자의 노하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지식 기반의 작
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고장예방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
기가 힘들다.

지보수를 통한 도시철도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안태기 | 철도연 도시교통기술개발센터 표준화연구팀
선임연구원(tkahn@krri.re.kr)
박기준 | 철도연 도시교통기술개발센터 표준화연구팀
책임연구원(kjpark@krri.re.kr)

본 고에서는 국내 도시철도 차량의 유지보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하고 개발된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기능 및
특징에 대하여 시스템별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42

제시된 문제 외에도 정보화를 위한 보안 문제, 정보화 교육문제 등 다
양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현재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위와 같
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도
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관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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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시스템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내의 일부 시스템으로 존재하거나,
필요에 따라 기능의 일부만을 전산화시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도시
철도 유지보수체계 표준화·정보화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도시철도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정보화시스템
1) 전체 시스템 구성

개발된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정보화시스템은 도시철도 차량의 유
지보수 계획수립에서 결과 등록까지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
록 구성하였다. 유지보수 작업시 필요한 자재현황, 고장이력, 도면, 정
비매뉴얼 등 다양한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
적인 유지보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계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하여 노하우에 의존한 유지보수 작업을 지식기반의 유지
보수 작업으로 변화 시켜 보다 신뢰성 있는 도시철도 차량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정보화시스템은
크게 7가지의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림 1>은 시스템 구성도
를 나타낸 것이며, 차량운행정보자동수집시스템, 유지보수 공통시스
템, 유지보수 작업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자재시스
템, 유지보수 응용시스템, 기술자료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차상장치

<그림 3> 지상 장치

2) 차량운행정보 자동수집시스템

도시철도 차량은 운행 중 다양한 정보를 차량에 설치된 컴퓨터장치에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는 전동차에 관련된 각종 계획수립 및 유지보
수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차상에 저장된 정

보링위치

서도역

보를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IC(Integrated

B1 715m. B2 770m. B3 820m. B4 860. B5900m. B6 950m

SAS시험 위치
재하시험 위치, 토압계 위치

Circuit)메모리카드 방식은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필요한

산성역

시점
(현) STA 71k 697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선

전체 L = 282.935m

신속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차량이 기지에 입고될 때 차상 컴퓨터에 저
장된 데이터를 지상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

접속구간

A형

현장타설

B형

인화
제2터널

록 무선전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송된 데이터는 유지보수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분류하여 정보화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

토속섬유설치위치
종점
(현) STA 71k 980

어 유지보수 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
은 실제 개발된 차상무선장치와 지상무선장치의 실물사진이다.

<그림 1> 도시철도차량 유지보수 정보화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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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정보 자동수집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주요 데이터의
신속한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차량의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별도로 데이터를 다운로
드 받거나 저장해야 할 불편함 없이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어 고장 및
운행관련 정보 자료의 보관 및 공유가 용이해졌다.
3) 유지보수 공통 시스템

유지보수 공통시스템은 사용자별 독립적인 메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문서는 미리 결재선을 할당하여 자동으로 결
재선 구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중복적인 작업들을 제거하였다. 또한 개인별 필요한 업

<그림 5> 자재 물품 조회 화면

무 메뉴만을 구성하도록 하여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시스템관리를 총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관된 코드관리 및 다양한
변화에 대응한 코드체계로 시스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타 시스템

4) 유지보수 자재 시스템

구축시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 전체에 걸쳐

유지보수 자재 시스템은 물품분류체계를 기존의 군급체계에서 조달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효율이 증가 되며 기존에 문서

청의 G2B(Government to Business)코드 체계로 변경하여 품목별 세

를 작성, 결재, 보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림

부분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물품 검색기능을 강화하였

4>는 전자결재시스템의 실제 구현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다. 또한 물품들은 BOM(Bill of Material)을 기반으로 도면 및 정비매뉴
얼 등 관련 기술문서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물품에 대한
이해도를 한 단계 증가시켰다. 유지보수 작업자는 자재시스템과 무선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물품 청구/반납이 가능해졌으며, 재
고 실사도 현장에서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바로 실시할 수 있다. 자
재담당자, 자산담당자, 작업자 등은 자재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업무
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5>는 자재물품 조회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실제 구현 화면이다.
5) 유지보수 작업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시스템은 작업계획, 작업지시, 작업등록, 작업결과 관
리에 이르는 실제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유지보
수 작업 시스템은 차량의 제원 및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각종 항
<그림 4> 전자결재 화면

목을 관리하는 기준정보관리, 검수 및 정비작업을 위한 계획관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작업자에게 작업 요청을 하는 작업지시, 작업결
과를 관리 하는 실적관리, 작업한 결과에 따른 소요경비를 정산하는
정산관리, 고장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는 고장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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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편성이나, 전문분야, 담당역할, 교육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작업
반 편성시 균형있는 편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지사업소별로 산
재되어 있는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하여 유지보수 전문인력
검색 필요시 즉각적인 검색이 가능하다. 유지보수 지원시스템을 통하
여 차량의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은 장비기준정보 등록 및 조회를
위하여 구현된 실제 화면이다.

7) 기술자료 지원 시스템
기술자료 지원시스템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자료 관리
및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자료는 사규, 도면, 정비매뉴얼,

<그림 6> 검수 월간 계획 수립 화면

3차원 형상 정보 및 기타 기술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술자료
유지보수 계획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기준정보와 과거의
유지보수 작업 실적을 참조하여 차종 및 검사종류별 검사계획을 수
립한다. 작업지시 담당자는 수립된 계획과 전동차운용관리 및 고장
관리, 전동차 이력정보를 참조하여 작업지시를 생성하게 되며, 작업
자는 이 작업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작업자는 작업 도중 기술자료지원시스템, 자재관리 시스
템 등의 지원을 받아 작업을 수행한다. 입력된 작업실적, 고장실적,
부품실적, 자원실적 등은 향후 유지보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산관리는 검사실적에서 등록된 부품교
환실적, 투입인력정보 등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재료비 내역 및 인건
비 산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
도록 하였다.
유지보수 담당자들이 유지보수 작업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계획에서 결과 등록, 이력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

<그림 7> 장비 기준정보 등록 및 조회 화면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은 검수 월간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 구현된 실제 화면이다.

6)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시스템은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공구, 유지보수
인력, 교육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지보수
지원시스템은 경영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관리 및 인사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경영정보시스템과는
달리 장비/공구시스템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유지보수 작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업공정별 장비할당 및 검사관리와 같이 유지보수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지보수 인력관리시스템은 작업에 필요한 작업
<그림 8> 정비매뉴얼 관리 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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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본 고에서는 국내 도시철도 차량의 유지보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하고 개발된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기능 및
특징을 세부 시스템별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개발된 정보화시스템
는 자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도면을 통하여 자재현황을 검색할 수

은 서울메트로에서 7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성능을 입증 받았다. 개

있으며, 부품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기술자료 통합검색을 통하여 현

발된 정보화시스템은 향후 국내 다른 운영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

재 산재되어 있고, 찾기 힘든 기술자료를 간단히 검색하고 자료간의

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개발된 정보화시스템을 기반으

연계성을 한 눈에 확인함으로써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로 기업, 정부, 연구원, 유관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화

하게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술자료 내에 게시판 및 메모 기능 등을 추

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하여 작업자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작업자 간 지식을
공유하고 중복된 고장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림 8은 정비매뉴얼시스템을 구현한 실제 화면이다.

8) 유지보수 응용 시스템
유지보수 응용시스템은 크게 고장예방정비 시스템과 전문가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다. 고장 예방 정비 시스템은 중요한 부품에 대해 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신
뢰도 및 수명 주기 등을 통계적으로 규명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치명적
요인을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 시스템은 고장의 진단절차와 정비절차를 규칙화하여 축적함으
로써 각종 검색의 토대를 만들어 주며 고장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지식
베이스를 제공한다. 전문가 시스템은 규칙베이스의 시스템과 사례베
이스의 시스템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전문가 지식의 수집 및 이용을 극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9>는 고장예방정비시스템의
구현 화면이다.

<그림 9> 고장예방정비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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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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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신칸센
N700계 영업운전 개시

능하여 최고 270km/h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2) 차내 정숙성의 향상 700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

된다. 일본의 신칸센으로서는 차체경사시스템의

는 객실내의 정숙성에 더하여 일본의 신칸센으로

채용은 이번이 처음이며, 300X시험차량 등에서

처음으로 차간부에 사방호로를 설치하는 것 등에

장기간 개발해 온 성과를 채용한 것이다.

의하여 데크부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많은 향상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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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ATC
(선두차)

제어전송장치
(각 객차)

고정밀도의 속도.
위치정보(신ATC) 정보를 활용하여
곡선부에서 바깥쪽 궤도측의 공기용
수철을 상승시키는 방식
차체경사제어장치

신ATC의 속도.
위치 정보를 활용
공기용수철을
상승

신ATC로 실적이 있
는 고신뢰성 CPU를
탐재한 제어장치를
2중으로 구성
사전기록된 선로자
료에 의해 경사를
부드럽게 제어

<그림 3> 차량간 호로장치

일본 토카이도·산요신칸센 직통용 차량으로 개

히가시니혼여객철도(JR동일본)에서는 1994년이

발된 차세대 신칸센 차량 N700계는 일본의 고속

후에 제조된 새로운 형식차량에 대해 숫자의 머리

대량 수송기관으로서 21세기에 적합한 신칸센을

에“E”를 붙이고 있지만, JR토카이와 서일본에서

템, 인간공학적으로 뛰어난 시트, 멀티 칼라 정보

목표로 하여 2002년 6월부터 도카이여객철도주식

머리에 알파벳을 붙인 형식은 N700계가 처음이

안내 장치, 천정 조명 등 모든 점에 대해 차내 쾌적

회사(이하 JR토카이)·니시니혼여객철도주식회

다. 일본화물철도(JR화물)에서도 2006년에 M250

(3) 가속 성능의 향상 토카이도구간에서는 신ATC

사(이하 JR서일본)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시켜

계라고 하는 머리에 알파벳을 붙인 형식이 등장하

의 도입으로 가속성능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

왔다. 기존 700계를 기초로 하여 신속성, 쾌적성,

고 있다.

도록 하기 위해 가속성능을 700계에 비해 큰 폭으

(3) 차내 쾌적성의 향상 최적인 공기조절 환기시스

<그림 1> 차체경사시스템 개요

성의 새로운 향상을 도모하였다.

로 향상시켜 2.6 km/h/s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

환경친화성, 에너지 절약화 등 모든 면에서 향상
된 차세대 신칸센이라 불리는 하이테크 차량이다.

1) 개요

속도 270km/h까지 도달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
은 평지노선에서 700계에 비해 40% 줄어든 약 180

2005년 4월부터 주행시험을 시작하여 약 2년간의

“토카이도·산요신칸센 직통용 차량으로서 최

주행시험을 실시한 후, 2007년 7월 1일부터 영업

신·최고속도·최선의 차량”을 기본 개념으로 하

운전에 상행 및 하행선 각각 4편성에 투입되었다.

여 개발된 N700계는 토카이도·산요신칸센 직통

본 고에서는 영업운전을 시작하는 차세대 신칸센

용 차량으로서 최고 속도를 목표로 하는(고속화)

3) 쾌적성의 향상

4) 환경 성능의 향상

N700계의 개발컨셉, 차량개발사, 주요 성능에 대

것은 물론 고속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트레이

(1) 승차감의 향상 700계에 탑재되고 있는 세미액

(1) 환경에의 적합 최신의 공력 시뮬레이션 기술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드 오프(trade off)의 관계에 있는 차내 쾌적성, 환

티브 제진제어장치의 제진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

의 활용 및 코마키 연구시설에서의 풍동실험을 통

경 적합성, 에너지 절약화에서도 최신의 기술을

킨 고성능 타입을 전체 차량에 탑재하여 승차감을

해서 공기 역학상, 300km/h운전에 대응할 수 있

채용함으로써 양쪽 목표 모두를 달성한 차량이다.

향상시켰다. 또, 신ATC 시스템에 의한 1단 브레이

는 최적의 선두형상(에어로·더블 윙형)을 개발하

크 제어의 채용으로 부드러운 브레이크가 가능해

였다. 이것에 의해 터널 출입에 수반되는 미기압

져 전후방향의 승차감도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파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차량

1. 개발 개요
2) 최고 속도의 하이테크 차량

신칸센 N700계는 700계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고

초가 된다.

<그림 4> 객차 내부

간에 사방호로를 채용하는 것과 동시에 대차밑 기

(1) 최고속도 최고속도는 토카이도(도쿄~신오사

속성과 쾌적성 그리고 환경친화성 향상을 목표로

카)구간은 270km/h, 산요(신오사카~하카다)구간

하여 JR토카이와 JR서일본 및 차량 제작사(日立製

은 300 km/h이다.

作所、日本 輛製造、川崎重工業)등에 의해서 공

(2) 신칸센으로서 처음으로 차체 경사 시스템을 채용

동 개발되었다.

공기용수철을 활용한 차체경사방식을 채용하여

개발발표 당시에는“700N”라고 칭하여“N700계”

신ATC와 제어전송방식을 결합하여 고성능·고신

로 통칭하였지만, 2004년 5월 28일에“N700계”
로

뢰성의 차체경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

정식으로 형식명칭을 결정하여 발표되었다. 여기

의 적용으로 토카이도구간에서는 현재 속도제한

서“N”은 new, next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편

을 하고 있는 곡선구간에 있어도 속도 향상이 가

54

차체 및 대차와의 관계

기의 저소음화 등으로 차량 밖 소음의 저감을 도
모하였다. 게다가 차체·대차·내장의 경량화, 차

차체
(좌우진동의 제어)

중심핀
(차체측)
대차
Semi Active Damper

<그림 5> 전두부 형상

<그림 2> 차체 및 대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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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배선의 삭감 등에 의해 차량의 중량을 줄였다.

러나 본 형식에서는 차체경사시스템의 탑재에 의

(2) 에너지 절약화의 추진 선두형상의 최적화 및

해 지금까지 255km/h제한이 걸려 있던 반경

사방호로의 채용 등에 의한 주행저항의 저감, 차

2,500m의 곡선구간(60개소)을 270km/h로 주행할

1) 외장

고의 2.6km/h/s(대도시의 통근 전철과 같은 수준)

량의 경량화 및 일반제동력은 모두 전력회생 브레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토카이도 신칸센 전구

외관은 선두부가 700계의“에어로 스트림”형을 유

로, 대략 3분에 270km/h까지 가속하는 성능을 가

이크로 조달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여 대

간의 약 2/3이상을 270km/h로 운행할 수 있게 되

전적 알고리즘에 의해 개량한“에어로 더블 윙”이

지고 있다. 영업운전으로의 최고속도는 500계와

폭적으로 에너지 절약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차체

었다. 이 시스템의 탑재와 가감속 성능의 향상에

라고 불리는 형상으로 길이는 10.7m이다. 선두형

같은 300km/h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동

경사시스템의 채용으로 토카이도구간에 있는 많

의해 도쿄~신오사카간에서 종래의 500계·700계

상의 길이를 억제하면서 미기압 파형장의 피크를

기의 출력을 높이고(275kW(700계)→305kW), MT

은 곡선구간에서의 가감속도를 실시하는 횟수가

노조미와 비교해 운행시간 5분의 단축이 가능해

나누는 것으로 최대치를 억제하고, 소음의 억제와

비(전동차(M차)와 부수차(T차)의 비율)도 변경

감소함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도 절약되게 된다.

져 가장 빠른 경우 2시간 25분에 운행할 수 있게

선두차의 정원 확보를 하도록 하였다. 도장은 현

(12:4(700계)→14:2)하였다. 이것에 의해 편성출력

된다. 신칸센에서는 정차역이 1개역 증가할 때마

행의 700계와 같게 되지만 독자적인 앰블램을 차

은 17,080kW가 되어 700계와 비교해 약 30% 향상

다 소요시간은 대략 5분정도 늘어난다고 일반적

체 측면으로 넣었다. 객실창은 경량화하면서 충분

되었다.

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이어 개정후에 N700계

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면적이 700계의 약 60%

브레이크는 MT비가 변경됨에 따라 700계에서 사

로 운전하는“노조미 100호”의 경우 새로운 정차

로 소형화되었다. 행선지 표시기는 JR토카이의 신

용되고 있던 T차의 와전류 브레이크가 폐지되고

일본 국유철도(국철)의 분할·민영화 이후, 신칸

역에 신요코하마역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칸센용 차량에서는 처음으로 전광식(풀 컬러

상용 브레이크에서는 14량의 M차의 회생 브레이

센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여 JR서일

소요시간은 4분 단축되었다(2시간 30분 → 2시간

LED)을 채용한다.

크로 제동력을 얻도록 했다. ATC의 노후교체에

본은 최고속도 300 km/h로 운행할 수 있는 500계

26분). N700계의 속도향상·신경사시스템·신

또, 새롭게 개발한 고성능의 세미액티브 제진제어

의해 디지털 ATC(ATC-NS)가 탑재되어 제동거리

를 개발했다. 그러나 선형이 좋지 않아 270km/h

ATC라고 하는 최신 기술이 가져온 큰 성과라고

장치를 전차량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동을 억제하

와 폐색간격이 최적화되도록 한다.

밖에 낼 수 없는 토카이도구간에서는 과잉 성능이

할 수 있다.

였으며 또 차량간에“사방호로”를 채용, 연결 차

또 종래는 255km/h로 감속해 주행해야 했던 토카

라는 점과 제조비용이 1편성(16량)에 약 50억엔

2005년 3월 4일에 일본차량제조 및 히타치 제작소

량간을 신축성의 고무 소재로 거의 완전하게 덮어

이도구간의 R=2,500m의 커브를 최고속도인

드는 점, 그 당시 주류가 되고 있던 300계와 각 차

에 의해 선행 시작차(Z0편성) 가 완성되어, 같은

차체 측면의 공기저항과 차량 내외의 소음을 줄였

270km/h로 주행하도록 하기 위해 신칸센 차량으

량마다의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의 공통화에

달 10일에 하마마츠~시즈오카간의 본선을 첫주행

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게

로 처음으로 공기 용수철에 의한 차체경사장치(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이유로 500계는 결국 9편

하였으며, 동년 7월 16일에는 미시마~하마마츠간

되었다.

대 경사각 1°)를 채용하였고, 또한 700계에서는 일

성 밖에 제조되지 않았다. 그 후 JR서일본은 범용

의 주행도 실시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처음으로

부의 차량에만 탑재되고 있던 세미액티브 서스펜

성을 중시하여 JR토카이와 공동 개발한 700계를

도쿄~신오사카간을 주행하였고, 29일에는 산요신

션을 성능 향상(700계 : 4모드 선택 전환 제어→

제조했다. 700계는 최고속도 285km/h에 머물렀지

칸센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하카타까지 주행했다.

N700계 : 무단계 제어)시켜, 전 차량에 탑재하여

만, 최고속도 220km/h의 100계의 대체용으로서

그리고 9월 7일에는 속도향상시험으로 320km/h

승차감을 개선하였다.

많은 편성이 제조되어 신칸센의 고속화에 큰 성과

를 기록했다. 이 선행 시작차에 의한 2년간의 실험

주행시의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도 전술한 개량에

를 올렸다.

주행을 거치고, 대량생산차를 투입하게 되었다.

따라 여분의 가감속이 불필요함에 따라 700계와

그러나 그 이후 JR서일본은 항공기와의 경쟁의 관

2006년 동년 5월 26일의 양 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비교할 때 10% 저감을 목표로 하였지만, 선행 시

계로 500계와 동일한 최고속도 300km/h의 고속성

2007년도는 JR토카이 15편성·JR서일본 8 편성,

작차에 의한 주행 시험의 결과 270km/h 주행시,

능을, JR토카이는 시나가와역 개업과 이에 따른

2008년도는 JR토카이 16편성·JR서일본 1편성,

이용객 1인당의 소비에너지가 13.23 kWh(700계

토카이도구간의 횟수의 증가, 디지털 ATC(ATC-

2009년도는 JR토카이 11편성·JR서일본 3편성으

가 270 km/h 주행시 14.7 kWh, 100계가 220km/h

NS)의 도입에 따라 보다 높은 가감속 성능을 가지

로 전체 3년 동안에 JR토카이 42편성과 JR서일본

2. 개발사

3. 구조 및 성능

2) 성능

본형식의 기동 가속도는 신칸센 차량으로서는 최

주행시 13.9 kWh)가 되어 19% 향상이라고 하는
<그림 6> N700계 외형 및 앰블램

는 신차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두 회사의 요

12편성을 투입할 예정이며, 토카이도·산요신칸

구를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된 것이

센 직통의 전체“노조미”를 이 형식으로 교체할

N700계이다.

계획이다. 그리고 큐슈여객철도(JR큐슈)도 큐슈

팬터그래프도 소형화·경량화 하였으며 표지등

덧붙여 차체경사기능에 대해서는 R2500의 커브가

본 차량이 등장하기 이전의 500계 및 700계 차량

신칸센의 산요신칸센 직통용으로 이 형식을 토대

도 JR토카이의 신칸센의 영업용 차량에서는 처음

존재하지 않는 산요구간에서는 경사기능을 사용

으로는 토카이도구간에서는 구간 최고속도 270

로 한 차량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다.

으로 HID 램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 않고 주행하지만, 완전하게 정지하는 것이

당초 목표치보다 에너지효율성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km/h를 전체의 약1/3정도 밖에 낼 수 없었다. 그

아니고 차체를 수평에 유지하는 제어(0도 제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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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평 제어))에 활용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흡연 코너에 가까운 좌석은 흡연자 우선으로 지정

있다.

석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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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철도차량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승강구
3) 내장

부근과 운전실출입구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여

차체 경사 장치의 채용에 의해 전체 폭이 700계에

승무원실의 모니터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해 20mm 좁아졌지만 차체벽의 강도를 확보하

갖추었다. 이것은 승강구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용

여 얇게 하는 등 700계와 동등의 차내 공간을 확보

도어 콕이 장난으로 조작되어 그 안전 확인을 위

하고 있다.

해 열차가 자주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전화실이나

300계 이후에서는 편성 중량 경량화를 위해 좌석

흡연실 등의 개인실 부분이 증가해 그러한 공간이

의 스프링을 폐지해 우레탄을 쌓는 구조였지만 안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범 카메라에 의한

정감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복합 용

억제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JR동일본의 시설기술 동향

1. 서론

수철 구조로 개량되었다.
JR동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JR East International Railway

보통차는 700계와 비교해서 좌석의 폭을 440mm

Course」라는 철도기술연수를 시행하며, 이 연수는 동남아 철도의 중

에 10mm확대(3명 좌석의 중앙 B석 제외)하였고,

<자료>

1등차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된“싱크로나이즈

견간부를 대상으로 시설, 전기, 차량 3가지 기술 분야로 나누어 3주간

일본 동해여객철도주식회사,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발표자료

드·컴퍼트 시트”를 채용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진행하고 있다. 2007년도는 4회 연수과정으로 한국, 인도, 인도네시

항공 국내선의 클래스 J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 밖

아, 태국, 베트남, 터키 철도직원 16명이 참여하였다. JR동일본 본사에

에도 채도를 높인 독서등이나 발밑을 따뜻하게 하

서 일본철도 현황에 대해 소개와 JR동일본 종합연수센터에서 시설분

는 기능(Leg warmmer)을 새롭게 채용했다. 또 테

야에 대하여 궤도, 구조물, 안전에 대한 기술소개와 현장 견학하는 일

이블은 A4사이즈의 노트북을 둘 수 있는 사이즈

정으로 진행되었다. 현장견학에는 유지보수 현장, 분기기 공장, R&D

에 확대되어 대량생산차에서는 1등차의 전좌석과

센터, 레일센터에 대한 방문이 있으며 궤도검측차(East-i) 시승도 포함

보통차의 창가(A, E석)·맨 앞쪽부·최후부의 좌

되어 있다. JR동일본은 1987년 4월 민영화하여 일본철도의 동쪽을 담

석에는 모바일용 콘센트가 설치된다. 1편성의 정

당구역으로 정하고 시설물(향후 계획 포함)을 정부로부터 인수 받아

원 1,323명(1,123명(보통차)+200명(그린차))의 약

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기술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6할에 해당하는 개수가 준비되게 된다. 지상 설비

유지보수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행

가 완성하는 2009년 봄부터 무선 LAN에 의한 인터

하였으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여기서는 JR

넷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지상에서 차내에는

동일본 연수에서 경험한 시설기술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2 Mbps, 차내에서 지상에는 1 Mbps의 예정). 다
만, 산요구간에 대해서는 터널의 수가 많기 때문

2. 시설기술 소개

에 개량비용이 비싸짐에 따라 JR 후쿠치야마선 탈
선사고 등의 영향으로 안전 대책을 우선할 방침이
기 때문에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

1. JR East 안전

되어있지 않으며, 우선은 토카이도구간만 실시하

JR동일본 철도는 안전사고가 경영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여 철도운영

게 된다.

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안전’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N700계 대량생산차는 700계 이전의 차량과 달라

“Safety Plan 2008”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04년부

전석을 금연으로 하였으며, 강제배연장치·JR토

터 2008년까지 5년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 상

카이 코마키 연구시설이 개발한 광촉매 탈취장치

용화하기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안전

를 갖춘 2˜4명이 들어갈 수 있는 흡연실을 3·

이상배 | 철도공사 철도연구개발센터 기술연구팀
차장 (sblee@korail.com)

7·10·15호차의 데크부분에 6개소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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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정책, 교육, 설비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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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방지시스템(PreDAS

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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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isaster Alarm System)을 구축하여
가. Safety Plan 2008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선로

(1) 안전설비 집중설치

구간별 상태에 따라 열차 주의운전, 감속운전, 정지

- 차량문, 플랫폼, 건널목, 작업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설비 설치 확대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

- 지진, 열차접촉방지 설비 등 새로운 검지시스템 도입

인 기술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 신호 및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기술적 기준 정립
(2) 안전수준 강화

라. 직원의식 교육

<그림 1> 재해방지시스템(PreDAS) 개요도

- 문제 발생 시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안전 확보 이후 개시하는 과정에

사고 발생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개선방

서 시스템의 오류를 줄여 운영 지속성 개선

법을 연구하여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3) 안전관리 재정립

를 기억하기 위해 사고박물관을 만들었다. 여기에

- 안전회의, 전산망 구축을 통한 회사 전체의 안전촉진 정책

사고 기록물과 원인 및 대책방안을 전시하고 직원

- 시설개량, 교육 등 새로운 신호시스템 개념

에게 계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역이나 운전실에서의 운전자 기술 향상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안전 확보
- 재난 관리시스템 구축

2. 궤도

- 훈련을 통한 손실 극복 확립

궤도분야에서는 안전을 기본으로 한 유지보수 비용

(4) 안전문화 정착

절감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사고 원인 이해 및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림 2> 선로구간별 특성표(제한 강우량)

1) TC형 포장궤도

- 업무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CS운동

JR동일본에서는 수도권(metropolitan)지역 주요노
나. 안전사고 방지

선의 자갈궤도를 TC형(TC type Laborsaving

열차안전사고 방지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철도 건설 및 유

Ballasted Track) 포장궤도로 바꾸고 있다. JR동일본

지보수 작업장에서 직원이 열차에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

연구소에서 개발한 TC(Technical Center)형 포장궤

지하기 위하여 LED(Light Emitting Diode) 작업표를 작업장 전방 800m

도는 폭 400mm의 PC침목(2000*400*200,중량350㎏)

이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사고 다발지역(곡선 등)의 경우
50m마다 궤도회로에 의한 열차접근 감지장치를 설치여 무선으로 작
업장에 경보하도록 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의 경우 건널목이 상당히 많아 사고 또한 많으며 이 중 건널목에서 길

을 사용하며, 침목하면과 측면 150-200mm범위내

부직포

PC 침목폭
400㎜

시멘트모르타르
주입층 200㎜

의 쇄석을 부직포로 감싸고 그 안에 시멘트그라우
트를 침목하면에서 200mm 높이까지 주입하여 쇄
석을 골재로 한 PC침목·도상일체형 콘크리트노반

<그림 3> TC형 포장궤도

어지는 열차대기 시간이 무단 횡단을 유발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

을 토노반 상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 포장궤도의 특

하기 위해 GPS를 통하여 열차 접근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시험

징은 침목의 대형화(도상이 받는 압력을 절감)와 시

중이다. 또한 승강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구축

멘트 그라우팅 보충(궤도틀림 경감, 노쇠화 지연)에

하는 등 안전설비에 대한 기술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계속적으로 추진

있다. JR East R&D센터에서는 계속적인 시험을 통

중에 있다.

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

다. 재난방지

2) 궤도검측시스템

JR동일본은 폭우, 지진, 홍수, 바람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철도운행의

궤도유지보수를 위한 검측시스템에 대한 기술연구
<그림 4> TC형 포장궤도 시험(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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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침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기기 및 교량에 합성침
목을 사용하여 내구연한 및 관리 비용 절감을 도모하
고 있다.

3. 구조물
기계화 및 정밀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철도구조물을
<그림 5> 분기기 검측장비

관리하고 있다.

<그림 6> 레일단면 형상계측 결과
<그림 8> 합성 분기기 침목 제작

1) 구조물 검사의 기계화

도 진행하고 있다. 선로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East-i’

철도구조물 관리를 위하여 정밀계측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다. GPR을

라는 검측차량을 개발하였다. 270km/h 속도로 운행하며 차량, 전기,

사용한 궤도저부검측장비와 터널 라이닝 검측차량 등이 철도구조물

시설 전 분야별 계측을 시행하여 검측의 과학화와 기계화를 추진하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다. 또한 분기기의 마모나 상태 평가를 위해 분기기 계측 장비를 개발
하여 분기기를 관리하고 있다.

2) BMC시스템

JR동일본의 시설유지보수센터에서 교량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3) 궤도유지보수시스템

교량구조물의 상태평가를 위해 BMC(Bridge Maintenance Consulting)

JR동일본에서는 3년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Trams21(Track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교량 가속도, 진동 및

maintenance system using computer)이라는 궤도관리 의사결정 지원

부식에 대한 상태 등을 측정하며 이를 통하여 교량구조물 동적 상태

을 2002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종 검측 데이터(검측차,

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기기검측, 레일탐상 등)를 1개 서버에서 처리하여 JR동일본이 최종
작업결정하고 실제 보수작업을 하는 Partner Company에 지시하여 시
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전산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작업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들이 제공되고 계획수립 시 필요한 보수작업 원가계산이
자동처리 되어 진다. JR동일본와 계열회사가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용이하고, 또한 데이터에 대한 상호신뢰도가 높다.
JR Head Office

JR Branch Office
<그림 9> 궤도저부궤도검측장비

<그림 10> 터널라이닝검측장비

<그림 11> 계측센서 설치 현장

<그림 12> BMC 장비 사진

JR Track Maintenance
Tech Center

Inspection
Company

Track Maintenance
Work Companies

Partner
Company

Inspection .Car

Performanc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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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RAMS21 작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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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상역사 및 고가교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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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의한 도심지 분할, 건널목 제거, 부대사업을 위한 역사 개발 등

JR동일본은 민영화 이후 시설물을 소유·관리하며 철도를 운영하고 있

을 위하여 고상역사 및 고가교를 구축하는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

으므로 경영개선을 위한 실용화 기술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다. 이 방법은 기존선을 임시선로를 이선하고 기존선 위치에 고상으
로 선로를 건설한 후 다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어

이익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비용절감과 수입증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

계량사업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

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검측차량 개발, 분기
기 계측장비, 구조물 검측장비 등 각종 계측장비를 기계화하고 자동

Elevation of tracks near lnagi-Naganuma Staion on the Nanbu Line

화함으로써 인력절감을 추진하였고, 궤도 및 구조물 유지보수시스템

The current
Fourth switching

Third switching

First switching
Second switching

을 구축하여 작업관리를 효율화하였다. 레일과 침목 등 궤도용품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유지보수로 관리할
수 있는 궤도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근래 들

Old tracks

Temporary tracks

Elevated
down tracks

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

Temporary tracks

Temporary up tracks

Elevated
tracks

되어 수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방지 및 재난방지를 위한

Photos taken after third switching

기술에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연
구 및 안전설비 설치에 예산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Temporary up track
Temporary up track
Elevated up track
Elevated up track

Elevated up track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동경시내에서 많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해 홈 길

Elevated up track

이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였으며, 점진적인 개량으로

As of February 4, 2005

Newly installed Portion

<그림 13> 고상역사 건설 방안(예)

현재 전체 여객세입의 51%를‘매트로’에서 차지하고 있다. 부대사업
의 확대를 위해 고상역사 및 고상궤도 건설공법 개발, 지하상가 조성
및 여객 이동 동선 등의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진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전체 수입의 30%가 부대사업에서 얻고 있으

4) 신소재를 이용한 방음벽

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레탄을 소재로 하여 조립식으로 간편하게 설치하도록 한 방음설비
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JR동일본의 시설분야에서는 정책 방향 즉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와 관련한 기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Lightweight CFRP noise barrier

1m

Hard foam
urethane
2m

Cover for
CFRP

Inserted U bolt
Precast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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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방음벽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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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고속철도 시설사용료에
관한 연구’검토

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으로 운영·유지보수, 교

물에 따른 수송서비스대상, 열차 km, 톤-km과 같

체, 채무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

은 운행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며, 비용회수율은 시설사용료 징수를 통해 얻어

별로는 벨지움, 스페인, 덴마크, 스위스가 가장

지는 총수입으로서 철도망 운영, 유지보수 및 교

많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체 비용, 이자, 감가삼각비 등에 지불되는 총지출
비율이다.

2. 사용료 대비 수입 분석

국가별 시설사용료 책정 기준 및 총비용회수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김익희 | 철도공사 철도연구개발센터 경영연구팀 과장

본 내용은 2006년 11월 International Union of

1) 분석 전제조건

Legend
총비용접근법
보조금 제외 총비용접근법
한계비용접근법
인상분 추가한 한계비용접근법
데이터 미비
단일요금제
이부요금제
총 비용화수율

(kimickhee@paran.com)

1. 정성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럽 25개국 주요 100개 기종점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의해 두 개의 그룹
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쟁수단간 사용료 대비 수
입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전제조건을 정

Railways(UIC)에 발표된 연구 논문 내용과 검토의
견을 정리한 것으로 국가별 시설사용료 산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럽 2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및 기준 제시 등의 이론적 내용 뿐만 아니라 유럽

철도 시설사용료 책정 기준과 요금제 유형, 시설

25개국의 주요 구간(링크)을 대상으로 하여 정성

사용료에 의한 총비용회수율에 대해 비교하였다.

적분석, 사용료 대비 수입분석, 정량적분석, 경쟁

비교 결과, 철도 시설사용료의 경우 인상분에 대

수단(항공)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 추가 한계비용(MC+)을, 요금제의 경우 단일요

본 검토에서는 분석방법 및 결과, 시사점을 중심

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유럽 철도 시설사용료

또한 국가별 총비용회수율 분석결과, 서유럽 몇

산정 및 적용방법, 운임정책 등과 같은 관련 사항

몇 국가의 경우 총비용의 30%대인 반면 동유럽

검토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는 100%에 근접하고 있다. 총비용은 철도망

립하였다.
○ 그룹 설정기준

National Link (A그룹 : 25개)
·현재 운행되는 고속열차 노선
·건설되고 있는 고속선과의 노선
·운행되고 있는 고성능선과 노선
·아래와 같이 고속네트워크 지도에 정의된 노선
- The UIC for the year 2020
- The UIC 연구“CEEC 영역에서 고속의 기회”
·약 300km의 거리(또는 국가의 가장 먼 거리)

<그림 1> 국가별 시설사용료 책정기준 및 총 비용 회수율

International and national European Link
국가구분
FC
시설사용료

FC-

책정기준

MC

헝가리

라트비아

○

○

벨지움

폴란드

슬로베니아

○

○

○

에스토니아

독일

이탈리아

○

○

○

네델란드

포르투갈

단일요금제

유형

이부요금제
국가구분

·시나리오 2010과 2020의 UIC에 의해 설립된 고

철도 시설관리자(IM)는 시설사용료를 접근성
○

○

속망에 의한 두 지점 사이의 링크

(Access), 선로 용량제약(Capacity reservation), 열

·CEEC내의 잠재적 고속선 링크

차운행(Trains Movement), 에너지/전력(Energy/

MC+
요금제

(B그룹 : 75개)

○

○

○

○

○

○
오스트리아

○

○

슬로바키아

체코

○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영국

리투아니아

Electricity), 정 보 (Information), 유 지 보 수

(레포트에서는‘CEEC 영역에서 고속선의 기

(Maintenance), 안전(Security), 혼잡(Congestion)

회’로 표기)

FC

등의 8가지 요인에 의해 책정하며, 고려하는 요인

시설사용료

FC-

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다.

책정기준

MC

·거리구간내에서 링크
- [0-250], [250-600], [600-1000], [1000-1500],
[>1500]

검토 결과 시설사용료 책정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MC+

○

○

○

요금제

단일요금제

○

○

○

유형

이부요금제

○

○

○

○

○

○

○

○
○

○

○

· 지리적 국가 평균 표준

선로 및 역 특성과 같은 시설유형, 여객 또는 화

○

주 1) 음영부분(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은 자료가 미비함.
2) 시설사용료 책정 기준(FC : 총비용, FC- : 보조금 제외 총비용, MC : 한계비용, MC+ : 인상분 추가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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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정립 내용

또한 철도와 항공의 탑승율에 대한 사용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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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요금 (왕복에 의한 25%할인 적용), 이론적 요금 (할인 미적용)

수입비율 민감도 분석 결과, 스페인과 프랑스의

수단

상세분류

열차

항공

버스

용량

500 Seats

150 Seats

57 Seats

중량

430 tonnes

MTOW = 73.5

대상모델

TGV Duplex

A320

Mercedes Integro

4개 구간사용료의 평균
8시/6시

A

National(25개)

출발/도착점
(O/D)

B
출발/도착점
(O/D)

오전 8시 : A→B 와 B→A

산정

오후 6시 : A→B 와 B→A

1개 구간사용료

사용료
International

1) 철도 시설사용료 분석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페인, 프랑스의

앞서 제시한 분석 대상 그룹(National Link : 25개,

경우 철도가 항공에 비해 탑승율에 따른 수입변

International European : 75개)에 대해 열차km당

화(영향)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용료(1⃞/train-km)분석 결과, 고속신선(New

(철도는 항공에 비해 이용수요에 의한 수입이 큰

Line)의 경우 열차km당 시설사용료가 높게 나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났으며 구간별 산정치는 <그림 4, 5>와 같다.

두 가지 사용료 합산하여 산정
항공요금
구분

(운행요금, 항공터미널요금)
여행자요금

8시

A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가 항공에 비해 변화가

B

철도

(출발/도착점 왕복할인고려)

/European (75개)
출발점
(O)

도착점
(D)
항공

정차역

기종점역만 고려

직항만 고려

요금제
수입

산정

티켓유형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스위스

-0.1%

-2.4%

0.0%

-0.7%

0.0%

-0.7%

-0.4%

-0.6%

-0.1%

-0.2%

최대

1.8%

0.1%

2.8%

0.0%

0.9%

0.0%

0.9%

0.5%

0.7%

0.1%

0.3%

Range

3.3%

0.2%

5.2%

0.0%

1.6%

0.0%

1.6%

0.9%

1.3%

0.2%

0.5%

최소

-0.7%

-1.5%

-2.0%

-1.7%

-1.6%

-1.0%

-1.1%

-1.1%

-1.0%

-1.2%

-0.7%

최대

0.9%

1.7%

2.3%

1.9%

1.8%

1.1%

1.3%

1.3%

1.2%

1.4%

0.8%

Range

1.6%

3.2%

4.3%

3.6%

3.4%

2.1%

2.4%

2.4%

2.2%

2.6%

1.5%

2) 열차는 탑승률(이용률) 65%기준, 항공은 75%기준일 때 변동결과임.

2006년 1월16일 환율 적용
2nd class 요금

Y 요금

왕복표 할인(25%) 고려한

여행요금

2nd class 요금

핀란드

-1.5%

주 1) 음영부분은 항공에 비해 철도의 탑승률 변화에 따른 %toll/revenue 변화가 큰 국가임.

(중간 정차역 배제)
환율

스페인

최소

6.0%

(Internet에 의한 할인 적용)

5.0%

8시에 출발하는 왕복표

4.0%

(National link의 경우 같은 날 6시에 돌아오는 경우 포함)
탑승률(이용률)

65%

70%

75%

주 1) 본 연구에서는 열차 수입을 2nd class 요금(이론적 수입)과 25% 할인 고려한 실질적 수입으로 구분하였음.
주 2) 버스의 경우 비교 Data가 미비함

%toll/revenue

구분

3. 정량적 분석

3.0%
2.0%
1.0%
0.0%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열차 Range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스위스

항공 Range

2) 민감도 분석결과
<그림 3> 국가별 탑승률에 따른 %toll/revenue 변화 비교

왕복 할인(25%) 고려한 2nd class 요금에 대해 사용
료 대비 수입 비율(이하, %toll/revenue)의 민감도
분석 결과 라트비아는 할인에 따라 %toll/revenue
이 크게 변하는 반면, 그리스나 아일랜드의 경우
변화가 없다. 이는 라트비아의 경우 요금할인에
대해 수입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할인정책
적용여부에 따라 변화 효과 폭이 크게 나타나지
만,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
음을 의미한다. 국가별 요금할인에 대한
%toll/revenue 변화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가별 요금할인에 대한 %toll/revenu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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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열차km당 사용료(National Link)

<그림 5> 열차km당 사용료(Interntional /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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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km당 사용료, %toll/revenue와 상업속도, 운

%toll/revenue

% in Length (신설 구간비율)

행거리의 상관분석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Average
100%

분석 결과 열차km당 사용료 및 %toll/revenue는
상업속도와 정비례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운행거

75%~100%

22.3

Range

Variable Value

26.23.8~44.1

40.3

8.9~35.8

26.9

50%~75%

20.7

8.3~32.9

24.6

리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

25%~50%

16.7

8.9~29.9

21.0

업 속 도 가 빠 를 수 록 열 차 km당 사 용 료 및

0%~25%

8.7

2.4~13.8

11.4

%toll/revenue는 증가하나 운행거리는 그다지 큰

0%

11.4

1.0~32.5

31.5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구분

열차km당 사용료

사용료/수입비율

(Rail Charge : Ｃ/train-km)

(%toll/revenue)

비고

상업속도

정비례

운행거리

무관
(산발적분포)

<그림 6> 열차km당 사용료 및 사용료/수입비율

<그림 8> 철도와 항공의 사용료/수입비율 비교

또한 각 분석 구간별 사용료 대비 수입비율
(%toll/revenue)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

2) 철도와 항공 비교 분석

한 실질적 수입(왕복에 의해 25%할인된 2nd class

철도와 항공의 %toll/revenue을 비교한 결과, 대부

수입)이 이론적 수입(할인 고려하지 않은 2nd

분 구간에서 항공에 비해 철도의 %toll/revenue이

class수입)에 비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철도의 경우 수입에 대한 사

%toll/revenue 은 더 큰 값을 나타냈으며, <그림

용료의 비중이 항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었

7>은 %toll/revenue 이 30%이상인 구간 선로유형

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신설, 개량, 기존)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철도와 항공의 사용료/수입비율

신설구간 비율이 높을수록 %toll/revenue의 변동

을 근거로 수단간 상대비율을 산정 비교한 결과, 고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 대상구간의 신

속신설구간에서 철도가 항공에 비해 높은 값을 나

설구간 비율에 따라 사용료와 수입 산정방법이

타났으며 이는 타 수단에 비해 사용료가 높게 산정

매우 다양하여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결과라고 판

되었음을 의미한다.

※ 수단간 상대비율(%) =

철도사용료 / 수입 비율

×100

항공 사용료 / 수입 비율

단된다.
<그림 7> %toll/revenue이 30%이상인 구간 선로유형 비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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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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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럽 30%대, 동유럽 100%에 근접
- 시설사용료 책정시 선로 및 역의 특성, 수송대

본 연구는 유럽 25개국 100개 구간의 철도 시설사
용료 산정방법을 비교 제시하였다.

상(여객/화물), 수송능력(열차-km, 톤-km)등을

- 시설사용료는 책정기준(4가지 : FC, FC-, MC,

가장 많은 국가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MC+), 요금제 유형(2가지 : 단일요금제, 이부요

는 벨지움과 스페인이 가장 많은 요인을 고려하

금제), 시설사용료에 의한 총비용회수율에 따라

고 있다.

열차운행을 위한
고속 무선 데이터 송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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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훈 | 철도연 궤도토목연구본부/現미국 퍼듀대학 박사과정
(tkoh@purdue.edu)

본 연구의 분석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항목

분석결과

시사점

국가별 요금할인에 따른 %toll/revenue변화 차이는 다양함.
요금할인

-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 10%이상

변화가 큰 국가일수록 할인정책에 따른 효과가 민감하
게 나타나므로 적용 여부 판단이 용이함.

Internet

반면, 변화가 없는 경우 할인정책 이외의 대안 제시가

-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 변화 없음.

요구됨.
<그림 1> 열차 운행을 위한 고속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 개념도

탑승률 (이용률)

국가별 탑승률에 따른 %toll/revenue변화는 철도에 비해

스페인과 프랑스는 철도 이용수요(탑승률)에 따라 수입

항공에서 크게 나타나며 이는 항공수입이 철도에 비해

변화가 크므로, 신규수요창출 또는 타 수단으로의 이탈

이용수요(탑승률)에 민감함을 의미함. (스페인, 프랑스 제외)

수요 방지를 위한 정책이 요구됨.
이는 신선구간의 수입효과에 비해 사용료 비중이 높게

상업속도/

상업속도/신선구간비율과 %toll/revenue은 정비례 관계임.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고속(신선)구간에 대한 사

신선구간비율

신선구간비율이 커질수록 %toll/revenue이 커짐을 의미함.

용료의 적정수준 검토에 대한 연구 및 정책수립이 요
구됨.
분석결과에 따라 원인 및 추가적 연구방향의 설정이

수단간 사용료 대비
수입비율

수단간 상대비율(%)은 항공의 %toll/revenue를 기준으로
한 철도의 %toll/revenue비율 의미함.

열차운행의 모니터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

학에서는 Mobile Railroa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기 위한 고성능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기술

802.11a/b/g를 기반으로 한 무선 네트워크를 활

(IEEE 802.11a/b/g, 802.16e, etc.)의 철도분야에

용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3.5마일의 Test Bed

의 활용이 실현가능해 졌다 (그림 1 참조). 이러

를 설계하여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한 무선시스템이 채용되기 이전에는 철도가

Railroad (BNSF) Hastings Subdivision에 Access

Mobility, Throughput, Coverage Range, Doppler

Point를 설치하였다(그림 2, 3참조).

요구됨.

Effect, Response Time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충

→ 항공에 비해 철도의 사용료 비중이 과다한

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왔다.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철도 > 항공)
→ 항공에 비해 철도의 사용료 비중이 과소에
의한 것인지, 구간특성에 의한 것인지 검토
필요 (철도 < 항공)

인프라스트럭처와 주행 중인 기관차, 다른 열차
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은 예상치 못한 사고
에 대해 신속한 대응능력을 제공하며, 피해를
방지하거나 사고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시설사용료는 항공터미널사용료(공항사용료)와 같이 운행거리에 무관한 부분도 있고, 수입은 거리에 따라 비례하므로 단거리 구간에서는 항공이 철도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타날 수도 있음.

또한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 802.11 Acess Point가 배치된 Test Bed

철도분야에의 새로운 광대역 무선기술 적용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은 인정되지만 아직 이러한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한 의문점이 남
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현장시험 데
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의문점과 철도 분야에
의 적용을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FRA로부터 위탁연구를 수행한 네브라스카 대

<그림 3> 곡선구간에 설치된 Acess Point 안테나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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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Test Bed와 함께 열차주행속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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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802.11a/b/g의 네트워크 Throughput 계측,

갈도상 하부에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패드를

교량 접속부와
궤도 강성

분석용 컴퓨터 모델과 시뮬레이션 수행이 병행
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Test Bed 계측결과

시공함으로써 궤도 접속부의 궤도강성을 증가
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레일 Seat 패드를 시공하
여 교량구간의 궤도강성을 저감시키려는 노력)

와 비교, 검증되어(그림 4 참조), Mobile Railroad

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리 현저한 침하저감 효과

를 위한 802.11 기반 네트워크 성능이 분석되

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동안 궤도강성 차이 개념으

본 연구결과, 802.11 기반 무선 네트워크는 열차

로 교량 접속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접근

승무원, 승객, 철도 근무자들을 위한 실시간 인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검토 필

교량 접속부(대략 교량에서 50피트의 거리내)는

터넷 접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도운행의 안정

요성이 제기되어, Federal Railroad Adminis-

승차감 저하의 원인이 되며 잦은 궤도 유지보수

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

tration (FRA)에서는 교량 접속부의 침하를 유발

가 요구되어지는 구간으로 정의된다. 즉, 궤도

었다.

시키고 승차감에 영향을 끼치는 궤도강성 차이

의 침하가 교량의 선단부로 진행되어 <그림 5>

의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에 보인 바와 같은 교량 접속부에서 발생한 침

연구결과, 교량과 토공구간에서의 궤도강성의

하는 주행 중인 열차의 승차감 저하를 유발시키

변화는 교량 접속부에서의 궤도 침하와 승차감

게 되며 궤도의 잦은 유지관리를 요하게 된다.

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

이러한 교량 접속부의 침하는 교량구간에 시공

되었다.

되어 있는 높은 강성의 궤도와 토공구간에 시공
되어있는 낮은 강성의 궤도간의 현저한 강성차
이에 의해 유발되는 동적 윤하중에 의한 것으로
<그림 4> 현장시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알려져 있다.

<자료>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 Research
Results - Study of High-Speed Wireless Data
Transmissions for Railroad Operation (RR07-10).

<그림 6> 교량 접속부에서의 궤도강성 변화

<그림 5> 교량 접속부에서의 궤도 침하

<그림 6>는 교량과 토공부에 시공되어 있는 궤
도간의 궤도강성 차이의 측정값을 보이며, <그
림 7>은 궤도강성 차이에 의해 계산된 침목에서
<그림 7> 궤도강성 변화에 의해 계산된 침목하중

의 윤하중을 보인다.
궤도강성의 차이를 감소시킴으로써 혹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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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완만한 궤도강성의 변화를 조성함으로써 교량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 Research

접속부 궤도침하를 제거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

Results - Bridge Approaches and Track

도(즉, 침목을 점차적으로 길게 배치하거나 자

Stiffness (RR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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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의 삼각주 두만강 유역개발

톤)급의 선박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방천에서

Ⅱ. 두만강지역의 지리적·경제적 환경

동해로의 출항에 따른 해운거점지역으로의 발전

유광일 | 철도공사 과장 (uv820@hanmail.net)

첫째, 이 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교

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두만

차 지역이다. 두만강은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

강 하구지역의 통항과 항만의 건설조건이 매우

의 국경선이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이고 백두산의

뛰어나고 자연이 잘 보호되어 있으며 해안의 지

최고봉에서 발원하여 흘러 동해로 들어간다. 두

형은 평평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만강은 북한 함경북도의 7개시·군 및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화룡, 용정, 도문, 훈춘 등을 비

넷째,두만강 지역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

롯하여 러시아 원동지역의 국경지역을 경유한다.

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목재, 산림자원, 농축산 자
원, 수산자원 등 천연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각지역으로 범위가 한정되었으나 이후 지역개발

Ⅰ. 서 론

의 범위가 확대되어 2001년 4월 홍콩에서 개최된
두만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길이가

『제5차 TRADP Consultative Commission Meeting』

520km이고, 중·상류 498km가 북한과 중국의 국

에서 회원국들의 합의하에 동북아 전체지역으로

경선이며, 훈춘의 방천에서 하구까지 전장18km

확대시켰다.

는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선이다. 일반적으로 두

두만강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부에 있으며 동

만강 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이 인접하

북아 경제협력의 핵심지역으로서 방대한 천연자

는 두만강 삼각주 지역을 의미한다.

원과 풍부한 노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장차 북

두만강지역 범위는 북한의 나진·선봉 그리고 중

방의 홍콩, 동북아의 로테르담으로 부상할 전망

국의 훈춘, 러시아 하산을 잇는 두만강 하구 약

을 보이고 있다. 본 소고는 여기서 21세기 황금의

1000km2 의 소삼각지역(小三角地域)과 그 범위를

삼각주로 떠오르고 있는 두만강 개발지역의 환경

확대하여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러시아의 블

과 인접국들의 전략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라디보스토크를 잇는 1만km2 의 대삼각지역(大三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최초의 다자간 협력 사업

角地域)을 말한다.

으로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을 알리

두만강 지역개발 논의 초기, 소삼각지역과 대삼

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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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이다. 두만

이 지역에는 북한의 팔대광물로 불리고 있는 마

강 입구가 동북아의 중심부에 있으며 동해의 육

그네사이트, 금, 철광, 운모, 몰리브덴, 석목, 중정

상, 해상, 항공운송의 거점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석, 중석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러시아의 마가

두만강 하구에서 동해의 주요 항까지의 최대거리

단주와 사할린주에는 세계최고 매장량의 천연가

를 보면 북한의 나진항까지 40km, 청진항까지

스, 목재, 금광, 주석이 있으며, 중국의 동북부에

80km이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160km

는 철광, 망간, 몰리브덴 등 있다. 이러한 광물자

이고, 일본의 니기타항까지 800km, 한국부산항까

원 외에 토지, 담수자원도 풍부하다. 산림자원은

지 750km이다. 이외에 두만강 입구에서 동해와

세계에서 가장 큰 원시침엽수가 있으며 초원이

일본의 쓰가루해협을 경유하여 태평양 항로를 이

광활하고 야생의 동식물 자원도 풍부하다. 또한

용할 수 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항까지

이 지역에 매장 되어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

8,430km이고 중국의 上海나 天津에서 출발하는

장량은 현재의 채굴기술로 천연가스 1~2천년, 석

것보다 1,000~2,000km 가깝다. 영국 런던항까지

탄은 2~3만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따라서

는 1만 3,560km이며 중국의 黃州에서 출발하는

이 지역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처녀지

것보다 5,000km 가깝다. 이뿐만 아니라 두만강 유

이며 방대한 자원의 寶庫로써 개발의 손길을 기

역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제일 가까운 상륙지점

다리고 있다.

이다.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교로서 TSR과 연결되
어 동쪽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Ⅲ. 인접국들의 개발계획
셋째, 이 지역은 해운의 중심지이다. 동해에 인접
한 나진·선봉, 자루비노항 등이 현대적 항만으

1) 북한

로 재개발되고 있다. 중국 훈춘은 직접 바다에 인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를

접해 있지는 않지만 두만강 하류를 거쳐 동해로

발표하여 두만강 삼각지대에 있는 나진시와 선봉

연결된다. 훈춘에서 두만강을 이용하여 동해로

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청진항을 자유무역

나갈 경우 장애물이 되는 러시아와 북한의 두만

항으로 선포하였으며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기

강 철교는 중국 국경과 60m의 거리에 있으며 통

위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 지대를 북한의

과 높이는 9.6m이다, 기존항로를 정리할 필요 없

직할시로 지정하였다

이 항로표지만 설치하면 방천에서 중량(50~300

이것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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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기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북한정부

북한은 이 지역을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국제운송

국제회의를 통해 두만강 하류 지역 개발안 중에

현재 중국 훈춘 시는 북한측과 나진항의 3호 부

동
향

의 대외경제 정책의 반영이다.

의 중계지 및 수출가공기지로, 국제관광업을 갖

서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가 우선적 개발

두, 새로 건설되는 4호 부두를 50년간 독점 사용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북한의 나진-선봉지구는

춘 현대적인 국제 무역 및 상업도시로 건설할 계

대상으로 인정 되었다.

하는 권리를 갖는 대신, 이 지역에 공업단지와 보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 사이의 육해연대 수송을

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 지대에는 화물중계 판

보장할 수 있는 대륙교두보로서 천혜의 자연 지

매 능력이 연 300만 톤인 나진항과 800만 톤인 청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은

중국 국경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여 동북3

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진항이 있으며 1200만 톤의 대외화물수송능력을

다음과 같다.

성에서 동해로 통하는 루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이 지역에 건설되어있는 항구들과 그와 연

가진 철도망과 300만 톤 능력을 가진 도로망이 형

제1단계(1993-1995년):

현재의 철도, 도로, 항구 등

중국은 또한 도문(圖們)에서 시작해 함경북도 남

결된 철도, 도로, 공업시설, 동력기지 및 주변도시

성되어 있으며 철도와 도로들이 러시아의 원동과

기반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 국제화물운

양, 나진을 거쳐 청진까지 연결되는 철도의 현대

와 여러 가지 부존자원은 이 지역발전에 유리한

중국의 연변지방을 연결하고 있다.

송의 경유기지로서 역할을 제고시키며 양호한 투

화 계획에 따라, 함북 무산과 중국 화룡(和龍)을

자 환경을 형성한다.

연결하는 무산·남평 국경다리를 이미 완공하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나진-선봉 지대의 총 면
2

2

세지역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나진항에서

적은 621km 인데 그중 195km 의 면적은 건설부

나진-선봉지대 내의 환형철도운송길이 405km이

제2단계(1996-2000년):

자유경제무역지구의 윤곽

등 국경교역을 위한 각종 시설도 건설, 확장하고

지이고 146km2의 면적은 농경지이며 353km2의

고 이중 340km길이는 전기철도이다. 복합형 철도

을 형성하여 동북아시아 경제무역교류 거점의 역

있으며, 또한 흑룡강(黑龍江)성 무단장에서 출발

면적은 산림, 48km 면적은 수역, 19km 면적은 산

가 청진에서 북쪽을 향하여 두만강 우의대교를

할을 담당한다.

해 길림성과 요녕성의 북한접경지대를 거쳐 대련

업구역이다.

거쳐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고, 남쪽을

제3단계(2001-2010년):

산업구조를 현대화하여 자

(大連)까지 이어지는 총 1380km의 동변도 철도를

현재 나진-선봉지역에는 연간 200만 톤을 가공할

향하여 남양을 거쳐서 도문으로 들어가 중국 동

유경제 무역 지구를 21세기에 적응하는 종합적이

착공, 2008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동변도 철도

수 있는 원유가공 공장과 선박수리공장이 있으며

북지역과 연결된다.

고 현대적인 국제경제무역교류센터로 건설한다.

는 동북 3성 10여개 시와 30여개 현을 지나며, 연

인접 지역인 청진지구에는 조선공업, 화학공업,

나진-선봉지대 내의 교통운송은 편리하며, 나진

기계공업, 흑색야금 공업, 경공업기지들이 있다.

에서 원정교로 두만강을 거쳐 훈춘으로 가는 시

2) 중 국

간은 2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중국 국무원은 1992년 3월 9일 훈춘을 국경경제

중국정부는 동변도 철도 건설을 국민경제사회발

나진-선봉 항은 북한의 대외화물처리뿐 아니라

합작구로 비준하고 연해개방지구의 효과적인 정

전 11차5개년계획에서 동북개발을 위한 최대 중

동북3성의 물동량을 처리할 항만으로 충분한 경

책조취를 실시하였다. 중국 국무원의 국경경제협

점사업으로 지정하고 127억 4300만위안(약1조

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력구에 대한 21호 정책은 다음과 같다.

5000억원)을 투입하였다. 북중 국경지대와 평행

2

2

훈춘-부산항 Route

간 1800 만명을 수송할 계획이다.

『본 시 범위 안에서 일정한 구역을 획분하여 국경

으로 달리는 동변도 철도가 건설되면 국경지역

수송경로

수송일수

경제개발구를 건설하고 국내기업소의 투자유치

어떤 곳에라도 북중 간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게

중국(훈춘)-북한(나진항)-한국(부산)

3

를 위주로 하여 수출공단 조성, 국경무역과 중계

될 것이다.

중국(훈춘)-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한국(부산)

4

무역, 국경관광업을 비롯한 제3차 산업을 발전시

중국(훈춘)-중국(대련항)-한국(부산)

7

킨다.』

3) 러시아

중국정부는 두만강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반세기

러시아의 자유경제지대는 산업생산에 유리한 환

나 중단된 두만강하류의 출해권을 회복하고 국경

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고 수

무역의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두만강지

출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킴으로서

역과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려는 전략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 하에 구상되었

갖고 있다.

으며, 중국과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특구 계

훈춘에서 북한의 주요항구도시인 나진까지

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노동력과 자원을 공동이용

93km, 함경북도의 가장 큰 항구도시인 청진까지

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아가려 하고 있다.

171km, 러시아의 포시에트까지 41km, 자루비노

러시아정부는 외자와 기술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

까지 63km이다.

을 촉진하고자 1990년 10월 나호트카 지역을 최

훈춘, 장춘-니이가타항 Route
수송경로
중국(훈춘,장춘)-북한(나진항)
-일본(니이가타항)
중국(훈춘,장춘)-러시아(자루비노항)
-일본(니이가타항)
중국(훈춘,장춘)-중국(대련항)
-일본(니이가타항)

수송일수

수송비용

4~5

53.5

5~6

63.2

21~25

100(기준)

이러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시설조건을

초의 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하였다.

갖추게 됨에 따라 평양국제회의를 비롯한 여러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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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회가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 설치를 승

제1단계(1990~1995):

흙막이 가시설의
문제점 분석 및
중요 점검사항

자원개발과 수출가공개발을

인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나호트카 항이 부동항

우선하며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할 서비스

이라는 점과 인접한 보스토치니 항의 배후에 풍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자원과

제2단계(1996~2000):

항만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주변지역의 개발을

와 중급 기술상품의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촉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였기 때문

것이다.

이다.

제3단계(2001~2010):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수출주도형 제조업 산업과

6⃞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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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 국제통신, 운수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는 해운과 철도를 복합적

한다.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며 외국

이 계획은 20년간을 개발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존

인들을 위한 관광지로도 개발한다는 전략 아래

자원의 공급여건, 기술, 금융, 노동자의 숙련도 등

국제적인 상업항의 특성에 걸 맞는 수출가공 센

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지역의 풍

나갈 계획이다.

Ⅰ. 개요

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천연가스, 목재, 수산, 금

최근 들어 건설공사의 대형화, 고층화, 심층화에 따라 굴착깊이가

속가공수출에 역점을 두고 부족한 식량은 수입가

10m이상 되는 건물 및 지하구조물의 공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물

공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자재공업의 기지로

Ⅳ. 결 론

의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설공사에 대한

육성하고 비교적 풍부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두만강 지역개발은 21세기 초에 걸친 다국간 프

투자는 다소 부족하여 시공중에 흙막이 가시설의 붕괴, 도괴에 의한

수 있는 토지 집약적 제조공업을 발전시켜 나간

로젝트이다.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감

다는 것이다.

젝트지만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관련된 주요 당

독자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흙막이 공사의 중요성, 가설구조물의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최

사국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특성, 지반과 가설구조물의 메카니즘, 계측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대 컨테이너 물류처리항인 보스토치니 항과 나호

바가 매우 크다.

깊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카 항이 있으며, 러시아 전역과 유럽으로 연결

최근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따라서 본고에서는 흙막이 가설공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을

되는 시베리아횡단철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동

나진-하산 구간의 철도현대화를 착공하여 올해

살펴보고 흙막이 가설공사의 사례별 중요 점검사항을 도출하여 현장

북아 지역과 유럽 간의 화물 수송능력을 확대할

중에 마칠 예정이다. 두만강 프로젝트와 TKR-

의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 동안 점검을 통해 경험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TSR연계계획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

한 지식을 기술하고자 한다.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이

다. 또한 TKR과 TSR이 만나는 북한의 두만강역

며, 노동력과 토지가 풍부한 블라디보스토크를

과 러시아의 하산역은 두만강 프로젝트 경제지

중심으로 나호트카, 바루치잔스크, 포시에트, 하

대의 요충지이자 물류중심지이다. 한국은 보다

300

산 등의 항구를 포함하는 광역 블라디보스토크

적극적으로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하여 두만강 유

250

자유경제지대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나호트카 지

역의 지리적, 경제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역은 연해주의 주요 산업지역에서 경제개혁이 상

것이며 당사국들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

당히 진전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계획에 포함시켰

지적유형의 Pareto 챠트
100
80

200

60

150

50

20

으며, 하산지역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인접 3각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한반도 통일 여건을 개

지적유형 0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의 기

선시키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공동체 형

회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되었는데, 블라

성이라는 경제통합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

디보스토크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다.
황승현 | 철도공단 고객만족지원단 차장
(tapies21@korea.com)

80

카운트
백분율
누적%

기
타

여야 할 것이다. 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북한을

안
전
교
전
육
기
설
비
이
음
위
험
물
취
급
자
재
관
리
이
음
투
바
리
설
치

40

안
전
관
리
추
락
방
지
토
이
사
음
붕
괴
조
치
이
음

100

백분율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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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2 50
21
13
12
9
7
36.7 18.9 18.2 7.6
4.7
4.4 3.3
2.5
36.7 55.6 73.8 81.5 86.2 90.5 93.8 96.4

10
3.6
100.0

<출처. 파레토분석- 2006년도 철도공단 종합점검 결과분석자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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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흙막이 가설공사의 문제점 분석

(3) 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모멘트에 의한 전도 파괴

흙막이 가시설의 붕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므로 특

2) 시공상의 문제점

성요인도를 이용하여 붕괴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1) 잔류절리 처리 부적절

동
향

흙막이 붕괴 … 잔류절리

설계
설계의 정확성

시공(1)

群 Anchor자유長부 Grout

지반조사 미흡

시공불량

시간부족

부적합 차수대책

토류벽 배면지반에서부터 파괴진행

인접구조물 대책

지하수 처리
토사유출

또는 잔류절리면 지반거동

매설물 배치
설계도서

재료불량

구조역학(힘모멘트)

버팀보 시공불량
계측관리

시공불량

점검 포인트

흙막이
붕괴

Anchor 이완

붕

동바리설치
자재관리

점검 방법
전문가 양성

시공(2)

괴

천공장비 선정

기타

엄지말뚝(중간말뚝)기울기

(2) 흙막이 벽체의 시공불량 및 손상
① 과대한 토압작용으로 융기 및 벽체붕괴

<그림 1> 특성요인도 이용 - 흙막이 붕괴 요인 분석

② 차수성 벽체의 불량에 의한 토사유출에 의한 붕괴
③ 2단 흙막이 벽체 시공시 연결부위 불량에 의한 파괴

1. 문 제 점
배면토압, 상재하중

1) 설계상 문제점

연약지반 기초 Sliding

(1) 지반조사를 포함한 지반조건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부족
① 성과물인 지반조사보고서의 각종 지반조사 결과가 설계시 활용저조
② 지반조사 결과가 설계시와 시공시 차이발생
③ 지반조사와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부족
④ 조사시추공수,시추심도가 정해져 있어 극히 제한된 국부적인 시추조사

(2) 인접구조물 매설물의 배치(상,하수도등) 노후화 등에 대한 특성파악

(3) 벽체 지지구조체 설치간격 및 시공상태 불량
① 앵커시스템 불량

부족

② 사용재료 불량
근접 매설관로

③ 코너부의 버팀보 역할불량에 의한 붕괴

* 하수도, 상수도의 이음부 탈락, 노후관로 파손에 의한 누수

(4) 흙막이 배면의 과재하중 및 편토압, 장비하중 재하
사질토

되메우기다짐

누수

흙막이붕괴- 편토압
인장균열

점성토

- 배면 되메우기 다짐불량 지반이완
-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점성토 압밀

- 편토압, 장비하중

- 저면 Heaving에 의한 함몰

- 중앙Pile 침하 또는 좌굴

- 풍화암 블록탈락(차수성 상실)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 및 배면 함몰

- 엄지Pile 변형
- 배면지반 이완

배면지반 이완

취약부(이음·노후)손상

누수
편토압, 장비하중에
의한 흙막이 변형

82

지반이완에 의한
상·하수도 누수

83

배면측압증가
(토괴하중)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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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별 굴착방법 및 순서의 부적절

③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동
향

① 말뚝천공 시공장비 선정 부적절 등

④ 말뚝의 항타는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한다.
⑥ 흙막이 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mm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
는다.

(6) 현장조건에 부적합한 차수공법
① 지하수 및 지표수의 과잉유입 또는 배제불량

토류판 설치 개선사례 (붕괴방지)
압밀지반 침하
1. 현 황 : 터파기 공사에서 토류판 설치시

하수관(HumeØ700)

자유장부로 지하수 유출 지하수위 저하
매립지반

일반적으로 A-A 단면의 방법으로 실시하
고 있으며 특히 하단 토류판 설치시 상부

압밀지반 침하 및 하수관 이음부 탈락

토류판
각재 3치×5치×6자

하단에 가마니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다

실트질점토
자갈질모래

뒷채움된 흙이 처지지 않도록 토류판 뒷면

하수 다량유출 수위 급상승 수압증가

판 사이에 철근이나 각목으로 토사에 끼워
넣고 가마니 또는 포대로 덮고서 되메우기

풍화토(암)

붕

괴

뒷채움흙

2. 개선 내용 : GL -2m정도 굴착후 토류
가마니

쐐기(각재)

를 한다. 그림의 방법으로 시공시 가마니가
COVER하는 부위를 각재가 보완 COVER해줌으로써 뒷채움 흙의 하단처짐 방지가 훨씬 효과적이다.
3. 개선후 효과 : 뒷채움 흙의 처짐방지(처짐에 의한 공극현상 사전 방지효과)

② 히빙(heaving), 보일링(boiling)과 파이핑(piping)에 대한 대비 부족
지하수 작용(Boil & Piping)

(2) 버팀대(Strut) 시공

1) 근입장이 미흡

① 버팀대는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한다.

2) 개수성 토류벽

② 띠장과 접합부는 수평오차가 ±30mm이내에 있어야 한다.

3) 사질토 지반

③ 버팀대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은 U형 볼트나 형강으로 결속한다.

○ 근입장 산정 방식

예. 한계 동수 구배에 의한 경우

- Terzaghi식

i = H/2D

- 한계 동수 구배

i=γ
snb/γ
w=γ
sub →1(sand 경우)
Fs = ic/i = 1/ H = 1 D≒0.5H 이상 확보요
2D

- 유선망에 의한 방식

(3) 어스앙카( Earth Anchor) 시공
① 유기질 실트나 점토 등 강도가 매우 적은 지반은 앵커사용을 금지한다.
② 앵커공은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보다 최소한 0.5m이상 깊게 한다.
④ 천공직경은‘앵커체지름 +20mm’
를 표준으로 한다.
⑤ 강선의 절단은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설계길이(자유장+정착장)에 긴

2. 대 책

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m)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앵커체는 천공구멍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천공완료후 즉시 삽입한다.

1) 설계측면
(1) 정확한 지반 강도정수의 파악(설계에 지반조사비 추가반영 검토)
(2) 계절적 지하수위 변동과 시공중 작용할 수 있는 변동요인 최소화
(3) 열차 통과구간에 인접한 흙막이 공사의 경우 열차 통행구간 노반에
계측기설치

(4) 락볼트(Rock Bolt) 시공
① 록볼트의 설치간격 및 길이는 지반강도, 절리면의 간격, 방향, 면적,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록볼트는 이완되지 않은 지반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③ 록볼트의 삽입간격은 시스템볼트인 경우 1.5m이내, 그리고 절리간격의 3

(4) 기존 운행열차의 진동하중을 고려한 구조검토(어스앵카 안전율 반영)

배 이내가 되도록 하며, 삽입길이는 삽입간격의 2배를 표준으로 한다.
④ 천공깊이는 설계깊이에 대하여 +150mm 오차이어야 한다.
⑤ 타이로드로 지지할 수 있는 흙파기 깊이는 6m이내이어야 한다.

2) 시공측면
(1) 엄지말뚝+흙막이판 시공

(5) 지하연속벽(Slurry Wall)공법

① 천공 또는 항타위치 지장물 제거(지층에 적합한 천공장비 선정)
② 현장지반조건이 풍화암층 이상은 말뚝의 직접항타를 피하고 천공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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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연속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적
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하여 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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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팀대(Strut) 시공시 중요 점검사항

우에는 무근콘크리트로 할 수 있다.

6⃞

② 지하연속벽의 Primary Panel 폭은 23m, Secondary Panel 폭은

번호

점검사항

번호

점검사항

57m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반침하에 민감한 시설물에

1

버팀대 손상여부

5

어스앙카 지압판 정착상태

인접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줄여야 한다.

2

버팀대 용접상태

6

버팀대 위 적재물 유무

3

H-Pile과 버팀대 위치 일치여부
(불일치로 띠장 변형)

7

말뚝의 기울기 여부

4

소단(턱=Berm)규격 적합유무

8

버팀대 하단 규격확보 여부(50cm)

③ 슬러리 패널의 굴착은 굴착 중인 2개의 슬러리 패널사이에 2개 패널
공간을 두고 계속하여야 한다.
④ 굴착이 진행되면서 벽체에 누수현상과 흙입자의 유출을 차단한다.

Ⅲ. 중요 점검사항
1. 흙막이 시공시 중요 점검사항

1.버팀대 손상여부

5.어스앙카 지압판 정착상태(지압판과 띠장이격)

3.H-Pile과 버팀대 위치(불일치로 띠장 변형)

6.버팀대위 적재물 유무(버팀대위 물탱크 설치)

1) 엄지말뚝 + 흙막이판 시공시 중요 점검사항
번호

점검사항

번호

1

토류벽체 지하수 누수여부

7

점검사항
H-Pile 좌굴 및 변형여부

2

지하수와 토사 누출여부

8

작업장 주위 장비, 자재적치 적정 여부

3

토류판 파괴 및 변형여부

9

가스관,통신관,상수관,하수관 관리상태

4

상부 구조물 균열발생 여부

10

홍수시 우수유입 가능 여부

5

띠장 보강설치 필요성 유무

11

복공판 덮개 관리 미흡

6

토류력 배면 인장균열 유무

12

말뚝변위(직진상태,단면변형,좌굴)유무

Strut(버팀대=지보공)
50㎝

Bracket

턱:Berm

Strut(버팀대=지보공)

H
-Pile

50㎝
Trench

굴

2m 정도

Bracket

H
-Pile

1단계굴착

착
2단계굴착

4.소단(턱=Berm)규격 적합유무
1.토류벽체 지하수 누수여부

8.버팀대 하단 규격확보 여부(50cm)

2.지하수와 토사 누출여부

3) 어스앙카(Earth Anchor) 시공시 중요 점검사항
번호

3.토류판 파괴여부

4.상부 구조물 균열발생여부

6. 토류벽 배면 인장균열 발생

12. 지보재 변형유무 (단면,직진도)

86

점검사항

번호

1

강연선 여유량 확보여부(2~3cm)

3

2

앵커체 위치 천공구멍과 일치여부

4

1. 강연선 여유량 확보여부(2~3cm)

87

점검사항
운행선구간 열차통과시 계측 필요
(열차하중 영향 측정)
계측기(축력계) 관리 상태

4. 계측기 관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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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점검사항
그라우팅상태(충진상태)

번호

점검사항

2

설치간격 및 지압판 설치 적정성
① 지중경사계
② 지하수위계
③ 지중침하계
④ 지표침하계
⑤ 응력계
⑥ 하중계
⑦ 건물 기울기
⑧ 건물균열계
⑨ 진동·소음

1.그라우팅 상태

<계측기 설치 위치>

2.락볼트 설치간격 및 지압판 설치 적정성

(4) 기존 운행선 구간에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열차가 운행중일 때 계측을
실시하여 운행상태의 안전을 고려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5) 지하연속벽(Slurry Wall)시공시 중요 점검사항

- 안내벽 설치 후 주위의 토압으로 설치된 안내벽이 안쪽으로 변위가

(5) 굴착전에 초기화 작업이 이루어져 설치시기가 늦어 굴착진행후 초기치
를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없어야 함(안내벽의 직진도)
- 안내벽 내부 폭은 굴착기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굴착기의
Bucket 폭보다 약 50cm정도 크게 시공한다.

(6) 계측계획 수립이 적정하지 않아 계측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계측기의 설치위치, 간격, 부착방법 등이 상세도를 작성하여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주변 지장물을 답사하여 작업진행 중 방해요인을 검토,조치한다.
- 안내벽은 최소한 지하수위 보다 1.2∼1.5m 높게 유지하도록 설치

(8) 계측업체가 계측결과를 시공사 소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현
장의 공정회의 때 계측업체 전문가도 참여시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례화가 필요하다.

한다.
- 안정액 처리 적정여부(환경오염)를 확인한다.

Ⅳ. 맺음말
2. 흙막이 공사의 계측시 중요 점검사항 및 주의사항

흙막이 가설공사 시공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1) 흙막이 가설공사 계측시 중요 점검사항

같이 크게 설계상과 시공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으며, 설계상의 문제

(1) 계측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이상변위 관측시 즉시 대응을 위한 보고절차 적정성 유무 등을 확인
한다.
(3) 지중경사계 등 계측기의 지반조건에 맞는 근입심도 확보여부를 확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반조사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실
제 시공상황과 유사한 모델링을 통한 설계가 필요하고, 시공상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공 및 감리, 감독을 위하여 흙막이
가설공사시 중요 점검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이해함으로써 발생 가능

한다.
(4) 변형율 게이지의 부착위치, 부착상태 적정여부

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가시설에 대한

(5) 계측센서의 검교정실시 여부

계측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계측분석 결과는 공사관리 및 향후 설

(6) 계측기의 정상작동 여부

계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상세도) 작성유무 등
2) 계측시 주의사항
(1) 계측기 매설은 정확한 계측결과를 얻을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이 중요
하다.
(2) 계측기를 매설할 때는 반드시 토목공사 시공자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
(3) 계측시 이상결과치가 측정되었을 경우 시공사와 감리, 발주처에 즉시
동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절차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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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시스템엔지니어링 팀의 신설이다. 100
년을 넘긴 철도건설사와 세계 다섯 번째의 고속철도 건설경험이 있
는 한국철도에 있어 새롭게 등장한 조직 명칭이다.
시스템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며 철도건설과 어떠한 연관관계로 인
해 철도건설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역량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을 택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스템엔지니어링(System Engineering) 도입배경은?
철도구조개혁으로 2004년 1월 발족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3월 뉴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새롭
게 수립ㆍ선포 하였다.
“글로벌 철도엔지니어링 & PM 전문 공기업”이라는 비젼 아래 2010
년 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3
대 경영목표, 13개 전사전략 -이른바 1313 중장기 경영전략- 을 마련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공단의 핵심역량인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역량을 더욱더 고
도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슬림(Slim)화 하는 한편, 미래사업추진단, 자
기부상열차사업단 등을 신설하여 새로운 사업개발에 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또한 공단의 기술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KR기
술연구소의 확대 개편 및 시스템엔지니어링(System Engineering)팀
등을 신설하여 핵심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글로벌 철도엔
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혁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2. 시스템엔지니어링(System Engineering)이란 무엇인가?
시스템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시스템(System)이란 용
어의 의미부터 정의하기로 하자.“시스템”이란 용어의 근원은“조직
화된 구성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인“Systema"에서 비롯된다. 또한,
Webster 사전에 보면 ”상호 작용 또는 상호 의존형태로 연합하여 목
적을 통합하거나 조합한 구성체; 전체를 형성, 기능, 운용, 작동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닛을 연합한 그룹; 조성 또는 조직화된 구
성체“로 정의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시스템이란 설정된 요구사
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통적인 목적아래 함께 작동하는 상호 연
관된 컴포넌트 세트 (Component set)를 의미한다. 좀 더 간결하게 표
현하면“정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요소들의 결합
체”로서, 하드웨어(Hard ware), 소프트웨어(Soft ware), 펌웨어(Firm
ware), 인원, 정보, 기술, 설비, 용역 및 기타 자원요소를 포함한다. 궁
극적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획득을 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SE라고 불리워지는 시스템엔지니어링은 토목
공학, 기계공학, 신뢰성공학 또는 다른 어떠한 특수설계분야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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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글로벌 철도엔지니어링 & PM 전문 공기업”

별된 시기로부터 생산과정을 거쳐 이를 고객이 사용하도록 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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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풍요로운
철도교통시대 선도

경영목표

전사전략

궤를 달리하고 있다. 실제로 시스템엔지니어링은“처음 필요성이 식

철도망 확충 및 현대화

지속발전 가능한
글로벌 핵심경쟁력 확보

고객가치와 윤리경영으로
사회책임 실현

글로벌 인재육성

윤리경영 생활화

철도기술 첨단화

철도이미지 향상

사업관리 전문화

고객가치 창출

철도산업 지식 자산화

상승의 조직문화

선진 철도시설관리
통일시대 철도망 구축
철도 Blue Ocean 창출
재무예산 효율화

지 시스템을 형성하는 전반적인 설계 및 개발프로세스에 포함된 노
력”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국제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INCOSE : International
Council on System Engineering)에서는“성공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다분야의 종합적인 접근방법과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수단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김광길 | 철도시설공단 시스템엔지니어링팀장

38개 전략과제

(Process)부분과 접근방법에 해당하는 매니지먼트(Management)부분

140개 실행과제

으로 나누어지는데 프로세스부분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목적물의

(gwanggil@hanmail.net)
<그림 1> 철도공단의 비젼 및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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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까지 전수명주기 동안에 각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종래와는 다른 시각에서

동
향

로서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들을 개발 분석하여 기능을

“시스템”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부여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그 설계가 최적임을 입증하기 위하

시스템 개발실패사례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잘 숙련된

여 시스템분석 및 통제도구를 사용하는 절차이다.

“시스템 접근방법”을 적용하지 않음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매니지먼트부분은 시스템엔지니어링의 접근방법으로 사용되는 관련

좀 더 세밀히 표현하면 첫째, 대상시스템의 요구사항(Requirement)이

엔지니어링들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들은 설계의 분석 및

사전에 적절하게 제기되지 않음에서, 두 번째는 고객의 필요성을 충

통제도구로 사용되는 부분과 전수명주기 관점에서 설계가 이루어지

족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에

도록 설계요구사항에 포함되는 특수엔지니어링으로 나눌 수 있다.

서, 셋째, 대부분의 시스템 개발의 경우에“먼저 만들고 나중에 고친
다”는 개념에 젖어왔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들은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시점에 설계연관사
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막바지에 수많은 설계변경을 초래해 왔

Step

SE Process(수단)

SE Management(접근방법)

1. 기본엔지니어링(시스템분석 및 통제)
예비타당성 조사

입력
(요구사항, 기술기반, 사양, 표준 등)

타당성 조사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분석 및 통제

기본 설계

-

절충연구
시스템 비용/효과분석
위험관리
형상 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시스템엔지니어링 종합일정
기술성능측정
기술검토
공급자 통제
요구상항 추적성

기능분석/할당

2. 특수엔지니어링
실시 설계

통합
시공및운영

결과물
폐기

-

가치공학(VE)
신뢰성, 정비성 및 가용성분석(RAM)
안전 및 건강위험분석(Safety)
수명주기 및 비용분석(LCC)
인간시스템엔지니어링과 분석(HSE)
전자기적 호환성과 무선주파수 관리분석
환경영향분석(EIA)
제조 및 생산성분석
임무운용분석
지원성 및 통합호지스틱지원분석
생존성분석
시스템모델링

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품질면에서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용면
에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스템 개념형성
이 잘 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잘 정의되고 이를 검증하고 시험하는 제반 규격이 개념형성 초기에
반듯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시스템정
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바로 착수하던 방식을 시스
템개발 초기에 시스템 정의 비용을 투자하여 개념형성을 반듯하게
한 다음 설계단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정의
기존 사업진행 방식

3. 시스템의 개발환경

SE에 의한 사업진행 방식

설
계
변
경
비
용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스템 개발환경을 살펴보면, 일반적
으로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시스템은 성능, 효과 및 총수명주기비용면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

실시설계

건설

수명주기단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림 3>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증가

시스템의 수명주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신기술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한 개발기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용자원의 부족
현상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국가 상호간의 국제협력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날이 갈수록 국제경쟁 또한 더욱 더 심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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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적용원칙 및 과거 엔지니어링과의 비교>

동
향

시스템엔지니어링(SE)

과거 엔지니어링

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PM과 SE를 택한 것은 너무나

● 시스템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 분야별, 부서별로 분리 시행하여

당연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철도시설공단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 전문기업

하향식 접근방법 (Top-down) 적용
●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전체 수명주기

컴포넌트간 효과적 연계가 부족
● 설계단계에 대한 활동에 치중

관점에서 출발
● 요구사항의 초기분석 노력이 미흡

● 시스템 요구사항을 초기단계에

5. SE는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하여 많은 설계변경 발생

완전하게 식별
● 다분야 학문을 적용하여 설계목적을

● 부분적, 편의적 적용으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이지 못함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 가능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핵심업무인 철도건설과 건설 후 시설물 유지관
리에 있어 SE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분석해 보면, 관계 법령등과 전문
기술사항, 그리고 코레일(철도공사) 등을 비롯한 고객들의 요구사항
을 빠짐없이 도출하고 각각의 최적 대안을 선정, 설계에 반영함으로
써 설계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설계변경 또한 최소화할 수 있어 설계

4. PM(Project Management)과는 어떻게 다른가?

변경으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의 전체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향후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축적된 선진기술을

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 자원투입이 최소화되어 효

바탕으로 한 사업관리 경험과 그동안의 역량강화 노력으로 전 직원

율적이고 경제적인 철도시설물 관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 약 60%에 해당하는 900여명의 국제사업관리전문가(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를 양성ㆍ보유하고 있다.
사업관리(PM)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재료, 사람,

설계품질 향상

요구루프

기계, 방법 등)을 조화롭게 할당하고 운영하는 모든 노력”이라고 정

기능분석/
할당

의하고 있다.
반면, SE는 전술한 바와 같이“성공적인 시스템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통제

요구사항
분석

확인

설계변경 최소화

설계루프

검증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체수명주기를
고려한 설계

설계/조합

다분야의 학문적 접근방법과 수단”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PM과
SE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공통되는 영역도 많이 있는 것이 사

<그림 5> SE의 파급효과

실이지만 PM은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
업관리기법이라면 SE는 품질(성능, 기능)을 확보하는 기술적인 성과
를 성취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수행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PM
과 SE는 상호 보완적일 때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철도건설에 있어서 SE를

PROJECT
SE
주)

시스템아키텍처
기술조정
시스템 통합

6. SE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완벽하게 구현했었느냐는 물음에는 상당부분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PM
임무 정의
고객 지원
위험 관리

사업 기획
자원 할당
비용 관리

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안전하고, 정확하며, 쾌적하여 국민에
게 사랑받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SE를
구현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여겨지나, 이를 위해서는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설계검토, 인터페이스관리(Interface Management) 등

주) 시스템아키텍쳐(System Architecture) :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요소와 하부시스템을 배열하고 기능을 할당하는 것

현재 시행중인 전문엔지니어링들을 보다 면밀하게 재검토, 정립하
고, RAMS (Reliability : 신뢰성, Availability : 가용성, Maintainability :

<그림 4> SE와 PM의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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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SE가 가능하도록 공사별/사업단계별

동
향

/분야별로 표준 SE지침을 개발하여 향후 신규 프로젝트에 테일러링
(조정적용) 한다면 철도건설의 수준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동시에 시스템 엔지니어를 집중적으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철도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요구사항을 분명히 정의하고, 필요한 파
라미터 분석과 절충분석을 수행하며, 인터페이스가 발생하는 시기를
사전에 인식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
템엔지니어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이며 체계
적인 계획 하에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SE의 중요한 수행 주
체 들인 철도건설관련 협력업체(설계, 시공, 감리 등)들의 SE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철도건설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올
바르게 정립한 기반위에 사업수행 주체들인 철도시설공단과 민간부
분 협력업체들의 협업화되고 완성된 SE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으리
라 본다.

<참고문헌>
-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 (Systems Engineering Handbook, 민성기, 권용수,
김의환 공역, 2006, 시스템체계공학원)
- 시스템엔지니어링 원론 (민성기, 권용수 공저, 2004, 시스템체계공학원)

유지보수성, Safety : 안전성) 등을 비롯한 고도의 특수엔지니어링들
을 개발하여 전체수명주기 관점에서 총체적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 설계품질의 획기적 향상을 꾀하여야 하며, SE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과업지시서 상의 요구사항 재정립에 있어서는 철도
의 최대 고객이며 이해당사자인 승객과 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코레
일(Korail)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각
종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제대로 된 요구사
항이 정립되도록 한다면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을 최대한 억
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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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Brazil
International Seminar on HSR

주 요 행 사

철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일시 9월 7일 15:30~
장소 용산 백범기념관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일시 9월 10~13일
장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의 날 기념식
일시 9월 18일 10:00~
장소 용산 백범기념관

제32회 철도포럼
일시 9월 20일 07:30~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108주년 기념 ‘철도의 날’ 국제 세미나

‘한국·브라질
고속철도의 비전과 국제협력’
■ 일시 : 2007년 9월 19일 오후 2시
■ 장소 : 백범기념관
■ 주제 : 한국·브라질 고속철도의 비전과 국제협력
■ 주관 : 철도기술연구원, 철도대학,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