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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

2007 Vol.15

THEME 전기 철도 기술
표지 설명

고속철도와 함께 고속화, 대용량화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반철도도도 복선화,

전철화 등의 개량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철도시스템의 전철화는 친환경, 수송
능력 증가, 에너지 절감 등 철도교통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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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갗에 닿는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가을밤, 문득 올려다 본 하늘에는 드문드문 별들이 수를 놓습니다.
염소, 물병, 남쪽물고기, 페가수스, 물고기, 안드로메다, 삼각형, 양, 고래자리…가을의 별자리는 많기도 한데요,
페가수스의 삼각형은 형태가 뚜렷해 부근의 별자리를 찾는 길잡이 노릇을 하고 W 모양의 카시오페이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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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별이 많지 않은 가을철에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어느덧 도시의 밤은 별 아닌 빛들이 별자리를 대신하지만 그렇다고 별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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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별은 어떨까요. 지금, 마음을 밝히는 나만의 별을 지니고 계신가요?
저 하늘의 별처럼 마음의 별도 잊고 있다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랍 정리를 하며 반가운 사진을 발견하듯,
팍팍한 일상을 빛내줄 별을 오늘은 떠올리며 미소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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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인선

전라선(익산~신리) BTL사업현장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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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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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궤열차 복선으로 부활

철도공단 기술본부 궤도기술팀은 9월 10일 철도공단에서 수원~인천 복선전철(오이도~인
천간) 궤도실시설계의 착수보고회 및 전라선 순천~여수 철도개량(신풍~여천) 궤도실시설

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는 국내철도 최초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계의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1937년 8월 경기만의 소래, 남동, 군자 등의 염전지대에서 생

방식으로 추진되는‘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사업’현장개소

산되는 소금을 수송하기 위해 인천 송도역과 수원 사이를 오가던 수인선 협궤열차가 1995

식 및 안전기원제를 8월 30일 전북 익산시 건설현장에서 건설교통

년 경제성을 이유로 폐선이 됐다. 추억의 수인선 협궤열차를 복선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사

부, 철도공사 임직원, 지역주민 및 협력업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총사업비 4,707억여원이 소요되는 전라
선 익산~신리간 BTL사업은 2011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 전라선 익산~순천간 154.2km중 연장 34.4km의 기존 단선철

업이 바로 수원~인천간 복선전철화사업. 수도권 서남부권 도시전철망을 형성하고 경인·
경호축 화물분담 및 대중국 교역에 따른 화물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이 시작됐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수인선 착수보고회 뿐만 아니라, 전라선 수송수요에 대비, 물류비 절
감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시행된 전라선 순천~여수 철도개량 궤도실시설계의 완료보고
회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를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열차운행속도를 90km/h에서
150km/h로 증진시킨다. 이로써 전라선 전 구간에 걸친 KTX 열차
운행 및 이용승객 승차감 향상 등 완공시에는 서울~여수간이 현행 5시간대에서 3시간대로 운행시간이 단축되어 전남 동부권 주민

2⃞ 호남지역본부

동천 환경정화활동 벌여

의 생활편익 뿐 아니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에서는 9월 11일 순천 시민들에게 제일 많이 사랑받는 동천변을 청
소하였다. 37명이 참여한 이번 정화 활동에서는 천변 산책로, 다리 밑 휴식공간, 천상 쓰레
기 제거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했다. 지역본부의 작은 노력이 시민들의 마음을 보다 풍요롭
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 철도공단,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

경전철사업팀,
울산경전철 1호선
기본설계기준에 대한 자문

철도공단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에
시행한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에서 우
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영지원본부 총무
팀 서종희 차장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

철도공단 미래사업추진단 경전철사업추진전담팀 이재욱

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정보공개운영실

3⃞ 철도공단

기술본부, 사랑의 집짓기 행사 참여

철도공단 기술본부는 9월 7일, 한국해비타트 천안·아산본부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참여했다. 기술본부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임직원 60여명과 협력사 10여명이 참여
하여 입주자의 입주가 가능토록 실내 마무리 및 주변 정리작업 등 자원봉사에 구슬땀을 흘

파트장은 9월 4일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한“울산경전철 1

태 평가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행정

호선 기본설계기준에 대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각계 경

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량전철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 2005년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계획, 집행, 산출/환류 등 3개

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기술본부는 토목, 건축, 전기 등 다양한 기술을 소유한 직원들

분야 15개 지표를 평가했다. 공단은 전부분에 우수한 평가를 받

이 공존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사를 지속

아 추천된 26개 산하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선정된 우수기관에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부합하고 경제성을 기할 수
있는 노면전차를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차량 입찰시 제한

렸다. 특히 협력사 직원들까지 동참하여 공단의 윤리경영 의지를 전달하고, 상호 친분의 시

포함됐다. 앞으로도 청구인의 입장에서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를

이 없고 범용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본설계관련 토목, 궤

하고,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정착

도, 신호, 검수, 운영분야 등의 기준설정에 대해 자문했다.

및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4⃞ 전기기술단,

전기시설물 교체 봉사활동

철도공단 전기기술단이 9월 17일 중구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시설물을 교체해주는 봉사

● 부산시환경시설공단 경영혁신부서장 일행
40명 방문
9월 6일 부산시환경시설공단 김병문 경영혁신팀장 등 혁신실
무자 40명이 철도공단을 방문했다. 정부산하기관 최초로 혁신
6단계 오른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다. 전철수 경영지원본부장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대전시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전기시설물을 점
검할 여건이 되지 않는 가정의 전기시설물을 교체했다. 이날 할머니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오랜만에 함
박웃음을 보였다. 앞으로도 전기기술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을 실현하기로 했다.

업무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장대레일 용접, 고속철도교량(PC박
스) 견학의 순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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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적 관계 성숙을 위한 워크숍

■■

http:// www.krnetwork.or.kr

■■

2 0 0 7. 0 9 . 1 0

9⃞ GOOD PARTNER 워크숍

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는 9월 12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체육공원에서 12월 개통을 앞두

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는 9월 20일 지역본부 2층 상황실에서 철도공사 충북지사 경영관리

고 있는 중앙선 덕소~팔당 복선 전철화 사업 실무 관계자들과 중앙선 TF팀원간의 동반자

팀장과 경영혁신담당자 8명, 지역본부 경영혁신담당자 등 모두 20여명이 모인가운데

적 관계 성숙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사 실무담당자들과 지역본부 지원업무수행자들

GOOD PARTNER 워크숍을 시행했다. 철도공사 충북지사에서 경영혁신 벤치마킹을 요청

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동반자 관계를 성숙시키는 소중한 자리였다.

했고 지역본부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GOOD PARTNER 워크숍으로 확대 시행했다.

오전에는 협력사 및 지원업무수행자간의 업무개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지역본부의 경영혁신 활동과 고객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특히 민원 처리 지연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출된 개선사항 및 고객의 소리는 즉시 시행하여 불편

에 따른 개선방안 등 현장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선점에 대해 토의

함이 없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단합의 자리를 통해 마음을 여는 의미있는 시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협력사와의 한 차원 높은 파트너관계가 정립되었다. 앞으로 의
사소통에 필요한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10] 대기오염

모니터링행사 참여

철도공단은 9월 20일에서 21일까지 만 하루 동안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시행하는 시민대
기오염 모니터링에 30여명의 공단직원 및 가족이 참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일본 오사
6⃞ 건설본부,

중점관리대상사업 업무보고

카시의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시와 일본 오사카시에 각각 1,000개

철도공단 건설본부는 9월 13일 본사 상황실에서 이성권 이사장, 부이사장, 건설본부장, PM

의 대기오염 측정용 간이 샘플을 부착하여 하루 동안의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하

기획팀장, 5개지역본부장, 중점사업 T/F팀장이 참석한 가운데“중점관리대상사업 업무보고

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홍

회”
를 개최했다. 5개 중점사업 관리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보하는 환경단체의 행사에 공단의 직원가족들이 적극 참여해 철도의 친환경성을 환경단체

안전관리 계획, 갈등관리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및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지역별로 선정된 5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담당 PM팀장이 보
고하고, PM기획팀과 건설계획팀장이 중점관리대상사업 사업관리방안, 사업평가 방안을 발
표했다. 이성권 이사장은“철도공단이 나아가야 할 길은 사업관리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11] 수도권

KR봉사단 서울시 용산구청장 표창 수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철도건설사업은 목적,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사업의 특성에

철도공단 수도권지역본부 KR봉사단은 9월 19일 서울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

맞게 사업관리를 해줄 것 ”
을 당부했다.

상했다. 그 동안 수도권지역본부 KR봉사단이 펼친 각종 봉사활동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상반기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표창에 이어 또 하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지역
본부에서는 2007년 초에 용산구와 자원봉사협약식을 체결하고 매월 2회 장애인주간보호

7⃞ ERP정보팀

주관 CPMS사용자 교육 시행

센터 봉사활동, 명절 복지시설 사랑나눔활동, 모자원 모자가정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

철도공단 기획조정실 ERP정보팀 건설사업파트 주관으로 본사 전산교육장에서 9월 4~5일

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도 수도권지역본부는 지역과 하나 되어 나눔경영

협력사를 대상으로 CPMS 사용자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시행했다. ▶CPMS의 개요 ▶문서관

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새로운 봉사

리 ▶공정관리 ▶시공(계획)관리 ▶윤리교육 ▶품질안전환경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영혁신단 윤리경영파트의 김건파트장이 직접 윤리교육 강의를 진행하여 청렴도 향상 및 제
도개선 노력,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행정간소화 및 절차 개선, 혐력사와 열린세상
환경조성, 고객응대 서비스강화, 협력사 고충상담실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12] 호남지역본부

KR공부방 문 열어

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는 9월 27일 지역본부 사옥이 위치한 순천시 조곡동에 거주하는 저
소득층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KR공
8⃞ 경부고속철도

2단계 착수보고회

부방을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조곡동장,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강재 본부장

철도공단 영남지역본부는 8월 20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의 핵심공정 구간인 10-3B공

은 인사말에서“KR공부방 꿈나무들이 밝고 훌륭하게 이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

구(대구남연결선)의 착수보고회 가졌고, 이어 9월 7일 경주역사 건축, 전차선, 전력설비 신설

다”
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에 대한 합동 착수보고회의를 개최했다. 2010년까지 서울∼부산간 고속철도를 완전 개

KR공부방은 초등학생 6명, 중학생 4명, 호남지역본부 직원 교사 4명으로 구성됐으며, 많은

통하기 위해 공기 준수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분야 상호간 인터페이스 사항을 상시점검했다.

학생이 찾아와 학교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의 요람으로 커 나가길

1단계와 달리 우리기술로 건설하고 있는 만큼, 1단계구간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품질, 안전

기대해 본다.

을 확보하여 개통시 한건의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임하도록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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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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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구원 정규섭 차장「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

코레일 철도연구원의 연구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섭 차장은 9월 18일 서울 코엑스에

코레일은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과 혁신지향의 기업문화 조성에 대한 성과를

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시행된‘제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에서 기술협력유공자부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한국의 경영대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을 수상했다. 정 차장은 그 동안 중소기업 기술협력을 통
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유지보수 능력

중 경영품질 분야에서‘종합대상’
을 수상했다.
‘한국의 경영대상’
은 매년 5개 분야별 국내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 전
략, 성과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통

향상, 철도용품 수급체계 안정화, 비용절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들에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 전환에 따
른 환경 변화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고객서비스헌장을 개정하는 한편, 세계 최초로 SMS티켓을 발매했다. 또한 와인트레인·바
다열차·시네마열차 등 각종 테마형 관광열차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평가단은 특히, 리더십 평가
에서 경영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역세권 개발 등 신사업 발굴 추진 등 기업형 사업구조로의 개편을 높이 평했다.

2⃞ 코레일,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KTX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성공

코레일은 그동안 외자에 의존하던 KTX 열차내 핵심부품인 전력변환장치(KTX 350KVA
객차인버터)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해 올 하반기부터 상용화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을 통해 (주)이경산전을‘KTX

코레일,‘2006공공기관 혁신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코레일,‘철도연구원’현판식
R&D 기획업무 강화

350KVA 객차인버터’주관 개발기업으로 2005년 5월 선정하여 30여 개월간의 연구개발

코레일은 기획예산처

코레일‘철도연구개발센터’
가 연구개발 및 기획, 총괄 기능이 강화

는 전력변환 반도체 소자를 기존의 GTO에서 첨단 소자인 IGBT 타입으로 개발하여 기존

주관‘2006년도 공공

된‘철도연구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0월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객차인버터 보다 성능이 개선되고 신뢰성 및 수명도 향상되어 향후 유지보수효율성 증대와

기관 혁신평가’
에서 혁

현판식을 가졌다. 철도연구원은 지난 2005년 11월‘철도연구개발센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우수기관으로 선정

터’
로 처음 문을 열어 철도 신기술개발과 철도경영연구 등 철도

돼 10월 11일 국무총리

R&D를 선도해 왔으며, 이번에 코레일 기획조정본부로부터 R&D 기

표창을 수상했다. ‘공

획·총괄업무를 이관 받아 국내 철도 R&D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

공기관 혁신평가’
는매

로 거듭나기 위해 명칭을‘철도연구원’
으로 바꾸고 현판식을 했다.

을 통해 이룬 성과이다. 개발 제품은 성능시험과 6개월 간 22만km의 차량적용시험을 성공
적으로 마치고 실제로 KTX열차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350KVA 객차인버터

3⃞

KTX 차량 부품 공급 협력업체 설명회

년 2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혁신성과에 대해 서류심

코레일은 9월 23일 대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50여개 KTX차량 보수품 협력업체의 관

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이번

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TX 차량 부품의 공정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협력업체 초청 설명

2006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에서 혁신수준 5단계 중 최상위인 1위

회’
를 개최했다. 프랑스규격(NF) 적용으로 보수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KTX차량의 주요

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부품에 대해 한국규격(KS)과 일본규격(JIS) 등을 추가 적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장영철 경영혁신팀장은“이번 수상은 지난 2005년 공사 전환 이후

의 문제점을 함께 발굴, 보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KTX 부품의 국산화와 기술변경, 성능

철도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수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각고의 경영혁신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
라고 말했
다. 한편, 공사전환 후 최초로 시행된 2005년도 혁신평가에서도 단
번에 5단계를 달성해 대한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기관의
멘토링·벤치마킹 활동을 주도하며 공공기관의 혁신활동을 선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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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선유도, 민족의 명산 금강산 - 가을기차여행 풍성!

코레일은 철도연구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9월 15일 대전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이민호 (주)

코레일 경북남부지사는 가을철을 맞아 신선이 노닐던 군산반도 아름다운 섬 선유도와 민족

소모그룹 상무이사를 초청해‘연구원의 청렴성 제고’
라는 주제로 청렴특강을 시행했다. 이민

의 명산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획 상품을 출시하고, 특별 판촉활동에 들어갔다.

호 상무이사는 연구원에게 무엇보다 청렴(integrity)이 최상의 규범임을 강조했다. 정인수 코

군산 선유도 어시장 기차여행 특별열차는 10월 6일 점촌~군산, 10월 13일 신동~군산간 2

레일 철도연구원장은“연구자로서 연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하며, 연구원의 청렴

회 운행하는데, 여행객은 이날 하루 동안 육지에서의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나 어촌의 느긋

의식이 바로 잡혀야 올바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며,“모든 연구과제 수행시 항상‘청

한 향취를 만끽할 수 있다.

렴’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또한 10월 30일, 11월 9일, 11월 23일/ 3회 무박 3일의 여정으로 당일 금강산관광열차를 운
행한다. 여행객은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정원 64석의 열차객실에서 야간에 휴식을 취한 후
금강산을 등정하여 만물상(구룡연 폭포)과 금강산 온천을 찾을 수 있다.

5⃞‘화물열차·화차운영

최적화 시스템’구축

코레일은 화물수송의 효율화를 위해‘화물열차·화차운영 최적화 시스템’
을 2009년 말 구

9⃞ 통기타 콘서트, 경춘선 7080 열차 운행

축완료를 목표로, 2007년 하반기‘정보화전략계획 ISP(Information Strategy Plan)’수립

코레일 수도권북부지사는 9월 3일 다음 카페 용마산 메아리통기타 회원 150명과 함께 경춘

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고려중인 화물수송 최적화의 대상 업무는 ▲수요예측

선 7080 통기타 콘서트 열차를 운행하고 강촌역콘서트를 개최했다. 최근 중장년층의 경제

▲화물열차 기본계획 ▲화차운용계획 ▲의사결정 판단지원 등 4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

적 안정과 함께 문화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70~80년대의 포크문화를

어진다. '화물열차·화차운용 최적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화차운영 효율성이 5~10% 개선

추억하는 7080열차를 운행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KOREA RAILROAD CORPORATION

되고, 연간 106억원의 비용절감과 수입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주와 업
무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화주 만족도가 향상된다.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실히 이행”

코레일 수도권동부지사는 9월 4일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수여하는‘농촌사랑
6⃞ 경주역

"신라밀레니엄파크 입장권 위탁발매"

1사 1촌상’
을 수상했다. 수도권동부지사는 양평군 청운면 다대2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코레일 대구지사 경주역은 경주에 있는 신라밀레니엄파크와 입장권 발매를 계약을 체결하여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외에 독거노인 집수리, 암투병환자지원 및 노인 영정사

9월 21일부터 입장권 위탁발매를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보문단지내 위치한 신라밀레니엄파

진촬영 등 특별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이상을 수상했고, 감사패와 부상으로 30만원 상

크는 선조들의 얼이 담긴 문화공간으로 신라시대를 재현하는 각종 공연과 옹기공방, 목공방,

당의 상품권을 수상했다. 이 지사장은“앞으로도 양평 다대2리 마을이 농촌개방시대

토우공원, 칠보공방, 장유공방, 금속공방 등에서 체험할 수 있다. 경주역에서 입장권(주간용)

에 당당히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부상으로 수상한 농협상

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각각20%할인하여 발매하고 있다.

품권은 전액 자매농촌 마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
고 밝혔다.

[11] 경남지사
7⃞ 대전지사,

안전·환경신문 발간

"Chip Show" 문화공연

코레일 경남지사는 역 공간을 문화와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

코레일 대전지사에서는 9월 28일 안전·환경신문을 발간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마산역 맞이방을 고객과 함께 하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

환경문제를 철도와 접목시켜 직원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가고 있다. Chip Show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짧은 쇼를 의미하며 매주 1~2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전·환경신문은 지사직원 스스로가 한 명의 기자가 되어 지사관

10~20분 정도의 공연을 통해 고객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내의 안전·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과 함께 철도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접목시켜 매월 발간

공연단은 승무팀장을 단장으로 6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이 직접 기타 등

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환경신문 발간을 계기로 각자의 안전·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

의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 공연을 진행한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 공연단을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초빙하여 문화행사를 치르고 있다. 또한 고품격 고객맞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장,
역무과장, 사업소장이 직접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Good
Service 실천 다짐방송을 주1회씩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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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20만km 시험운행 돌파

철도연이 개발한 최고속도 350km/h의 한국형 고속열차가‘철도의 날’
인 9월 18일 본선시
운전 시험운행 거리 20만km를 돌파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기록이다. 20만
철도연은 9월 19일 백범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km는 지구둘레의 5바퀴에 해당되는 거리로, 고속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릴 경우 약 670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와 쌍파울로를 연결하는

시간 이상, 즉 한달 간을 밤낮으로 달려야 하는 거리. 그 동안 한국형 고속열차는 고속열차

고속철도사업 관련‘한국·브라질 고속철도 비

의 기술안정화,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총 209개 항목의 성능입증 시험을 병행하며 체계적

전과 국제협력 세미나’
를 개최했다. 108주년

인 시운전시험을 진행했다. 또한 브라질, 터키, 베트남 등 해외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해

철도의 날을 기념으로 철도연과 철도대학, 철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사 및 철도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브라질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자체 고위인사들과 국내
철도관련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브라질 고속철도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한국고속철도의 역량과 브라질 협력방안 등을 주

2⃞ 차세대

요 세션으로 진행됐다. 또한 양 국의 협력방안과 더불어 향후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민간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과 한국형 고속철도시스

최고속도 350km/h의 한국형 고속열차에 이어 400km/h 고속열차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 착수 보고회

템의 브라질 진출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는‘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
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철도연은 착수보고회를 9월 6
일 대강당 오명홀에서 개최했다. 산ㆍ학ㆍ연의 관련 연구진 약 200여명이 참석해 핵심 연
구과제별 연구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축,
한ㆍ중ㆍ일 철도기술교류회 개최
철도연은 9월 11~13일 대강당 오명홀에서 아

황종규 박사,
마르퀴즈 후즈 후
인명사전 등재

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제7회 한ㆍ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

중ㆍ일 철도기술교류회’
를 개최했다. 철도연을

부 열차제어팀 황종규

비롯해 중국철도과학연구원 쟈오 유밍 부원장,

박사가 세계적 인명사전

일본철도총합기술연구소 쿠마가이 노리미치

마르퀴즈

후즈후

이사가 참석해 공동연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Marquis Who’
s Who

또한 중국 서남교통대 리안 타오 교수 일행도 행사를 참관했다. 한ㆍ중ㆍ일 철도기술교류

in the World)의 10주

회는 세 나라의 철도 기술을 교류하고 연구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년 기념판에 등재됐다.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

부터 한, 중, 일이 차례대로 개최하고 있다. 철도정책과 기술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

위를 받은 황 박사는 국내 철도 신호용 표준통

연구를 통해 동북아 철도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 중이다.

신프로토콜을 설계하는 등 통신프로토콜, 바이
탈 네트워크기술 및 철도신호분야에서 활발한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
은 건교부의 10대 중점 추진 R&D 프로젝트, VC-10사업
중 하나. 한국형고속열차의 기술개발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6년간 국내 30여개의 산학연 기
관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동력분산식 열차는 축당 하중이 가벼워 철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가 절감되며,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 역간거리가 짧은 국내실정에 더욱 유리한 장점을 갖
고 있다.

3⃞ 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 평가 및 운용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

최고속도 200km/h의 한국형 복합소재ㆍ틸팅열차가 우리 기술로 개발을 성공함에 따라
‘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평가 및 운용기술개발’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9월
12일 사업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착수보고회가 호남선 종착지점인 목포시 신안비치에
서 개최됐다. 기존선로에서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2012년까지 5년간 국내외 30
여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다. 틸팅열차는 곡선구간의 속도향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
체성형기술로 제작한 복합소재 차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연구를 펼쳐왔다. 또한 과학기술논문색인(SCI)
을 비롯해 17편 이상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
에 게재하는 등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현재 철도연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종합안정기
술개발사업의‘열차제어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
술개발’과제 책임자로 철도신호와 통신, 안전
성 기술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 한국형

틸팅열차 KBS‘스펀지’출연

한국형 틸팅열차가 KBS 스펀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8월 24일 방송된 199회 스펀지에
'**하는 열차가 있다'라는 문제로 구성됐으며, 철도연 신소재틸팅열차연구단 한성호 단장이
출연해 틸팅열차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정답은 '춤추는 열차가 있다'로 곡선구간에서 기
울이며 달리는 틸팅열차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으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방
송은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ww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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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철도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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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

■■

http://www.krri.re.kr

9⃞ 철도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

2 0 0 7. 0 9 . 1 0

MOU 체결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의 착수보고회가 8월 23~24일 여주 일성콘도에서 열

명확한 철도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철도연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8월 29일 상호

렸다. 건교부 도시철도팀장, 건설교통평가원 교통실장, 그리고 표준화사업 세부주간 및 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철도사고조사와 철도기술연구발전 분야에 필요

탁기관 연구책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세부 추진계획과 추진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

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 철도안전체계 확립을 합의

를 진행됐다. 또한 수요자와 사용자 지향적인 표준화와 국가의 도시철도기술과 국내 기업

했다. 특히 철도연은 철도사고 조사에 필요한 기술, 자원, 전문요원 및 해당분야의 조사ㆍ

을 선도하는 전략적 표준화에 대한 지향점에 대해 논의했다.

분석에 필요한 장비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철도사고의 사전 예방은 물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

및 도시철도법 개정방향 세미나

철도연은 9월 28일,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와 도시철도법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초청 세

[10] 철도연-서울메트로,

미나를 개최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오인택 철도안전본부 철도심사팀장을 초청해 철도안전법

철도연과 서울메트로가 9월 4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ㆍ내외 경

국내 경전철 기술 활용을 위한 MOU 체결

개요와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 및 심사내용, 도시철도법의 개정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

전철 사업의 개발 및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경전철사업

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예시들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철도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에 국내개발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경전철 전문 인력과 기술 및 정보 교류에도 협력할 예정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효율성 있는 안전한 법안

이다.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됐다.

[11] 속초시
7⃞ 경량전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설명회

설악동 경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속초시 설악동 경량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식이 10월 11일 철도연에서 열렸다. 한

경량전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설명회가 9월 5일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경전철 사업을

국형 경량전철 K-AGT를 속초시 설악동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에 적용시켜 경량전철 시스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와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에게 경전철 시

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 철도연 채남희 원장과 포스콘 최병조

스템 및 사업추진 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향후 사업을 보다

대표이사, (주)우진산전 김영창 회장, (주)한국 화이바 조문수 대표이사 등 4개 기관이 참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교부 손덕환 사무관이 정부

했다. MOU 체결에 이어 한국형경량전철기술진흥회 현판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용화

의 도시철도 정책방향을, 한국산업은행 관계자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

의 초석이 될 속초시 설악동 경전철 사업의 조기정착과 성공적 시행으로 우리 기술이 상용

싱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철도연에서 경전철 시스템의 실용화 추진 현황을, 현재 경

화되는 환경을 빨리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철 사업을 진행 중인 용인시에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전철 사업 진
행 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12] 서시베리아

철도청 일행 철도연 방문

10월 9일, 서시베리아 철도청 일행이 철도연을 방문했다. 철도기술 교류와 함께 시베리
8⃞‘베트남

하노이~빙 철도 전철화·복선화 타당성 조사’중간보고회

아 교통대 75주년 기념세미나(11월 28~29일)에 철도연의 연구원들을 초청했다. TSR관

‘베트남 하노이~빙 철도 전철화 및 복선화 타당성 조사 사업’
의 중간 보고회가 8월 21일,

련국들이 주로 참석하는 시베리아 교통대 75주년 기념 세미나는 철도사업에 관한“화물

베트남 교통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3월 종료한 1단계 사업과 차량, 전기, 신호, 통신

운송, 운영, 차량진단, 인프라, 궤도 안정성 및 효율성, 정보시스템, 터널교량 설계 및 시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2단계 구간에 대한 통행 수요 예측과 함께 건설비를 산정

험”등의 과학기술 문제, TSR 연계에 관한 정책 및 경제지표 분석, 국제철도인재 양성

했다. 보고회에는 베트남 교통 분야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총장 일행은 철도연의 연구시설 견학으로 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노선 유치에 대한 상당한 열의

정을 마무리 했다.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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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상

말로서 역사를 만들려 하지 말고, 사람으로, 사람의 땀방울로

구한말에 태어나 올해로 108세가 된, 단순한 물건이라고 하기

한 세기 넘게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지내보니 사회 전

어렵고, 사람만도 아닌 그 무언가가 있다. 애면글면 백년이 넘

반에 철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

는 세월동안 산하를 에둘러 달려왔던‘철도’
를 말함이다.

에 억울하다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사람으로 치면, 백수白壽(99세)를 넘고 상수上壽(100세)를 넘

없으니 속 시원히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을

세월의 더께를 걷고 내면을 닦아야 한다.

어 정확히 다수茶壽(108세)에 이르렀다.‘귀신’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곱씹어보면, 충돌이 있을 때마다 충동

스스로를 돌아보고, 소걸음일지언정 큰 걸음을 걸어야 한다.

나이인 것이다.

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움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그런 철도가 요즘 여론과 언론의 뭇매를 맞는 신세가 돼 버렸

볼 일들이 많았다. 여승무원들의 해고 통지를 문자로 보낸다거

다. 노사관계든 경영과 관련된 것이든 언론에 비친 철도의 모

나, 노조와 사소한 마찰만 생겨도, 무슨 큰일이라도 날듯 서둘

습은‘눈살’
을 찌푸리게 되는 일이 많다. 기자의 생각으로는

러 노조를 내리 깎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다든가 하는 것 말

앞으로의 100년을 다져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어른처럼,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걸음 말이다.

이다.

‘말의 허기’때문이 아닐까 싶다. 달리 보면 사람의 허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승무원 문제든, 노사관계든 철도는 늘 무언

앞서 108세를 다수茶壽라 했다.‘茶’자를 파자하면 열 십 자

가에 쫓기듯 움직인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근래에 들어서다.

가 두 개로 20이고 아래에 八+十+八이므로 합하면 108세가

백팔번뇌의
평행선을 벗어나는 법
김훈기 뉴시스 경제부 기자
(bom@newsis.com)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다. 개인적 생각을 덧붙이자면, 차 한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인 1899년 9월18일 열린 경인철도 개

잔 마시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여기서 시간을 캐 낼 수 있다.

통식을 독립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선배’기자의 취재

차 한 잔 마실 시간동안, 향을 음미하며 생각을 가다듬으면, 지

현장을 보는 기분이지만, 이 속에는 철도가 가진 모든 것이 담

금처럼 많은 말들이 걸러져서 정갈하게 정리될 듯싶다. 당연히

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출생부터 철도는 대한제국에

우보牛步, 소걸음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

하나의‘충격’
을 던졌던 것이다. 개통당시 증기기관차의 평균

을 것이다.

속도는 시속 20~22km, 최고 시속은 60km이었다. 노량진~

3만이 넘는 종사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저마

제물포 사이 33.2km를 1시간 30분에 주파했다. 속도로 치면

다 묵묵히 맡은 본분을 다 하고 있다. 철마 역시 말이 없다. 그

지금과 비교할 수 없지만, 대부분 걸어 다녔던 당시로서는‘천

저 기적소리만 처연하게 울릴 뿐. 철길은 태생적으로 하나로

지개벽’
할 만큼의 혁신적 교통수단이었던 셈이다. 일제가 전

합해질 수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영원히 평행선이다. 하

쟁 물자를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길을 놓은 것이었지만,

지만 달리 보면 하나이기도 하다. 양쪽 바퀴를 떠받들어야 철

되새겨보면 철도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역사였다. 수를

마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하나일 수 있다는 것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실어 날랐던 철길을 자식 다루듯 하

이다. 위로부터 저 아래 이름 없는 간이역 종사자까지.

는 현장의 수많은 땀방울들이 모여 지금의 철도를 만들었기 때

구한 말 이후 반세기 넘게 철도는 국가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문이다.

인기를 한 몸에 받았었다. 세상을 바꾸고 이끄는 힘을 가졌기

말로서 역사를 만들려 하지 말고, 사람으로, 사람의 땀방울로

때문이다. 그러나 백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마저도 다 잊은 것

앞으로의 100년을 다져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어른처

인지 옆에서 툭, 한 마디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러나 태

럼, 세월의 더께를 걷고 내면을 닦아야 한다. 스스로를 돌아보

생부터 철도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시간을 돌려 처음 철길이

고, 소걸음일지언정 큰 걸음을 걸어야 한다. 모두를 끌어안을

놓였던 구한말로 돌아가 보자.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 철

수 있는 그런 걸음 말이다.

도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다시 손을 맞잡았듯, 민족의 혈맥이라고 이야기하

“오전 9시에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데 화륜거 구르는 소리는 우

는 한반도의 철길 위에도 피가 흐르고 새살이 돋아 우리를 만

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거의 굴뚝연기는 반공에 솟아

주 벌판으로 시베리아 대륙을 이끌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민족

오르더라. (중략) 수레 속에 앉아 영창으로 내다보니 산천초목

이 하나 되는 날도 철마에 몸을 싣고, 저 멀리 시베리아나 만주

이 모두 활동하여 닿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

벌판에서 기적을 울리며 이미 출발했을 지도 모른다.

라.(독립신문 1899년 9월 19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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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전기 철도 기술

○ 철도전철화 효과 계량화를 통한 효과분석
○ 전차선로 건설비용 절감 방안 연구(고강도 강관 지지물을 중심으로)
○ 전차선로 시스템 설비관리 기술
○ 회생에너지를 고려한 직류변전소 정류시스템
○ 프랑스 TGV 동선 콘크리트 도상의 고속 분기기 운영 속도 검토
○ 태양광에너지와 철도역사

THEMES

01

전기 철도 기술

선 개통으로 기존선과 고속선의 연계운행, 국내 주요 간선의 수송량 증강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철도 및 TCR, TSR, TMR과 연결시 예상되는 대용량 물류수송
의 필요성 증가, 교토의정서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철도교통수단의 확보 및 노
후 디젤기관차의 대체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을 위해 <표 1>과 같이 국가철
도망 구축계획에서 전철화 및 복선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철도전철화 효과
계량화를 통한
효과분석

<표 1> 국내 전철화율 및 복선화율 계획

정호성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전력연구팀

구분

2004년(A)

2006년

2010년

2015년(B)

비고(B/A)

영업거리(km)

3,374.1

3,392.0

3,625.5

3,816.5

1.13

전철화율(%)

39.8

49.2

66.4

73.1

1.84

복선화율(%)

38.1

39.7

55.8

64.1

1.69

※자료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

선임연구원(hsjung@krri.re.kr)
권삼영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리니어전철
연구팀장(sykwon@krri.re.kr)
장동욱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전력연구팀
선임연구원(dujang@krri.re.kr)

Ⅲ. 철도전철화 효과 계량화 방안
1. 에너지 절감측면

에너지 절감측면에서 전철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크게 소비에너지 비용
측면과 국가 에너지 소비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에너지 비용측면에서는

Ⅰ. 개요

철도전철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어 철도 운영기관의
철도시스템의 전철화는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수송능력이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철화 사업에 따른 편익 분석

증대되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철도교통의 고

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에너지 소비측면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에너

속화, 대용량화 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고속선 뿐만 아니라 기존선에서도

지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를 비

복선화, 전철화를 위한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전철화 사업은

교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막대한 인프라 건설비용이 소요되며, 전철화 설비의 유지보수비용 및 전기사

이러한 에너지 절감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간 차종별 연료소비

고 발생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전철화

량과 수송량을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계량화 할 수 있다. 먼저 소비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도전철화에 따른 에너지, 수송량, 환경, 소음 등의

비용측면에서는 km당 연료소비량을 동일한 에너지 단위인 kcal로 환산하여 에

효과에 대해 정량적인 산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전철화 및 비전철화 구

너지 소비량을 계산한다. 하지만 기존의 운영데이터에서는 수송중량을 고려하

간에 대한 연간 철도 운행실적을 바탕으로 철도전철화 효과에 대한 계량화 방

지 않았기 때문에 차종별 연간 환산연결량수를 이용하여 차종별 동일 수송량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간 차종별 연간연료소비량, 수송량 (kwh, ℓ, 천톤키로)

Ⅱ. 철도전철화 현황 및 계획
광역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를 제외하고 2005년도 철도통계연보에
서 제시한 철도의 영업거리는 3,392.0㎞이며, 그중 전철화 거리는 1,669.9㎞로
전철화율은 49.2%이며, 복선은 1,355.0km로 복선화율은 39.9%이다. 2003년을

[소비에너지 비용측면]
에너지변환 효율을 적용한 환산(kcal)
- 에너지 변환비율
·1 kwh = 860kcal
·1ℓ = 9,050kcal
- 환산연결량수(2005년 수송실적)
·EL = 16.2량
·DL = 12.3량

[국가 에너지 소비측면]
에너지열량 환산비율에 적용한 환산
(kcal)
- 에너지 변환비율
·1 kwh = 2,150kcal
·1ℓ = 9,050kcal
·1TOE = 107kcal

차종별 연료단가 적용

차종별 단위수송량의 소비에너지 환산

기준으로 UIC에서 제시한 세계철도통계에서의 주요국의 전철화율은 독일
55%, 일본 51%, 스웨덴 77%, 프랑스 49%, 그리고 북한 70%로 국내 전철화
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철도선진국에서도 속도향상, 에너지 절감,

소비에너지 비용 절감효과 비교

국가에너지 소비 절감효과 비교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전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
<그림 1> 에너지 절감측면에서 효과분석 절차

내에서도 유가상승에 따른 디젤차량의 동력비의 부담, 고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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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일거리에 대한 소비에너지량을 산출하여 차종별 에너지비용을 비교하였

2. 수송능력 증강측면

다. 또한 국가에너지 소비측면에서는 연간 차종별 수송실적과 연료소비량을 산

수송능력은 동일선로에서 차량의 속도차로 인한 열차빈도와 운행시간 차이 및

출하고 동일한 에너지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 수송수단별 에너지 변환비율을 적

1회 열차당 운송할 수 있는 수송량에 의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철도전철화에

용하여 동일한 에너지 단위로 환산한다. 동일한 단위로 변환된 값을 이용하여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구간의 전철화 전·후의 운영실적을 비교

차종별 국가 에너지 소비측면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였다.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부분의 전철화 사업 추진시 전철화뿐만 아니라 선로의

소비에너지 비용측면에서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구간에 대한 전기

선형개량, 신호시스템의 개선, 열차운행 패턴의 변화 및 기관차 성능 향상 등이

료와 유류비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동력소비율은 열차의 종별,

복합적으로 진행됨으로 전철화에 따른 전철화 전·후 운영실적에 의한 직접적

속도, 선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동력단가인 유류비, 전기료 등은 다른 주

인 수송능력 효과를 정량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철도공

동일한 구간에 대해 열차속력과 환산연결량수를 이용하여 차종별 수송량을 비

사에서 제시한 매년 연도별 차종별 1키로당 연료소비실적을 근거로 1키로당 디

교하였다.

젤기관차와 전기기관차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표2 참조>.
<표 2> 연간 차종별 연료소비량, 단가 및 환산연결량수
열차종별

열차키로

환산차량키로

연료소비량

연료단가

환산연결량수 기관차

Train-km

Car-km

(ℓ/km, ㎾h/km)

(원/ℓ, 원/㎾h)

1키로당 per Train-km

디젤기관차

50,398,239.5

618,446,264.3

3.38

972.13

12.3

전기기관차

6,938,055.6

112,252,031.2

21.98

73.09

16.2

전철화 구간선정
연간 열차키로 및 운전시간
⇒ 열차당 속력연간 운영실적

연간 운영실적
데이터 이용

데이터 이용열차당 속력 × 환산연결량수
(열차키로 / 운전시간 × 환산연결량수)

※ 자료 : 2005 철도통계연보(2006)

- 전구간 1㎞당 운행 소요비용(디젤기관차 수송량을 전기기관차 수송량으로 환산)

수송능력 비교

·디젤기관차 : 3.38ℓ/km × 972.13원/ℓ × 16.2/12.3 = 4,328원/km
·전기기관차 : 21.98㎾h/km × 73.09원/㎾h = 1,607원/km
<그림 2> 수송능력 증강측면에서 효과분석 절차
<표 3> 연간 차종별 수송실적 및 연료사용량
구분

기관차키로

연료소비량

에너지열량

(천톤키로)

(kwh, kl)

환산비율

디젤기관차와 전기기관차의 일반화물 연간 운영실적을 이용하여 수송능력 증

전기차량

17,413,441

1,645,038,918

전기 1kwh = 2,150kcal

강측면에서의 철도전철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2004년 실적 기준으로 동일

디젤차량

8,153,126

266,022

경유 1ℓ = 9,050 kcal

※ 자료 : 2005회계연도 경영성적보고서(한국철도공사, 2006)

노선에 화물수송량이 많으며 디젤기관차와 전기기관차의 운전키로가 많은 중
앙선을 대상으로 수송량을 비교하였다<표 4 참조>.

2006년 1/4분기 에너지소비통계(에너지관리공단, 2006)

<표 4> 중앙선 운행실적 및 수송량

- 전구간 1천톤키로당 국가 소비에너지량
·디젤차량 : 266,022,000ℓ/8,153,126천톤키로×9,050kcal/ℓ=0.0295TOE/천톤키로

구

열차키로

운전시간

환산연결량수

수송량

·전기차량 : 1,645,038,918kwh/17,413,441천톤키로×2,150kcal/kwh=0.0204TOE/천톤키로

디젤기관차

분

5,126,084.2

164,255:21

12.6

393.2 량·km/h

전기기관차

3,896,373.6

141,029:39

18.7

516.6 량·km/h

※ 2005 철도통계연보

국가에너지 소비측면에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 3>에서와

위의 결과에서 중앙선의 전기기관차의 수송량은 516.6 량·km/h인데 반해 디

같이 한국철도공사의 차종별 연간 수송량 및 연간 연료소비량과 그리고 에너지

젤기관차는 393.2 량·km/h로 대략 31.4%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연료별 에너지열량 환산비율을 활용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소비에너지 비용측면에서 전철화로 인해 디젤기관차 에너지 비

3.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측면

용을 기준으로 전기기관차의 경우에는 62.9%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디젤차량은 연료 연소에 의해 대기 중에 지구 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에너지 소비측면에서는 천톤키로를 수송하는데 전기

소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의 경우에는 타교통

차량의 경우에는 204,220.6kcal(0.0204 TOE)을 소비하는 반면에 디젤차량은

수단과의 비교를 위해 인_km(톤_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사용하지만 철

295,285.4kcal(0.0295 TOE)을 소비하여 전철화로 인해 31%의 에너지 소비가 절

도전철화로 인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구간에서 동일중량을 수송하기

감됨을 알 수 있다.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환산한 1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사용하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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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장항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사회적비용 예측

다.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디젤차량에서는 PM, NOx, CO, HC 등의 대기오염물

2005년 연료소비량 : 8,497,647 L

질이 배출되지만 전기에너지의 경우에는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에서의 대기

장항선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전철화 구간

철도차량 배출계수 (g/L)

에 대한 연간 디젤 및 전력소비량을 구하고 연료소비에 따른 차종별 온실가스

연 배출량(ton/yr)
KIST (천원/톤)
사회적 비용 (억원)

PM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여 계량화 할 수 있다.

NOx

HC

CO

1.76

71.5

2.64

7.04

15.0

607.6

22.4

59.8

25,045

7,671

7,410

6,376

3.7

46.6

1.7

3.8

전철화 구간선정
연간 디젤 및 전력소비량
(L/yr or kW/yr)

4. 소음 절감측면

[온실가스 저감측면]
연료원별 탄소배출계수 적용(ton/TOE)

[대기오염물질 저감측면}
EPA 철도차량 배출계수
(line-haul 모드) 적용(g/L)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
(g/km)

오염물질별 총 배출량 추정
(g/yr, 혹은 g/km)

이산화탄소 처리비용 등 사회적비용

단위 오염물질의 사회적비용

철도전철화에 따른 철도소음측면에서의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동일구
간에 대해 동일한 운전조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를 일반화하여 차종별
소음도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철도소음의 경우 동력기관 소음뿐만
아니라 차륜과 레일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동음, 철도차량 하부기기 소음, 고속
유체와의 충돌에 의한 공력소음, 통과하는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구조물소음 등

<그림 3>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측면에서 효과분석 절차

복잡한 요인을 가지고 있어 같은 차종이라도 운행조건에 따라 소음도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디젤차량과 전기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도를 비교하

- 운행거리 1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kg_CO2/km)

기 위해서 그림 4와 같이 거리별, 높이별, 속도별 등 다양한 운행조건에서 측정

· 디젤차량 = 디젤소비량(L/km)×탄소배출계수(0.837tonC/TOE)×석유기준 환산열량

된 디젤차량과 전기차량의 소음 크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통해 일반화

(9,200kcal/TOE)×이산화탄소환산(44/12CO2/C)×1000 kg/ton
· 전기차량 = 전력소비량(MWh/km)×탄소배출계수(0.1319tonC/MWh)×이산화탄소환산

하여 소음도를 비교하였다. 소음도 차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철도부문사업

(44/12CO2/C)×1000 kg/ton

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4판)”에 제시한 소음비용 평균값인 1,705
원/년·m을 적용하였다.

<표 5>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 (2005년 운행실적)
차량종류

이산화탄소 배출량

석유환산톤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처리 비용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 비용

(kg_CO2/km)

(TCO2/TOE)

(209원/kg 기준)

(6.25원/kg 기준)

디젤기관차

19.0

3.07

3,970

119

전기기관차

10.6

1.94

2,220

66

전철화 구간선정
동일 조건에서의 차종별, 속도별
소음크기 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종별 소음크기 비교
소음의 사회적비용

2005년도 운행실적에서 보듯이 디젤기관차가 전기기관차와 비교하여 대략
20%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국내의 이산화탄소 처리비용을 톤당

<그림 4> 소음 절감측면에서 효과분석 절차

220달러(1달러≒950원)로 할 때 1km 당 약 1,750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
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탄소시장에서의 이산화탄소 가격
을 톤당 5유로(1유로≒1,250원)라 할 때에 1km당 약 53원의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철화 사업 전·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철
화 사업이 진행중인 장항선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6>은 장항선의 연간 연료
소비량에 대해 EPA 철도차량 배출계수를 적용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인간
의 건강, 노동생산성 감소, 농어업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을 고려한 한국

<표 7>은 조치원-내판구간과 청주-오근장구간에서 운행되는 전기차량과 디젤
차량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로 구간 및 운행시기에 따라 소음도의 크기에 일
부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대략 5.225.94dBA가 감소하였으며, 소음비용으로는
8,900(원/년·m)을 절감됨을 알 수 있다.
<표 7> 차종별 소음측정값 및 소음비용비교
차종별 소음 측정값 (Leq, dBA)

구간

전기기관차 (A) 디젤기관차 (B)

과학기술원(KIST, 1998)에서 산정한 사회적 비용을 적용한 것이다. 2005년도 기
준으로 장항선 전구간을 전철화하고 전기차량으로 대체한다면 연간 55.8억원
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소요비용

(A-B)

(원/년·m)

5.94 감소

10,128

조치원-내판구간 하행열차

70.79

청주-오근장구간 하행열차

73.9(전체)

78.4

4.5 감소

7,673

평균

72.35

77.57

5.22 감소

8,900

25

76.73

소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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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평가하기 위해 크게 에너지 절감측면, 수송능력 증강측면, 온실가스 및

5. 차량 유지보수비용 절감측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측면, 소음 절감측면, 그리고 차량 유지보수비용 절감
철도전철화로 인해 디젤차량이 전기차량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차종별 유지보

측면에서 운영실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비용에 따라 전철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차종별 유지보수비용을 비교하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전철화 사업에 대해 보다 정량적인 사업 평가가 가

기 위해서 <그림 5>와 같이 차종별 LCC비용을 산출하고 전철화 구간에 대한 차

능해지고 나아가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종별 열차수량을 산출하여 연간 차량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철도전철화 효과 계량지표 개발연구”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전철화 구간선정
차종별 LCC 비용 산출
운행 패턴에 의한 차종별 열차 수량 산출
유비보수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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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차종별 LCC 비용
차량구입가격

유지보수비용

내구연한

연간유지

(억원)

(억원)

(년)

보수비용(억원)

디젤기관차

34

60.93

25

2.44

-

전기기관차

41

40.44

40

1.01

57.8% 감소

디젤동차

13

17.6

20

0.88

-

전기동차

10.23

6.71

25

0.27

57.3% 감소

차량

대비

10. IPCC, "IPCC 온실가스 계산 방법론"
11. UIC(2004),“UIC Statistics”
12. USEPA(1998),“40 CFR Parts 85, 89, and 92, Emission Standards for
Locomotives and Locomotive Engines”
. final rule

Ⅳ. 맺음말
철도의 수송능력 증강,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기존선 개량 및
신선 건설시에도 전철화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 교
토의정서 발효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
비 5.2% 감축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통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철도교통은 자동차, 항공 등의 타 수송수
단에 비해 매우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인해 철도전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철도전철화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철도전철화에 따른 효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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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2

전기 철도 기술

전차선로건설비용
절감 방안 연구
고강도 강관 지지물을 중심으로

추진, 기존선 연계에 따른 고속철도의 수송량

서 기존의 철주와 함께 강관주를 전철지지물

의 증대 등 정부의 교통정책이 도로 중심에서

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4년 10월 한국철도시

도로와 철도가 적정 비율로 분담할 수 있는

설공단에서 단독 전철주를 단순하고 미관이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내 철도

양호한 강관주로 채용하기로 전차선로 지지

의 전철화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물 적용기준을 재정립한 바 있다.

전망된다. <표 2>는『철도 전철망 구축 기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철화 투자가 지속적

계획[2]』에서 제시하는 전철화 추진계획이다.

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축적된

그리고, 전철지지물의 국내 현황은 <표 3>과

국내 전철화 경험을 토대로 단독주에 대한 설

같다[1]. 전철지지물 중 철주가 70% 이상을 차

계기법을 정립하고, 기존 강관단독주의 경제

지하고 있다. 철주로는 일반철도에서는 조합

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고강도 강관 단독주의

철주와 H빔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고속철도

신사양(안) 및 적용기준(안)을 제시하여 건설

에서는 H빔을 사용하고 있다.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콘크리트주는 산업선의 전철화 초기에 주로
설치되었고, 현재 노후·불량한 콘크리트 전
이기원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리니어전철연구팀
선임연구원(kenlee@krri.re.kr)
조용현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리니어전철연구팀
책임연구원(yhcho@krri.re.kr)

2. 소재 선정

주는 철주로 개량되고 있다.
2001년에 조립식 전철주와 고정비임 등을 주
변 환경과의 조화와 미관을 고려하여 철도청

신사양 전철지지물의 강관 소재는 기존 소재

주관으로 전철지지물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와 가격대비 강도 효과와 향후 포스코 공급

로 추진될 전망이다.

강관주를 전철지지물 표준규격으로 제정한

예측을 고려하여 <표 4>와 같이 선정하였다.

국내 전철화율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바 있다. 이 때 전철주와 고정비임을 원형 강

기존의 강관 전철지지물에 사용하는 소재는

우리나라 전기철도는 1972년 태백선 증산~고

같이 2005년 7월 현재 47%이다[1].

관으로 바꾸고 전주기초를 기계화시공에 적

SM490(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이다[3,4]. 신사

한간 시험선을 시작으로 건설되어 그 동안 수

이를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로 나누어 보면 일

합한 원형기초로 구조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양 전철지지물의 소재로 STKT590(철탑용 고

도권 전철 및 지하철, 호남선 전철화 및 고속

반철도의 전철화율은 43.2%이고, 고속철도의

화를 추진하였고, 기존선 복선화 및 전철화가

전철화율은 100%이다. 이러한 전철화율의 급

1. 서 론

추진 중에 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

속한 증가는 KTX의 개통과 관련이 깊다. KTX

과 함께 KTX열차의 기존선 연계운행을 위하

운행 구간 중 기존선을 활용한 구간이 전체의

여 경부선(동대구~부산), 호남선 및 충북선의

67%에 달한다. 한편, 외국의 전철화율을 살펴

전차선로가 새로 건설되거나 개량된 바 있다.

보면 스위스 100%, 스웨덴 72%, 독일 49%, 프

기존선을 개량하여 속도향상을 하게 되면 고

랑스 45%, 일본 60%, 북한 72%이다. 국내 전

속전철과 연계하여 국가 수송망을 확충할 수

철화율은 주요 외국의 전철화율에 비하여 상

있으므로 향후 기존선의 전철화는 지속적으

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호남고속철도의

구분

영업거리[km]

전철거리[km]

전철화율[%]

비고

합계

3,374.1

1,585.8

47.0

2005.7. 현재

일반철도

233.6

223.6

3,150.5

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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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KT590은 SM490에 비하여 소재비 측면에서

<표 2> 국내 전철화 추진 계획
구분

2010까지

영업거리[km]
전철화

복선화

2020까지 2020이후

100
43.2

는 불리하지만 강도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3,668

4,854

5,887

거리[km]

3,240

4,441

5,463

비율

88%

92%

93%

거리[km]

2,886

3,707

3,950

기존 전철지지물로 사용되는 강관은 직관이

비율

79%

76%

67%

며, 강관 외경은 10˝와 12˝의 두 종류이고,

[5](소재비와 관련된 경제성 부분은‘4. 경제성
분석’에서 다루기로 한다).

강관의 두께는 모두 9t이다. 신사양의 경우 밴
드 및 플랜지 등의 설치 용이성 및 현장 적용
<표 3> 전철지지물 국내 설치현황 [본]

<표 1> 국내 전철화율

고속전철

장력 강관)을 검토하였을 때 <표 4>와 같이

성을 고려하여 강관 외경을 기존의 강관 외경

구분

콘주

철주

고정빔

합계

계

11,775

65,7131

5,9599

3,447

과 같은 10˝와 12˝로 하고, 경량화를 위하

수도권역

3,0591

6,388

7,0392

6,486

여 두께를 7t로 줄였다.

일반철도

8,7161

9,088

4,0283

1,832

<표 5>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관주와 신사

고속철도

-

30,237

4,8923

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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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강관 소재별 가격

<표 7> 휨강성 분석을 위한 조건
항복강도[N/mm2]

사용가능 재료

강재 톤당가격*

강도/가격

수급예측

비고

SM490 (용접 구조용압연 강재)

325

511,800

1.000

△

현행

STKT590 (철탑용 고장력 강관)

440

557,900

1.242

○

선정

* 2006/3월 현재

휨 제한

수직

수평

(계산 위치)

수직 편심하중

횡장력(곡선반경+최저온도)

100mm

조가선, 전차선,

조가선, 전차선,

항목
병종

풍압 하중 (레일면 상부에서 7m) 급전선, 비임지지물, 기타

<표 5> 강관 소재별 사양(길이 : 9m)
단면

강종

하단 단면적 [cm2]

단위중량 [kgf/본]

항복강도 [N/mm2]

연신율

P-10˝×9t

SM490

73.06

534

325

17이상

풍압집중

풍압
분포

급전선, 기타 전선

풍속

50mm

조가선, 전차선,

30m/s

(전차선 높이)

급전선, 기타 전선

전주

P-12˝×9t

SM490

87.51

636

325

17이상

2) 휨강성 해석

이 수행하였다. 강도 측면에서 보면 STKT590

P-10˝×7t

STKT590

57.26

415

440

20이상

전차선로에서 전차선 등 각 선의 곡선 및 직

재료에 6.5t 두께로도 SM490과 비슷하여

P-12˝×7t

STKT590

68.50

495

440

20이상

선에서의 편위, 풍압 등에 의해 지지물이 휘

STKT590 - 7t를 대신하여 STKT - 6.5t 강관으

어도 팬터그래프의 유효 폭을 넘지 않아야 하

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파단 변형률에 있어서 STKT590은 SM490과

성상 적설이 많지 않고, 태풍의 영향이 큰 것

기 때문에 <표 7>과 같은 제한 조건을 만족해

강 도 해 석 결 과 φ12의 경 우 에 는 최 대

비슷하므로 강도 증가에 따른 피로수명의 감

을 감안하여 갑종풍압하중을 일반개소의 풍

야 한다[3,7,8].

13,000kg·m(설계하중 1.5ton), φ10의 경우에

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속인 35m/s 및 특수개소의 풍속인 50m/s만을

1)의 강도해석을 통해 결정된 강관주 설치기

는 10,200kg·m(설계하중 1.2ton)의 규격보

STKT590 재료를 강관주 신사양 소재로 선정

적용하여 갑종풍압만을 고려하여 강관주의

준에 대하여 휨강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 일

다 높은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어 휨강도 시험

하였다.

강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고정 장

반개소, 일반구간, 고배선을 설치한 곡선조건

을 강도해석 결과의 최대 설계하중 이상까지

력으로 설치된 고배선(고압 배전선)을 고려하

에서 제한조건인 100mm를 초과하여 강관의

실시하였다.

였을 경우 을종 및 병종풍압하중에서 횡장력

크기를 φ12로 상향 조정하였다.

휨강도 시험은 하중을 설계하중까지 50kg씩

3. 신사양 검토 및 성능평가

에 의한 영향 등이 전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설계하중 재거 후 이상

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 단독

3) 휨강도 및 파괴시험

없이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 2>는

신사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강도해

지지물 설계기준[3]에 따라 갑종풍압하중 뿐

신사양에 의해 제작된 강관주가“전철용 강관

직관(S)에 대한 시험결과이고, 설계하중까지

석, 휨강성 해석, 휨강성 시험 및 파괴시험을

만 아니라 을종 및 병종풍압하중도 고려하여

주”규격[6]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휨강

휨강도 시험에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수행하였다. 강도해석 및 휨강성 해석은“철

강도해석을 하였다.

도 및 파괴시험을 규격에 따라 <그림 1>과 같

파괴시험은 규격에 따르면 설계하중의 2배까

도설계편람[3]”에서 제시한 표준 장주도 및

두 재질 모두 거의 동일한 크기의 전주가 결

<표 6>과 같은 전차선로 조건을 고려하였다.

정되었으나, 특수개소, 헤비심플 전차선로 조
건(고배선 설치) 등 2 개소에서 STKT590 재질

크레인 호이스트를 이용한 당김

과 다르게 SM490 재질의 경우 φ12 크기로 결

1) 강도해석

“철도설계편람[3]”에서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

레벨링너트

정되었다.
고정지그

볼트

<표 6>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전차선로 조건
헤비심플 케터나리

종별

로드셀

저판
강관주

심플 케터나리

선종

장력[kgf]

선종

장력[kgf]

선종

장력[kgf]

급전선

ACSR288

900

Cu150

900

Cu150

900

보호선

ACSR93

400

Cu75

500

Cu75

500

조가선

Bz65

1,400

CdCu80

1,500

Bz65

1,200

전차선

Cu150

1,400

Cu170

1,500

Cu110

1,200

고배선

ACSR160

700

ACSR160

700

ACSR160

700

9m

0.25m

<그림 1> 휨강도 및 파괴시험을 위한 시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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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였다.

160,840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전철화 사업이『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다음은 수도권 및 산업선에 설치되어 있는 노

3

[9]』
과『철도 전철망 구축 기본계획[2]』
에 따라서 차

후 지지물을 강관주로 교체하는 교체 수요를

2

질없이 진행된다.

살펴보자. 한국철도공사 노후지지물 개량 계

5
4
하중[ton]

하중[ton]

1.2

0.8

1

0.4
0
0

100

200

300

0

400

500

1000

1500

2000

2500

하중점에서 변위[mm]

하중점에서 변위[mm]
직관(S)12”

획[1]에 따르면 <표 10>과 같이 2006년 이후

- 전차선로 구간의 길이는 단선의 경우 철도 연장의

0

직관(S)12”
직관(S)10”

직관(S)10”

<그림 2> 휨강도 시험결과

직관(S)12”
직관(S)10”

<그림 3> 파괴시험 결과

노후 지지물의 교체 비율이 개량 대상의 약

1.5배, 복선의 경우 철도 연장의 2.7배이다.
- 기존선의 단독 전철지지물로 강관주가 설치된다.

34%이다. 따라서, 수도권 및 산업선에 설치되

- 강관주는 전차선로의 표준경간 길이 즉, 매 50m 마

어 있는 노후 콘크리트주에 대하여 2006년 이
후에 약 15,359본의 강관주가 교체수요로 예

다 설치된다.

측된다.
지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 파괴되지 않아야 한

4) 신사양 적용기준

이와 같은 전철화계획과 가정에 의거하여 신

STKT590은 SM490에 비하여 가격은 11% 비싸

다. <그림 3>의 시험결과와 같이 파괴시험하

STKT590 재질을 사용한 신사양의 강관 단독주

규 수요 예측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예측

지만[5] 강도는 36% 높다. 신사양인 STKT590

중(φ12 : 3ton, φ10 : 2.4ton)에서 파괴가 되지

에 대하여 강도해석, 휨강성 해석, 휨강도 및

결과에 따르면 2010년까지 약 20,000 개 이상

재질을 강관주에 적용하여 경량화 한다면 한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험편의 파괴형

파괴시험을 앞 절과 같이 수행한 결과를 정리

의 신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2011

본당 소재비를 표 11과 같이 약 15% 이상 절

상을 살펴보면 용접부 터짐이나, 강재의 파단

하여 <표 8>과 같이 신사양에 대한 새로운 적

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소요는 74,180본으

감할 수 있다. 또한, 철강가격은 국내외 철강

없이 국부좌굴로 파괴가 일어나므로 실제 사

용기준(안)을 제시한다.

로 2010년까지의 신규 수요에 비하여 그 수요

수급 및 철강원자재(철광석, 석탄 등) 가격에

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는 2016~2020년

따라 변동되므로 향후 가격변화 발생시

사이에 많은 전철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기

SM490 및 STKT590이 거의 같은 비율로 변동

때문이다. 정부가 수립한 전철화계획이 순조

된다고 가정하면 위와 같은 본당 소재비 절감

로이 수행된다면 강관주의 총 신규 수요는 약

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 중에 강관주가 파괴된다고 하여도 전차선
로가 궤도로 내려앉는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4. 경제성 분석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휨강도 시험 및 파괴시험을 강관주
규격에 따라 6.5t의 STKT590의 재질로 수행한

강관주의 수요 예측은 신선 건설에 따른 신규

결과에서도 사양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신사

수요와 노후 지지물의 교체 수요로 나누어 추

양(7t, STKT590)의 강관주에서는 문제가 없을

정할 수 있다. 먼저 신규 수요에 대하여 살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보면, 전철화 계획에 따라 강관주의 신규 수
요 예측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표 9> 국내 전철화 기본 계획

2006~2010년 완공사업

일반개소(풍속35m/s)

전차선로
심플

일반구간
헤비심플
심플
평행구간**
헤비심플
*( ) : SM 490적용시

강관주[본]

일반철도

광역철도

계

908

177

1,085

21,700

2011`~2015년 완공사업

969

969

19,380

2016~2020년 완공사업

2,740

2,740

54,800

2020년 이내 착수사업

3,248

합계

7,865

<표 8> STKT590 소재의 강관 적용기준(안) (길이 : 9m, 두께 :7t)
구분

전차선로 길이 추정[km]

구분

177

3,248

64,960

8,042

160,840

특수개소(풍속50m/s)

고배선 미설치

고배선 설치

고배선 미설치

직선

φ
10

φ
10

φ
10

고배선 설치
φ
12

곡선

φ
10

φ
12***

φ
10

φ
12

<표 10> 노후 지지물 개량 계획 [본]
구분

시설량

개량
대상

기투입

2004
시행

2005
예산

2006
이후

직선

φ
10

φ
10

φ
10

10(φ
12)*

곡선

φ
10

φ
12***

φ
10

φ
12

계

77,163

45,633

27,361

1,661

1,252

15,359

직선

φ
10

φ
10

φ
10

φ
12

수도권

40,993

22,967

13,548

476

422

8,521

곡선

φ
10

φ
10(φ
12)*

φ
10

φ
12

산업선

36,170

22,666

13,813

1,185

830

6,838

직선

φ
10

φ
10

φ
10

φ
12

곡선

φ
10

φ
12

φ
10

φ
12

**복주사용 및 중간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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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강성 해석에 의해 상향조정

33

Korean Rail Technology 2007.09.10

THEMES

03

전기 철도 기술

<표 11> 소재의 가격비교
단면

강종

단위중량

소재가+도금비

10˝×9t

SM490

534kg

100%

380,101원

100%

10˝×7t

STKT590

415kg

78%

314,529원

83%

12˝×9t

SM490

636kg

100%

452,705원

100%

12˝×7t

STKT590

495kg

78%

375,161원

83%

따 라 서 , 2020년 까 지 의 강 관 주 수 요 를

강관의 벽 두께를 2t 줄임으로써 소재비 측면

STKT590 소재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소재

에서 약 15%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

비 및 도금비 측면에서만 한해 평균 약 7억원

니라, 공사비가 전주의 무게에 비례하여 산정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되므로 강관주의 경량화를 통한 경제 효과는

다. 또한, 공사비가 전주 무게에 비례하여 산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전차선로 강

정되므로 강관전주의 경량화를 통한 경제 효

관주의 소재 변경에 따른 경량화로 경제성을

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

제고하게 되면, 전철화 건설비 절감 기대할

고, STKT590은 현재, 한전 송전철탑, 조명탑

수 있고, 고강도 소재의 공급 확대를 통하여

및 강관 버팀보 등에 사용하고 있고, 중국 등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

저가 수입재에 대비해 성능향상뿐 아니라 원

다. 또한, 고강도 강관 전철지지물을 사용하

가절감이 가능해 국내 공급사에서 전략제품

면 기존의 SM490 강관 전철주을 대체할 수 있

으로 수요/판매를 확대중인 강종으로 향후 자

는 대안이 마련되어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강

재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주의 자재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전차선로 시스템
설비관리 기술
박영식 | 철도공사 전기기술단 과장 (ktx350@empal.com)

1. 서론
1973년 6월 중앙선 청량리~제천간 전철화 이후 한동안 산업선과 수도권에
제한적이던 전철화율은 2003년 까지 21.7%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선 개통과 함께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간선이 전철화 되면서
2006년 12월 현재 53.6%에 이르고 있으며“제1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
(2006~2010년)”에 따르면 고속철도 직결운행 및 고속 전기차량 운행을 위

[참고문헌]

해 2010년까지 전철화율을 선진국 수준인 66.4%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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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M490 강관주의 외경과 동일하게 유지하
였다. STKT590은 고강도 소재이므로 강관의
두께를 기존의 SM490 강관주의 9t보다 얇은
7t 로 하여도 STKT590 강관주는 강도 및 휨강
성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129.0

3,140.3

3,374.1

3,392.0

3,392.0

전철거리

668.7

682.5

1,588.4

1,669.9

1,818.4

전철화율

21.4%

21.7%

47.1%

49.2%

53.6%

전차선 연장

1,723.9

1,778.8

3,767.1

4,834.9

5,354.1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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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18%

28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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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간 단축, 동력비 절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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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シリ一ズ), pp.15-28
9. 철도청, 1999,“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

운 교통의 대안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전차선로 시스템은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와 직접 접촉하여 전원을 공급하
는 전기철도의 핵심설비로 그동안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방
대한 시설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관리 기술
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미약한 측면이 있다.
본 기사에서는 전차선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보전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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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KORAIL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MSG 1, MSG 2 (B747)

유지보수 체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MSG 3 (B757, B767)

Hard Time
Primary

2. 전차선로 시스템 구성과 설비관리 특성
전차선로 시스템은 2중화가 불가능하

Maintenance

시간이 소요되고 복구될 때 까지 열차

Maintenance Task

5~10

Operating Crew Monitoring

On Condition

10~20

Operation Check
Function Conditioning

Process

기 때문에 장애사고 발생시 복구에 장

전기철도 급전 계통

%
5~10

Lubrication/Servicing
Restoration
Discard

Condition Monitoring

Data Analysis

60~80

MSG : 보잉사 항공기 정비에 적용되는 유지보수 프로그램으로 제작사와 항공사간 고장 데이터의 피드백을 통하여 신뢰성 관리체계

운행이 어려워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
문에 정상기능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철강, 석유 플랜트분야의 경우 설비상태의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어 설

최근 전기차의 고속화, 대용량화에 따

비상태에 따라 관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설비관리를 위한

라 전차선로 시스템의 전기적, 기계적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불안전 요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유지보수 특성으로는 열차운행이 종료

철강, 석유 플랜트
Time Based

Calender Time Based

Preventive

Maintenance

Operation Time Based

Maintenance

Condition Based

On Stream Diagonosis

Maintenance

Shut Down Diagonosis

되고 전차선로가 정전되는 야간의 짧
은 시간동안에 궤도면 상부 약 5m에 설
치된 설비들을 점검과 유지보수를 병행해야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보전방식

%
20~30

50`~60

Break Down Maintenance

Feed Back

10미만

Condition Monitoring

Data Analysis

10~20

3. 설비관리 기술의 변화와 산업별 특성
철도산업을 포함하여 설비관리 기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과거에
는 사람의 감각에 의존하여 정해진 시
간에 맞추어 설비를 관리하고 설비수명
연장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설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여 상태를 기준으로 가용도와 신
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개선을 통한 비
용 최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추
세이다.
산업별 설비관리 특성을 살펴보면 항공
기의 경우 시스템의 60~80%가 실시간으로 상태를 감시하고 데이터를 분석
하여 사람에 의한 점검을 최소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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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AIL의 전차선로 예방 유지보수 체계
우리나라 보다 오랫동안 전차선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철도의 경우 철강, 석유와 같은 플랜트분야와 유사한 설비관
리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설비상태(RCM)와 운영시간(TBM)을 기준으로 유
지보수 실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05년 철도공사 전환과 함께 KORAIL의 전차선로 시스템 설비관리에 많
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의 전차선로 시스템 설비관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경험에 많이 의존해왔으나 200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과
학적이고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하여 프랑스 고속철도를 모델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완전 정착단계에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변화된 설비관리 체계의 큰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 경험에 의한 시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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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로 시스템

전차선로

Preventive
Maintenance

보전방식

Time Based

Calender Time Based(경과시간 기준)

Maintenance(TBM)

Operation Time Based(사용시간 기준)

Condition Based

On Stream Diagonosis(설비 사용중 진단)

Maintenance

Shut Down Diagonosis(설비 정지후 진단)

(CBM)

실행

20~30

유지보수
절차 수립

유지보수
작업 분류

Condition Measurement, Monitoring(자동검측, 상태진단)
Feed Back

10미만

Upgrading Maintenance

Data Analysis

10미만

위험도
분석

고장결과 분석

성능저하가
주기적인 검사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가?
On-comdition
검사를 반드시 시행
감추어진 고장이
주기적인 검사에 의해
검지되는가?

그 고장이 규정, 지침에 정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험도 분석
시스템 분석

(TBM) 관리체계에서 상태기준(RCM)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인력

그 감추어진
고장이 향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고장이
감추어진
고장인가?

유지보수
작업 결정

40~60

Corrective Maintenance

Condition monitor
On-comdition 검사
필요성 검토

운영자/사용자가 운영중에
성능저하를 감지할 수 있는가?

그 고장이 안전에 관련된 것인가?

%

그 고장에 대해 유지보수 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익한가?

그 ITEM의 신뢰도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하하는가?

Condition monitor
[계획 유지보스는 하지 않음]

주어진 주기에 따라
그 ITEM을 교체

기초 데이터 수집

의존도가 높은 설비상태 측정을 자동검측장비와 진단장비로 대체토

유지보수 계획

록 프로세스를 변경하여 현장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였다.

Condition monitor
[고장이 발생할 때만 교환]
설계변경 검토
Condition monitor :
운영자/사용자가 고장의 발생을 감시한다.
Hard time limit :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환한다.
On-comdition :
유지보수 전문가가 고장을 검사한다.

유지보수 의사 결정은 가장 먼저 설비별 위험도를 분석하여 그 정도에 따

가. 예방 유지보수 목표와 체계

라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결정된 항목별로 유지보수 작업절차를 매뉴얼로

전차선로 예방 유지보수 체계는 시스템 고품질 확보와 표준화·규격

작성하였다. 위험도 분석과 매뉴얼 작성은 본사와 현장의 해당분야 전문가

화를 통한 장애발생 최소화, 저비용·고효율의 설비관리를 목표로 연

가 참여하여 검토·작성되었으며 매뉴얼은 기술향상과 함께 계속 발전·

간작업 계획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행하고 실행결과는 매년 본사, 현

개정된다.

장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분석되고 향후 유지보수 계획에 반영된다.
나. 위험도 분석과 유지보수 의사결정

다. 설비별 상태판정기준 설정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설비상태에 따
추진목표

라 유지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차선 편위 외 70항목의 상태판정

시설물
표준화·규격화

전차선로
고품질 확보

장애발생
최소화

저비용·고효율
달성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기준값은 철도공단의 시공기준과 연계되어 향후 전
차선로 시공품질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상태기준 예방 유지보수

추진전략
계획
유지보수

상태기준
조건부보수

사전
예방보수

체계적
보수주기

원형
유지보수

구

실행수단
매뉴얼에 의한
유지보수 표준화

측정표를 활용한
설비상태 분석관리

검측장비를 이용한
설비상태 진단

유지보수 PLAN

분

주

요

내

용

TV(목표값)

- 설비 최초 시공 후 상태값

Target Value

- 유지보수 작업후 도달해야하는 상태값

NI(허용값)

-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상태값

No Intervention Value

- 설비 변화상태 관찰이 필요한 상태값

AV(경고값)

- 작업준비가 되었다면 조치가 필요한 상태값

Alert Value

- 작업준비가 필요하다면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IV(조치값) Intervention Value

-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태값

가까운 기간내 조치해야하는 상태값
전차선로 예방 유지보수 체계

예방요지보수
Preventive Maintenance

사고복구
Corrective Maintenance

개량 유지보수
Upgrading Maintenance

체계적 유지보수

조건부 예방보수

예측 유지보수

[Systematic PM]

[Conditional PM]

[Forecast PM]

특별점검 [이상기후 검검]

전차선, 애자 교체 등

○ 전차선로 상태판정 기준 사례

기준값으로
조이고 표시

보통점검
육안 및 검측 장비 점검
기술점검 및 기본보수
비정기점검

즉시 조치값 보수 [M]
a

정밀검사

연간작업 계획/실적?

검수방법 적정여부?

특정구간 설비 샘플 분해검사
이상징후를 찾아 원인분석

설비별 손상 상태?

검수주기 적정여부?

많이 교체한 부품?

검수 인력 적정여부?

많이 한 작업 종류?

검수 예산 적정여부?

대대적 보수
정밀검사 결과 대상설비 결정
목표값이 되도록 대대적 보수

유지보수 체계

38

540
1.000

a : 전차선 편위 [㎜]
a=

구분

IV

AV

NI

TV

→

일반개소

±50㎜초과

±50㎜

±30㎜

±200㎜

→

교량, 터널

±50㎜초과

±50㎜

±30㎜

±100㎜

번호
①

품명
둥근머리 4각목
볼트, 너트

39

규격
KSB 1031
KSB 1013

기호
M12

SS400

조임토크

비고

80.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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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상태 자동검측 및 진단기술

전차선로 시스템은 특정 위치에 설치된 단위설비가 아니라 약 50m마다

53%

전철주에 설치되기 때문에 방대한 시설물을 인력으로 상태를 점검하는데

53%

49%

47%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차선 편위, 높이, 마모

38건

등 설비상태 측정업무를 인력검측⇒자동검측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
였다.

고속검측차(KTX 36호)

21%

전철시험차1~4호

종합검측차

전철
화율

23건

23건

22건

장애
사고

‘03년 12월

8건

‘04년 12월

‘05년 12월

‘06년 12월

‘07년 9월

장비명

장애사고 비율이 새로운 유지보수 체계 도입과 함께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장애사고가 시스템의 결함이나 유지보수 잘못으로 발생된
검측기능

검측 주기

- 집전상태 모니터링

- 전차선 이선율

- 전차선 충격, 접촉력

- 집전상태 모니터링

- 고속 : 월2회

- 공단 인계인수 후 운행

- 고속 : 월2회

- 경부/호남 : 격월

- 주기는 KTX 36호 동일

- 경부/호남 : 격월

- 전차선 편위, 높이, 마모

것이 아니라 이물질 접촉, 조수 등 외부영향에 있음을 감안하면 그동안 시
설물의 안정화도 영향이 있지만 예방 유지보수 체계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실감할 수 있다.
나. 유지보수 기술력 향상

2004년 4월 이후 신규 전철화된 구간에 근무하는 직원의 대부분은 현재 전
상
태
량

건전기

징후기

가속기

기능상실

차선로 시스템 유지보수 경험이 3년 미만이지만 10~20년 이상된 산업선이

검출한계

나 수도권의 직원들과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데 이는 유지보수 매뉴얼을 철저히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능한계

유지보수 매뉴얼은 기술발전의 기초정보로 유지보수 경력, 경험과 상관없
고장

절연물 열화 곡선

이 누구나 단시간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쌓을 수 있는 근간이 되며 향후

시간

특수카메라 진단기법

국내는 물론 국외 기술수출의 기반이 되도록 국제규격에 맞추어 제작되었
으며 그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전차선로 시스템은 애자, 급전케이블 등수많은 절연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동안 점검자의 육안, 청각 등 오감(五感)에 의존하여 점검하여 왔으나 특
수카메라를 이용하여 절연물의 안전성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새

6. 결론

롭게 접목하고 있으며 금년내 절연물에 대한 4단계 상태판정 기준을 설정

KORAIL에서는 그동안 전기철도 안전운행과 방대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

할 계획이다.

리를 위하여 설비 상태기준의 예방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많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향후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시점이라 생각된다.

5. 예방 유지보수 체계 구축 성과

향후 과제로는 설비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상태를 실시
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동 검측시스템의 확충이 필요

가. 장애사고의 급격한 감소

하며 궁극적으로는 유지보수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차선로 시스템을 개

전차선로 시스템에 예방 유지보수 체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효과는 장애

량하고 Maintenance free화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좀 더 많은 연구와 노

사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증가하던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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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4

전기 철도 기술

II. 직류전동차의 회생에너지
전동차는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제어를 수행하는 인버터 및 유도전동기를 이용하여 견인력을
발생 시킨다. 전동차는 급전시스템 전압 종류에 따라 교류전동차와 직류전

회생에너지를 고려한
직류변전소 정류시스템

동차로 구분한다. 교류전동차는 교류 전철 변전소로부터 받은 전력을
VVVF제어를 수행하는 전동차의 입력으로서 컨버터를 통해 직류로 전환하
기 때문에 입력단의 변환부를 제외하고는 직류전동차와 거의 유사하다.
최근 산업설비의 대용량화와 고성능화에 따라 전원품질에 대한 경제·사
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력전자의 스위칭 소자기술의 진보로 전력
품질개선장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철도에서는 기
존에 주로 사용하던 기계적인 제동방식을 보완하여 차량 제동 시 또는 하
구배 운행 시 견인전동기를 이용한 전기적 제동을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
다. 전기제동 시에는 견인전동기를 발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동 중 에

한문섭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전력연구팀장
(mshan@krri.re.kr)

너지가 생성되며 이를 회생에너지라 하고 급전시스템에 공급하게 되면 에
너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회생에너지양은 차량을 가속하기 위
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45~47%정도로서 <그림 2>와 같이 약 20%정도는 타
전동차에서 소모되며, 교류

I. 직류급전시스템[1]
국내에서 직류급전시스템은 도시 간을 연결하는 교류급전시스템과는 달
리 도시 내에서 저속으로 승객을 운송하는데 사용된다. 지금까지

직류고속도
차단기

해 수전모선 측으로 에너지

역행전류

가 전달되지만 직류시스템

전차선(상선)

에서는 다이오드 정류기를

역행차
회생전류
선차선(하선)

연계시키는 급전전압 750VDC의 경량전철이 용인, 김해 등에서 건설되고
있다.

시스템에서는 변압기를 통

정류기

급전전류

1,500VDC의 급전전압을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도시 인근 소도시와를

변전소

회생차

레일

사용하여 회생 에너지가 직
류급전선로로 잔류하게 되

<그림 2> 회생에너지의 타 전동차 이용흐름도

<그림 1>은 직류급전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직류급전시스템은 한국전력

어 에너지의 20~27%는 잉

의 모선으로부터 수전한 3상 교류전력을 직류로 변환하여 차량에 전력을

여 전력으로 남게 된다. <그림 3>은 직류 전철 급전시스템에서 회생 에너

공급한다. 전철 변전소는 한국전력 변전소의 22.9kV 모선으로부터 수전설

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변성 설비인 정류기용 변압기로 1,200V로 강압
한 다음 정류 설비를 이용해 1,500V 직류를 급전 설비를 통해 전동차에 공

인접 차량 소비
25%

급한다. <그림 1>에서는 △-△Y 정류기용 변압기를 통하여 2개의 단상을
각각 정류기를 거쳐 직류급전전압을 만들어 주는 12 Pulse 정류시스템으로
국내 표준 정류방식이라 하겠다. 정류기용 변압기 형식과 정류기의 개수에

55%
차량 자체 소비

따라 6, 12, 18, 24 Pulse 정류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
회생 가능 에너지

3-phase
AC source

<그림 3> 회생 에너지 분포

DC line

<그림 1> 직류급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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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A

변전소B

급전선

변전소C

변전소D

변전소A

레일

변전소C

변전소D

전류

대지

레일전위

레일전위

(a) 인접변전소간에 전압차가 존재할 경우

III. 회생 에너지 활용 방안

급전선

레일
전류

대지

변전소B

(b) 인접변전소간에 전위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림 5> 정전압제어에 따른 대지 누설전류의 억제

최근 들어 차량의 회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기존 정류기
와 병렬로 회생용 인버터를 설치하거나 건설시에 컨버팅과 인버팅을 할 수

<그림 5>에 보는바와 같이 기존 다이오드 변전소는 부하의 크기에 따라 변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림 4>는 직류변전소에서 정류기와 회생 에너지

전소마다 전압이 달라져 대지 누설전류는 전동차가 점유한 변전소밖 변전

를 교류측으로 인버팅하는 구성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소로 흐르게 되나 변전소의 전압을 동일하면 전동차가 점유한 양쪽변전소

<그림 4>와 같이 초기에는 다이오드정류기를 사용하였으나 회생에너지를

만 누설전류가 흐르고 그 외의 변전소로는 누설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3]

교류측으로 보내주기 위해 최근 들어 싸이리스터 컨버터+인버터, 다이오
드 정류기+인버터 및 IGBT 컨버터+인버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간단

IV. 결론

히 그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건설되는 서울9호선과 7호선 연장선에 각각 1대와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선에 5대의 IGBT 회생용 인버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직류시스템에서
의 회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 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건
설교통부 연구개발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1.5MVA 회생용 인버터가 국내
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직류급전시스템 회생에너지 활용이 시
작된다.
다이오드정류기

싸이리스터
컨버터+인버터

다이오드
정류기+인버터

IGBT
컨버터+인버터

<그림 4> 직류변전소 정류기 구성현황

이에 따라 회생에너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며 국외에서는 급전에너지 저감을 위하여 운전패턴을 제어하거나[4] 새
로운 제어방법의 회생제동[5]을 이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시
철도 관계자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싸이리스터 컨버터+인버터는 국내 부산지하철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교류에 인버팅시 전력품질의 문제가 있어 교류측에 필터를 설치하여야 하

[참고문헌]

는 단점을 갖고 있다.

1)“차세대 전철시스템 에너지 회생장치 개발”
, 4차년도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둘째로 다이오드 정류기+인버터는 기존에 건설된 다이오드 정류기에 병렬
로 인버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초기 싸이리스터 인버터를 설치한 예가 일
본에 있으나 교류측 전력품질에 단점을 갖고 있어 최근에는 IGBT를 이용
한 인버터가 도시바에서 개발되었다.[2]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건설교통부 연구사업으로 회생 에너지의 인버팅 기능과 교류측 전력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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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류전철변전소용 Hybrid Converter", 도시바 Review, Vol. 60 No.3(2005)
3) "쯔쿠바 익스프레스 PWM 전력변환급전시스템, 2006. 3
4) "Optimisation of regenerative train operation", IEE Japan, 2001
5) "A study of increasing regeneration rate of electric trains with constant
power brake pattern" IEE Japan, 2001

보상기능을 갖는 IGBT 인버터를 2008년에 개발완료 할 예정에 있다.
마지막으로 IGBT 컨버터+인버터는 최근 2006년에 개발한 일본 쯔꾸바 익
스프레스에 적용된 설비로 본 선로인근에 기상청의 지 자계 관측소가 위치
하고 있어 직류급전시스템 귀선회로에서 발생하는 누설전류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설비가 설치되었으며 본 설비의 특징에 대한 특징
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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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5

전기 철도 기술

프랑스 TGV 동선 콘크리트 도상의
고속 분기기 운영 속도 검토

TGV EST
2×tg 1/46
- n。
1227
- n。
1228

콘크리트 도상 및
분기기 설치 구간

1×tg 1/15,3
- n。
1222

<그림 1> TGV 동선의 콘크리트 궤도 설치 위치

최대 운행 속도는 350km/h로 주어지며, 파리 근교의 Seine et Marne 지방
의 Chauconin 부근 개소 No 12 구역에 1.8km의 콘크리트 도상 궤도가 고
속 분기기와 함께 시험 부설되었음을 설명하였다<그림 1>.
김용규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장
(ygkim1@krri.re.kr)
이재호 | 철도연 전기신호연구본부 열차제어연구팀
책임연구원(jhlee1@krri.re.kr)

콘크리트 도상 궤도에서의 시험 및 초기 운행은 320km/h의 열차 속도로
주어졌지만, 현재는 콘크리트 도상 궤도 구간의 열차 운행 속도를 일시적
으로 230km/h로 제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일시적인 속도 제한의

2007년 4월 3일 프랑스 TGV 동선에서 열차 운행 최고 속도 574.8km/h 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갈도상 궤도와 콘크리트 도상 궤도 간의 연결 구간

험에 성공한 이후, 6월 10일부터 320km/h로 상업 운행을 시작한 TGV 동선

이 궤도의 안정화를 유지하기에 매우 어려우며, 열차가 관련 연결 구간을

은 파리 근교에 설치된 콘크리트 도상에서의 열차 운행 속도 제한으로 인

통과시, 승차감이 감소함에 따라 상업 운전의 속도를 230km/h로 제한한

해 실제 열차 운행 속도가 시설 분야에 의해 200km/h로 제한되었다. 그 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개통이후 현재까지 충분히 분

과, 이러한 속도 제한의 원인이 고속선 콘크리트 도상에 설치된 분기기의

석됨으로서 SNCF는 열차의 상업 운행 속도를 기존의 320km/h로 재개할

기술적인 문제점에 의한 것인지, 또는 열차 운행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생

예정임을 시사하였다<그림 2>.

함으로서 유발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검토된 내용은 현재
TGV 동선에서 근무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 SNCF 종사자에 의해 현장
방문시 주어진 정보를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동대구-부산 경부고속선
2 단계 및 호남선 고속선 건설 구간에 적용될 콘크리트 도상 궤도의 고속
분기기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콘크리트 궤도와 자갈도상 궤도의 연결 부분

1. TGV 동선 운행 속도
TGV 동선 현장 방문 조사 이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궤도 담당자에 의해
TGV 동선의 콘크리트 궤도 부설 구간의 분기기 통과 속도가 320km/h가

2. 콘크리트 도상 궤도

아닌 200km/h로 제시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프랑스 고속선 운영 기관인
SNCF(프랑스 철도공사)를 통하여 관련 속도에 대한 확인을 시작하였다.

SNCF와 공동으로 프랑스 철도시설공단(RFF)에서는 고속선 투자 및 유지

SNCF의 TGV 동선 관련 담당자는 TGV 동선의 상업 운행 속도가 320km/h,

보수 비용 최적화를 목적으로 철도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콘크리트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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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의 적용을 위한 관련 시험 설치 구

3. TGV 동선의 콘크리트 도상 궤도 설치 현장 방문

간을 2개의 선로에 설치하였다. 첫 번째
시험 구간은 Reims 남쪽 지방에 3km를

우리나라의 경부고속선 2 단계 건설이 고속선 1 단계 구간인 서울-동대구

설치하였으며, 아스팔트 하부층 구조로

와 연결되어 동대구-부산 구간에서 현재 건설중에 있다. 1 단계 구간과 2

건설되었다. 두 번째 시험 구간은 Seine

단계 구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궤도 시스템에 의해 주어진다. 1 단계 구간

et Marne 지 방 의 Chauconin으 로

이 자갈도상 궤도로 건설된 반면, 2 단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 도상 궤도로

320km/h 운행 고속선에 약 1.8km를 콘

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콘크리트 도상 궤도로 건설될 경우의 신호시스템

크리트 도상으로 설치하였다. 이는 콜

인터페이스 항목은 크게 궤도회로의 특성 검토와 시설과 신호 분야의 인터

라스(Colas) 사(社)와 공동 개발한 아스

페이스를 취급하는 고속 분기기로 구분된다.

팔트와 석회 골재를 혼합한 (도로포장

콘크리트 도상 궤도는 시설 측면에서 유지보수 및 운영상의 경비 및 인력

용) 타르인 자갈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절감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며, 이러한 콘크리트 도상 궤도는 주로 일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본과 독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단지

콘크리트 도상 구조의 두께를 1/3 감소

<그림 3> 콘크리트 도상 준설 작업

<그림 5> 고속선 콘크리트 도상 궤도 설치 현장 방문

터널, 교량에서만 유지보수의 특성상 사용되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영국

시킬 수 있으며(자갈도상의 100cm 대신

의 유로스타 고속선 2 단계 구간에서도 대부분의 구간은 자갈도상 궤도로

64cm 적용), 이에 따라 자재 보급량을

구성되어 있고, 단지 테임즈강 하부의 터널에서만 유지보수의 측면에서 콘

현저히 감소시킴과 동시에 선로 부설시

크리트 도상 궤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쌓아 올리는 흙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

TGV 동선의 콘크리트 도상 궤도가 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로 부설

치된 현장 방문을 위해 SNCF에서 사전

공사 차량의 운행이 용이해지는 장점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콘크리

함께 주어진다.

트 도상 궤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콘크리트 도상 궤도 설치 작업에 연관

콘크리트 도상 궤도는 이미 일본과 독

된 일련의 작업 순서 절차를 통해 콘크

일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콘크리트 도
<그림 4> 콘크리트 도상 궤도와 자갈도상 궤도의 MJ81형 고속 분기기

상 궤도를 사용함으로서 열차 운행 시

리트 도상 궤도 작업의 정밀함과 어려
<그림 6> TGV 동선의 콘크리트 도상 궤도에 설치된 MJ81형 고속 분기기

레일 표면 위로 튀어 오른 자갈의 미세

움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 공사 비용
은 자갈도상 궤도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파편을 차륜이 통과하면서 레일 표면을 손상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시간의 경과에 무관하게 궤도 형상을 항상 양호한 상
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자갈 다지기 등과 같은 유지보수 작업 비용을 절감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 도상 궤도가 설치된 현장의 특성과 관련된 선로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FF와 SNCF에 의해 320km/h(최대 속도

운영 속도를 조사하였다. SNCF에서 제시한 신호도를 통해 TGV 동선 관련

350km/h)로 상업 운행되는 TGV 동선 콘크리트 도상 궤도에 설치된 고속

운행 속도는 350km/h로 주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속도는 콘크리트

분기기는 곡선 커브로 인하여 궤도 한쪽을 15cm 높인 구간에 설치되어 있

도상 궤도의 분기기 설치 구간에 있어서 독일의 최대 속도 270km/h보다

으며, 이는 열차가 시속 320km/h로 운행되는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적용

80km/h 이상 상향된 속도로, 2005년 콘크리트 도상 궤도 설치 작업 이후

시킨 사례가 없는 기술로 관련 시험 결과가 충분한 설득력을 얻게 되면, 향

현재까지 어떠한 문제점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지 콘크리

후 프랑스 고속선에서도 콘크리트 도상 궤도의 사용이 일반화될 수 있을

트 도상 궤도와 자갈도상 궤도의 인터페이스 부분에 있어서 자갈도상 궤도

것으로 예상된다.

의 두께가 감소되는 구간에서의 탄성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230km/h의
속도 제한을 실행 중이며, 이러한 연결부의 동적 특성 분석이 완료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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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시 320km/h로 운행을 재개할 예

4. 결론

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7> 상호호환성에 따라 ERTMS/ETCS Level 2에 사용된 유로발리스

<그림 8> TGV 동선에 설치된 TVM 계열에 의한 TGV 열차 운행

세 번째는 관련 구간에서 사용하는 신

동대구-부산 고속선 2 단계 건설 및 호남선 고속선 건설 공사와 같이 우리

호시스템으로 TGV 동선이 동유럽 고속

나라의 고속선에 콘크리트 도상 궤도가 적용됨에 따라 신호 및 궤도 분야

선 프로젝트의 동유럽 방향으로 연결되

의 중요한 인터페이스로 주어지는 고속 분기기의 경우, 경부고속선 1 단계

는 고속선 축의 일부로 주어짐에 따라

구간 서울-동대구에서 사용한 고속 분기기의 유형은 콘크리트 도상 궤도

TGV 동선에는 프랑스 고속열차에서 사

적용의 적정함은 물론 신호기계실의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최상임이 확인

용하는 TVM 계열 신호시스템과 유럽열

되었으며, 1 단계 구간과 2 단계 구간의 고속 분기기가 동일한 형태로 주어

차제어시스템(ETCS)가 함께 설치되어

짐으로서 운영 및 유지보수의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있다. TVM 계열 신호시스템은 우리나

관련 고속 분기기의 통과 속도는 현존하는 전세계 고속 분기기의 통과 속

라 경부고속선에 사용 중인

도 중 가장 높은 320km/h로 주어짐에 따라 호남선에서의 적용에도 문제점

Ansaldo(Ex-CSEE)의 TVM430과 Alstom

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존선에서 사용 가능한 동일한

의 SSI를 Integration한 TVM SEI가 사용

유형의 전기선로전환기가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06년 개발, 시

되었으며, 이는 프랑스 내부에서 운행

험이 완료됨으로서 향후에는 기존선, 고속선에 관계없이 하나의 통합된 전

되는 고속선 열차를 위해 설치되었다.

기선로전환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분기기의 경우에

ETCS 시스템은 신선 및 개량선로에 대

기존선, 고속선의 운영 및 유지보수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

한 ERTMS 규정에 따라 유럽의 열차 운

한다.

행 상호호환성을 위해 무선을 사용한
ETCS Level 2가 설치됨으로서 독일의
고속 열차 ICE가 프랑스 고속선에서 신
호체계의 변화없이 TGV 열차와 함께
운행되고 있다<그림 8, 9>.
<그림 9> TGV 동선에 설치된 ETCS Level 2에 의한 독일 ICE 열차 운행

고속 분기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
부고속선 자갈도상에서 사용하는 노스

가동 분기기와 동일한 유형의 고속 분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MJ81
전기선로전환기와 철관 장치를 이용하여 전환력을 분기기에 분배, 공급함

<그림 10> 뽈베 밀착 검지기 및 간격간 설치 현황

으로서 분기기의 안전 동작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분기기는 자갈도상
궤도는 물론 콘크리트 도상 궤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TGV
동선에서 입증하였다. 관련 속도는 직선 속도의 경우, 선로 허용 최고속도
(TGV 동선 : 350km/h)까지, 그리고 분기 속도는 분기기가 허용하는 최대
분기 속도(F46 : 180km/h)까지 허용됨을 알 수 있다. 분기기의 구성 요소
및 설비 또한 현재 경부고속선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기 Heating 장치도 경부고속선과 동일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
다<그림 10>. 추가로 신호 케이블의 정확한 구별을 위해 <그림 11>과 같이
각각의 케이블에 인식표를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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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분기기 Heating 장치 및 케이블 식별표지 부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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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6

전기 철도 기술

<표 1> 나라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국 가

한 국

덴마크

프랑스

미 국

독 일

일 본

공급율(%)

2.2

13.2

6.4

4.4

3.9

3.6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05년 자료(외국 2003년, 한국 2005년 기준)
<표 2> 국내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태양광에너지와 철도역사

구 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공급량(천toe)

3,479

1,311

145

37

태양광 태양열 등
4

38

합 계
5,013

공급비중(%)

69.4

26.1

2.9

0.7

0.1

0.8

100

<표 3>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국

가

E U

미 국

일 본

한 국

연

도

2010

2010

2010

2011

12

7.7

7

5.0

보급목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수준은 2005년 말 기준 총 1차 에너지 소비
김학환 | 철도시설공단 전력기술팀
(hhkim@krnetwork.or.kr)

의 2.2%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2006년 국가에너지
자문회의에서 2011년까지 목표율을 5%로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
진하고 있다.1)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전략, 2006.5.19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 태
양광, 풍력에너지를 3대 중점분야로 선정하였으며, 태양광에너지 분야에

1. 서론

대한 정부지원제도로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하여 677원/kWh로 15년간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신흥공업국으로 대변되는 BRICs 국가의 유류에너지

발전한 전력을 매입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50kW이하 발전설비에 대하여

수요 증가, OPEC의 시장지배 강화 등에 따라 2007년 9월 텍사스 중질유가

건설비의 60%를 지원하는 일반보급사업, 3kW이하 설비를 시설하는 주택

격이 배럴당 $80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 상황이 고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을 포함한 일반 건물 시공시 건설비를 지원하는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다. 또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환경 규

사업,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의 표준건축비

제가 강화되고 있어 서구 선진국들도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온실가스

5%이상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태양광분야 포함)를 시설하도록

감축에 참여하는 일환으로 EU, 영국, 독일은 -8%, 미국은 -7%, 일본은 -5%

하는 설치 의무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OECD 회원국으로서 한국

2. 태양광발전시스템

도 화석에너지의 고갈 및 국제환경 개선에 동참하는 방안으로 대체에너지
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태양광에너지는 지구상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태양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도 1987년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기

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PV, Photovoltaic) 시스템은 무한정하고 무

술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에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공해하며 대기오염, 소음, 발열, 진동 등과 같은 위해요소들을 발생시키지

촉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대

않고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연료 수송, 발전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거

체에너지 보급에 진력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의 필요하지 않고, 20년 이상의 긴 수명을 가지며, 설비 규모의 선정과 설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치가 비교적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하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고, 약 25㎡/kWp 발전량으로 에너지밀도가 낮아 큰 설치 면적을 필요로 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며, 설치장소가 제한적이며, 초기투자비가 800만원~1,400만원/kWp가 소

신재생에너지는 연구개발에 의해 확보 가능한 기술적 자원, 화석연료 사용

요되는 단점도 있다.

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원, 무제한 공급 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써 비 고갈성, 장기적인 선행투자와 정부주도의

1)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용

지원이 필요한 공공 미래에너지원으로써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발전한 전력을 전력 공급회사의 전력계통에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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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질 Si

단결정(single Crystaline Si)

기판형

다결정( Poly Crystaline Si)
Si 계
태

비정질 Si박막(a-Si Thin Film)

양

지 않고 부하에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독립전원시스템과 전력 공급회사의

전
지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는 계통 연계시스템이 있다.

박막형(Poly-Crystaline Si Thin Film)

Ⅱ-Ⅵ 족 : CdTe, CIS 등
화합물반도체

Ⅲ-Ⅴ 족 : GaAs, Inp, InGaAs 등
기타 : Quantum Dot Cell, Dye Cell 등
<그림 4> 태양전지의 종류

가. 독립전원시스템 상용 배전계통이 없는 경우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주간

의 태양광 발전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하고, 직류부하로 공급하거나 인버
터를 이용하여 교류로 변환하여 교류부하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용도로

Q 1

Q 3

는 가로등 단독 조명, 비상동력, 분수대, 낙도전원, 관개용수용으로 활용하

ic

L
+

고 있다.

E

태양전지 어레이

Q 2
충반전
제어장치

직
류
분
전
반

인버터 1

전력저장
출전지

인버터 2

교
류
분
전
반

ec

L

Q4

C

A마을
부하

C

<그림 5> 인버터 기본회로 구성
B마을
부하

<그림 1> 독립전원시스템

나. 전력변환 및 제어기술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력을 부하에 공급하거나

전력 배전계통에 연결하기 위하여 인버터등의 전력변환장치가 필요하다.
인버터는 전력변환을 위하여 IGBT 소자를 주로 사용하고, 약 20kHz의 동
태양전지 모듈

계통연계인버터

교류분전반

직류배전반

주상
변압기
역조류
역량계

조 류
역량계

가전제품

나. 계통연계시스템 태양광 발전시 배전계통에 연

작주파수로 스위칭하며, <그림 5>와 같이 변환부 IGBT 소자(Q1~Q4), 리

결하여 배전계통과 함께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고,

액터(L), 콘덴서(C) 및 절연변압기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

태양광발전이 중단될 경우에는 배전계통에서 전

을 가진다.

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서, 부하기기의 가동이

(1) 최대전력 추종제어 태양전지는 일사량 및 온도에 의해 출력특성이 변

적을 경우 잉여전력을 배전 계통으로 역조류시켜

하므로 최대전력 점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전력점에서 인버터가

전력을 공급하기도 한다.

운전할 수 있도록 최대전력점을 감시하는 최대전력 추종제어기능이 갖
추어져야 한다.

<그림 2> 계통연계시스템

2)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기술
가.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

빛에너지

전면전극
반사방지막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부하

전류

정공

<그림 3>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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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기 위한 회로방식과 제어가 필요하다.

지로 변환시켜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P형 반도체

(3) 소음저감 건물내 설치를 고려하여 동작 주파수를 가청주파수 범위 밖

와 N형 반도체의 접합형태를 가지며, 기본 구조는

의 20kHz를 이용하며, 냉각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냉각방식을 채

다이오드와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용한다.

태양전지로 구성된 태양광(PV) 모듈의 설치 경사

(4) 직류분 제어 트랜스레스 방식의 경우 인버터 이상 발생시 교류출력에

각이 지표면으로부터 30°일 때 최대 효율로 전력

직류성분이 혼입되어 계통에 유입되므로 계통이나 다른 수용가 설비에

을 생산하며, 경사각이 5°~ 65°일 경우 최대 효율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직류성분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어기

의 95%로 발전할 수 있으며, 방위각이 정남향(0°)

능이 필요하다.

후면전극
전자

(2) 고효율제어 IGBT가 고주파로 스위칭 하므로 스위칭 손실을 최대한 억

일 때 최대 효율로 발전하고, 방위각이 ±30°일 경

(5) 직류지락 검출기능 트랜스레스 방식의 경우 직류, 교류간에 절연이 불

우 최대 효율의 95%로 발전할 수 있다.2)박수영, 주택의

가하므로 직류회로에 지락이 발생하면 인버터를 통해 계통으로 지락전

BIPV 적용과 고효율열원기기의 조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류가 발생하고 배전계통측 영상변류기가 자기포화되어 지락 검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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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일본 Sharp 사)로 60kWp의 전력을 생산하고, 30kW 인버터 2대
를 운용하여 철도박물관의 냉방용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4. 향후 추진계획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인버터에 직류지락 검출회로를 추
가하여 지락 검출시 인버터를 정지시키고 배전계통과 분리되도록 하여
<그림 10> 의왕 철도박물관 승강장 모형

야 한다.

경의선 운정역사에 14kWp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적용하기 위하여 설계중
에 있다.

(6) 고조파 억제 IGBT를 고주파로 스위칭하면 고주파 노이즈가 발생하고

배전계통에 유입될 경우 배전계통 및 부하설비에 손실증대와 기기 손

앞으로 태양광발전을 철도역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부관계부처와 협의

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버터내부에 부가적인 필터를 설치하여 노이즈

를 통하여 관계법령의 지원제도 활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를 억제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투자비 대비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미미하여 경제성만

(7) 계통연계 보호기능 인버터의 고장 또는 배전계통 사고시 사고의 제거

으로는 설치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국제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설치 타당

및 사고범위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버터를 정지시키고, 배전계통과 분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이 한전 배전

리하여야 한다.

계통으로 역조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사내 최소 부하만을 담당하도록 하
<그림 11> 경의선 운정역사(설계중)

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검토가 필요하고, 나아가 태양전지의 형태에 따라
사업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태양전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이중화된

3. 철도역사 적용사례
3)

<그림 6> 독일 Lehrter 역사 지붕

철도배전계통과의 연계방법 및 운용방식에 대한 최적화 방안에 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 PV facade at railroad station Lehrter Berlin,

독일, 미국, 일본등은 철도 역사 승강장부분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
여 대체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역사에 대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적극 적용함을 통하여 국제에너지
환경에 부응하는 공공사업시행에 철도분야가 앞장서는 계기가 될 수 있어

1) 독일 Lehrter 역사

야 하겠다.

독일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Lehrter역은 2002년 6월 역사를 개량하면서
아치형 지붕에 1,870㎡ 면적의 태양전지(영국 PB Solar 사)로 189kWp를 발
<그림 7> 독일 Lehrter 역사 승강장

전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연간 160MWh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 미국 Stillwell Avenue 역사

미국 뉴욕시 Stillwell Avenue 지하철역은 2005년 10월 역사를 개량하면서
아치형 지붕에 7,060㎡ 면적의 태양전지(독일 RWE Schott 사)로 210kWp를
발전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연간 250MWh 전력을 생산하
여 열차 운행설비 부하를 제외한 역사 부하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8> 뉴욕 Stillwell Avenue 역사 승강장 지붕

3) 일본 다카사키 역사

일본 JR East 다카사키 역사 승강장에 2001년 100kWp, 2004년 100kWp 용
량의 태양광설비를 시설하였다.<그림 9>
4) 의왕 철도박물관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철도박물관에 2005년 12월 정부로부터 시설비의
<그림 9> 일본 JR East 다카사키 신간선 역사 승강장

70%를 지원받아 모형 승강장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시설하였다. 449㎡의

4)쏠라테크㈜,“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 2006.

<그림 12> 전국 일사량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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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방지 포스터의 모집 및 게재

2. 안전관리체계

JR도카이의 철도안전대책

운전사고 방지 및 노동재해방지에 관한 사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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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송안전의 확보를 위한 업무체계

식 고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사원을 대상으로 일

2006년 9월, JR도카이에서는 수송의 안전을 확보

러스트·사진·표어를 모집하고 그 중에서 포스

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안전관

터를 작성하여 사내 관계 개소에 게시하고 있다.

리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것은 작년 제정된

다. 제안제도

개정 철도사업법에 따라 안전 수준의 유지·향상

현업기관에 대하여 일상의 업무 중에서「이렇게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 규

하면 더욱 질 높은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이렇

정에서는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업무체제와

게 하면 더욱 안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관리자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업무에 반영시키는 제도로서 2006년
은 약 90%의 사원이 참가하여 일인당 30건 이상,

2) 안전추진위원회

전체로 약 40만건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또, 특별

JR도카이는 국철의 분할·민영화에 의해 1987년 4

이것은 1951년의 케힌토호쿠선 사쿠라기쵸역에

철도 운전사고 및 노동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히 뛰어난 제안에 대해서는 타 직장에서도 활용할

월에 탄생하였다. 회사 발족 이래, 도쿄, 나고야,

서의 사고를 계기로 하여 국철시대에 제정된 것으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입안·추

수 있도록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오사카 등 일본의 3대도시권을 연결하는 토카이

로 수송업무는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

진하기 위해 본사에 철도안전추진위원회를 설치

「안전·노동자재해 방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테

도 신간선, 그리고 나고야, 시즈오카를 중심으로

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

하여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할 경우

마로 하는 강조의 달(月)을 마련하는 대책을 실시

한 중부권의 재래선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람도 그 직책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력을 다해 노

전문위원회를 두어 각각의 전문적인 사항을 집중

하여 2006년의 강조의 달만으로도 약 5만 3천건의

안전·안정수송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설

력하여야 하며, 특히 인명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

심의하고 있다. 또 철도사업본부나 지사 단위 등

제안이 제출되었다.

비·구조물의 강화, 사원의 규율이나 능력·기술

보다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도의

에서도 각각 안전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라. 소집단활동(
「챌린지 토카이」
활동)

력의 향상, 건전한 노사관계의 구축이라고 하는

적인 자각 및 태도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

안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구(지역)안

현업기관에 대하여 같은 직장내의 사원을 소그룹

기본기의 향상에 대처하는 등 고객에게 신뢰감을

타낸 것이다.

전추진검토회를 통해서 현업기관의 사원에게 주

으로 나누어 아이디어를 서로 제안하여 일상의 업

주고 만족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의

JR도카이에서는 회사 발족시부터 철도의 역사로

지시키고 있다.

무상의 과제를 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서 안전의 가치관, 과거로부터 계속 축적되어온

특히 안전·안정 수송의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대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이다고 생각하는「안전강

3) 안전을 위한 각종활동

만드는「챌린지 토카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 구축을 진행

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안전·안정수송을 확보하기 위해 승객이 많은 시

활동에는 직장에 있어 사원이 제일의 과제로 하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소프트·하드의 양면으로부

사원의 성장과 함께 직장을 일하기 쉬운 환경으로

기를 안전수송기간으로 설정하고 사고방지 포스

안전·안정수송에 관한 테마부터 시작하여 서비

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 중점 실시사항

터의 모집 및 게시, 제안제도, 소집단 활동(
「챌린

스 향상, 업무 효율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JR도카이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대책에 대하여 소

운전사고 방지대책 및 노동재해 방지대책을 계획

지 토카이」활동), 업무연구, All JR토카이 안전 추

에는 약 90%의 사원이 참가하여 그룹당 2건 정도

개하고자 한다.

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도 마다

진 회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의 테마를 완결했다.

중점 실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안전확보를 위한 기본 방침

「챌린지 토카이」활동의 활성화 및 수준향상을 도

2007년에는 안전의 확보와 안정수송의 유지가 최

가. 안전수송기간의 설정

모하기 위하여 활동에 대한 교육의 충실, 리더 회

대의 책무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특히 중대한 운

골든위크, 하계휴가기간, 연말연시 등 승객이 많

의의 개최, 각 발표회의 개최·표창 등 여러 가지

1) 안전강령

전사고나 노동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결의

은 기간에는「안전수송기간」을 설정하여 사장을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JR도카이에서는 안전 확보는 수송업무의 최대의

를 하고 규율을 유지하여 전체 회사가 일체가 되

비롯하여 본사 간부 등에 의한 안전 총점검을 실

마. 업무연구

사명이라는 인식하에서 매일매일의 업무를 수행

어 소프트·하드의 양면으로부터 운전사고 방지

시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수송대책본부의 설치 등

JR도카이에서는 현업기관의 사원에 의한 그룹을

하고 있으며, 사원의 수송의 안전의 확보에 관련

및 노동 재해 방지를 진행시키고 있다.

안전수송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사원의 안전의

주체로 하여 일상의 업무에 관계된 연구 활동에

식을 새롭게 고양하도록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운

되는 기본 정신으로서「안전강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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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량·기계」,「시설」,「전기」,「영업」,「안전

동
향

위생」,「관련 사업」의 7개 부문이 있고, 각각 업무

3. 안전대책의 실시상황

통해서 팀워크의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원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JR도카이를 이끄

하고 있다.

는 사원의 능력이나 기술을 장래에도 확실히 계승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성과 보고를 실시하고 있

1) 안전확보에 투자하는 인사제도/인재육성

다. 게다가 각 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자를 한곳에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설비의 개선·개량

나. 팀워크의 중시와 직장의 활성화

모은「업무연구 그랑프리」는 그 성과를 사내 전체

과 업무의 진행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각자가 직책을 완수하는

당시부터 추진해온 인사관계제도에 대해서 장

에 널리 알리는 것으로 업무연구의 새로운 활성화

도 중요하지만, 그 대전제로서 안전을 지켜나기기

것은 물론 동시에 동료와 서로 의지해 나가면 보

기 고용을 전제로 노력한 사원에 보답하는 인

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사장 표창을 실시하는

위한 강한 의지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인재의

다 확실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직장안에서 자

사제도를 재검토했다. 이 때 지식·기량의 향

것으로 사원의 의식을 한층 더 고양시키고 있다.

육성이 중요하다. 인재육성의 관점으로서 스스로

신의 역할을 완수하면서 팀워크를 중시해 직장을

상에 노력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물

이것들에 의해 연구내용은 해마다 충실해지고 있

규칙을 준수하는 규율, 품질을 유지·향상하여 사

리드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능

론 직장안에서 동료·후배를 지원하고 지도하

으며 사원의 기술력은 착실하게 향상되고 있다.

고를 방지하는 기술력의 향상, 관계되는 사원과

력 향상뿐만 아니라 직장을 활성화하여 직장 전체

고 있는 것도 포함하여 사원의 안전 확보를 향

또한 연구성과를 직접 업무에 살리는 것으로 하여

제휴·협력을 통해 한사람 한사람이 책임을 완수

의 역량 향상도 추진하고 있다.

한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 스스로의 능력 향

업무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일체감이 중요하다고

❶ 리더 연수 고등학교 졸업·전문학교졸·단기

상에 임하는 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바. All JR도카이 안전추진회의

생각하고 있다.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원

대학졸업의 입사사원 중에서 의욕 있는 인재를

동시에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사

JR도카이와 철도사업에 대해 JR도카이와 관계하

의 육성, 교육 훈련에 임하고 있다.

선발하여 장래의 직장 리더로서 필요한 책임

원의 육성에 임하고 있다.

감·지도력·판단력·실행력을 향상시키는

❷ 운수계통 사원의 운용 변경

는 회사(약 200사)의 사장이나 안전담당 임원 등

하도록 회사 발족당시부터의 체계를 재검토했다.
❶ 노력한 사원에게 보답하는 인사제도 회사 발족

운수계통의 사원

이 한곳에 모여 운전사고 방지와 노동재해 방지에

가. 신입사원의 육성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수강한 사원이 현업 기

은 승진하면서 역·차장·운전기사에 종사하

대해 서로의 협력 체제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의식형성이나 안전을 지켜나가

관 등에서 그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커뮤니

는 구조였지만, 2005년부터 차장이나 운전기사

하는「All JR토카이 안전추진회의」를 매년 개최하

는 직업인으로서 중요한 올바른 가치관, 규율, 기

케이션 스킬이나 개선 활동 등 실천적인 커리

를 경험한 중견 사원을 신진 사원의 지도나 기

고 있다.

본의 중요성 외에 직장에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

큘럼 외에 야외에서의 단체행동이나 체험형 연

술 계승의 담당자로서 역에 배치하고 그 후에

2006년은 추진 사례로서 JR도카이 나고야 공장과

면서 동료와 제휴·협력하여 바르게 일을 하는 것

수를 통하여 팀워크나 리더십 능력을 향상시키

도 몇 개의 직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원

신간선 메인터넌스 토카이(주)로부터 사고방지의

의 중요성에 대하여 JR도카이의 독자적인 제도에

고 있다.

이 3개의 직종에 익숙해지고 직종간의 제휴 강

대책에 관한 보고회를 실시했다. 또한 이 회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서는「조직 풍토의 개선과 사고 예방」이라고 제목

❶ 인스트럭터(instructor) 제도 신입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테마는「안전의 확보」이다. 이 테

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은 회사 만들기에 대

단체연수는 인스트럭터로서 지정된 사원이 회

마와 관련하여 현장책임자는 리더십을 발휘하

해 특별 강연을 하였다. 이 회의에 의해 운전사고

사 개요나 전문 지식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인

여 사원의 의욕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

2) 교육훈련의 체계

방지·노동 재해 방지의 대처의 중요성을 재인식

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규율, 예의, 생활태도

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사원 한사람 한사람의 지식이나 기술의 향상을 도

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의 사고 방지의 대처에 유

등 전반에 걸쳐서 지도를 실시한다. 약 2개월의

있다. 이를 위해 현장책임자가 스스로의 직장

모하기 위해「직장내 교육 훈련」을 주체로 하여

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연수기간중 인스트럭터는 신입사원과 숙식을

의 과제나 실정을 근거로 하여 아이디어를 발

「단체연수」
「자기 계발」등 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이 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신입사원의 불편함

굴하고 연구를 거듭한 직장 매니지먼트를「현

교육 훈련, 제도를 제정하고 있다.

4) 안전 감독

이나 고민의 상담을 통하여 사회인으로서 순조

장책임자 매니지먼트」라고 칭하며 이것을 추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원(운전기사, 차장,

안전과 관계되는 업무기관 및 관계회사를 대상으

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진하고 있다. 뛰어난 매니지먼트의 사례를 소

지령원 및 신호 취급자 등)에게는 담당하는 업무

개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현장책임자의 상호

별로 정해진 내용·시간에 근거하여 교육이나 훈

계발을 도모하고 있다.

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실시 방법이

로 안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는 운전취급에

❷ 조언(Adviser) 제도

❷ 현장책임자 매니지먼트 철도의 현장에 있어서

신입사원 몇 명당 대졸

대해서는 규정의 주지나 준수 상황, 교육훈련의

등의 선배사원을 조언자로서 지정하여 정기적

실시 상황, 차량이나 지상설비의 관리 상태 등에

으로 직장을 방문하고 회사상식이나 업무 지

대해서, 안전 위생에 대해서는 관리체제나 교육

식외 직장이나 사생활로의 여러 가지 고민의

다. 끊임없는 노력을 평가하는 인사제도

훈련의 실시 상황 등 노동 재해 방지의 대책에 관

상담에 하도록 한다. 또 신입사원이 조언자나

안전·안정수송을 담당하는 사원의 의욕이나 기

하여 점검·확인하고 있다.

그룹 동기와의 신뢰 관계를 쌓아 올리는 것을

능을 높이기 위해 직장에서 착실하게 노력하는 사

62

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종전에 비해 안전·안정
수송의 확보에 큰 힘이 되도록 하고 있다.

나 합격 기준을 정해 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기준에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가. 직장내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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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교육 훈련 중에서 직장내 교육훈련을 통하

이터 장치 등 실천적인 실습 장치를 정비해 교육

는 CTC(열차집중 제어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또,

다. 열차방호시스템

동
향

여 사원의 지식·기술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효과를 높여 안전·안정 수송에 임하고 있다.

신간선에서는 열차 다이어의 관리, 승무원과 차량

신간선에서는 역 홈 및 선로내 작업용 통로에 열

의 운용 관리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

차를 긴급하게 정지시키는 열차 방호스위치를 설

❶ N-OJT 신진 사원이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착

실하게 습득하기 위해 각 직장에서
「한 사람 분」
이

다. 자기개발

어 진로설정작업의 자동화와 지령·지시나 정보

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작업원이 이상을 발견했

라고 여겨지는데 필요한 항목과 도달 수준을 명시

사원의 자기 개발을 촉진하여 보다 의욕적으로 지

수집 등의 신속화를 도모하는 등 지령원의 작업·

을 경우에 부근을 주행중인 열차에 긴급상황을 알

한「리스트」
와 개인별의 육성 계획, 지도 내용, 지

식이나 기술의 향상에 임할 수 있도록 JR도카이의

판단을 강력하게 지원하여 고속·고밀도인 신간

리기 위해서 휴대용 방호 무선발신기도 사용하고

도 결과를 기록하는「진료기록카드」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사내통신연수 외에 자격 취득시의 장려

선 다이어가 안정된 운행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있다. 또 승무원이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 가선 전

치밀한 지도 육성을 행하고 있다. 각 직장에서는 이

금 제도나 사외 통신연수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지

재래선에 대해도 진로 제어, 열차 다이어의 관리

원을 강제적으로 정전시켜 부근을 주행중인 열차

구조를 이용해 신진 사원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실

원을 행하고 있다.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확실한 진로 제

에 비상 브레이크를 걸어 정지시키는 EGS(보호

시하여 직장 전체의 기술력 향상에 임하고 있다.

사원이 스스로의 전문 분야는 물론 관련 분야를

어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령원의 부담경감을

접지 스위치)를 전운전대에 설치하고 있다. 재래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사내통신연수」

도모하고 있다.

선에서는 모든 운전대에 열차 방호 무선을 설치하

기량 향상 훈련의 하나로서 차량고장 등의 이

를 마련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보다 효과적으로

열차의 운행 상황과 설비의 가동 상황 등의 관리

고 있어 승무원이 취급하여 부근의 열차에 긴급을

상시 취급을 모의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사내통신연수」를 학습하여 회사 전체의 기술력

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 지령소는 신간선은

알릴 수 있다.

장치를 운전기사·차장이 소속하는 현업기관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동영상이나 음성의 컨텐츠

도쿄에, 재래선은 나고야와 시즈오카에 마련되어

또, 열차에 비상 브레이크를 걸어 방호 무선이나

에 도입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신속하고 적확

를 이용한 사내통신연수인 새로운 시스템「J-

있다. 종합지령소에서는 안전·안정 수송을 위한

차량용 화염신호기를 작동시키는 등 운전기사가

한 대응 능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Learning」을 시작하였다.

총괄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수송 장해가 발생했을

열차 방호에 필요한 일련의 조작을 원터치로 실시

때에는 수송 사령을 시작으로 각 계통의 사령이

할 수 있는 TE장치(긴급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있

❷ 승무원의 기량 향상 훈련

운전기사나 차장의

❸ 이상시 대응 훈련 사고나 수송장애 등에 의해

정상적인 운행이 저해되는 사상이 발생했을 경

3) 안전을 위한 설비투자

제휴하여, 안전·신속히 열차 다이어를 정상적으

다. 2007년까지 전운전대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우를 대비하는 이상시를 상정하여, 실제의 차

안전에 관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토카이도 신간

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준비를 실시하고

그 밖에도 재래선에서는 주행 중에 운전기사가 어

량이나 선로·가선·신호설비 등의 지상 설비

선의 ATC(자동열차제어장치), CTC(열차 집중 제

있다.

떤 이유에 의해 열차의 운전 조작을 할 수 없게 되

를 사용하여 운수, 차량, 시설, 전기의 계통마

어장치)의 개량, 재래선에의 CTC의 도입, 건널목

다 여러 가지 훈련이나 각 계통 사원이 참가하

보안 설비의 개량, 성토·교각 강화 등의 보안·

나. ATC/ATS

동 정지시키는 EB장치(긴급 열차 정지 장치)를 설

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각 계통의 사

방재 대책, 전기설비 개량, 차량의 신제 교체 등을

토카이도 신간선에서는 개업시부터 ATC(자동열

치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전운전대에 설치 완료

원이 참가하는 종합 사고 복구 훈련은 각 계통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또, 터널이나 교량 등의

차제어장치)에 의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2006

할 예정이다.

간의 연락 협조 체제와 사고 복구 즉응 체제의

토목 구조물과 차량·시설·전기의 제설비에 대

년 3월부터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의 최신 기

중요성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서, 각종 검사를 적절히 실시하는 것은 물론, 보

술을 이용하여 차 위로 계산한 패턴에 따라 보다

라. 차량 및 전기설비의 안전

다 효율적·효과적인 검사 방법의 개발도 추진하

매끄러운 감속을 실시하는 방식의 새로운 ATC를

열차의 안전은 많은 규정과 이것에 기초를 두는

나. 단체연수

여 현재까지 각종 검사기계나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입하고 있다. JR도카이의 재래선으로 사용하고

업무의 실천의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나고야와 미시마의 사원 연수 센터에서는 직장내

있다. 이와 같이 회사 발족 당초부터 안전에 관한

있는 ATS(자동열차 정지장치)는 ATS-ST라고 하며

를 위해 신형차량·신규설비의 도입시 등 여러 가

교육을 보완하고 승진시의 의식 부여 등 각각의

대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정지신호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적절한 브레이크

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메뉴얼류의 정

직능에 대응한 전문적이고 고도의 지식·기량의

기까지 20년 동안에 총 약 1조 7천억엔의 안전 관

준비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열차를 정지

비·개정을 실시하고, 차량·설비 상태를 적절히

향상 및 운전기사 등의 각종 자격 취득을 실시하

련 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시키는 것과 동시에 분기기나 곡선의 제한 속도를

유지·관리하는 체계를 충실하게 지켜나가 보안

초과하거나 혹은 모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신뢰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사원에

고 있다.

었을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열차를 긴급하게 자

사원의 지식·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

4) 안전을 위한 시스템

열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또한

대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이나 효율적이고 효과적

해 컴퓨터 화면상에서 지식의 확인 등을 할 수 있

가. 열차의 운행관리

2011년까지는 연속 속도조사를 실시하는 ATS-PT

인 업무 체제의 구축, 업무의 기계화·시스템화의

는 컴퓨터지원교육(CAI)이나 운전기사나 차장이

열차의 운행 상태를 파악하여 운행 관리를 안전하

를 전선에 도입하여 한층 더 안전성의 향상을 도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상시 등의 취급을 모의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

게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신간선과 재래선에

모합니다.

보수업무중 JR도카이의 관리 아래에 있는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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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검사 결과표 등에 의해 JR도카이가 요구하는

신호설비나 통신설비, 안정된 질 좋은 전기를

나. 지진대책

영향정도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는 열차의 운

동
향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

공급하기 위한 전력 설비에 대해서 정기적인

JR도카이에서는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각종 구조

전기사에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고 관계 회사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사와 일일 보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실

물의 내진 보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진 발

있다.

JR도카이와 관계하는 회사 상호의 안전에 대한 교

시간 설비 상태를 감시하는 것으로써 유지·관

생시에 신속하게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시스템

육이나 각종 합동 훈련의 실시, 기술력의 유지 향

리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 작업의 생력화, 시스

을 도입하고 있다.

상을 위한 교육 체제의 정비 등 JR도카이와 관계

템화를 도모하고 있다.

❶ 내진 보강

회사가 일체가 된 업무 수행 체제에 의해 새로운

다. 호우대책

국철시대부터 토카이 지진대책으

성토나 절취구간의 경사에 콘크리트 등의 방호공

● 전기설비 상태의 관리 신간선은 전기궤도종

로서 성토나 터널 등의 내진 보강을 추진해 왔

이나 배수를 촉진하기 위한 배수 파이프, 토사의

안전·안정 수송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합시험차(닥터 옐로우), 재래선은 궤도·전기

다. 또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에는 지진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토사차단공의 설치를 실시

❶ 차량의 안전 차량을 양호한 상태로 사용할 수

종합시험차(닥터 토카이)에 의해 열차 주행 상

피해 상황이나 국토교통성의 자료 등을 근거로

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연선에 우량

있도록 소모품의 보충 교체, 각 기기 상태 및

태로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득하며, 트롤리선

하여 고가기둥의 내진보강 등을 적극적으로 실

계를 설치하여 우량이 규제치를 넘으면 지령이나

작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검사하는 조업 검사,

상태나 가선 전압, ATC나 ATS의 설비 상태 등

시해 오고 있다. 고가기둥의 내진보강은 지진

역 등에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효하여 열차를 정지

기기 상태·작용 및 기능에 대해 재 모습 상태

을 측정한다.

시에 고가교의 기둥이 큰 피해를 받는 것을 방

시키거나 또는 서행시키는 등의 운전 규제를 실시

로 확인을 실시하는 순찰 검사, 중요한 장치의

● 신호설비의 관리 작업원의 순회에 의한 검사

지하기 위하여 기둥을 강판으로 감는 등의 보

한다.

특정 주요 부분을 해체해 세부의 확인을 실시

나 신호설비의 전압·전류를 자동검사시스템

강을 실시하는 것이다. 신간선에서는 도쿄~신

하는 중요부 검사(차체 검사), 차량의 주요 부

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 등에 의해 설

오사카간의 고가기둥의 약 반수가 되는 17, 600

라. 강풍대책

품을 분해하여 전반에 걸쳐서 검사하는「전반

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

개를 내진 보강할 계획이며 2006년말 현재 약

강풍대책으로서는 산간이나 교량위 등 바람이 집

검사」외에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임시 검

● 가선의 관리 작업원에 의한 목시 검사나 영

91%에 해당하는 16,100개의 시공을 완료했다.

중하는 개소나 돌풍의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에 풍

사」나「운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 열차와 동등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레이저광

재래선에 대해도 국토교통성의 자료에 따라 열

속계를 설치하여 풍속이 일정치를 넘으면 지령이

❷ 선로의 안전 안전·안정 수송의 확보 및 승차

선을 사용해 실시하는 측정에 의해 전기를 공급

차 밀도가 높은 구간의 고가기둥 1,480개의 내

나 역 등에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효하여 호우대책

감 향상을 위해 선로를 정기적인 검사와 일일

하는 트롤리선의 마모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

진 보강을 계획하여 2006년말 현재, 약 84%에

과 마찬가지로 경보에 의해 열차를 정지시키거나

보수에 의해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수

검 및 관리하고 있다.

해당하는 1,240개의 공사를 완료했다. 그 외 지

서행 등의 운전 규제를 실시한다. 또, 지리적 조건

진시에 교량상판이 어긋나 낙하하는 것을 방지

등에 의해 일부의 풍속계에는 기준을 넘는 바람이

작업의 기계화, 검사의 장치화·시스템화에 의
해 궤도의 강화·개선에 임하고 있다.

6) 방재 대책

하는 낙하방지공, 성토구간을 강화하는 성토내

불었을 때 자동적으로 정지 신호를 표시하는 기능

● 궤도 상태의 관리 신간선은 전기궤도종합시

지진이나 홍수, 태풍, 적설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진 보강, 터널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을 부가하고 있다.

험차(닥터 옐로우), 재래선은 궤도·전기종합

사고의 방지를 안전 대책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

시험차(닥터 토카이)에 의해 궤도의 변위량 등

여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상운행

토카이도 신간선 조기 지진경보시스템(테라

을 측정하여 적절한 보수 계획을 책정·실시하

에 저해되는 사상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도 그 영

스)은 지진의 초기 미동파장(P파)을 자동 해석

는 것으로 궤도 상태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각종 훈련이나 시책을

하여 신간선에의 영향정도를 판단하고 필요한

궤도상태가 모든 구간에서 양호한 상태로 균일

실시하고 있다.

경우에는 경보를 발신한다. 이 경보를 받아 변

❷ 토카이도 신간선 조기 지진경보시스템“테라스”

<참고자료>
일본 JR도카이철도여객주식회사 안전보고서 2007, 2007.9)

전소로부터 열차에의 송전을 자동적으로 정지

하게 되도록 보수·관리하고 있다.
● 레일탐상 레일상처 및 레일 마모량의 검사

가. 방재훈련

시켜 주요파장(S파)이 연선에 도착하기까지 열

는 주행하면서 초음파탐상 하는 전용차량을 사

JR도카이에서는 재해 발생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차의 속도를 저하시킨다. 2006년은 연선 지진

용하고 있다.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협조를 취하여 정기적으로

계 25개소, 원거리 지진계 1개소를 설치하였으

● 터널의 보수관리 터널의 콘크리트의 표면을

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의 방재훈련에

며 2007년 8월에는 원거리 지진계 6개소의 증

촬영하는 전용의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터널 검

대해서는 부상자 구호 훈련, 피난 유도 훈련, 탈선

설을 완료하는 등 테라스의 기능을 한층 더 강

사의 정밀도 향상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복구 훈련, 정보 전달 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을 실

화하고 있다. 재래선에서도 조기 지진 경보 시

시했다.

스템으로부터의 정보를 활용하여 재래선에의

❸ 전기설비의 안전 열차운행의 안전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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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광선 고속철도
교량 설계 및 시공

2) 상부시스템 32.7m (슈 중심간 간격

- 상부가설공법 PSM 적용 및 중국 PSM 특징

31.5m) PC BOX 단경간 형식 채택

- 콘크리트 생산시 플라이애쉬 첨가, 수화열 저감

교량 형식은 폭 13.4m, 경간장 32.7m의 PC BOX
1) 설계활하중 UIC하중의 80% 적용

를 채택하였으며, 경간형식은 슈 중심간 간격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중국 고속철도는 여

31.5m의 단순경간을 적용하였다.

객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설계시 연직방향

이 형식은 온도 변화에 의한 교량상판과 장대레

활하중으로 UIC하중의 80%를 적용하여 설계하

일 상호작용(Interaction)에 대하여 매우 좋은 결

였다 (한국 1,2단계는 UIC하중 100% 적용, 호남

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시속 350km에서

선은 하중축소 검토 중)

의 동적거동에 있어서도 적절한 구조이다. 아울

특히 무광선 고속철도는 비 지진대로 분류되어

러 PSM공법을 적용에도 매우 경제적이고 시공

지진력에 대해서도 최소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전

성이 좋은 구조시스템이며 단순경간이므로 유지

중국의 고속철도인 여객전용선의 기본적인 설계

체적으로 작용 활하중 축소, 지진력 축소, 최소철

보수에도 유리한 구조이다.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다만 한

근비 도입 등 설계시 최적화 개념이 도입되어 설

따라서 중국 고속철도 교량 상부형식은 하부구

무광선은 중국에서 건설되는 최초의 300㎞급 고

국보다 유리한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곡선반

계되었고, 따라서 한국에 비해 외관상 구조물이

조 설계가 장대레일 축력, 교각과 기초의 수평,

속철도로 중국의 중심부 무한에서 남부 광주를

경과 최급구배가 좀 더 강화되어 있다

매우 슬림하다

수직변위 제한치, 구조물-궤도간 상대변위 등을

박창완 | 철도공단 미래사업단 무광선감리현장 감리부장
(cwpark@krnetwork.or.kr)

1. 중국 무광선 고속철도

잇는 건설연장 918km의 여객전용선이다. 전 구
간을 4개구간으로 분할하여 시행중에 있다. 발주

○ 중국 여객전용선 설계기준

처는 공단과 성격이 유사한 중국 철도부 산하 기

- 설계속도 : 350 km/h

관이며, 시공은 중국회사가 전적으로 시행하고

- 노 반 폭 : 13.6m (한국 : 14m)

감리는 외국+중국 합작감리형식을 채택하여 한

- 터널단면 : 100㎡ (한국 : 107㎡)

국철도시설공단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회사

- 곡선반경 : 9,000m (한국 : 7,000m)

가 참여, 2006년 1월부터 감리업무룰 수행 중에

- 궤간거리 : 5.0m (한국 : 동일)

있다.

- 최급구배 : 12 ‰ (한국 : 24 ‰)

: 표준재하

- 궤도형식 : 무도상콘크리트궤도 (Rehda2000형,

: 특수재하 (경간 5m이하)

일본판식)

○ 무광선 개요

- 구 간 : 무한~광주 918km
<그림 1> 중국 고속철도 설계 활하중

- 노선종류 : 여객전용선(운행 300km/h, 설계

2. 중국 무광선 고속철도 교량

350km/h)
- 공사기간 : 2006. 1~2010. 6 (54개월)
- 발 주 처 : 무광철도여객전용선유한공사

무광선은 전체연장 918㎞중 39%인 362㎞가 교량

- 시 공 : 중국건설업체 시공

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단이 당당하고 있는 구간

- 감 리 : 외국 + 중국 감리연합체

은 153㎞중 40%인 62㎞가 교량으로 구성되어 있

◆ 1구역 : 한국 KR + 중국감리 연합체

으며, 중국 고속철도 교량은 아래와 같은 특이점

◆ 2구역 : 독일 DEC + 중국감리 연합체

이 있다

◆ 3구역 : 프랑스 Scetauroute + 중국감리 연합체

- 설계활하중 UIC하중의 80% 적용

◆ 4구역 : 네덜란드 ARCADIS + 중국감리 연합체

- 교량상부 시스템 경간장 32.7m (슈 중심간격
31.5m) PC BOX 단순경간 채택
<그림 2> PC BOX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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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강선 배치도

<그림 5> 간허교량제작장 전경

만족한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계의 고속철

은 공법으로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1단계 시공시

를 이용하여 많은 제작대를 설치하고 제작된 상

- 교량제작장 총 부지면적 : 70,000 ~ 100,000㎡

도 교량 형식 중 가장 적합한 형식의 하나라고

일부 적용한 사례가 있다

판을 적치 및 28일 강도를 확인한 후 가설하는 방

- 철근조립장 : 4~6개

볼 수 있다.

- 공장내 숙련공에 의한 표준화 및 반복 작업, 기

식이다.

- 제작대 : 6~10개
- 적치장 : 50~80개

계화 시공에 따른 PSM 장점
3) 상부가설공법 PSM 적용 및 PSM 공법 특징

◆ 고도의 품질 확보

(1) 대규모 교량제작장 건설

◆ 획기적인 공기단축 (교량제작장 규모에 따라

중국의 교량제작장은 철근가공장, 철근조립장,

(2) 자체 B/P장 운영

제작대, 적치장 등으로 구성

각 교량제작장마다 교량상부용 콘크리트만 전문

1일 1경간 이상 가설가능)

가. 상부가설공법 PSM 적용

중국 고속철도 교량은 PSM(Precast Span Method)

◆ 공사비 절감

을 주 건설공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

◆ 안전성(Safety) 확보

우에 MSS(이동식 비계공법)나 FSM(동바리 공법)

◆ 한국감리가 담당하고 있는 1구역 교량제작장

을 적용하고 있다. PSM은 교량제작장에서 길이

◆ 총 7개의 교량제작장 건설

가 32.6m, 무게 900Ton 가량의 교량상부 Box
Girder 를 제작한 후, 특수차량으로 설치장소에

나. 중국 PSM의 특징

운반하여 이동식 가설장비(Launching Girder)로

한국은 1단계 건설시 PSM제작장은 약 6,000㎡

교량상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이다.

철골조 공장건물내에서 내부거푸집 2조, 외부거

공장설비 등 초기에 상당한 투입 비용이 요구되

푸집 1조를 운영하여, 약 1.5일에 1개씩 생산 및

나 교량이 일정이상일 경우 매우 유리한 점이 많

즉시 가설하는 방식이었으나, 중국은 넓은 부지
<그림 4> 간허교량제작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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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세척설비를 갖추고 있음 <그림 6>

적치장이 있어 사전 제작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제작대를 운영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연 양생하

(3) 대규모 적치장 운영

는 경우가 많으며, 동절기 등 증기양생 필요시 40

생산된 교량상판을 즉시 운반하여 가설하지 않

℃로 40시간 이상 증기양생을 실시

고, 적치장으로 옮긴 후 강선긴장과 그라우팅을
(6) pre tension이 없는 100% post tension이며, 강

실시하고 28일 강도와 균열 등을 검사한 후 가설

선인장은 양쪽으로 동시에 인장하여 긴장력

<그림 7>

이 균등하게 도입되도록 하고 있음
(4) 강선삽입용 쉬스관(주름관) 미사용

쉬스관을 사용하지 않고 쉬스관 보호호스와 같은

(7) 경간조정용으로 24m PC BOX를 사용하며, 높

고무재질의 호스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콘크리

이(h)는 32.7m PC BOX와 같은 3.05m를 적용

트 타설후 8~10시간뒤 초기응결이 일어나면 즉시

하여 교량외관도 고려하고, 기존 제작장에서

인발<그림 8>

제작이 용이 하게 하였음
<그림 9> 증기양생

4) 콘크리트 생산시 플라이애쉬 첨가, 수화열
저감

무광선 교량 기초, 교각은 C30, 상부는 C50의 고

<무광선 교량 콘크리트 배합비 및 압축강도 test>
구분

설계강도

강도CON'C를 사용하고 있으며, 플라이애쉬를 첨

상부

C 50

가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 플라이애쉬를

교각

C 30

구분

설계강도

상부
교각

배합비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제

392

98

680

1110

4.90

161

약 20%

273

117

681

1111

2.73

158

약 30%

1일

3일

7일

28일

56일

C 50

34.0

43.5

53.2

63.5

-

C 30

6.7

12.8

20.0

35.0

41.2

첨가한 콘크리트는 시멘트 대비 가격이 낮아 경
제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강도가
증진되며 타설 후 수화열을 저감시켜 균열 발생

결합재중

flyash

물

flyash비율

압축강도

율이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유리 한 점이 많다.
중국은 2000년 진심선 (진황도 ~ 심양) 건설부터
플라이애쉬를 첨가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으

<그림 7> PSM 적치장

며, 실제 무광선 현장의 교각은 균열이 거의 발견
되지 않고 있다.

수화열을 저감시킨 것이 주된 요인으로 생각

며, 상부건설에 PSM을 적용 한 것도 품질, 공기,

된다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콘
크리트 생산시 플라이애쉬를 첨가하여 수화열과
균열을 억제한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

- 무광선 교량현장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원
인은

3. 결론

단된다

중국은 고속철도 건설 착수전 계획단계 부터 독

현재 건설을 계획 중인 호남고속철도에서는 중국

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의 많은 자료를

과 유럽의 신기술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

수집, 검토, 연구하여 현재의 설계 및 시공 방안

분석,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우리의 고속

을 최종 결정하였다. 상기 설명한 고속철도 교량

철도 기술수준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의 32.7m 단순경간 구조시스템은 동적거동 등 구

있기를 바란다.

① 철근직경은 가늘게, 간격은 10㎝로 조밀하게
하여 철근에 의한 구속력을 약화
② 타설후 양생시 비닐로 교각을 완전히 감싸 보
온 습윤양생 실시
③ 고온다습한 현지의 기후적인 요건 등이 균열
발생을 억제시키고 있지만
④ 근본적으로 플라이애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그림 8> 쉬스관대용 고무호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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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횡단 철도교량
가평교의 설계 및 시공사례

(2) 경관디자인 실시방침

이현정 | 철도공단 건설본부 중부권PM팀장
(hjgun7788@hanmail.net)

(1) 가평교는 1999년 현대산업개발(주)에서 T/K공

1.설계현황

사로 수주하여 시공중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1) 개요

상천리에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에 이

가. 사업 목적

르는 약12.47km중 가평읍 대곡리 앞을 지나 북

(1) 경춘선은 1939년 개통이후 청량리~춘천간 총

한강을 횡단하는 1,593m의 강합성 교량으로 현

87.3km를 운행중에 있으며, 그 동안 사회·경

재 약70%의 공정진행으로 앞으로 가평교의 가

제 시설의 집중 및 인구유입으로 포화상태에

장 중요한 아치부분의 시공을 남겨두고 있다.

도달된 수도권의 국가기간시설 및 인구의 분산

<그림 2>

(2) 설계현황

을 유도하여 균형적인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의

교량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평교 ST.Balanced Arch

형식

+Box Girder교

(2)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한계용량에 달한 교통

연장

가설공법

통과구간

Bent+대블럭 달전천 및
1593m

가설공법

북한강

문제 해소를 위하여「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

(2) 하부구조 형식 선정

나. 교량형식 선정
(1) 상부구조 형식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부터 경춘선 복선화

2) 교량 형식계획 및 설계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가. 교량형식 계획 및 경관 디자인
(1) 교량형식 계획의 기본방향

나. 가평교

타 시설과의 연계 및 경간 분할
▶시점부의 도로교량(오목교), 달전천, 제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및 북한강 제방도로 등의 입체교차조건을 만족해야할 뿐만
아니라, 북한강의 하천수리조건상 필요한 경간장(50m 이상)
을 감안,
▶하천부는 60m를 기본으로 하고, 육상부는 경제성 및 형고
억제측면에서 표준경간장 40m를 기본으로 하되 오목교 및
도로 횡단구간에서 일부 조정하여 계획
▶물리탐사결과 발견된 단층대 구간을 피하여 교각위치 계획

지형 및 주변현황
▶가평교는 가평읍 중심가 동남쪽의 농경지와
북한강을 횡단하며, 종점부에서 바로 터널에
연결되어 경관적으로 변화가 심한 입지조건
에 위치함
▶주변은 남이섬, 용추계곡등 자연환경이 수려
한 관광지역임
▶가교위치의 북한강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평
시 수심이 2~3m 내외이며, 기반함층이 앝
게 분포

<그림 4>

<그림 3>

<그림 5>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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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 주요구조해석

라. 아치교의 설계

가. 설계기준
▶적용기준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1999, 철도청

▶형식구성

▶기타 재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도모
Basket-Handle 타입 중로 아치교
경간구성 : L=60+120+60 = 240m

나. 사용프로그램

▶정적구조해석

▶SAP2000 : ST.Box Girder교와 아치교의 뼈대해석에 사용
▶PENTAGON-Bridge : 다이아프램, 지점부, 교각등 중요부

3차원 뼈대구조 해석에 의한 단면결정

위의 3차원 유한해석에 사용

아치의 면외 좌굴 검토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아치 교차부 및 지점부의 정밀검토

다. 사용재료
재료

규격

강재

SM 520
SM 400

콘크 270 kgf/㎠

교량상의 장대레일 축력검토
적

용

부

▶동적구조해석

고

C급

다중모드 스펙트럼해석에 의한 내진해석 및 시간이력해석법

ST. Box Giredr교의 주부재

적용

에 의한 결과 비교확인

ST. Box Giredr교의 부부재 C급 적용
상부슬래브

240 kgf/㎠

교대, 교각, 기초

150 kgf/㎠

버림콘크리트

SD 40

비

아치교

리트

철근

위

유동장 해석에 의한 내풍해석

섬유 보강

철도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른 교량의 동역학적 안정성 검토사

콘크리트

용성 검토

▶사용성 검토

상부슬래브SD 30

처짐, 피로, 진동에 대한 세밀한 검토 수행

교대,교각,기초

4) 교량의 가설공법
가. 가설여건의 분석
(1) 달전천 및 육상부구간

(2) 북한강 유심부 구간

▶ 달전천은 수심이 얕고 지표하 1.5m에 기반암이

▶ 평시에 2~3m내외의 수심으로 Barge에 의한 수

분포하여 물돌리기에 의한 육상 작업이 가능함.

상작업이 불가능하고 지표하 1.5~4.7m에 기반암

▶ 육상부의 대부분은 개활지이며, 지층 구성상태

이 분호하여 가·축도 후 직접기초 시공이 용이.

가 양호하여 현장진입로 확보 및 대형 크레인

▶ 상부공은 육상크레인에 의한 대블럭 가설공법

사용이 가능함.

을 적용하고, 아치부는 가Bent설치 후 크레인을

▶ 따라서 하부공은 도로근접부는 Sheet Pile공법

이용 가설하는 것을 계획하였음.

및 V-Cut 공법을 적용, 상부공은 크레인 일괄 가
설공법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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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공사례
7) 현재 가평교
1) 오탁방지막 및 가도 설치

2) 터파기

3) 기둥 콘크리트 타설

4) 베어링 설치
8) 가평교 완공후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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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의 KTX 고속철도 도입을 모델로 한

러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과거와 현재
조지현 | 코레일 러시아철도공사 파견 주임
(trainrussia@korail.com)

1. 서론

2. 본론

폭탄이 사전에 철로 밑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

등 많은 물건들을 차량마다 적재하고 달렸기 때문

인다”라고 한 러시아 경찰관들의 대답으로 테러에

에 하중이 많이 나가게 되었고, 이를 감소시키기

대한 무게가 더욱 가시화되었다. 이 열차의 기관차

위해 하중의 감소 및 에너지 소비의 절감을 통한

모델은 1975-1979년도에 체코에서 생산된 ЧС-

고속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철도차량

200모델로 최고속도가 220km/h임에 따라 고속철

에 대해 4년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리가 전기자

도였다. 여기서 고속철도에 대해 일반적인 개념부

동차생산공장에서 동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 동체

터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일반적으로 고

를 알루미늄으로 하는 14량의 고속철도에 대한 설

속철도는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 일본의 신칸

계를 완성하였다. 이 차량이“네프스키 익스프레

센, 한국의 KTX 등과 같이 300km/h의 속도를 달리

스”와 함께 운행하는 ER-200으로, 최고속도는

는 열차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200km/h 이

200km/h 였다. 이 열차가 생산되기까지 러시아철

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열차를 소위 고속철도”라고

도의 최고속도는 120~150km/h의 속도로 운행 되

고속철도의 운영 및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 선

2007년 8월 13일 21시 38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

생각하는 한국인은 철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

었고, 최고속도로 속력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일부

진철도 국가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바를 출발하여 쌍트.뻬쩨르부르크를 향해 달리던

는 이상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

분과 불과하였다. 50km/h 향상을 위해 러시아는

21세기 국가의 주된 교통정책 과정을 통해 도로에

네프스키 익스프레스 제116열차의 탈선사고가 있

고 있던 고속철도의 이미지로 본다면, 앞서 언급한

신호 및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해 자동화 설비의 구

대한 투자에 버금가는 규모의 교통사업인 고속철

었다. 해당 구간은 러시아의 고속철도구간(노브고

“네프스키 익스프레스”는 고속철도 사고임에도 불

축이 중요하다고 판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의 도입, 운영을 통해 세계철도 사업시장에서 한

로드주“부르가”~“말라야 비쉐라”)으로 231명의

구하고, 고속철도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

운영하기로 하였다. 1974년도 1월 발틱 근교의 도

국을 철도강국으로 자리 잡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

여객 중, 60여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였다. 이번 사

을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인에게 알려진 고속철

시“리가(현재 라트비아의 수도)”~“사울 크라스

다. 비록 한국의 KTX가 처음부터 우리의 기술로

고는 러시아철도 170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발생했

도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

티”구간에서 시운전을 하였으나, 최고속도는

건설된 것이 아닌 프랑스의 알스톰社로부터 도입

다는 점에서 철도종사자들 및 국민들의 충격이 대

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60km/h를 넘지 못했다. 시운전이 끝난 이후, 러시

된 것이라고는 하나, 최근에 국내기술로 제작된

단히 컸으리라 짐작이 된다. 특히 러시아국민들에

TTX차량의 개발 및 실험운행은 앞으로 한국철도

게 철도의 존재는 친근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러시아에서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

가 전기자동차생산공장 공동으로 6량으로 편성된

가 고속철도 운영부문에서 철도의 종주국이라 일

인식이 되고 있던 터라,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한 때는 1965년부터 였다. 당시 모스크바에서 레닌

열차에 속도 측정장비 및 일정량의 화물을 적재하

컫는 독일, 프랑스 등의 철도운영기관과 견줄 만한

사건이었다. 러시아가 장기간 체첸과의 내전 중임

그라드(현재, 쌍트.뻬쩨르부르크)까지의 소요시간

여 실험운행을 하였고, 그 해, 12월에는 최대속도

수준으로 철도기술이 한층 발달할 것으로 기대하

을 감안하면,“테러로 인한 사고가 아닐까?”라는

은 열차로 약, 8시간 이상을 달려야 도착 할 수 있

가 206km/h 속도까지 향상되었다. 1975년 8월~10

고 있다.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그 이유로 116호 열차는 교

는 곳이었다. 러시아 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

월 러시아철도교통학술연구소에서는 열차의 견인

한국과 같이 고속철도 개발에 있어서 장기간의 계

량을 지난 직후 폭발음 소리와 함께 12량이 탈선한

고, 경제적, 역사적인 두 도시의 연결 사업은 고속

및 제동실험, 고속철도의 집전장치 등에 대한 실험

획 및 투자를 한 국가는 항공우주분야에 최첨단 기

점과,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브고로

으로 달리는 열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

을 하였으나, 잦은 자동화시스템의 결함이 계속되

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로 철도건설史를 볼 때,

드 검찰청 공무원은“사고 당시 2kg에 달하는 폭발

분하였다. 기존의 러시아 열차 대부분은 각 차량마

었으며, 1984년 모스크바~쌍트. 뻬쩨르부르크 시

철도에 대한 러시아인의 자부심과 인내력, 그리고

물이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그리고“사제

다 물을 끊이기 위한 뻬치까(난로) 및 연료, 침구류

운전에서는 기존열차의 8시간을 4시간 39분으로

아철도교통학술연구소, 차량제작학술연구소, 리

철도에 대한 열정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크다

단축 시킬 수 있었으나 계속된 결함으로 인해 2006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철도 170주

년 8월 3일에 개통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투자금액

년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철도공사는 다양한 전시회

은 2억3천만 루블이 투자되었으나, 러시아의 모라

와 이벤트 같은 행사 및 국제교류 등이 많이 이루

터리엄(Moratorium)과 IMF의 지원 등으로 인한 투

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장기간 동안 러

자비용은 그 보다 훨씬 많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시아의 숙원사업이던 고속철도 신기술 개발 및 건

이 고속철도는 하루에 2차례 운영 중이며,“네프스

설 프로젝트의 소개와 고속철도의 원천기술 확보

키 익스프레스”도 병행 운영 중 이다.

를 위한 러시아철도공사의 모습을 국내에 소개하
<그림 1>“네프스키 익스프레스”사고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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ЭР-200(ER-200) 연구 중, 1981년 프랑스에서는

소 및 차량제작공장 그 외 선박회사도 포함이 되

중 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철도개량

시속 260km/h의 속도를 내는 고속철도가 개통되

어, 개발에 성공할 경우“열차 페리를 이용한 고

및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다각적인 실험 및 철도

었고, 80년대 후반에는 300km/h의 속도를 내는

속철도 운행도 추진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닐까?”

인프라의 현대화를 통해 독-러 하이테크 기술 및

지금의 TGV가 운행을 시작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라는 의문도 갖게 한다. 1992년 공동연구로 시작

경제관계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고, Velaro RUS

고속철도 개발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 하게 되면

된 러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1988년 6량을 제

가 ICE3모델을 개량한 것으로 광궤 실험운행의

서, 1991년 12월 러시아고속철도주식회사(РАО

작하였다고 하나, 그 성공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

부재 그리고 독일과의 기후 차이 등을 고려하여

ВСМ)가 설립되었다. 러시아어상 [스꼬로스뜨

다. 당시 이 프로젝트를 주관한“러시아고속철도

특별히 제작되는 열차라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노이 뽀예즈드]가 고속열차였다면, [뷔소꼬스꼬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로스뜨늬예 마기스타랄리]은 빠른고속열차라고

vsm.ru) 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프

해석할 수 있으나, 용어를 단순히 고속철도라고

로젝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당시 연구에

바~쌍트.뻬쩨르부르크”(650km) 구간으로 3시간

자문, 차량정비기술의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괜히 한국식대로“차세대 고속철

참여한 연구소 및 기타 생산제작동장 등을 통해

45분 소요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ER-200 보다도

30년간 8대의 열차에 대해 약 3억5천4백만 유로

도”,“신세대 고속철도”등으로 하나의 용어를 만

자료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과연

속도가 80~100km/h가 높으며, 소요시간도 약 50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건으로 러시아로

들면, 향후 철도용어를 정리할 때, 혼선을 빚을

러시아 순수 기술로 제작한 고속철도는 존재하는

분~1시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에 납

납품한 8대는 각각 연간 500,000km/h를 운행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철도공사(JSC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당시 한국

품될 Velaro RUS는 독일 Simens社의“Krefel'd-

는 조건하에, 열차의 사양에 대한 것으로 전기의

RZD)가 국가소유형태인 것처럼, 러시아고속철도

에 이어 러시아 또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시

yurdingene”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2009년

효율 및 여객운송에 적합한 안전을 기본으로 하

주식회사 또한 국가가 소유한 철도회사(연방재산관리국

기가 바로 이 시기와 맞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말경에“뻬쩨르부르크~모스크바~니즈니 노브고

고 있으며, 독일 Simens社로부터의 고속철도 도

이다.

그 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로드”구간의 실험을 거쳐 운행할 예정인 것으로

입에 따른 이점은 한번에 1450km 이상을 달릴 수

나머지 5%는 러시아철도공사의 계열사에서 지분

선포로 인해, 과연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가 제대

알려졌다. 10량으로 구성된 열차의 길이는 총

있다는 점이었다.

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주와 우선주로 주식이

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50m로 약 600여명 이상의 승객이 한 번에 수송

각각 1루블씩 발행 되었다. 고속철도주식회사는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ER-200이 200km/h의

될 것으로 보이며, 속도는 250km/h이상으로 운

2007년 3월 러시아철도공사는 러시아 고속철도

러시아 국민과 국민, 산업과 산업을 연결시키기

속도로 운행하고 있기에 러시아는 고속철도운영

영되며, 러시아 철도노선의 개량 시에는 약

의 홍보 및 향후 제3세계 진출을 위해, 프랑스

위한 목적으로 고속철도를 추진하였고, 전기차량

국이라고 할 수 있다.

330km/h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NCF와 MOU를 체결하였다. 양국의 협력은 철도

특히 Velaro RUS는 혹한의 러시아 기후를 고려하

운송조직의 개혁 및 운영에 대한 경험, 의견을 교

87.38%, 뻬쩨르부르크 국립재산관리위원회 4.78%, 모스크바 재산국 3.02%)

의 설계제작 및 생산은 대부분 러시아철도공사의

그 후, 2007년 4월 독일과 러시아는 고속철도의

Velaro RUS 모델

기술적인 설계 및 제작에서부터 실험운행, 기술

계열사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모터와 연결장치

2004년 4월. 한국은 프랑스에서 고속철도를 도입,

여 제작이 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시

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향후 고속철도의 차

부문은 트랜스마쉬社, 전기설비부문은 리가 전기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KTX 2주년 행

운전 시,“모스크바~뻬쩨르부르크”,“모스크바~

량 구입 및 고속철도기관 및 여객화물운송 기관

자동차생산공장에서 진행하었다. 이 회사의 대표

사도 있었다. 당시 한국의 고속철도는 고속철도

니즈니노브고로드”구간에 각각 4대씩 열차를 운

의 운영 부문에 대한 원천기술에 대한 논의 뿐만

적인 모델은 쏘꼴-250, 쏘꼴-350으로 숫자가 시속

종주국인 프랑스, 독일 보다도 정시성과 안전성

행하여 실험할 예정이다.

아니라, 기술적 문제, 새로운 연구에 대한 정보,

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350km/h의 속도 개발

등 뛰어난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본 외국의 철도

까지 목표를 두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사들은 한국의 고속철도를 모델로 삼아 자국

2006년 9월 독일에서는 Siemens社에서 제작, 운

한 전반적인 것이었다. 또한 MOU에는 향후 고속

참여한 기관은 러시아철도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의 고속철도 도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영 중이던 고속철도 Transrapid 사고가 발생하여,

철도의 공동수출을 위한 가능성을 확립하였으며,

인해 점차 고속철도시장이 커지게 되는 결과를

23명의 사상자를 냈다. 물론, 이 열차는 450km/h

양국 간 철도대학 학생 및 철도연구원들의 정기

가져왔다. 2006년 러시아철도공사 블라지미르 야

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자기부상열차magnetic

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룹의 개설 및 공동

쿠닌 사장은 독일의 Simens社와 고속철도차량 도

levitation train 였으나, 러시아 측은 Siemens사에

세미나, 공동연구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도 있다

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량으로 구성된 8

서 제작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그 이유로 러

고 러시아 철도언론지인 РЖД-партнер

대의 열차 주문은 2억7천6백만루블로 Velaro RUS

시아철도공사는 고속철도의 도입을 통한 세계고

에서 보도하였다. 또한, 러시아철도공사의 노력

로 명명되었다. 이 열차의 운행구간 또한“모스크

속철도 엘리트클럽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을 진행

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업체와의 전략적인 협

Сокол-250, 350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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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속철도에 대한 러시아의 열

루어졌다. 이 구간 또한 고속철도가 투입될 예정으

한국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 규모는 전체적

정 및 고집을 보여주었다. 2007년 3월 러시아의 푸

로 현재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을 3시간~3시

생각해 본다.

으로 5850억 루블로 보고 있다. 그 만큼 러시아에

틴대통령은 야쿠닌 사장과 함께 이탈리아의 군수

간 30분으로 단축시키려고 추진 중 있다. 열차운행

서 철도의 역할은 도로교통 보다 중요성이 크며,

업체인“핀메카닉 C.p.A社”를 방문하여, 철도운송

에 있어서 소요시간의 감소는 철도인프라의 개선

고속철도의 건설은 넓은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에

분야에 따른 기술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 상호간

과 개량이 필수이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국경

의 시스템 운영 및 열차운행의 안전에 대한 연구

지역에서의 세관통관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

및 공동연구에 협정을 체결하였다. 군수업체인

3. 결론

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 2010년까지 이 노선에는 4대의 고속철도가 운

러시아에서의 고속철도 도입은 위에서 언급한 바

지금까지 러시아고속철도에 대한 과거와 현재 진

“핀메카닉 C.p.A”社는 과거 유럽의 방위사업체로

행할 예정이고, 열차운임은 약 110유로(1등급), 70

와 같이, 장기간의 연구 및 논의가 있었다.“ER-

행사항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러시아고속철도

위성, 항공우주, 보안시스템 등을 사업으로 하고

유로(2등급)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고속도는

200”
“쏘꼴-250,
,
쏘꼴-350”
과 같이 러시아에서 제

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언론

있으며, 2006년 러시아 항공회사인“수호이”社와

220km/h로 운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한 고속철도는 그동안 기술 강국인 러시아에

에 공개된 신문기사의 스크랩이 주를 이루었다는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

점과 필자의 의견 및 추론을 통해 작성한 것이므

업무제휴를 한 적이 있는 회사였다. 이 협약서에
는 상호간 기술혁신분야에 따른 상호 인력교류에

그 외에도 러시아철도공사는 전국적으로 고속철도

라 러시아는 다른 운영기관들 보다도 고속철도에

로, 계속해서 전문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으며, 이미 2월에 야쿠

노선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

대한 관심이 더욱 컸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한국

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쉽

닌 사장이 이탈리아를 방문 시부터 관심있게 다루

중인 노선은 위에 언급한 노선을 제외하고도“모

의 고속철도 도입 및 자체개발의 성공은 더더욱

게도 현재 국내에 러시아고속철도에 대한 자료가

어진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철도공사와“핀메카

스크바~소치”,“모스크바~사마라”,“모스크바~예

러시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에 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자료가 적게나마 러시아고속

닉 C.p.A”社는 러시아영토 내에서 운영 중인 열차

까쩨린부르크”노선과, 인구가 100만이 넘는 지역

한 원천기술 확보 및 고속철도의 운영은 러시아

철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으

에 대한 GPS기술의 연구가 검토되고 있다고 판단

인“옴스크~노보시비르스크”,“노보시비르스크~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내에서 거점 도시의 연결

면 하는 바램을 가질 뿐이다.

한다.

끄라스노야르스크”노선 및 극동지역의“블라디보

및 특성화된 도시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스톡~우수리스크”구간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http://www.rzd.ru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속철도에 대한 러시아의 관

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시속 300km/h의 속도를 낼

심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고속철도에 대한

수 있는 고속철도가 모두 투입되는 것이 아닌

최근“러시아연방 철도교통발전전략 2030”에 대

추진은 비단“모스크바~뻬쩨르부르크”,“모스크바

20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열차가 운행할

한 발표가 있었다. 7대 전략과제로는 열차운영,

~니즈니노브고로드”구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컨테이너운송, 협궤노선의 제거, 고속철도건설,

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6월 러시아철도공사는 Korail과 나진~핫산

열차의 하중이 많은 열차를 위한 인프라구축,

http://www.timetable.tsi.ru

철도개량화 사업 및 직원연수에 대한 MOU를 체결

MBS시스템 구축, 새로운 열차운영시스템 도입을

http://www.yandex.ru

2006년 11월 헬싱키, 핀란드의“타리 할로넨”대통

하였다. 이처럼 러시아는 고속철도 도입 및 운영에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5~2만km의 신선 건설

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양국 철도대표들이 모여

대해 이미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국들과

에 대한 내용 및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가 상당수

“카렐리안 트레인스 리미티드 주식회사”의 공동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운영에

립에 서명을 했다. 이 합의서에는 국제철도운행 추

대한 노하우 및 기술이전을 통해 자체 기술을 확보

세에 따라 양국간 철도운행으로 열차 교차운행에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러시

대한 것이었다. 2007년 6월에는“뻬쩨르부르크~헬

아의 모델이 된 것은 차량 및 시스템을 프랑스로부

싱키”까지 국제고속철도 운영기관을 구성하여 모

터 도입하여, 3년 동안 안전하게 KTX를 운영하는

터차량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었고, 이 구간

한국이 고속철도를 자체기술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을 표준궤로 운행하기 위한 설계 및 생산에 대한

점이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들이 소원한 고속철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속도 및 안전성의 문제도 다

도 신기술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를

84

http://www.rzd-partner.ru
http://www.drezina.ru
http://www.tutu.ru
http://www.parovoz.com

<부록> Невскийэкспресс및 ЭР-200 시각표
모스크바발 뻬쩨르부르크행

뻬쩨르부르크발 모스크바행

비고

Невскийэкспресс

18:30 → 23:00 (#166A)

18:30 → 23:00 (#165A)

월,화,수,목,금,일요일 운행

ЭР-200

19:00 → 23:30 (#168A)

06:45 → 11:15 (#167A)

월,수,금요일 운행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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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동일본 역공간
개발사례 및 시사점
이준원 | 철도공사 철도연구개발센터 경영연구팀 차장
(ho-ho-@hanmail.net)

니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딜리셔스 링크, 주식회

및 현청소재지1)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제도 : 일본의 행정구역

사 JR동일본 스테이션 리테일링, 주식회사 JR동일

은 1도(都)·1도(道)·2부(府)·43현(縣)으로 현청소재지는 현의 중심행정기

본 워터비지니스로 구성된다. 소매·음식의 경

관이 위치한 곳이다.

우,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가 6개 그룹회사에

역업무시설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하고, 더욱

90%이상을 출자하였으며, 이는 역구내 판매증가

더 인공지반의 건설 등에 따라 새롭게 대규모 역

가 JR동일본 수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알

공간을 창출하여 대규모의「시간과 공간의 디자

수 있다.

인」
을 추진하는 개발이다. 또, 철저한「고객지향

등의 주요터미널을 대상으로 기존의

의 관점」
에서 승객에게“역이 바뀌었다”
는 감동
고속철도 개통 및 철도공사화 등 철도산업의 경

스사업)의 제휴가 JR동일본 사업운영에서 키워드

영환경 변화 속에서 철도역사를 활용한 역세권개

로 떠올랐다.

발은 코레일의 중점추진사업이 되어 있다. 거대

JR동일본의 2005년도 영업수익구성(연결재무제

한 경영자원인 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창

표)을 보면, 운수업 69.6%, 역공간활용사업 14.8%,

출 극대화 및 역사이용 고객의 다양한 기대를 만

쇼핑·오피스사업 7.4%, 기타사업 8.2%으로, 역

족시키기 위하여, 운수업 외 수익이 30%를 차지

공간 활용사업의 2005년도 영업수익은 3,839억엔

하는 JR동일본의 역공간개발 사업운영 현황을 살

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JR

펴보고자 한다.

동일본 그룹에서 21세기 새로운 역만들기「스테
이션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고객의 다양한 니즈

1. JR동일본 현황

에 부응하여 역구내나 역주변, 열차내 등에서의
판매를 위한「키오스크」및 컴비니언스 스토어

일본사회가 긴 불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

「NEWDAYS」를 운영함으로써 차내판매를 시작

회환경 변화로 수송수요의 감소 경향이 계속될

으로한 소매·음식 등의 여러 가지 점포를 운영

것이 전망됨에 따라, JR동일본은 그룹경영계획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서, 경영 기본방침으로「경영자원을 최대한 활용

JR동일본의 계열사는 86개이며 이중 소매·음식

하여 철도사업과 생활서비스 사업의 제휴강화」

업은 6개로 동일본 키오스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를 채택하였고, 이동(철도사업)과 소비(생활서비

일본레스토랑 엔터프라이즈, JR동일본 푸드비지

2. JR동일본의 전략적인

을 줄 수 있는 21세기형 쾌적한 이동공간을 목표

「스테이션 르네상스」
전개

로 하고 있다. 열차를 타고 내리기 위한「통과」
하
는 역에서, 승객의 라이프사이클이나 니즈에 부

JR동일본에서는 중장기경영구상「뉴프론티어

응한「집중화」
역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21」에서 철저한 고객지향을 비전으로 택하고, 그

구체적으로 JR동일본의 스테이션 르네상스는「썬

구체적인 전략의 하나로써 그룹최대의 경영자원

플라워 플랜」
「코스모스 플랜」2가지로 구분할 수

인 역공간의 가능성을 100% 끌어올려 승객의 편

있다. 썬플라워 플랜은 1997년에 시작한 것으로,

리향상과 고수익화를 목적으로 하는 21세기 새

1일 승하차인원 3만명 이상의 도시권역(약220역)

로운 역만들기인「스테이션 르네상스」를 추진하

을 대상으로 100㎡이상의 공간을 창출해서 물품

고 있다.

판매나 음식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고(예, 모리오

스테이션 르네상스란,「철저한 고객지향」의 관점

카역 등), 코스모스 플랜은 2001년도에 실시된 것

에서 역공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

으로, 1일 승하차인원이 20만명 이상의 수도권 역

검토하는 프로젝트로 2000년 12월에 시작되었

(32역) 및 현청소재지 등의 주요터미널 역을 대상

다. 구체적으로는 승하차 인원 20만명 이상의 역

으로 쇼핑센터 건설이나 인공지반 건설 등 대규

<스테이션 르네상스 개념도>

스테이션 르네상스

코스모스 플랜

사람에게
편리한
역만들기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디자인

21세기 역만들기

「선택과 집중」
▶대상역

<JR동일본 소매·음식 그룹회사의 출자현황>
구분

회사명
동일본 키오스크 주식회사

자본금
38억5천5백만엔

설립연도
1987

주주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100%)

「역」
은 1,600만인/일
승객이 이용하는
「당사최대의 경영자원」
그룹가치
향상의 시점

승객의 시점

주식회사 일본레스토랑 엔터프라이즈

730,788천엔

1938

소매·음식
JR동일본 푸드비지니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딜리셔스 링크
주식회사 JR동일본 스테이션 리테일링
주식회사 JR동일본 워터비지니스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100%)

480만엔

2003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100%)

86

2006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100%)

▶효율적인 사무운영

▶기대
2001년도부터 5년간

생활서비스
사업

라이프
사이클의 제안

전면재검토

신규사업의
전개

인공지반 등의 건설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안과 편리성의 향상
에끼넷

멀티정보서비스의 제공

IC카드를 활용한 서비스 전개
▶쇼핑·레스토랑 몰의 전개
▶시대에 따른 상품전개
▶생활지원기능의 충실
▶정보발신

▶IT사업의 전개

▶재활용사업의 전개

▶새로운 광고전개

철도 생활서비스사업의 융합

동일본키오스크주식회사(10%)

1965

▶노후화된 시설의 갱신

고객서비스의 향상

환경 매니지먼트

9,000만엔

알기쉬운 안내표시의 정비

이용하기 쉬운 승객의 동선 확보

공간의 창출

뉴비지니스의 장소

1987

490만엔

역의 재생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90%)
7억2,100만엔

철도 생활
서비스의 융합

역업무시설 기존점포의

동일본키오스크주식회사(1.6%)
주식회사JR동일본도시개발(0.8%)

현청 소재지 등의

▶개발방식
각 역의 경우 최적의 시설배치를 처음부터 구축

일하기 편리한
직장만들기

베리어프리

20만명/일의 역
주요터미널 역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88.8%)
주식회사JTB (8.7%)

철도사업

수도권의 승하차인원

▶
「이용하기 쉬운_
「쾌적한_
「청결한_역

지역사회

지역과의 공생

▶커뮤니티 광장과 랜드마크
▶행정서비스의 충실
▶지역서포트 센터의 전개

지역과의 공생
역을 무대로 그룹의 총합력을 발휘

철저한 고객지향에서
역의 부가가치를 창조
역의 매력향상

그룹전체의
가치의 최대화
고수익화

썬플라워 플랜

▶대 상 역

승하차 인원 대체로 3만명/일 이상의 역

▶기

1997년도부터 개시하고, 이후도 계속해서 전개

간

▶개발상식

87

역업무시설의 부분적 재검토

적은 투자로, 빠른 개발

Korean Rail Technology 2007.09.10

5⃞

모개발을 시행하고, 역의 경우 상업공간을 창출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베리어프리(Barrier Free)

2003년 9월에 설립된 (주)JR동일본스테이션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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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예, 우에노역 등)

2) 베리어프리(Barrier Free) :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일링이「에큐또(ecute) 3)에큐또(ecute) : E는 역의 일본어 발

또한, 각 역에서 최적의 사업배치를 제로베이스

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다.

상태에서 구축하고 새로운 상업공간을 창출하는

커뮤니티센터로서 역만들기도 추진하고 있다.

화와 지역과의

음 eki, C는 center, U는 universal, T는 together, E는 enjoy로 5개의

<그림 3> ecute오오미야

단어의 첫영문자를 조합하여 만든 조어로, 역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

」의 애칭으로 새롭게 역

이는 재미있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내부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2007년도에는 타찌가
와역에서 개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의 고
객지향적 기능향상과 동시에 고수익화를 목표로

<그림 4> ecute시나가와

영업중이다.

4. 시사점
JR동일본은 철도 수송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역사
를 핵심경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스테이션
<그림 5> ecute타찌가와

르네상스」를 기업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
해, 역사내 점포면적 확대로 수익창출 기반을 확

3. JR동일본 「스테이션 르네상스」
전개

보하고, 운영정보안내시스템의 개선 및 다목적

효과

공간의 확보 등을 통해 승객의 편리성을 향상시
키고 있다. 또한, 계열사와의 유기적인 업무제휴

JR동일본의「스테이션 르네상스」실적은 2006년
<그림 1> JR동일본「스테이션 르네상스」개념도

역명

우에노

후꾸시마

미토

오미야

코리야마

니시후나바시

우츠노미야

시나가와

개업시기

2002년2월

2004년3월

2005년3월

2005년3월

2005년3월

2005년3월

2005년8월

2005년10월

점포면적

5,900㎡

900㎡

1,900㎡

4,900㎡

3,200㎡

2,100㎡

1,500㎡

1,600㎡

역명

타카사키

개업시기

2005년12월

오후나
1기 2006년2월

2,000㎡

1기 600㎡

있는 역공간활용사업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

개역, 동경권 외 간선역 부문에 6개역을 개업하

는 점은 코레일의 향후 부대사업 발전방향에 하

였거나 준비중이다.「스테이션 르네상스」에 의한

나의 제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

대규모개발 제1호로서 2002년 2월 우에노역이 다
시 태어났고,「거리와 역과의 조화」
「문화의 향기

<참고문헌>

모리오카

코엔지

타치카와

타바타

미타카

니뽀리

가 나는 역」
「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컨셉으

◎ JR동일본 회사요람 2006

2006년2월

2006년3월

2007년

2008년가을

2008년

2008년

로 역사적인 건축물을 남기면서 역시설의 배치를

◎ 都市とその核
（コア）
－まちづくりと

전면 2007년3월
점포면적

를 통해 JR동일본 영업수익의 15%를 차지하고

8월 기준으로 16개 역으로 동경권 광역부문에 10

근본적으로 재점검함으로써 쾌적하고 이용하기
4,100㎡

450㎡

(미정)

전면 1,100㎡

1,800㎡

1,500㎡

800㎡

鈴木万

夫

http://www.jreast.co.jp/
◎ JR동일본키오스크주식회사 http://www.ejkiosk.jregroup.ne.jp/

경기가 좋아졌으며, 승객과 지역사회로부터도 호

◎ 주식회사일본레스토랑엔터프라이즈

평을 받고 있다.

http://www.nre.co.jp/

역내부 비즈니스의 한층 강력한 전개를 시도하고

◎ JR동일본푸드비지니스주식회사 http://www.jefb.co.jp/

있는데, 그 일환으로 철도시설을 포함한 역의 환

◎ 주식회사딜리셔스링크 http://www.deliciouslink.co.jp/

경계획에서 상업Zone의 매장만들기, 운영, 판촉

◎ 주식회사JR동일본스테이션리테일링

등의 일환으로「역구내개발소매업」을 2005년 3

http://www.ecute.co.jp/

월에 오오미야역, 2005년 10월에 시나가와역에서

88

-,

◎ JR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홈페이지

편한 역이 되었다. 또한, 리뉴얼 후는 철도를 이
용하는 승객이 증가하고, 상가「아뜨레 우에노」도

<그림 2> JR동일본 스테이션 르네상스 대상역

の役割－, 秋村成一

◎ ステ一ションルネッサンス -新生上野

◎ 주식회사JR동일본워터비지니스 http://www.jre-

시행하였고, 승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water.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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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철도 South West trains의
교번운용제도
채일권 | 코레일 영국 맨체스터 MBA 2년 차장
(smile192@hanmail.net)

2006년도 평균 가계소득이 31,000파운드 수준임

1. South West trains 회사 소개

을 감안할 때에 영국에서는 한 가정에 기관사 1
해당 철도 회사는 영국 운송그룹인 Stage Coach

명이 있으면 영국인 평균가계 소득 수준을 넘게

사에서 설립한 철도운송 부문 관계사로, 영국 철

된다. 이는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기관사

도 운영회사 프랜차이즈 20여개 가운데 큰 비중

의 대표연봉인 월 약 340~350만원과 비슷한 수준

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 프랜차이즈 회사이다.

이다.

South west trains는 안정적인 철도운영능력을 바
탕으로 지난 10여년간 영국에서 가장 복잡한 라

2) 차장(여객전무) 및 승무원의 보수

인 중에 하나인 영국 남서부 지역의 철도를 맡아

영국철도에서는 여객전무라는 개념이 없으며,

운영하며, HSBC 은행으로부터“2005년 최우수

거의 대부분 기관사들이 단독 운전을 하고 있다.

철도고객서비스 회사”라는 타이틀을 받은 바 있

다만, 장거리 여객열차에서는 승무원(crew)이 동

으며, 영국 교통부로 부터는“2006년 East

승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승무원은 여

midland 프랜차이즈”를 획득하는 등 크게 발전하

객전무(train master)라는 개념은 아예 없으며, 한

고 있는 중이다.

국의 차장 또는 승무원과 같은 직급만 존재하고
있다.

현재 본사 및 철도 영업현장에서 총5,000여명의

대부분의 열차가 객차 5-6량으로 구성되어 많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6년 매출액은

않기 때문에 1인 승무 위주로 되어 있고, 차장은

2005년보다 12.8% 증가한 5억7,815만 파운드(1조

한국에서의 여객전무의 권한 및 책임을 모두 가

730억원), 운영수익 5,880만 파운드(1,100억원),

지고 있는 구조이다.

영업이익률 10.3%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대표 차장의 연봉은 15년차 기준으로 약 25,000파

5,715만 파운드)

운드 정도(한화로 4,650만원)이며, 한국에서의 차
장은 약 월 250만원-260만원 정도이다. 승무원의
초기년도 연봉은 약 13,000파운드(2,420만원) 정
도이며, 한국에서는 약 월 140~150만원 정도의

2. 영국 South West trains와 코레일 교

급여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운전직이 운수직

번근무 및 보수제도 비교

보다 높은 임금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1) 기관사 보수

90

영국의 경우 철도기관사의 연봉은 33,000파운드

3) 근무시간 비교

(15년차, 경력 기관사 경우)로 한화로 약 6,100만

영국의 경우 일근자는 주 37시간을 근무하는 것

원 수준이며, 이번 조사의 대상 회사가 영국 철도

으로 영국 노동법에 정해놓았으며, 교번자들은

프랜차이즈 중 가장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철도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내외를 근무하고 있다. 한

회사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영국철도 운영기

번 승무 시에 평균 8~9시간을 근무하도록 다이어

관의 기관사 보수는 영국에서도 꽤 높은 고소득

(Dia)가 이루어져있으며, 평균 8시간 정도의 근무

직군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영국 Manchester

시간에서 약 7시간이 실동 다이어(승무 및 운전)

business school MBA과정에서 다른 일반회사 마

로 짜여져 있어서, 실동(운전 및 승무시간)시간이

케팅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 중 확인한 영국 통

아닌 시간은, 겨우 1시간 남짓 밖에는 되지 않았

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다. 한국의 경우 평균 8~9시간 근무에 실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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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균 4시간 30분 정도인 것에 비교하면 영국철

기자의 관리를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Depot

단지 주당 40시간 내외를 승무 혹은 운전하도록

도의 기관사는 엄청나게 생산적인 Dia를 가지고

에서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 상으로 조

되어 있다. 그리고 8~9시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근로 휴게

근 명령을 내게 되어있어서, 그날 대비하여 바로

반드시 9시간 정도를 휴양하도록 (집이든 어디에

영국 철도 교번근무 제도에 대한 연구를 마치면

시간이 3~4시간 승무 이후에 잠시 쉬는 30분(이

인력운용의 효율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

서든) 되어 있다.

서. 코레일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첫

때 영국 철도직원들의 식사가 이루어진다) 정도

같은 사례를 코레일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구

이고, 열차 준비에 15분, 열차 정리에 15분 정도

로기관차 사무소에서 탈 사람이 부족하고 청량리

6) 반복 운전과 숙박 시설 유무

든 교번 운용이 본사에서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

가 소요되고 있다. 물론 어떤 사고나 어떤 지연이

기관차에서 남게 되면, 한국철도에서는 구로에서

영국철도의 경우는 반복 운전이 일상화 되어 있

능하였으며 둘째, 노사관계가 원만하여 회사가

생기면 이를 더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매

지역본부 운전팀에 공문요청하고 승인받아 조근

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숙박시설 운영을 하지 않

직원들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지도 않고, 직원들

우 탄력적인 내용이다. 영국의 경우는 점심 식사

으로 발령하는 일련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

고 있다. 이것이 한국 교번 숙박제도와 관련해서

이 과로 하지 않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용되

를 거의 모든 직장이 샌드위치로 간단히 해결하

되지만, South west trains에서는 시스템으로 구현

가장 다른 점이다. 한국처럼 야간에 도착해서 숙

고 있다. 교번 근무자가 이번 달은 더 타게 되면,

고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되어 이러한 일이 단 몇 분만에 끝이 나도록 되어

박을 한 후에 다시 하룻밤을 자고 다시 타고 올라

그 다음 달은 덜 타게 되는 시스템이다. 셋째, 한

것은 이들의 문화이며, 열심히 일해서 식사시간

있다. 영국의 경우는 기관사의 현재 승무 중인 해

오는 일이 없다. 몇 시간을 휴식 후 자게 해야 하

국의 45~50%대의 실동시간과 달리 실동시간 비

이 짧은 것이 아니라, 원래 영국의 직장에서 정해

당 근무가 끝나면서 다음 근무지를 해당 사무소

느냐를 물어볼 여지가 없었다. 덕분에 거의 모든

율이 총 근무시간의 90% 수준으로 무척 높았고,

진 점심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좀 다른 것은 한국

에서 미리 알려주므로 다음 근무는 어떤 기관차

직원들이 저녁에 시작되면 새벽에 일이 끝나거

기관사 및 승무직원들의 자부심도 남달랐다. 특

철도의 기관사들이 열차 감시를 하는데 많은 시

사무소에 몇 시 다이어로 나가라고 하면 직원들

나, 새벽에 시작하면 오전에 근무가 끝나는 시스

히 운전직은 높은 고소득 직종이다 보니 많은 영

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영국철도의 열차감시는

도 이에 대하여 반대 없이 원활하게 실행되고 있

템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철도 직원임에도 불구하

국인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교번 인력운용 면에

용역회사를 통한 아웃소싱으로 차량의 차량정비

다. 즉, 영국 철도운영회사에서는 각 사무소마다

고 자신의 승용차 차량을 거의 갖고 있다는 것도

서, 결론적으로 영국의 1사람 분(인공)을 한국에

창 출고 전 용역회사 감시자 1~2명으로 수행하고

비상 운용율(비상 대기율) 약 8%로 모든 것을 탄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다.

서는 2사람이 승무 및 운전을 한다는 것다. 한국

있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열차감시와 같은 저부

력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직원들을 더 과로 시키

가가치의 일은 높은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기관

거나, 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

7) 편승 시간 및 교통비 지급

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철도 운영면에서는 아직

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 직원들도 쉽게 동의를 했다. 또한 특이한 점이

영국의 South west train의 경우는 편승시간이 워

도 벤치마킹 할 회사가 많고, 배울 회사도 많다는

우리의 경우는 모든 차종별로 급여와 타는 기관

낙 작았다. 회사측에서는 편승이라는 것이 돈 버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이러한 벤치마킹과 연구 조

4) 교번자 운영현황

차가 다른데 비해 영국은 모든 경력기관사는 해

는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Dia를 짤 때부

사 내용을 그대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

영국에서는 기관차 사무소가 항상 차량사무소와

당 회사의 모든 기종을 약 1년에 걸쳐서 연수를

터 편승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회사에서 통계

스템에 맞도록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갈 것인가

함께 있다는 것도 좀 다른 점이다. 또한 교번에 따

받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였다.

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1일간 1인당 5분이 안

를 해당 부서에서는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른 근무 및 근무시간과 이에 대한 급여시스템이

한국철도보다 기관사 및 승무 인력에 대한 운용

된다고 한다. 그러나 편승 시에는 당연히 근무로

러한 교번 제도의 변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

모두 시스템으로 입력되고 함께 연동되어 있다.

율은 물론 유연성이 매우 높다.

인정하며, 이 시간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만약

과제는 "어떻게 노조측과 원만한 노사관계를 장

타 교통수단을 이용 편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이다. 이번 코레일에서

그리고 영국은 열차운용과장(옛날 열차운용팀

3. 결론

째, 영국철도 운영자 South West Trains에서는 모

철도가 비록 영국철도보다 앞서서 고속철도를 운

장)의 권한과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번 달에 주

5) 휴일 및 야간 근무

교통비에 대한 영수증 제출로 지급하고 있다. 예

발주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교번 근무자 연구

당 40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우리처럼 사측에서

영국철도에서는 휴일 근무 및 공휴일 근무의 경

를 들어 버스를 타고 오면 버스비를 지급하고, 야

용역을 마치면서 느낀 가장 큰 코레일 숙제인 것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라고 해도 급여를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지 않

간에 택시를 타면 택시비를 지급한다. 한국은 교

같다.

다음 달에 시스템에 의거해서 그만큼 근무를 제

는다. 기본적으로 입사 시에 계약에 의거하여 탄

번 근무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여비로 수당을 지

외해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력 근로제임을 이해하고 고용이 되었기 때문이

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달에 월 160시간 기본근무인데 월 170시간을 근

다. 코레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휴일에 타게 되

을 발주한“해외철도 교번운용제도에 관한 용역”을 수주를

무했다면, 다음 달에는 월 150시간을 근무한다.

면 급여를 더 받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는 그

받은‘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내용을

그리고 한국과 달리, 모든 Depot에 있는 비상대

리고 야간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며, 교번근무자는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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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의
충격하중 평가방법
고태훈 | 철도연 궤도토목연구본부/現미국 퍼듀대학 박사과정
(tkoh@purdue.edu)

본 연구는 콘크리트 교량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에

량의 응력은 균등한 하중 분포 유도, 교량 강성의

의해 유발되는 교량의 동적거동 분석에 있다. <그

감소, 궤도의 Damping 증가에 의해 저감시킬 수 있

림 1>에 보인 Pueblo CO.의 Transportation

으며, 또한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 Wheel의 유지

Technology Center’
s Facility for Accelerated Service

관리에 의해서도 좌우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esting (FAST)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크리트 교량들
은 과다한 축중하중 (Heavy Axle Load, HAL)에 대

콘크리트 교량의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한 교량의 동적거동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의 하나로 교량의 응력상태를 들 수 있는데, 본 연

를 제공하고 있는데<그림 1 참조>, 본 연구를 통해

구를 통해 표준 Bolted Rail Joint<그림 2, 3 참조>가

<그림 3> Rail Joint유무에 따른 충격하중 비교(15피트 Span)

향상된 콘크리트 교량의 동적거동은 교량 유지보수
의 절감, 교량 설계수명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는

설치되어있는 Span에서의 윤중은 설계충격하중을
초과할 수 있는 높은 동적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림 1> FAST의 콘크리트 교량을 주행 중인 시험열차

것으로 평가된다.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충격하중이 안전에 미치는 전
형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라 교량수명의 저감을 초래

궤도시공비용은 대략 콘크리트 교량 시공비용의 반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궤도와 교량 유지비용의 증

정도로 예상되며, 현재 콘크리트 교량 시공비율은

가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마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선호되

모가 된 Wheel은 그렇지 않은 Wheel에 비해 더 큰

어 전체 철도교량의 20% 수준에 이른다. 특히 이러

충격하중을 교량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시공비 수준은 과다한 축중하중을 받는 콘크리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교량에 작용하는 응

트 교량의 장·단기 성능평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력을 저감하고 구조물 균열의 가능성을 저하시켜

Rail Joint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결국 교량 수명의 연장, 유지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본 연구에서는 FAST의 곡선구간에 위치한 두 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의 초기 응력상태가
평가되었으며, 연직하중의 분포 역시 측정되었다.

<자료>

또한 자갈도상의 시공높이와 침목의 종류, 침목하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 Research

<그림 2> FAST의 콘크리트 교량

Results - Preliminary Impact of Ballast Deck

부에 설치한 침목패드의 종류, 자갈도상 매트의 유

Prestressed Concrete Bridges (RR07-15).

무에 따라 거더에서의 응력상태가 측정되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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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Point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신호통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철도

신호통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 본선에서

본선에서는 부적절하게 배치되어있는 분기기관련

는 열차사령과 열차와의 의사소통은 현재 구두에

발생 사고를 해마다 경험하고 있다. 2004년에 발생

의존하고 있다. 신호통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

WIRELESS
NETWORK

한 8건의 사고에서 8명의 인명사고를 가져왔으며,

은 지역의 부적절한 분기기를 찾아내어, 보여주는
BACK OFFICE-TRAIN
DISPATCH SYSTEM

2005년 1월에는 3건의 대형사고가 있었는데 모두
신호통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본선에

SPMS의 적용은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의 요구를 본
질적으로 제거하여 의사소통의 중간단계에서 발생

COMMUNICATION
PACKAGE

부적절하게 배치되어있는 분기기에서 발생한 사고

할 수 있는 에러에 대한 잠재성을 낮출 수 있다. 본

SWITCH POINT MONITOR

였다. 이러한 철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BNSF

모니터링 시스템은 데이터 라디오를 통해 데이터

Railway와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에

네트워크 더 나아가 열차사령시스템에 정보를 전달

서는 분기기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림 5> 분기기에 설치된 분기기 모니터링 장치 전경

하게 된다<그림 5~그림 7 참조>.

<그림 6> 태양열을 이용한 선로 연변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분기기 모니터링 시스템 (Switch Point Monitoring
System, SPMS, 그림 4 참조)은 시스템 명칭에서 제

SPMS는 혁신적이고, 경제적이며, Closed-Loop

시하듯, 신호통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

기술을 공급함으로써, 화물열차와 여객열차의 안

의 본선 궤도에 적절치 않게 설치되어 열차운행의

전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열차 추돌 및 탈선을 방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분기기의 모니터링, 검

지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한 운송환경을 제공하고

측, 결과보고를 목적으로 한다.

있다.

부적절한 분기기 발견시, 본 시스템은 무선네트워
크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열차사령시스템 (Train

<자료>

Dispatch System)에 보내어, 열차사령이 보고된 분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 Research

기기의 이상을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Results - Development of a Switch Point Monitoring
<그림 6> 태양열을 이용한 선로 연변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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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 Non-Signaled Territory (RR07-04).

<그림 7> 분기기 모니터링 시스템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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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대륙을
누빈다
세상은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성직자였던 라스푸틴은 시베리아를 가리켜
“시베리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눈이 녹을 때보다는 겨울의 추위가 있을 때 쉽게 숨을 쉬며,
아무 기척도 없는 야생의 밀림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느낀다. 단순한 심상과 거대한 강들은 우리 영혼을
자유롭고 거칠 게 만들었다.”
고 말했습니다.
에필로그

끝도 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 위를

‘대자연’
과‘사람’
그리고
‘만남’

9,446km 여에 걸쳐 끊임없이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유라시아 횡단열차는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하여 하바로프스크를 거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lway, TSR)와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몽골의 울란우데를 거쳐 이르크츠크를 향하는 몽골횡단철도
(Trans-Mongolia Railway, TMGR)와 베이징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하얼빈 만주리를 지나 울란우데-이르크추크로
향하는 만주횡단철도(Trans-Manchuria Railway, TMR)가 있다.

끝이 없는 대초원과 무수한 자작나무 숲의 장대함은
외로운 섬에 갇혀 대륙의 꿈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숨겨진 야성을 샘솟게 합니다.

열차 안에서 7일 동안의 고생스러운 시베리아 여행을 왜 할까? 문득 떠오르는 대답은‘대자연과의 만남’
이
다. 달리는 차창 밖의 풍경을 보노라면“내가 왜 이렇게 작은가?”하는 생각에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물론 끝없이 이어
진 원시림이나 대평원, 바다 같은 강이나 호수를 만날 때는 호연지기를 느끼기도 하지만. 차창의 풍경이 지루해지면 이
제는‘사람’
을 만나야 한다. 혼자 떠났으면 낯선 사람과 한 침대칸을 써야 한다. 2인용 침대칸에서 서로 모르는 남녀가
며칠을 함께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시베리아 여행은 러시아 영화나 소설에서‘만남’
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
다. 어쨌든 처음 만난 낯선 사람끼리도 밤낮을 달리는 여행길에서 금방 친해진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열차의 전 노선을 여행하기보다 중국, 몽골, 러시아 3개국과 바이칼호 주변을 집중적으
로 여행하는 것이 휠씬 유익하고 재미있다. 부랴트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를 출발해서 몇 시간 후면 오른쪽에 바이칼호
가 보이는데, 이 구간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우랄 산맥에서 모스크바로 들어가거나 블라디보스
트크에서 시베리아로 진입하는 구간은 지극히 단조로운 구간이다. 울란우데에서 이르쿠츠크-노보시비르스크로 가는 구
간을 이용하면서 각 도시에서 하루 정도 묶으면서 여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도 북한의 국제열차는 경의선을 이용하여 평양-신의주-단동-심양-모스크바, 평라선을 이용하여 평양나진-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를 일주일에 한두 번 운행하고 있다. 섬처럼 갇혀있는 국내에서 이 지역을 철도로 여행하
려는 여행자들은 3대 대륙횡단철도 여행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횡단열차에 관한 정보도 주로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쓰여진 정보로 동쪽에서 출발하는 정보는 거의 전무하
다. 앞으로 대륙 진출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의 작은 안내가 되길 바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한반도를 직접 연결
하는 새로운‘철의 실크로드’출현이 멀지 않았다. 이제 우리에게도 대륙진출이 가시화되는 이 시점에 많은 여행자들이
북방으로 진출하기 바란다.
글.사진=문화일보 이정세 차장

베이징을 출발한 만주횡단열차가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초원을 이루고 있는 중국 내몽골자치구 만주리 지역을 지나고 있다.(2005.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