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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 만든 큰
‘차이’

작은

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기술의 차이-한국철도기술이 그 꿈의 기술을 만듭니다.

철
도
기
술

기차 여행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덜커덩~덜커덩~”소리와 진동을 떠올립니다.

3+4

하지만 고속철도는 이런 불편한 소음과 진동 없이 조용하고 쾌적한 여행을 누릴 수 있죠.
그 차이는 바로 철로의 이음매 부분의 기술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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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철로와 달리 고속철도 레일은 특수 용접을 사용해 철로의 이음매를 없앰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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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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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函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세이칸(靑函) 철도터널

1954년, 홋카이도와 혼슈를 잇는 연락선 ‘토야마루’ 호가 강한 태풍으로 인해 츠가루 해협에서 좌초당하는 사건
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43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보다 안전한 통행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
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세이칸 철도터널이 탄생하게 된 계기다.

세이칸 터널은 전체 길이가 53.85㎞(해저부 23.30㎞, 육상부 30.55㎞)로 일본인들은 이 터널을 '존 539(zone 539)'라 부르기
도 한다. 터널의 길이에서 따온 말이다. 일본 혼슈(本州) 북쪽 끝의 아오모리(靑森)와 오지 중의 오지였던 홋카이도( 海道)
남단 하코다테(函館)를 연결하는 이 철도는 1964년 건설에 착수하여 1988년에 준공되었으며 공사비만해도 총 70억 불이 투
입된 프로젝트다.

터널을 끝까지 통과하는 데만도 총 40여 분 정도가 소요될 만큼 긴 세이칸 철도터널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인들의
토목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세이칸 터널은 현재 일반 열차가 다니고 있지만 당초에는 신칸센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터널 내의 정점이라 불리
언젠가는 다시 찾으리라던
간현역
황혼 길에 찾아오니
무심한 세월 그 자리
구석구석엔
사람 냄새 풍기는데
강줄기 끼고 돌아가는
중앙선 열차는
숨가쁘게 허덕이고
오가는 사람들
깊은 사연 품에 끼고
말없이 오르내리네
유유히 흐르는 섬강 줄기
천년 두고 흘렀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세월 낚는 태공들
숨죽이고 앉았는데
백로 한 쌍 날아간다.
- 김용진

간 현 역 에 서
艮

峴

는 두 곳에는 각각 세계 최초의 해저역인 요시오카역과 타피역이 만들어져 있다. 또한 지진이 잦은 일본의 특성상 지진 발
생 시 암석과 흙이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건물이나 다리보다 안정성이 높다.
앞으로 10년 후쯤이면 이 철도터널을 통해 신칸센도 운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여
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기술’
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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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의 .
실 크 로 드 . .

블루트레인은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빅토리아
풍으로 꾸며진 객실이 개인공간이며, 레
스토랑, 카페, 바, 도서관, 응접실, 파노
라마 전망객실 등이 공동공간이다.

빅토리아풍으로 꾸며진 침대에 누워 룸서비스로 제공되는 블루마운틴 커피향기에 취해 바라본 차창 밖의 풍
광은 감탄을 절로 자아낸다. 수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플라밍고, 긴 목을 뺀 채 이방인을 구경하는
기린, 당장이라도 돌진할 기세인 코뿔소 등 대자연의 품에 안긴 야생동물들과 단풍으로 물든 포도농장, 환상
적인 도시 케이프타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손님을 향한 극진한 서비스까지 갖
춘 지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특급열차, 블루트레인을 타고 떠나는 여행은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사한다.

B

지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기차여행,
T r a v e l

i n

a

w o r l d

o f

g r a c e ,

이보다 더 호화로울 수는 없다!

e l e g a n c e

lue Train
a n d

r o m a n c e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많은 특급 열차들이 있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기차는 역
시 블루트레인(Blue Train)이다.

철저한 예약제로 운행되는 블루트레인이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01년이었다. 당시
에는 열차의 일부만이 푸른색이었으나 1946년, 명실상부한 블루트레인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기
관차 2량과 18개의 객차로 이루어진 이 기차에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은 최대 76명이다. 76명의 승
객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28명이다. 승객 2.7명당 1명의 종사자들이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블루트레인은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빅토리아풍으로 꾸며진 객실이 개인공간
이며, 레스토랑, 카페, 바, 도서관, 응접실, 파노라마 전망객실 등이 공동공간이다.
블루트레인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 뿐만이 아니
다. 수시로 제공되는 간식, 주류, 중간 기착지에서 진행되는 관광투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화요금과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들에게 주는 봉사료
정도만 따로 지불하면 된다.

B

lue Train
T r a v e l

i n

a

w o r l d

o f

g r a c e ,

종사자들의 지적수준은 상
상을 초월할 정도다. 대부분의 종사자들
은 영어는 기본이고, 독일어, 불어, 스페
인어, 네덜란드어를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주요 부족들의 언어
까지도 자유롭게 구사하며 승객들의 편
의를 도목하고 있다.

06

e l e g a n

Cape Town

프리토리아 역을 출발하여 대자연과 동물, 주민들의 삶을 맛보게
해주었던 블루트레인. 인간과 동물이 함께 여유로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
는 케이프타운과 희망봉은 여행을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가슴 속에서 여운의 파
동이 지속될 것이다.

완벽한 서비스가 최상의 상품

하지만가장돋보이는것은역시완벽하고편안한서비스로승객을모시는종사자들이다.
각기 개별적인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완벽한 몸가짐은 탑승객들로 하여금 탄성
을 자아내게 만든다. 또한 종사자들의 지적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영
어는 기본이고,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를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주
요부족들의언어까지도자유롭게구사하며승객들의편의를도목하고있다.
이 호화롭고 편안한 기차 여행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지정된 정류장 외에도 풍광이 아름다
운 곳이 있으면 즉석에서 기차를 멈추고, 승객들로 하여금 기념사진을 찍게 하거나 주변 풍광을
c e

a n d

r o m a n c e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서비스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킴벌리(Kimberley)의
다이아몬드 광산 방문과 박물관 견학을 비롯하여 와인 농장관람과 시음 같은 투어도 제공해 주
는데, 이 또한 무료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블루트레인이 정차하는 모든 기착지마다 전용 승강
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고급 시계 같은 기념품까지 무료다.

유럽보다 더 유럽다운 곳, 케이프타운(Cape Town)

1박 2일 동안 모든 손님을 왕과 왕비로 만들어 버린 블루트레인이 손님을 인계하는 곳은 유럽보
다 더 유럽답다는 케이프타운(Cape Town)이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항구도시 케이프타운에
는 온갖 시설이 다 모여 있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하여 국립 남아프리카 박물관 등 수많은 볼거
리가 있지만 가장 먼저 찾아 볼 곳이 있다면 역시 이 도시를 상징하는 테이블 마운틴이다. 해발
1,067ｍ에 달하는 테이블 마운틴은 그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상이 마치 테이블처럼 평탄
하다. 테이블 마운틴의 광활한 정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레스토랑과 카
페는 물론이고 전망대와 산책로까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 인기가 좋다. 도심 속에 자리한 국
립공원이라 작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주변을 한 바퀴 순회하려면 꼬박 한나절이 소요될 정도로
넓다. 테이블 마운틴에는 사슴과 사향고양이를 중심으로 케이프망구스와 원숭이와 같은 다양
한 야생동물과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야생 동물들을 볼 수 있다.
테이블 마운틴이 케이프타운의 상징적인 명소라면 항구에 자리한 워터 프런트는 편안하게 쇼핑
을 즐기며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워터 프런트에는 커다란 쇼핑몰들이 밀집되어 있
지만 그 중에서도 빅토리아 워프와 앨프리드 몰이 가장 인상적이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두 곳
의 쇼핑몰에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와 금은보석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즐비
하며, 토산품 가게와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점이 모여 있다.
프리토리아 역을 출발하여 대자연과 동물, 주민들의 삶을 맛보게 해주었던 블루트레인. 인간과
동물이 함께 여유로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케이프타운과 희망봉은 여행을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가슴 속에서 여운의 파동이 지속될 것이다.

글·편집실

기 술 . 대 .
기 술 .

표준궤보다 폭이 넓은 궤간을 가진 철도 선로

vs.

광궤
표준궤
표준궤는 궤간 1435mm인 철도선로

●

궤간이란 철도 선로의 너비, 즉

열차바퀴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와 북한은 모두 세계 표준궤인 1435mm

지만 러시아는 1520mm, 광궤로 이뤄져
있는 등 국가마다 다르다.

표준궤는 궤간 1435mm인 철도선로를 말한다.

1830년 표준궤를 도입한 조지 스티븐슨의 이름을 따서 스
티븐슨 게이지(Stephenson Gauge)라고도 불린다. 철도가
최초로 부설된 영국에서 형성된 궤간으로 초기에는 스티븐
슨이 개발했던 맨체스터-리버풀 간 철도도 처음엔
1442mm로 다양한 궤간이 존재했다.
표준궤간의 결정은 1845년 영국 왕립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이것이 유럽과 미주 등 각국에 확산되었으며, 이후 국제철
도연맹(UIC)에 의해 표준궤간으로 결정됐다. 현재 전 세계
철도의 60%가 표준궤간으로 건설돼 있으며, 한국은 물론
유럽, 북미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표준으로 표준궤를 채용하지 않는 일
본, 스페인 등 협궤나 광궤를 이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고
속철도선이나 사설철도선 등에 표준궤를 적용하고 있다.

광궤는 표준궤보다 폭이 넓은 궤간을 가진 철도 선로를 말한다.

특정한 궤간을 직접 일컫는 표현은 아니며, 표준궤보다 폭
이 넓은 궤간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권 국가의 1523mm(러시아 궤간), 아
일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일부, 인도,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등이 광궤에 해당된다. 광궤를 부설하는 이유를
정치외교나 국방상 대형, 대출력의 기관차 사용을 위해, 혹
은 토목기술의 필요성 때문으로 본다.
광궤는 표준궤와 협궤에 비해 대형 기관차와 차량을 운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력과 속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면서
도 열차의 안전도가 훨씬 크다. 그러나 건설비와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협궤는 표준궤보다 폭이 좁은 궤간을 가진 철도 선로이다.

협궤는 건설이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간편한
구간이나 옛 식민지 지역, 또는 교통량이 한산한 구간, 산
악 등 지형이 열악한 구간의 철도 부설에 널리 이용됐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에서 운행하고 있다.

구분

정의

비고

광궤

표준철도 이상의 넓이를 말함

인도 1676mm,
러시아 1525mm 등

표준궤

궤간의 길이가 1435mm인
철도

전 세계 60% 국가가
사용 중

협궤

표준궤 이내의 넓이를 말함

수의선 762mm,
일본 1067m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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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철

F r e n c h

SNCF

French National Railways

1

글·편집실

* 고객 서비스에 관한 과학적 연구..

SNCF

R a i l w a y s

의 연구개발

French National Railways

들어가는말

N a t i o n a l

SNCF

French National Railways

SNCF

French National Railways

객이정시에도착하는데도움을주는것이확실하다.
소음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가? 보다 조용

연구와 이노베이션은 SNCF의 핵심 요소이다. 연

한 주행을 실현하는 것과 SNCF의 잠재고객이기도 한 철도

구부문은상업/ 경제/ 환경상의과제에대한해답을준비하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이 동일한 목표

있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SNCF의 각 부문의 혁신적인 제품

이다. 화물열차를 연장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는 열차편수

개발과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구활동에

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검표인원을 훈련시키는

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어떠한가? 스태프가 고도의 훈련을 받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엔드 클라인언트와 관련되어 있는 프

음으로써 고객응대의 질이 향상되고 고객에 대한 전체적인

로젝트의 수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모든 프로젝트가 이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

이들은 SNCF의 연구자와 전문가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

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된 소프트웨어가 철

거나 이미 연구가 끝난 약 200개의 프로젝트의 수많은 잠

도사업자의수익을올리는수단으로만보일수도있겠으나승

재적 메리트 중 일부일 뿐이다.

●

10

SNCF의. 연구자와. 전문가는.

국제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 SNCF는 ERRAC(유럽철도연구심의회)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소(KRRI)를 통해 한국의 철도사업자와도 협력하고 있다.

2

SNCF가연구하는이유는?

·고객정보/ 환경/ 시장/ 경재의 잠재적 변화를 사전에 고려하
여 계획 수립

SNCF가 고객(승객 혹은 화물)에 제공하는 서비

●

스는 대부분의 경우 기술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세련된 것

기업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부문은 네트

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워크형으로 조직되어 다양한 기술분야와 상업분야의 전문

우리는 연구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구

가를 확보하고 있다. 기업의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불가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를 <스킬 센터>에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특정한 철도<업무>

·철도망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여 철도망

에 실질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확보함으로써(소음방지 대책 등) 안

SNCF 내 다양한 조직의 스킬과 기술력을 모두 쏟아 부어

전성을 확보하여 철도 시스템을 최적화하는데 공헌한다.

SNCF의 기술혁신과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실험상황이 정비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부문의 새로운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주요 철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기술적 기준책정의 수단이 된다.

연구부문은 공개성을 중시하여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연구부문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연구기관, 대학의 과학적
연구, 업계단체, 그 외의 주요한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실
시되고 있다. SNCF는 과학/ 학술 파트너와 많은 협력협정
을 맺고 있으며 국내외의 프로젝트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

3

SNCF가연구하는방법은?

대부분은 당연히 파트너와의 공동작업으로, SNCF의 연구
자와 전문가는 국제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 SNCF는

SNCF에서 연구부문은 조직의 일부분으로 구성

ERRAC(유럽철도연구심의회)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

되어 있다. 연구부문은 다수의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부문

하고 있으며 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를 통해 일본

으로 응용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의 철도사업자와도 협력하고 있다.

●

·생산품질의 향상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조에 공헌
할 수 있는 기술개발 감독

SNCF
연구의 주요 목적은 SNCF의 각 부문의 혁신
적인 제품개발과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는 것
이다. 우리가 연구활동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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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충분히. 친환경적이라고. 해도.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써 철도운송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SNCF 연구부문의주요테마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잔존하고 있는 디젤 기관차의 공
해배출을 저감시킬 것.

쾌적성과 서비스

역 구내에 있을 때나 열차에 탑승했을 때 승객이 쾌
적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

인적요인

서비스 조직이면서 개인의 집합이기도 한 SNCF는

술적인 측면만을 강화해서는 불충분하다. 다음과 같이 승

인적요인과 인간행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객의 쾌적함을 보증하는 모든 측면에 걸친 포괄적이고 다

·고객관계 : 최신기술의 도입과 특히 잠재적인 상황을 시뮬레

양한 서비스 전체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면의 강화를

이션하기 위하여 가상현실(버츄얼 리얼리티)의 이용에 관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수를 직원들이 받게 한다.

·차내의 쾌적성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구체적 사항(좌석, 경
치, 소리와 냄새, 개인간의 접촉)에 관해 엔지니어/ 설계자/

·더욱 우수한 관리 : 생산공정을 변경할 때 인적요인을 고려
한다(특히 안전성에 관해).

의사/ 심리학자/ 행동학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철도이동을
즐거운 체험으로 만들 것.

철도망의 운용

·일견 단순하게 보이기 쉽지만 다양한 연구부문의 성과를 필

철도망 운용의 최적화는 전략상 대단히 중요하다. 특

요로 하는 섬세한 기술혁신에 의해 역 구내의 쾌적성을 향상

정의 철도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의사결정 소프

시킬 것(분위기, 디자인, 음향, 냄새).

트웨어를 마련한다.

·열차에 탑승했을 때 NICT(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서

French National Railways

SNCF

French National Railways

비스, 열차 내 인터넷 접속 등)를 제공하여 일과 여가활동을
편리하게 할 것.
·NICT가 가져올 가능성, 즉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는 혁신적인
수단을 활용(개인정보와 다양한 니즈에 대응), 새로운 미디어
와 서비스(최첨단 티켓 판매예약 시스템과 음성인식 등)의 이
용을 촉진시켜 새로운 서비스와 개별 서비스를 구축할 것.

환경

철도가 충분히 친환경적이라고 해도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
동력으로써의 철도운송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향상, 궤도와 구조설계의 개선(특히 철교)을 통해 도시환경
에 있어 소음공해를 억제할 것.

12

SNCF

·운행의 최적화 : 선로용량의 계산, 병목현상의 지정, 실행 또

철도시스템의 과학적 측면

는 투자의 선택을 지원하는 시스템.

철도시스템 개선(신규선로, 신형열차, 고속화, 교통

·열차의 정시운행 : 정보처리(사고발생 간격의 추정, 리얼타
임 정보, 통상 서비스 복귀에 요구되는 시간).

량의 집중화 등)에 전문가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시스
템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물리적 현상을 깊이 이해할

·안전성과 열차운행 규칙성의 향상 : 생산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규칙성 문제의 원인을 이해한다.

필요가 있다. SNCF는 기초과학자 팀과 협력하여 리스크
제거/ 안전한 상황 확보/ 전체적인 성능 강화를 실현시킬

·규칙성과 정시운행의 목표를 달성, 관리 비용의 삭감을 위해
보수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향상 시킨다.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요한
연구의 테마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궤도에 깔린 밸러스트 침하현상에 관한 이해를 높여 보수비

미래의 화물운송

용을 절감.

철도 화물운송은 교통정체가 심각해지고 안전과 오

·지리적 환경과 기후환경의 영향, 즉, 측면풍 등의 영향에 대

염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수한 대체수단이자 더욱
적절한 교통수단 분담을 현실화시킬 출발점으로써 존재감

한 열차의 감도를 해결하는 방법.
·주행저항과 소음발생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공기

을 더하고 있다.

역학의 지식.

·NICT(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차량배치(GPS 관

·TGV의 수백만 킬로에 달하는 주행으로 축적된 지식과 전력

측)와 발송된 화물의 추적 강화를 통하여 고객 서비스의 향

계통/ 브레이크/ 음향/ 레일 역학/ 집전(集電) 등에 관한 선

상과 신속한 정보제공력을 확보한다.

행연구를 이용하여 360km/h 까지 운행속도를 향상.

·열차의 적재능력(열차연결)을 향상시켜 유럽 내의 네트워크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프
French National Railways

SNCF

French National Railways

SNCF

랑

스

French National Railways

국

철

SNCF

SNCF

French National

SNCF 연구부문의주요테마
● ● ●

쾌적성과 서비스
환경
인적요인
철도망의 운용
미래의 화물운송
UIC Highspeed에 참가한 SNCF 전시부스

TGV Duplex 주행장면

철도시스템의 과학적 측면

TGV 최고운행속도(574.8km/h)달성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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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JR화물, 교환근무
JR화물 직원‘사토’
씨 7일 입국, 2년간 코레일 근무

서울·대전역에기업인
위한‘사무공간’운영

⊙

⊙

코레일과 일본화물철도주식회
사(JR화물)는 실질적인 사업추
진 및 협력강화를 위해 JR화물 직원 1명이 4월 7일 입국, 오는 2010년 3월까지 2년간
근무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토(佐藤, Sato)씨는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부를 졸업하고 2002년 JR화물에 입사했다. 사토씨는“평소 한·일간 국제물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며“이번 교환근무를 계기로 양 사 간 공동사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는 포부를 밝혔다. 사토씨는 코레일 본사 기획조정본부 국제철도팀에

철도역이 기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서 2개월간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한국 적응기간을 거친 뒤, 물류사업단에서 코레

거듭 변신을 하고 있다. 코레일은 정

일 물류관련 업무에 착수할 예정으로 향후 한·일 복합일관수송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지원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u-WORK’
(Ubiquitous-Work),

교량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은 앞서 2007년 9월부터 1년간 일본철도회사인 JR큐슈, JR화물, 동경급행전

즉 비즈니스센터를 4월 8일부터 서

철 등 3개사의 물류 및 부대사업분야에 각 1명씩 총 3명을 교환근무자로 파견한 바 있

울역과 대전역에 구축하고 서비스를

으며, 코레일과 JR화물은 지난 2006년 9월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TCR/TSR) 운송시

시작했다. u-Work 사업은 고도의

대를 대비하여 서울~동경간, 철도~해운~철도(Rail-Sea-Rail)를 연계하는‘복합일

유/무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관운송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관계(MOU) 체결하고, 2007년 3월부터 12피트 컨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테이너 220여개를 수송하는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철도물류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부터 코
레일과 KT 등 5개 업체가 컨소시엄
을 구성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들 비

GM대우수출컨테이너전용블록트레인운행
⊙

즈니스센터에는 노트북, 무선랜, 대
형 PDP, 컬러프린트, FAX 등의 기

코레일은 고객맞춤형 컨테이너열차(BT,

자재가 마련돼 있으며, 특히 화상회

Block Train)로 GM대우자동차 수출컨테

의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코레일

이너 운송을 위해 군산역~광양항역 간 운

은 이번 비즈니스센터 서비스 실시

송을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이번에 운행

로 철도역이 회의공간으로써 뿐만

되는 BT는 군산공업단지에서 생산된 GM

아니라 개인 업무 공간으로도 크게

대우자동차의 수출컨테이너를 광양항역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까지 주 6회 직통으로 운송하게 되며, 한 번 운송할 때마다 화물자동차 22대분에 해당

출장 등 이동이 잦은 근무자들에게

되는 물량이 운송된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교훈 코레일 물류마케팅팀장은“BT는 안전성과 신속성에 운임경쟁력까지 갖춰 고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유가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운송수단으로써 고객사로부터 호응이 높다”
며,“특히,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등 전국 10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이 되기 때문에, 철도물류 수송의

개역 회의실을 개방, 기업들로부터

활성화가 환경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말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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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업무자동화로무인발매
⊙

코레일은 4월말까지 중앙선

⊙

중랑역 등 48개 광역전철역내
승차권자동발매기·무인충전
기·무임승차권 자동발매기
를 설치해 매표업무를 자동화
시키고, 매표인력을 역사내
안전시설 관리 강화와 고객서
KTX가 4월 1일로 개통 4주년을 맞

비스 업무에 전환 배치할 계

았다. 개통 초기와 비교할 때 이용객

획이다. 코레일은 최근 교통카드(RF) 사용자가 이용객의 76%로 급증하고 전철

과 정시율은 대폭 높아지고 장애건

무임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영업환경과 고객의 니즈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KTX시

부합하기 위해 2009년까지 148개 광역전철역에 총 470억원을 투입해 역무자동

네마열차, SMS티켓 등 세계 최초의

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무자동화서비스는 지난해 말부터 경원선 덕계역, 분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국내 최초로

당선 죽전역 등 신설 개통 광역전철역을 중심으로 8곳에 시범운영 중이다. 또한

세계적 품질인증기관인 SGS로부터

오는 4월 중순부터 중앙선 전 노선과 경원선·분당선·일산선도 시범운영기간

서비스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기도

을 거쳐 5월 중순부터 1단계 사업으로 역무자동화서비스가 도입된다.

했다. 또한 KTX개통 4년간 달린 거
리는 지구 2,000바퀴에 달한다.
3월말 현재 1일 평균 이용객은 10만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역할최초수행

2천명, 누적 이용객은 1억3천5백만

⊙

명이다. 2004년 개통 첫해 7만2천

코레일은 코레일 철도연구원

명에서 41.6% 증가한 수치이다. 특

시험인증센터에서 (주)삼표이

히 300km이상 중·장거리 서울~

앤씨에 품질인증서를 교부했

대구와 서울~부산 구간은 KTX가

다. 지난 2007년 5월 31일 국

수송분담률 62.5%를 차지해 타 교

토해양부로부터 철도용품 품

통수단 대비 절대 강자로 떠올랐다.

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또한, 개통 초기 잦은 지연으로 고객

발행한 첫 품질인증서다. (주)

불만이 높았던 정시율이 꾸준히 향

삼표이앤씨는 지난 해 11월

상되는 등 운행시스템이 최적화 단

중계레일과 신축이음매 장치에 대해 철도용품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계에 이르러, 정시율은 개통 초기

코레일은 그동안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품질인증서를 교부

87.6%에서 올해 95.3%로 향상되었

했다.

다. 반면, 장애건수는 개통 초기 81
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대폭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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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리역이광주지하철과만났다
⊙

코레일철도연구원,
‘연구노트작성법’교육

광주, 송정리역이 4월 11일 광

⊙

주시민의 대중교통인 광주지

코레일 철도연구원은 연구개발 전문

하철과 연결돼 한층 편리하게

교육기관인 R&D특허센터에서 운영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연구에

하철 1호선 상무~옥동 간 약

필요한‘연구노트 작성법’교육을 3

8.1km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월 12일부터 전 직원이 이수했다. 연

광주 전 지역에서 국철 송정

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 시작에서부

리역 도착은 30분 이내로 가

터 성과물의 보고, 발표 및 지식 재산

능해졌다. 이로써 용산 및 목포행 KTX 등 열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되었으며, 코레일은 올해 초 광주지하철 완전개통에 대비해 송정리역발 목포행

기록한 자료로 올해부터 국가연구개

첫차를 08시07분으로 조정, 08시40분에 목포에 도착 할 수 있도록 했다.

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이 시행되

백종찬 광주지사장은“광주지하철 상무~옥동 간 개통에 따라 송정리역 승객이

어 연구노트 작성이 의무화 됐다.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특히 올해 광주전남 방문의 해

연구노트 교육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를 맞아 이 지역을 찾는 기업인 등 방문객들이 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번 교육을 통해“연구에 필요한 노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하우의 축적과 지식재산권의 선취권
을 주장할 수 있는 핵심증거물로 활
용 할 수 있어 연구노트의 중요성을

코레일철도연구원“열린Workshop”개최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

⊙

다.”
며 교육의 의미를 강조했다.
코레일 철도연구원은 3월 11
일 정부대전청사 2동 회의실
에서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
했다. 실용화중심 연구 및 건
설교통 R&D중장기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초청강
의를 통해 실용화를 극대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건설교통 R&D중장기 계획과 코레일 R&D중장기계획의 연계성에 대
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정인수 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철도연구원 열린 워크숍을 통해 내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 워크숍을 행사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열매를 맺
는 변화의 시작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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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모든객실
무선랜서비스

고창군과지역관광및철도상품
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체결

⊙

⊙

코레일 전북지사는 고창군과
계절별, 테마별 관광전용 열차
를 유치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를 위해 4월 7일 고창군청 회
의실에서 업무제휴 협약을 체
결했다. 김천경 코레일 지사장
과 이강수 고창군수 등 양 기관
코레일은 최근 인터넷 사용자 급증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으로 양

과 철도이용객의 니즈에 맞추기 위

기관은 고창군의 관광자원 및 축제에 철도관광 상품을 연계하여 공동으로 홍보하는

해 지난 4월 9일부터 KTX열차 내

등 효율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는데 힘을 모으기

모든 객실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로 했다.

시작했다. 경부·호남선 KTX 이용
객은 여행 중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
용한 간단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

서울지사분야별협력사초청간담회시행

며, 온라인 게임 등 각종 멀티미디어

⊙

도 즐길 수 있다. KTX 무선인터넷

코레일 서울지사는 4월 8

서비스는 객실마다 모바일 중계기가

일 각종 공사나 설계, 감리,

설치돼 있어, KTF망을 통해 인터넷

재산임대, 물품 조달 등 여

에 연결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러 방면으로 지속적인 관계

위해서는 휴대하고 있는 노트북에

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 25

무선랜카드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개사 대표를 초청하여 서로

최초 인터넷 접속 시 신용카드나 휴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

대폰, 또는 열차 내 승무원이 판매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사 김호균 지사장은 코레일의 청렴활동 및 서울지사의

는 선불카드로 이용요금을 사전에

대민업무 청렴을 위한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참석한 협력회

결제해야 한다.

사 대표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수물품 계약, 공사기간 조정, 클린콜
시행관련 불편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장은“이 자리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
가 되기를 바라며, 상생경영으로 다 같이 좋은 경영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한 해
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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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군산역,‘짜투리사랑나눔회’
장학금전달
⊙

월급의 짜투리 돈으로 사랑을 베푸

동대구역-포항간KTX
연계리무진버스운행개시
⊙

는 아름다운 선행이 주위를 훈훈하
게 하고 있다. 3월 31일 오후 군산
역에서는 군산역과 대야역 전 직원
이 함께 하고 있는‘짜투리 사랑 나
눔회’
가 장학금을 전달했다.‘짜투
리 사랑 나눔회’회원 24명이 매달
월급봉투에서 만원 단위를 제외하고 남은 짜투리 월급을 모아 조성한 기금 20만

코레일 대구지사는 동대구역-포항간

원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군산대학교 4학년 손

연계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KTX

모 학생에게 전달했다.

연계 리무진버스 운행을 4월 1일 개시

김태호 군산역장은“짜투리 사랑 나눔회는 올해 처음 조직된 봉사단이지만 모든

했다. 첫 운행을 기념하여 김종원 대구

역 직원들이 내 일과 같이 흔쾌히 나서줘 감사하다”
며“앞으로 매월 조성된 기금

지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을 통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찾아갈 계획이며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오전 9시, 첫 번째 도착하는 리무진버

지역민과 함께 하는 연결고리가 형성돼 사랑받는 군산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스 이용객들에게 KTX 할인권 및 기념

고 밝혔다.

품을 지급하는 환영행사를 가졌다. 포
항시에서도 박승호 포항시장 및 지역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07:40분 출발

동해그룹대표역,‘방과후공부방’개설

첫차 운행개시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

아울러 동대구역↔포항 간 KTX연계
강원지사 동해그룹대표역은 3월 27

리무진버스 운행을 기념하여 4월 한

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동해시

달간‘리무진 타Go~KTX할인 받Go’

시민지역 아동센터의 결손가정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중

빈곤가정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당일 KTX 승차권을 소지한 리무진버

‘방과 후 공부방’을 개설하고 첫 개

스 이용객에게는 동대구역 리무진버스

강식을 가졌다. 지역의 뜻있는 분의

정류장에서 KTX 10% 할인권을 지급

자비부담으로 공부방을 열었으나 예

한다. 운행을 개시한 리무진버스는

산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해그룹대표역장과 직원들이 뜻을 모아 비번,

28~31인승 고급형으로 동대구역에서

휴일을 자진 반납하고 일일 교사로 활동하기로 했다.

포항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논스톱으로

일일교사로 지원한 10명의 직원들은 매주 2회 수학과 영어를 교대로 지도할 계획이

운행된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20분,

다. 참가자들은“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단지, 공부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꿈

이용요금은 7천원이다. 버스 운행시간

을 심어주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

은 포항에서 07시 40분, 동대구역에서

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고, 향후 급식비도 지원 할 계획이다.

09시 30분, 첫 차를 시작으로 한 시간
간격으로 하루 왕복 12회가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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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의또다른
명품교량“강아치교”탄생

이성권이사장,‘뉴거버넌스리더십메달’수상

⊙

⊙

손잡고 함께 가는 Good Partner, KR 상생협력’높이 평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상 최첨단 공법
적용으로 그 명성을 떨친 바 있는 모
암고가에 이어 또 다른 명품교량인
“강아치교”
(강합성 콘크리트 아치교)
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자
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철도공
단 영남지역본부가 시공하는 강아치
교는 경남 울주군 언양읍 인근 구간
인 경부고속철도 제13-1공구 현장에
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으로 울산고
속도로 및 국도24호선을 가로질러 통
과하는 언양고가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교량이 완성되면 풍광이 수려한

이성권 철도공단이사장은 3월 26일 한국정책과학학회와 고려대학교 거버넌스 연구

인근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교량자

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하는‘뉴 거버넌스 리더십 메달’
을

체의 날렵한 이미지와 함께 울산의

수상했다.‘뉴 거버넌스 리더십 메달’
은 21세기형 새로운 선진 리더십을 실천하는 단

관문인 울산고속도로와 울산역사의

체,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상으로 이 이사장은 민관협력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

상징적인 고속철도 구조물로서 자리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철도공단은 학계, 언론계 등 5인으로 구성된 최종심사위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도

원회에서‘손잡고 함께 가는 Good Partner, KR 상생협력’
이라는 주제로 전개한 다

24호선을 통과하는 1경간 거치를 성

양한 상생협력 활동과 성과를 민관협력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3월 중 울산

이 이사장은“발주자가 먼저 변해야 철도건설산업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KR

고속도로 통과구간인 2경간 거치가

상생협력’
을 추진하고 있다”
며,“철도공단은 협력사와 손잡고 함께 가는 Good

이루어진다.

Partner로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수
상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철도공단이‘손잡고 함께 가는 Good Partner, KR 상생협
력’
이라는 비전과 함께 협력사와‘열린만남’
,‘상호신뢰’
,‘기술역량’
,‘성과공유’
라
는 4대 전략테마와 12대 전략과제, 64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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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선, 하얼빈~다롄간904km 철도건설감리,
철도공단이맡아

한승수총리, 경춘선
조속한개통지시

⊙

⊙

철도공단은 3월 1일 중국철

한승수 국무총리는 3월 14일 철도공

도 하얼빈~다롄 간 여객전

단 수도권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용선,‘하다선(904km) 엔

경춘선 복선전철 제8공구 현장을 방

지니어링자문용역’계약을

문해 경춘선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체결했다. 미국의 T.Y.LIN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한 총리는

International Group, 영

이성권 이사장으로부터 경춘선의

국의 Mott MacDonald 등

사업현황과 춘천시 도심지구간의

세계 유수의 기업과 치열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경춘선이

경쟁 속에서, 철도공단이

조속한 개통을 추진하도록 배석한

보유한 경부고속철도건설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철도시설공

경험, 수투시험선의 무도상

단 이사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춘

궤도 기술 지원, 무광선 감

천 도심지에서 진행되는 복선전철

리용역에서 평가 1위를 차

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소음·진동

지한 현장관리 역량 등이

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무광선 감리용역에서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쟁쟁한

방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주

철도선진국들을 제치고 2년 연속으로 1등을 했을 뿐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철

문했다.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

도공단 박창완 차장이 최우수 감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료되면 강원 및 수도권 북부지역 개

하다선 낙찰금액은 7천8백만 위안(약100억원, 공단분 71.5%)으로, 철도공단은

발과 교통편의 제공 등의 기대효과

하다선의 요녕성 심양 부근에 있는 시험선구간 20km에 대한 직접 감리와 잔여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중장기 철도망 건설사업>

구간 감리를 담당하는 중국 감리원에 대한 교육, 현장지도 등을 담당한다.
하다선 엔지니어링자문용역은 2005년 6월 한국철도 사상 최초의 수투시험선
(수녕~중경간 150km 중 시험선 구간 12.6km) 감리용역 수주와 2006년 1월에
수주한 무광선(무한~광주간 여객전용선 918km중 152.8km) 감리용역에 이은
세 번째의 중국철도 진출 성과이다. 철도공단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중국의 중
장기 철도망 건설계획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을 뿐 아니
라, 동남아, 중동, 브라질, 아프리카 등 연평균 700억 달러 규모의 세계철도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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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산업안전경영대상’수상
철도공단,‘안전관리시스템 전면개선으로 철도건설안전 확립’
⊙

⊙

인천공항철도의 한강교량인 마곡대
교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철도
공단이 민자사업, BTO방식으로 관
리 중인 공항철도 2단계 공사구간 중
최대 난공사 구간이라 할 수 있는 한
강 통과구간 마곡대교의 트러스 거

철도공단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한‘2008 산업안전경영대상’기업 건설부문

치가 3월 완성되어 웅장한 모습을 갖

에서 단독 수상했다. 이성권 이사장의 新 경영이념인“글로벌 철도엔지니어링

추고 후속공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및 사업관리 전문공기업 실현”
이라는 비전 아래 전사적으로 추진한 "안전관리시

있다. 상부트러스가 완성된 마곡대

스템 전면개선을 통한 철도건설안전 확립
“이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으로부터 검

교는 고양시 현천동과 서울시 강서

증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구 마곡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특히 안전분야는 2005년 OHSAS 국제규격인증을 취득하고, 2007년도에는 철

2,393m의 장대교량으로 강북접속

도건설 안전분야에서 본사, 지역본부, 협력사 현장까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 1,010m와 한강횡단구간 1,090m,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협력사인 감리

강남접속교 293m로 이루어져 있다.

단과 시공사가 현장점검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실

한강 횡단구간은 Warren Truss 구

무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조로 공사비 646억원이 소요되며

관련 사례 및 기술 자료를 수시 제공, 안전교육 실시 등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경

2004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영진부터 현장작업원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보

연인원 58,500명 투입되었다. 현재

완 및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철도공

한강 위의 교량으로는 31번째로 상

단 발족 후 4년 연속 재해율 목표 달성을 이루었다.

부슬래브 설치 등 일부 잔여 공사만
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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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라질비즈니스포럼

연구개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

전경련과 브라질 경제인 연

⊙

합회가 3월 18일 전경련 회

철도공단 KR기술연구소는 2월

관에서‘한-브라질 비즈니

26~27일 양일간 유성 홍인호텔에서

스 포럼’
을 개최했다. 브라

글로벌 철도 엔지니어링 Vision 실현

질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

의 일환으로 기술발전 마스터플랜의

주지사 Sergio Cabral, 브

전사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라질 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연구개발

Eduardo Vieira 및 경제인 등 총 30명이, 한국 측에서는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공감대 형성을 위한 Work Shop’
을

등이 참석하여 총 180여명이 브라질에서의 사업 기회를 토론했다. Cabral 주지사는

개최했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12km의 고속철도 건설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고

첫날은 KR기술연구소에서 추진 중

속철도의 건설, 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이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면,

인 국가R&D 연구과제 및 공단자체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큰 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연구과제에 대한 진행현황 및 성과

한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가졌으며, 이어 심도 깊은 논

특히, 포럼 참가 전 한국의 고속철도를 경험하기 위해 대전까지 KTX를 시승했으며

의를 통해 해당연구의 방향을 되짚어

속도와 안전성에 크게 만족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6년 한국-브라질 고속철도 협

보고 최신의 철도 기술개발 정보를

력 세미나 개최 및 브라질 현지 방문 등 현재 여객 서비스가 없는 상파울로-리우데

공유하는 등 직원들 상호간의 공감대

자네이루 구간의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

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의 수주를 위해 철도공단은 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로템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은‘공단의 미션 및 비전의 효율적 실

에 참여 중이다.

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을 동의대
학교 박기남 교수의 특강을 가진 후,
분임토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기

공단-토목학회간공동발전협약체결

술발전 마스터플랜에 대한 체계적이

⊙

며 효율적 실현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제11회 토목의 날 행사가 3월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공

수립하기 위한 전략과제 및 세부실행

식기념식 및 참여 한마당으로 나누어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 토목시설물 모형

과제를 도출했다.

경진대회, 토목홍보 포스터 경진대회 등 공모대회와 포상 및 축하공연 행사 순으로

KR기술연구소는 앞으로도 기술발전

진행됐으며, 철도공단을 비롯한 6개 공공기관과 토목학회간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

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진철도 기술

체결식도 가졌다.

개발 책임성 등 직원들 상호간의 연

협약체결은 철도공단과 토목학회간 국내 토목공학의 발전과 글로벌 철도엔지니어

구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

링 전문 공기업 달성을 위한 미래철도 기술개발 선도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

해 지속적인 워크숍을 개최해 나갈

용은 공동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현안 과제에 대한 기술자문, 전문기술 및 학술분

계획이다.

야의 인력과 정보교류, 건설 및 관련 기술분야의 정책 및 사업관련 업무, 기타 공동
발전방안 추진 등이다.

22

KR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분기기 개발
연구성과 발표회 및
시연회

NEWS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 www.krnetwork.or.kr

“지능형 철도건설지원시스템”특허 취득,
예산 420억 원 절감
⊙

철도공단은 3월 21일 철도건설구

⊙

간의 선로상태 및 열차주행 정보를

철도공단 자기부상철도사업단 3월

데이터베이스화해 실제 열차운행

28일 경상남도 산청에 위치한 분기

과 근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도

기 제작 공장, (주)대명엔지니어링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과 성능을 과학

서 고속 3방향 관절형 분기기 구동

적으로 분석·검증할 수 있게 자체

시연회와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

개발한‘지능형 철도건설지원 시스

다.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템(특허 제10-*******호)’
의 특허를 취득했다. 철도건설계획 시 다양한 열차운

의 핵심 기술인 고속 관절형 분기기

행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철도시설 및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열차운영

개발 연구과제의 사전 점검을 위해

계획을 반영한 최적의 철도건설로 예산절감 및 철도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

마련되었으며, 철도공단을 비롯하여

하기 위해 2004년 12월 개발에 착수, 2005년 말 개발 완료, 이번에 특허를 인정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기계

받았다.

연구원, (주)현대로템 등 각 연구과제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철도건설 관련 지적재산권을 관련분야 대학, 연구원, 철도

수행기관의 핵심인사와 산청군수 등

학회 등과 활발한 기술교류를 통해 철도건설 사업관련 대외 기술경쟁력을 강화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킴과 동시에 세계 시장 개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며, 공단의 철도엔

고속 관절형 분기기의 개발은 자기부

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도 더욱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성패를 좌우하
는 핵심기술로 이날 구동 시연회에서
주어진 시간내에 허용범위내 목표지

철도기관 공동사옥 외장재 3월 본격시작

점에 분기기가 구동됨으로서 성공적

⊙

인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철도공단 건설본부 청사건립추진단은

보인다. 현재 분기기개발은 고속 관

철도기관 공동사옥의 외장재에 대해 임

절형 3방향 분기기 외에 2방향 분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3월부터 본격

기와 본선 회차 및 차량기지 구간에

공사에 들어갔다. 앞서 2월 27~28일

설치될 시저스(Scissors)형 분기기가

양일간 본사 1층 로비에서 기술자문위

연구, 개발 중이며 올해 안으로 설계

원회에서 추천한 2개안에 대한 임직원

를 마무리해 인천 영종도 시범노선에

선호도를 조사해 78%의 선호도를 보인 1안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공동사옥은 현재 철도공단동과 코레일동이 동시에 코어부 및 데크부분으로
나누어 시공되고 있으며, 공단동 코어부는 14층 바닥, 데크부는 5층 바닥, 지하층
은 조적 및 미장 공사를, 코레일동은 이보다 3개층 정도 늦어 시행 되고 있다. 공
정은 총체대비 22.5%로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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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전과 기술개발 전략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철도연, 제5대 최성규 원장 취임
⊙

4월 7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대 원장으로 최성규
(崔成圭) 박사(57)가 취임했다. 신임 최 원장은 연구
원 출신의 첫 원장으로 창립 초창기부터 연구체계를
정립하고 조직의 기본 틀을 세우는데 기여했다. 산
업체 및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철도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기능 정립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 기여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성규 원장은 취임사에서“명확하고 가시적인 비전
을 제시하고 기술개발 전략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
해 국내 철도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최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공대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MIT에서 구조 역학분야 공학박사를 취득한 철도기
술전문가이다.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
며, 철도연에는 1997년부터 근무하며 선임연구부장
등을 역임했고, 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
로도 활동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주년 창립기념일 맞아
“국가 철도기술 리더에서 세계 교통의 선두 주자로 ”
⊙

철도연은 3월 3일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대강당 오명홀에서 개최했다. 국가 철도기술의 리더에서 세계 교통의 선두 주자로
재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10년 장기 근속직원 18명에 대한 시상을 비롯해 우수연구상, 성과확산상, 우수논문상,
경영혁신상 등이 수여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미래 철도정책의 새로운 이슈와 방향’
을 주제로 국토해양부 철도 정책과장 김한영 부이사관을 초청
해 창립기념 부서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5일 실용정부의 탄생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 속에서 철도연
의 소관부처와 소속연구회가 새롭게 변경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철도정책
및 국가 R&D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전과 함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기 위
한 인식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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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로이드 공동연구 협약 체결
⊙

3월 14일 철도연과 로이드

⊙

사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

2월 21일 철도연이 개발해 현재 시험

체결식을 로이드 홍콩지사

운행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틸팅

에서 진행했다. 철도차량의

열차 '한빛 200'이 호남선 무안에서

자산관리에 대한 개념 정립

함평 구간에서 180km/h 증속시험에

과 최적의 유지보수 전략수

성공했다. 한빛 200은 2007년 4월

립 및 유지보수 사례에 대한

시험운행을 시작해 2007년 말에 2만

공동연구수행을 위한 유대

km 무사고 시험운행과 최고속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차량에 대한 자산관리 개념

160km/h를 달성했으며, 지난 1월 17

을 정립하고 관련 이론을 적용하여 철도 선진 유지보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철

일 170km/h 증속시험을 거쳐 이번

도선진국과의 관련 기술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에 최고속도인 180km/h 운행에 성
공했다. 향후 약 2년 동안 10만km
주행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할

한국 고속철도, 브라질에 가고 싶다!

계획이며, 2012년까지 인프라시스템

브라질 리오주지사 및 경제협력사절단, 한국고속철도 견학

에 대한 속도향상 적합성 영향평가,

⊙

유지보수체계 구축 및 핵심부품 국

브라질 세르지오 카브럴(S

산화 개발 등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ergio Cabral) 리오 주지사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해 안에 틸팅

와 정부 부처 장관 등 브라

열차 투입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인

질 경제협력사절단이 한국

프라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틸팅

을 방문했다. 주지사 일행

열차 실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

은 한국고속철도 시스템의

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성과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 효과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3월 17일 KTX를 시승하고 천안·아산 역세권 개발현장 등
을 견학했다.
한국의 고속철도시스템 운영과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세르지오
주지사는“선진화된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이 인상적이며, 2009년부터 시작될
한국형 고속열차의 운행도 기대된다”
고 전했다. 브라질은‘상파울로-리오데자
네이로간(412km) 고속철도사업’
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예비타당
성 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입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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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접지시스템 세미나
⊙

도시철도 접지시스템 관련 전문가 세미나
가 3월 25일 철도연에서 열렸다. 도시철도
접지시스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접지 및 피뢰분야의 전문가인 (주)의
제전기설비기술연구원 이강수 연구소장을
초청했다. 국내외 접지시스템의 기준 및
규격, 국내 철도시스템의 접지현황, 기존
도시철도 접지시스템 개선방안 및 스크린
도어 접지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또한 도
시철도 접지시스템의 표준화 방향과 스크
린도어의 접지 등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방
안에 대한 토의가 함게 진행됐다.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1차년도 워크숍
⊙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의 1차
년도 워크숍이 3월 14일 철도연에서
열렸다. 각 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정부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
이 참석해 1차년도 상반기 연구추진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했다.
특히 각 과제별 연구개발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완성도 높은 과제 수행을 위
한 과제 간 인터페이스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2008년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토의를 하는 등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지난 2007년 9월 착수한‘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
은 350km/h 급 한국형 고속열차에 이어 시속 400km/h 급 고속
열차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6년간 국내 30여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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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영 세미나 개최
⊙

철도연은 3월 11일 영국 버밍햄 NEC에서 주
한영국대사관 및 영국철도협회(RIA)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과 영국의 철도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로 영국 철도산
업 전문가 및 국내 철도유관기관, 산·학·연
관계자가 참가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한·
영 세미나는 양국 철도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
를 넓히고 정보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모색하
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철도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영국 정부와 양국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지원
과 철도기술개발의 정보 제공을 통해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의 기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영국 철도협회의 Tim Gray를 포함한 4명의 영국철도
전문가가 영국의 철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한국에서는 철도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총 5개 기관의
발표자들이 국내 철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동향 세미나
⊙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USN을 이
용한 시험평가 활용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2월 29일 철도연에서 열렸다.
국토해양부가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
사업으로 진행 중인‘분산형 고속철도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개발’과제와 관
련해 국내 센서네트워크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의 시험평
가에 USN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했다. 무선 통신 기술이 발전됨에 따
라 기존 장비로는 취급이 어려운 분야
에 이 기술을 사용하면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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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형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기법과 적용사례 세미나
⊙

광섬유 센서를 철도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세미
나가 2월 28일 철도연에서 개최됐다. 분포형 광
섬유 센서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송
광용 교수를 초청해 현재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
고 철도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시간
을 가졌다. 게이지나 광섬유 브래그 격자(fiber
Bragg grating; FBG)를 이용한 센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point sensor로 동작하는 데 비해,
유도 브릴루앙 산란 센서는 광섬유의 모든 부분
이 센서로 작용하는 분포형 센서로 동작한다는
고유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브릴루앙 산란을 이용한 분포형 센서의 종류 및 성능, 실제적인 응용분야 등이 소개됐다.

2008년도 철도위험도 평가 세미나 개최
⊙

철도연은 2월 19~20일‘철도 위험도 평가 세미
나’
를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했
다. 철도연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단에서 주
최하고 국토해양부와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후
원, 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기관
및 산·학·연 철도안전업무 관련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철도 안전정책의 방향과 철도시스템
위험분석 및 위험도 평가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
행됐다. 조연옥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단장
의 진행으로 이뤄진 토론에서는 선진 철도 안전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철도 운영이나 변
경 관리에 따른 위험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철도운영현장의 공감대 유도 및 실제 업무실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관·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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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문가 초청세미나

UIC HIGH SPEED 2008 참가

⊙

전 세계 고속철도의

철도연은 2월 14일 경북 경산의 경량

현황과 미래 계획을

전철 시험선 홍보관에서 삼성SDS 김

한눈에 볼 수 있는

윤배 수석연구원을 초청해 지능형 열

UIC HIGH SPEED

차 제어시스템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

2008이 세계철도연

했다. 지능형 열차제어시스템에 대한

맹(UIC)과 네덜란드

시장 동향과 분당선 사례에 대한 소

철도공사(NS), 네덜

개가 있었으며, 지능형 열차제어시스

란드

템의 성능과 무선통신시스템의 안정

(ProRail)의 공동주

성 등 무인운전기술에 대해 논의했

관으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44개국 1,300명의 철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

다. 지능형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의

운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다. 철도연은 KORAIL, 철도공단과 공동

무인운전을 지원하는 기술로 철도연

으로 한국형 고속열차, 틸팅열차와 함께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WCRR

에서는 무인경량전철 신호시스템의

2008 한국대회를 적극 홍보했다.

⊙

철도공단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철도과학기술 체험
⊙

2월 28일, 한국철도
공사에서 실시하는
‘꿈나무 어린이 투어’
가 철도연을 찾았다.
초등학교 4~5학년 학
생과 학부모로 구성
된 꿈나무 어린이 투
어 일행은 여러 연구
성과품과 개발열차
모형 등을 견학하고
김기환 박사와 함께 그동안 궁금해 하고 있었던 철도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풀었다. 이어 철도연 궤도시험연구동을 들러 레일체결장치 다축시험시스템을
견학하며 철도과학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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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철도를 위한 열차제어시스템 구성

자기부상철도란 자기력에 의해 차량이 부상되어 전용선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자기부상철도는 자기부

로를 따라 비접촉 운행되는 철도수송시스템을 말한다. 자

상식 차량이 자기부상용 가이드웨이를 운행하기 위한 관

기력이란 자기장의 힘을 말하며, 이 힘으로 가이드웨이

련 시스템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부상철

(guideway) 상에서 차량과의 일정한 부상 간격을 유지한

도의 주요 요소기술로는 부상, 안내, 추진 방식 등을 들 수

다. 자기부상철도 차량은 자기장을 발생하는 자석이 일반

있으며, 부상방식 및 사용하는 자석의 종류, 추진방식, 주

차량의 바퀴를 대신하여 차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견인용

행 속도, 적용 권역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전동기가 차량과 함께 가이드웨이에 분산되어 선형으로
설치된다. 이러한 자기부상철도는 차량이 부상되는 점 때

1) 사용 자석에 따른 분류

분에 자기부상식 철도,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식 열차 등

자기부상철도에 사용되는 자석에는 전자석, 영구자석 등

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외에서는 주로 magnetic levita-

이 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로 자기장이 형

tion을 줄여 maglev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

성되고, 자기장의 자속을 가로지르는 도체에는 전류가

으로는 magnetic levitation transport, magnetic levi-

흐르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도선을 도체에 코

tation train system, maglev train, maglev system, 또

일로 감아 전류를 흘리면 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

는 maglev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기부상

며, 이를 전자석이라고 한다. 전자석은 코일의 권선수가

열차 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신호시스템

많을수록, 전류가 셀수록 자기력이 커진다. 따라서 전류

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의 방향이나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면 전자석 세기와 방
향을 조절할 수 있다.

자기부상철도의 분류

(1) 상전도식(常電導, Normal-Conducting)

국내에서는 자기부상철도, 또는 자기부상식 철도에 대해

상전도식 자기부상철도에서는 상온에서 전도가 이루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철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지는 도체에 의한 전자석으로, 일반적인 전자석을 사용

내용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철도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

한다. 상온의 도체에는 일반적으로 저항을 가지며, 이를

을 위해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

상전도 상태라고 한다.

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정의되

(2) 초전도식(超電導, Superconducting)

며, 여기서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선로, 역시설, 전철전

초전도식 자기부상철도는 초전도체 전자석을 사용하는

력·정보통신·신호 및 열차제어 설비, 정비·유지보

데, 초전도체란 임계온도 이하로 냉각되면 전기저항이

수·개발·시험·연구·교육 등 관련 부대시설 모두가

사라지는 초전도성(superconductivity)을 보유한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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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는 1911년 네덜란드의 Onnes가 수은이
4.2K(-268.95℃) 근처에서 전기저항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성질을 갖는 물질을 초전도체라
고 하였다. 이러한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MOTION OF TRAIN CAR
HALBACH ARRAY MAGNETIC-FIELD LINES CANCEL
ORIENTATION
OF MAGNET
MAGNETICFIELD LINES
COMBINE

우 낮은 온도환경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액체 헬륨 등과

LEVITATION CIRCUITS

같은 고가의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1987년 액체 질소로

<그림 1> Halbach 구조의 영구자석

냉각하여도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고온 초전도 물질을 발
견하면서, 세계 각국은 무기필름(ceramic film), 페르미

2) 부상방식에 따른 분류

온(fermion) 응축 등, 임계온도(현재 165K 부근이 최고)

(1) 흡인식(EMS, Electro-Magnetic Suspension)

가 높은 고온 초전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자

자기부상철도의 흡인식 부상방식은 자석의 끌어당기는

기부상철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료, 과학, 환경, 전기,

힘을 이용하여 차량을 부상시키는 것이다. 보통 <그림 2>

전자,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크게 파급, 적용될 것으로

에서와 같이 차량에 부상 전자석을 설치하고 지상 가이드

예상된다.

웨이에 철(鐵)과 같은 자성체를 설치하여, 가이드웨이 자

(3) 영구자석식(Permanent-Magnet)

성체의 하부에 차량의 전자석이 위치하도록 하여 전자석

최근 희토류(rare-earth)계 자성재료에 의한 고성능의

과 자성체간의 흡인력으로 부상된다. 이 방식은 자성체와

영구자석 출현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영구자석을 자

차량의 전자석과의 간격(갭)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기부상철도에 적용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능동형 제어장치를 사용하며, 정지 또는 저속에서도 부상

방식은 구성이 간단하고 부상용 전원이 필요 없는 장점

이 가능하다. 보통 10㎜ 내외의 부상갭을 가지며, 최고운

이 있으나, 기계적인 안내를 필요로 하는 등 기술적 결함

행속도에서의 갭 변동폭이 작을수록 안전하다.

과 대형시스템에 필요한 고성능 영구자석의 부재 등으
로 주로 소형시스템에 고려되고 있다. 또한 독특한 형태
의 Halbach 구조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albach 구조란 <그림 1>에서와 같이 NdFeB 영

차체
간격

대차

갭 센서
선형전동기 코일
레일
흡인력

구자석 육면체를 자기장이 궤도에만 집중되도록 배열한
것이다.

제어기
전자석

<그림 2> 흡인식(EDS) 부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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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도식(EDS, Electro-Dynamic Suspension)

차체

자기부상철도의 유도식 부상방식은 코일의 자력선을 변

전자석
(초전도)

대차

화시킬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 전자유도 현상을 응용한 것
으로, <그림 3>에서와 같이 차량 측에 전자석을 설치하고

선형전동기
코일

반발력
레일(선로)

부상코일

가이드웨이 측에 폐루프 코일을 설치하는 구조를 갖는다.
차량이 가이드웨이를 주행하게 되면 코일에는 전자유도

<그림 4> 반발식 부상방식

에 의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자계가 발생하고, 이 자계는
차량의 전자석과 함께 차체를 지지하고 부상시키는 힘으

3)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로 작용한다. 이 방식은 전자석이 코일 위를 일정 속도 이

차륜이 없는 자기부상열차는 선형전동기(Linear Motor)

상으로 이동되어야 하므로 정지 또는 저속 주행 시에 충

로 추진되는데, 선형전동기는 일반 회전형 전동기의 회

분한 부상력을 얻을 수 없으며, 보통 흡인식 보다 부상갭

전운동과 달리 직선운동을 하는 전동기를 말하며, <그림

이 크다.

5>에서와 같이 회전형 전동기를 반으로 잘라 직선으로
펼친 구조를 갖는다. 선형전동기에서 이동자계를 발생시
차체

전자석
(초전도)

대차

키고 제어를 수행하는 코일을 1차측(stator)이라고 하는
데, 자기부상철도에서는 이 코일을 지상 가이드웨이에
설치하거나 차량에 설치하여 추진력을 얻는다.

선형전동기
코일
레일(선로)
부상 코일
FORCE

<그림 3> 유도식(EDS) 부상방식

TORQUE
LIM

(3)반발식

LSM
1차측(고정자 코일, 차량)

2차측(회전자, 차량)

반발식이란 자석의 서로 다른 극간 밀어내는 힘을 이용
하는 방식으로, <그림 4>에서와 같이 가이드웨이와 차량

2차측(회전자, 레일)

1차측(고정자 코일, 레일)

<그림 5>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에 모두 같은 극성의 자석이 배치되도록 하여 반발력에
의해 차량이 부상되도록 한다. 반발식에서의 부상갭 제
어는 수동형(passive)으로 구성되며, 부상을 위한 전력소
모가 거의 없다.

(1) 지 상 1차 식 : 선 형 동 기 전 동 기 (LSM:Linear
Synchron ou sMotor) 방식

지상1차식의 견인전동기는 회전형 동기전동기의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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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코일 부분을 지상 가이드웨이를 따라 지상에

2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를 고속철도로

설치하고, 회전자에 해당하는 자석 부분을 차량 측에 설치

정의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속형의 자기부상철도는

하는 구조이며, Long Stator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회

400㎞/h 이상으로 운행이 가능한 초고속형(Ultra High

전형 동기전동기를 잘라 지상에 펼쳐 놓은 형태로, 지상

Speed) 시스템으로 개발 운행중이며, 보통 장거리의 대

고정자의 이동 자계와 차상 회전자 자석과의 흡인-반발에

도시간을 단시간 안에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의해 직선 방향의 추진 동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선형동기

다. 이로써 대도시와 대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

전동기는 차량 추진을 위한 제어장치가 지상에 설치되므

면서 거대한 경제권역이 형성될 수 있으며, 초고속 자기

로 차량 소형화, 경량화에 유리하다. 선형유도전동기에 비

부상철도는 이러한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

하여 구조 및 제어 장치가 복잡하며, 제어가 어렵고 고가

속형의 경우 200㎞/h 이하로 운행되는 대부분의 철도를

이지만, 단부효과(ending effect)가 없어 에너지 효율이 좋

중저속형 철도로 분류하고 있다. 중저속형 자기부상철도

고추진력이높아고속형시스템에주로적용하고있다.

란 도시와 도시사이의 중장거리 지역간 또는 도시권역

(2) 차상1차식 : 선형유도전동기 (LIM:Linear Induction

내부에서 단거리로 빈번한 운행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

Motor) 방식

차상1차식 견인전동기는 회전형 유도전동기의 고정자에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도시 내부 운행을 위
한 경량전철형으로 개발되어 왔다.

해당하는 코일 부분을 차량 측에 설치하고, 회전자에 해당
하는 비자성 도체판(reaction plate)을 가이드웨이를 따라

자기부상철도는 적용 권역에 따라 도시 내부의 운행을

설치하는구조이며, Short Stator 방식이라고도한다. 이는

위한 도시형과 도시간, 지역간 연결을 위한 간선형으로

차상에서 이동 자계를 발생시켜 지상의 도체판에 전류를

구분할 수 있다. 자기부상철도는 시스템 원리상 운행 속

유기시켜추진동력이발생된다. 이구조는지상1차식으로

도 및 시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용 범위가 특별히 제

도가능하지만가이드웨이를따라설치되는코일보다알류

한되지 않지만, 보통 초고속형 시스템은 주로 간선형으

미늄 등과 같은 도체판을 설치하는 것이 더 저렴하므로 차

로, 중저속형은 도시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초고속형

상1차식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

을 도시형으로, 중저속형을 간선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

여300 ㎞/h 이하의중저속형에많이사용하고있다.

며, 적용권역의 특성 및 수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도시형 및 간선형으로 동시에

4) 기타 분류

적용하는 복합권역의 운영형태가 가능하다. [표 1]은 국

자기부상철도를 속도별로 구분하여보면 고속형과 저속

내외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부상방식 및 추진방식을 분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고속철도건설규칙에서는

류,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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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verse) 분기기는 <그림 6>의 (a)와 같이 분기선로인

[표 1] 국내외 자기부상철도의 분류
추진방식

부상방식

흡인식(EMS)

지상1차식
(LSM)

TR05~09, M-Bahn (독일)
MagneMotion (미국)

차상1차식
(LIM)

BPM (영국)
COMET, TR02 (독일)
EML, HSST (일본)
HML, UTM (한국)
AMT (미국)
Zhonghua, CFC-01 (중국)

유도식(EDS)

직선형 레일과 곡선형 레일을 동일한 평면상에 함께 설치

MLU, MLX (일본)

하여 필요에 따라 서로 치환되어 분기되도록 하는 방식이

EET (독일)
Inductrack (미국)

다. 관절식(articulating) 분기기는 (b)와 같이 분기선로가
다수의 부분으로 나뉘어 서로 관절처럼 연결되어 동작되
는 방식을 말한다. 이 분기기는 분기시 관절 마디가 휘어

-

져 분기되며, 동작 유형은 굴절식 분기기와 유사하다. 굴
절식(bending) 분기기는 (c)와 같이 분기선로가 거더 및
가이드웨이가 탄성한계 내에서 함께 휘어져 구부려져서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의 특징

분기되는 방식이다.

자기부상철도 차량의 차체 구조는 경량화를 위하여 주로
알루미늄 합금이나 FRP 소재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또
한 유지보수성, 생산성을 위하여 주로 모듈화 설계를 채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차량과 선로 구조를 단순화 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차 모듈에는 부상 및 안내
(a)

(b)

(c)

용 전자석과 함께 선형전동기, 제동장치 등이 조를 이루어
설치되며, 관련 드라이버, 인버터 등이 차체에 분산되어

<그림 6 > 자기부상철도 선로분기기 종류

설치된다. 제동장치는 회생제동, 역상제동 등의 전기제동

급전시스템은 기존의 급전시스템과 큰 차이는 없으나,

이 주로 사용되며, 저속에서는 공기, 유압 등을 이용하는

추진방식에 따라 차량내 전력 공급방식이 달라진다. 지

제동장치도 함께 사용된다.

상1차식의 경우 차량 구동전력은 가이드웨이를 따라 지

자기부상철도 선로는 주로 차량이 선로를 감싸거나, 선로

상에 설치되며, 비접촉식 급전장치(Linear Generator)

가 차량을 감싸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철도보다 매우

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에 설치되는 설

복잡하다. 여기에 부상용 레일이나 코일, 추진용 레일이나

비가 감소되어 차량의 경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차상

선형전동기, 급전설비, 신호설비, 통신설비 등이 복합되어

1차식의 경우에는 보통 가이드웨이에 급전선로를 설치

구축됨으로서 고가형의 가이드웨이가 일반적이며, 지상

하고 차량 측의 집전장치가 접촉되어 전원을 공급받는

선로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자기부상철도의 선로분기기

제3궤조 방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련 차상설비로

에는 보통 치환식, 관절식, 굴절식 등이 있다. 치환식

인해 경량, 소형화가 주된 요구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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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철도의 분류

검출하여 속도로 변환하게 된다.

자기부상철도에서 사용되는 신호시스템은 기존의 신호시
스템과 큰 차이는 없으나, 바퀴가 없이 비접촉으로 운행되
는 시스템의 특성상 속도검지방식에 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열차 위치검지는 제한적으로 주어지며, 차량의 부상

Vechicle

Speed
Deteat
Receiver
1

2

20cm 20cm

제어장치, 추진장치 등이나 선로의 급전장치나 선로분기
기 등에 대한 인터페이스 형태 및 대상은 일반철도와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자동열차감시장치(ATS),

3

Vechicle Antenna
30cm

30cm

Pattern Belt
Antenna
Antenna 1
Antenna 2
Antenna 3

자동열차보호장치(ATP), 자동열차운전장치(ATO), 연동
장치 등은 기존 신호시스템을 통한 열차제어 및 운영이 가

Speed Pulse

<그림 7> 패턴벨트 방식의 속도검지

능하므로, 본 고에서는 속도검지 및 위치검지에 대해서 추
가적으로 논의한다.

전도성 돌기를 이용하는 방식은 전도성 돌기를 위치참조

(1) 자기부상철도 속도검지

용으로 선로 하단에 설치하고, 돌기 검지기를 차량에 설

자기부상철도에서 열차는 바퀴가 없이 비접촉으로 운행

치한다. 차량이 주행하면서 전도성 돌기 위를 차량의 검

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같이 차축의 시간당 회전수에

지기가 통과하게 되면 돌기의 배열에 따른 자속율의 변

의한 이동속도 측정방식(Tachogenerator)을 적용할 수

화를 검지하게 된다. 이러한 검지신호를 통하여 특정 코

없다. 따라서 비접촉 방식의 간접형 속도 측정이 이루어

드를 생성하며, 이들 코드의 변화를 통하여 차량의 속도

지며, 여기에는 유도 케이블을 사용하는 패턴벨트 방식,

를 검출하게 된다.

전도성 돌기, 도플러 안테나, 전파(wave)의 전파(propa-

도플러 안테나는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하는

gation),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을 이용하

것으로, 도플러 효과란 파원의 상대적 운동 상태에 따라 진

고 있다.

동수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도플러 효과는 파원으로

패턴벨트(Pattern Belt) 방식은 선로상에 유도형 신호방

부터 가까워질 때 파장이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멀어질 때

사 케이블을 일정 형태로 설치하고, 차량에 설치한 안테

파장이 길어진다. 이 방식은 <그림 8>에서와 같이 안테나를

나와의 상호 동작을 통하여 동작을 실행한다. 이때, 패턴

통하여 차량의 속도와 함께 기준 신호가 변조되어 송출되

벨트는 선로의 좌우 레일과 레일 사이에 설치되며, 이 패

며, 송출된 신호가 선로구축물 등 외부 물체에 반사되어 되

턴벨트로 고주파 신호를 주입한다. 차량이 패턴벨트 위

돌아오는 주파수의 변화를 검사하여 현재 속도를 측정한

를 주행하면 차상 안테나에서 유도되는 전압의 변화를

다. 이는 또한 도플러 레이다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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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wave)의 전파(propagation)를 이용하는 방식은 차
량에서 송출하는 전파의 도달 시간을 측정하여 자체 속
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국형 경량전철시
스템에 적용하여 시험 운행되고 있다.

차상제어기

<그림 8> 도플러 안테나 방식의 속도검지
<그림 9> 패턴방식의 열차위치검지

도플러 안테나나 전파(wave)의 전파(propagation), GPS
등을 이용하는 신호시스템은 대부분 통신기반의 열차제

한 예로 독일의 Transrapid 시스템은 차량의 위치검출

어시스템(CBTC : Communication Based Train

을 위해 전도성 돌기를 사용하는 INKREFA (Increme

Control System)을 바탕으로, 속도, 위치 등과 같은 열

ntal Vehicle Location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차에 대한 Vital 정보나 제어 명령 등 다량의 정보가 통신

10>에서와 같이 이 전도성 돌기는 위치참조용 돌기(LRL,

을 통하여 전달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열차의 위치는 선

Location Reference Lug)로서 선로 하단에 설치하고,

로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트랜스폰더 태그나 GPS

돌기 검지기를 차량에 설치하는 구조이다. LRL은 그 전

등을 통하여 보정되어 활용된다.

도성판 안에 특정 배열을 갖는 4개의 틈으로 구성된다.

(2) 위치 검지

차량의 검지기가 LRL을 통과할 때 틈 배열에 따른 자속

자기부상철도의 열차 위치검지는 속도검지 방식과 연계

율 변화를 검지하여 이진코드를 생성하고, 이렇게 측정

됨으로서 속도검지 방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취급된다.

되는 이진코드에 절대위치를 할당하여 위치정보를 검출

패턴벨트 방식의 경우 열차의 위치검지기능은 차상의 열

하게 된다. 이 위치정보는 차상 안테나를 통하여 제어선

차 검지(TD : Train Detection) 송신기로부터 선로에 설

터로 전송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열차의 운행제어를

치된 ATC/TD 루프로 확인정보를 전송하여 실행된다.

수행하게 된다.

지상의 ATP/TD 루프 한쪽 종단에는 확인 신호 송출부

INKREFA sensor
D

C

B

A

가, 다른 한쪽에는 확인 신호 검출부가 설치되어
ATP/TD 루프 내의 열차 존재 여부 및 루프의 단선 유무
를 검출한다. 열차검출장치는 열차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확인 메시지를 전송한다.

Vehicle section

A

D

A

B

C

Location ABCD
at a guidaway joint

D
Vehicle section 2

<그림 10> 전도성 돌기 방식의 위치검지장치 (INK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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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꾀할 수 있다.

자기부상철도 기술개발은 대부분 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

자기부상철도에서 사용되는 신호시스템은 일반철도의

프로젝트로 승차감 등 주행 성능의 우수성, 경제성, 친환

신호시스템과 큰 차이는 없으나, 차량이나 선로, 급전,

경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능 검증이 미흡하거나 기

통신 등의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형태 및 대상에 있어서

존의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일반철도와 매우 다르게 주어진다. 특히 기존의 궤도회

본격적인 실용화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는

로 단락에 위한 궤도회로 방식에서는 지상관제실에서 열

중국 Shanghai에서 운행되고 있는 독일의 Transrapid

차의 위치를 수동적으로 파악하여 다른 열차와의 폐색통

시스템과 일본의 HSST 시스템만이 상업 운행되고 있다.

제가 가능하지만, 자기부상철도의 경우 대부분 열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일본 등 철도 선진국에서는 미래

능동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므로 속도 및

교통수단으로서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

위치 관련 신호 송출이 없을 경우 위치확인이 거의 불가

국, 중국 등에서도 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능하다. 이때 안전을 위하여 제어권역의 모든 열차를 동

자기부상철도는 기술 특성상 도시형, 간선형, 복합형 운

시에 정차시켜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행이 용이하다. 복합형운행은 도시 내 노선에서는 저속

따라서 자기부상철도 신호시스템의 운영 개념과 각각의

으로 운행하면서, 같은 열차로 도시를 빠져나와 인근 도

하부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를 면밀히 고려하여 명확한

시로 이동하는 노선에서는 100㎞/h 이상의 속도로 빠르

신호연동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시스템 특성상 CBTC형

게 운행되는 방식이다. 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도시 내

신호시스템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기

의 구역간 연결수단으로, 동시에 인근 도시 지역과 연결

부상철도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철저한 신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호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간선철도의 개념을 동시에 보유하는 철도시스템으로 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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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고속열차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따라서, 차세대고속열차의 열차제어시스템은 ATP구간,

서 론

영업속도 350km/h급(시험최고속도 400km/h) 차세대

ATC구간, ATS구간을 모두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

고속열차의 개발은 2005년부터 기획되어 2007년 차세

으며, 본 원고에서는 ATP, ATC, ATS에 대한 개략적인 설

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명과 3종의 장치를 통합하는 ATP+ATC+ATS 하이브리드

차세대고속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의 신호체계는 자동열

열차제어시스템의개발필요성에대한내용을소개한다.

차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자동열차제
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차상신호장치

ATP+ATC+ATS 하이브리드 열차제어시스템의 필요성

(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가 설치된 고속선

국내 고속선에 설치된 ATC는 Ansaldo(Ex-CSEE)의

과 기존선을 모두 포함한다. ATS는 과거 기존선의 거의

TVM 모델로써 <그림 2>와 같이 구성된다. <그림 2>에서

모든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ATP로 개량사업이

ATC는 지리적정보(구매,터널,교량 등), 기후정보,차축과

추진되고 있으며, ATC는 현재 광명-동대구 구간의 고

열,절체구간 등의 정보와 약1.5km간격으로 분할된 폐색

속선 1단계 신호방식이며, 동대구-부산구간 2단계에도

에서 선행열차 위치에 따른 제한속도 정보를 지상에서

동일한 열차제어시스템이 설치될 계획이다. 고속열차와

차상으로 전송한다.

관련된 국내 열차제어시스템의 진화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운영
여건
변화

철도차량
ATC

제동장치
(비상제동)

경부고속
철도
도입시

고속열차가 고속선 및 기존선을
이용함에 따라 기존선의
신호체계인 ATS 기능 추가

기존선구간 신호체계의
현재 일부(호남선,경부선)가
ATP로 신호체계 개량

MMI

차상열차
제어장치
열차
속도
연속정보 불연속정보
안테나
안테나

궤 도

1994

차상
장치

1996
ATC

KTX계약시

고속
열차

2004
ATC + ATS

KTX및 G7
시제차

2007

연속(가변)정보
(궤도회로)

ATC + ATS
+ ATP

KTX 차량
(ATC+ATS에 ATP를 병렬설치)

차세대 고속철도차량
(ATC+ATS+ATP의 기능을 통합 및 최적화)

불연속(고정)
정보루프

ATC지상장치

<그림 2> ATC시스템 개념도

ATC차상장치는 연속정보와 불연속정보를 통해 수신된
다음 진입구간 제한속도정보와 열차운행속도를 계산하
여 제동커브를 산출하고, 열차의 과속발생시 비상제동을

<그림 1> 고속열차의 열차제어시스템 진화 개요도

개입시켜 열차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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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Level 1)는 과거 ATS장치의 단점인 무응동 검지불

[표 1] ATP, ATC, ATS시스템의 기술적 비교분석

능과 열차운영효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림 3>

열차제어방식

정보 전송 방법
고정

과 같이 폐색구간내 제한속도에 대한 과속방지를 위한
ATS와는 달리 지리적 정보에 따른 제한속도와 선행열차

제동장치
(비상/
상용제동)

가변

제동간섭

연산내용

구배,
궤도
루프
(연속) (블연속) 터널 등

제한
속도

비상제동

현재속도와
제한속도 비교

ATP

발리스 발리스 구배,
(블연속) (블연속) 터널 등

이동
권한

비상/
상용 제동

속도프로파일을
생성하여
현재속도와 비교

비상제동

현재속도와
제한속도 비교

ATS
철도차량
ATP

정보 내용
고정

ATC

위치에 따른 이동권한을 지상에서 차상으로 발리스를 통
해 전송한다.

가변

지상자

제한속도

주의 _ ATP는 국내설치된 사양인 ERTMS/ETCS Level 1 기준

MMI

따라서 ATP, ATC, ATS구간을 모두 운행하기 위한 차세

차상열차
제어장치

대고속열차 열차제어시스템의 개념은 <그림 4>와 같이

열차
속도

구성되어야 한다.

발리스
안테나
궤 도

가변정보
발리스

ATP지상장치

고정정보
발리스

ATP+ATS+ATC
차상장치

<그림 3> ATP시스템 개념도

가변정보발리스와 고정정보발리스에 의해 수신된 정절

ATS안테나

ATP안테나

속도프로파일관련 정보와 동적속도프로파일관련 정보에

ATC
ATC
불연속안테나 연속안테나

ATP가변
발리스

ATS지상자

ATP고정
발리스

따라 열차의 제동패턴을 생성하고, 제한속도 초과여부에
ABS

따라 상용제동 및 비상제동을 개입시켜 열차안전을 확보
한다.

기존선ATS 구간

LEU
기존선ATP 구간

ATC불연속
루프

ATC연속
안테나(궤도)
AF궤도회로

기계실

고속선ATC 구간

<그림 4> 차세대고속열차 열차제어시스템

앞에서 설명한 ATP, ATC, ATS는 모두 열차를 과속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어방식으로써 지상과 차

현재 KTX차량은 <그림 4>와 같이 ATP, ATC, ATS구간

상의 송수신방법, 정보의 내용, 제동간섭 등의 시스템특

을 모두 운행하도록 개조가 진행되고 있으며, 15호차에

성에 따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대해서는 <그림 5>와 같이 3종의 열차제어시스템이 설치
되어 시운전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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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08년 개통을 목표로 경부선 및 호남선을

ATC MMI
ATP MMI
ATS MMI

포함한 기존구간에서 ATS시스템을 ATP시스템으로 개
량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운행구간의 신호현시상
태에 따른 제한속도만을 제공하는 ATS시스템에 비하여
ERTMS/ETCS Level 1을 만족하는 ATP시스템으로의
개량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제한속도를 산출하는
정적 및 동적속도프로파일을 입력받아 차상장치에서 열
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곡선을 생성하고, 속도프로파

<그림 5> KTX 15호차에 설치된 ATP/ATC/ATS

일의 초과가 발생하면 초과된 속도에 대한 열차정지위치

<그림 6>은 KTX의 열차제어시스템 설치변천사를 표

를 역산하여 상용제동 또는 비상제동을 구분하여 개입하

현한 것이다. 1994년 초기 고속열차는 고속선에서만

게 되었다.

운영되므로 열차제어시스템은 ATC만 설치되었다. 하

따라서 열차제어시스템의 기능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만 2004년 개통시 광명 - 동대구의 고속선을 제외

ATC시스템에 규모가 작은 ATS시스템을 추가한 후 가장

한 서울 - 광명 및 동대구 - 부산 구간의 기존선구간을

규모가 큰 ATP시스템을 추가한 형태로써 열차방호를 목

운영하기 위해 기존선의 신호방식인 ATS를 추가하게

적으로 하는 3종의 열차제어시스템을 병렬로 설치하여

되었다.

운행구간에 따라 절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KTX의 경우에는 영업운전에 지장을 최소화 하면서 열

ATC

ATS

+

ATP

+

차제어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해 3종의 열차제어시스템을
병렬로 설치하였으나, 이러한 중복설치는 열차제어시스
템의 비용뿐만 아니라 중복으로 설치된 하드웨어의 수량
이 증가함에 따라 고장률이 높아져 서비스에 지장을 주
는 고장발생이 빈번하게 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지 않

고속선 및 기존선 병행운전을 위해 기존선구간
신호방식인 ATS차상장치 추가
ATS신호방식의 기존선구간이 2008년 경부선 및 호남선부터 ATP신호방식으로
개량됨에 따라 기존경부선의 운행을 위해 ATP차상장치 추가

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된다.
차세대고속열차 열차제어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기존
KTX 열차제어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하드웨어 및

<그림 6> KTX 열차제어시스템 설치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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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된 ATP+ATC+ATS 통합시스

Keying)변조된 텔레그램을 입력받는다. 경부선 및 호

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남 선 에 설 치 된 발 리 스 의 텔 레 그 램 은 ETCS
SRS(System Requirement Specification) 2.2.2를 준
차세대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

ATP
ATS
ATC
필요에 따라 중복추가된
KTX15호차 신호시스템

수하도록 계약되었다. 입력된 텔레그램과 열차기동시
ATP
+
ATC
+
ATS
최적화된 ATP+ATC+ATS의
차세대고속열차 신호시스템

<그림 7> 차세대고속열차 열차제어시스템 개발목표

입력된 열차정보(길이, 제동력, 종류 등)를 고려하여 속
도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생성된 속도프로파일은 열차
정지거리와 운행속도를 고려하여 상용제동과 비상제동
을 인가하여 열차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림 8의 (a)>는
코레일 차상신호(ATP)시스템 구축사업에 의해 전기기
관차, KTX,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약 400량에 설치된

차세대고속열차 열차제어시스템 요구사항

ATP시스템의 ATP구간 MMI(Man Machine

ATS는 국산화가 오래전에 완료되었으며, ATC는 ATS를

Interface)이며, <그림 8의 (b)>는 ATP시스템의 ATS구

포함하여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국산화가 완료

간 운행시의 MMI이다.

되었다. 따라서 기 확보된 ATC와 ATS기능에 ERTMS/
ETCS Level 1의 기능이 추가된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 차세대고속열차 열차제어시스템의 요구사항
이다. 본 고에서는 ATP+ATC+ATS 하이브리드 열차제
어시스템 기술개발의 핵심사항인 기능요구사항과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을 설명한다.

(a)

(b)
<그림 8> 기존 ATP시스템 MMI

1) 기능요구사항

ATC는 레일을 통해 연속적으로 수신되는 연속정보신호

ATP+ATC+ATS의 기능요구사항은 각 신호방식별 기능

와 특정지점에 설치된 BSP루프를 통과할 때 수신되는

요구사항 수행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리해야 한다.

불연속정보신호를 통해 제동패턴을 생성하고, 다음 패색

ATP는 텔레파워링신호를 차상에서 방사하여 고정 및

까지의 제동패턴과 열차의 운행속도를 비교하여 속도 초

가변정보 발리스로부터 FSK (Frequency Shift

과시 비상제동을 체결한다. KTX의 MMI는 <그림 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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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같이 LCD모니터 형태가 아닌 세그먼트형태로 구

고속열차 진출입에 대한 열차제어시스템의 절체사양 및

현되었으나 LS산전(주)에 의해 국산화된 한국형고속철

ETCS SRS의 상위항목인 FRS(Function Requirement

도 ATC시스템에서는 (b)와 같이 GUI(Graphic User

Specification)의 국가별 결정사항 및 선택사항에 대한

Interface)를 이용한 MMI로 개량되었다.

엔지니어링은 ATP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현재까지 시
운전을 통해 입증이 수행되고 있으며, 일부 변경사항도
발생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국내 ATP도입과정에서 변경
되는 열차제어시스템 운영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분석
을 <그림 10>과 같이 실시하여 문서화를 완료함으로써,

(a)

(b)
<그림 9> 기존 ATC시스템 MMI

위와 같은 시스템 통합과정에서의 기존시스템과의 운영
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MI의 표현방법 및 수량은 차
량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량이 가능하며, 개발된 차
량의 일부특성에 해당한다. 또한 기관사 편의성을 위해
기존장치들과 동일한 구조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특히
ETCS에서 권고하는 MMI 표현방법을 준수하는 것도 고
려되고 있다.
ATP, ATC, ATS의 각 장치별 기본기능 구현은 이미 국
산화되었거나 도입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다. 따라서
ATP, ATC, ATS의 기능을 통합한 열차제어시스템의 국
산화는 비교적 용이하게 진행되리라 예상되지만 우리나
라 철도환경에 맞도록 시스템을 피팅하는 작업에 많은

<그림 10> 고속선과 기존선진출입에 대한 안전성분석 예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ATP, ATC,
ATS 각 장치의 기능사양은 각각 ETCS SRS, 경부고속

2) 품질 및 안전성

선 열차제어기술자료, 철도용품규격을 통해 구현이 가능

열차제어시스템의 고장은 위험측일 경우 열차충돌, 탈선

하지만 ATP(ATS)의 기존선구간과 ATC의 고속선구간의

의 주요 원인이 되며, 안전측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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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지연으로 인한 대규모 영업손실의 원인이 된다.

과거에는 정량적 데이터에 의한 품질 및 안전성확보의

따라서 이러한 열차제어시스템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국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분야에서

관심은 관련 국제규격이 별도로 관리될 정도로 중요성이

실시하였으나, 국내 철도안전법의 공표로 인해 철도운

보편화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열차제어시스템의 품질

영자등은 영업운전 이전에 안전을 확인할 의무를 지게

및 안전을 구성하는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됨에 따라 정량적 데이터에 의한 품질 및 안전성확보

Maintainability, Safety)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

가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에는 기본적으로 실시되고

행되었으며, 안전성에 대한 정량적 입증방안도 다른 분

있다.

야보다 일찍 보편화 되었다.
국내 기술개발에 의해 실용화되는 열차제어시스템은 관련

결 론

국제규격을 근거로 품질 및 안전성활동을 수행하여 정량

본 원고에서는 ATP, ATC, ATS구간의 병행운전을 배경

적인 데이터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2]는

을 설명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구간을 병행운전하는

한국형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정량적 품질 및 안전성

KTX 차량의 열차제어시스템을 분석하여 장치의 중복으

지표의 예로써 차세대고속열차의 열차제어시스템도 이와

로 인한 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기존 중복으로 인한

유사하게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될 것이다.

단점은 고속열차의 신호운행환경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
으로써 영업운전중단 최소화를 전제로 열차제어시스템

[표 2] 한국형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ATC) RAMS지표

을 개량해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하지만 차세대고속

No

LRU

고장률(/h)

열차의 경우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기획의

1

PSU

2.02 X 10 -6

495,050

0.2

304,800

2

CPU

9.58 X 10 -6

104,384

0.3

64,296

-6

MTBF(Hour) MTTR(Hour) 교체주기(Hour)

3

COM

6.49 X 10

154,083

0.3

94,824

4

DISCON_RX

8.66 X 10 -6

115,473

0.3

71,064

-6

5

CON_RX

7.58 X 10

131,926

0.3

81,240

6

DI

8.22 X 10 -6

121,655

0.3

74,964

7

DO

9.27 X 10 -6

107,875

0.3

66,384

8

VIN

2.51 X 10 -6

398,406

0.3

245,280

9
10

MTBSF = 465,116,279 Hour

ATC_HID_001 =
7.85 X 10 -10 <SI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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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국내 열차운영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까지도
완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차세대고속열차의 열차제어시
스템은 ATP, ATC, ATS 구간의 운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개발하기 위해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국산화가
완료된 ATC, ATS에 ETCS 기준을 만족하는 ATP 기능

MTTR = 0.29 Hour
LRU단위 수리시간을 MIL-HDBK-472를 기준으로 산출.
Dangerous Failure Rate

11

초기부터 각 장치별 기능의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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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점하고 있는 고속열차제어시스템의 상업화를 목적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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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시스템의 철도 적용방안 고찰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연합은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

히 동기 되어야 하나 수신기에 사용되는 시계는 위성에 사

(GPS)에 대항하는 독립된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용되는 원자시계에 비하여 부정확한 저가의 수동진동자를

결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된 새

사용하므로 수신기 시계오차에 해당하는 오차가 포함된

로운 위성항법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Galileo

다. 따라서 사용자의 3차원 위치와 수신기 시계오차까지

Project)를 추진 중에 있다. 갈릴레오 시스템은 GPS와는

계산하여야 하므로 4개 위성신호의 수신이 가능해야만 사

달리 상용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용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알고리즘

대하여 유럽연합 이외 국가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

으로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 칼만필터(Kalman

리나라도 2005년 2월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참여를 공식

Filter)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 4월 이후 고의적인 오차

결정하였다. 갈릴레오 시스템은 5가지 서비스(Open

요인인 S/A가 제거됨에 따라 SPS(Standard Positioning

Service, Safety of Life, Commercial Service, Public

Service)의 위치 정확도는 약 10m (CEP)정도로 향상되었

Regulated Service, Search and Rescue Service)를 제공

다. GPS에 포함된 오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할 예정이며, 이중 Safety of Life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응

다. 하나는 가시위성의 기하학적 배치에 기인한 오차 요소

용분야에 적용이 적합하다. 본고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이고 다른 하나는 위성과 사용자간 거리정보에 포함된 대

기본원리와 갈릴레오 시스템의 특징을 소개하고 위성항법

기지연, 다중경로 등의 지연오차 요소이다. 위성의 기하학

시스템의 철도적용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적인 배치에 의한 오차요소는 DOP(Dilution Of
Precision)로 정의되며 DOP는 위성들이 이루는 다면체의

GPS 개요와 위성항법시스템의 기본 원리

GPS는 미국 국방성(DoD : Department of Defense)소유

체적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위성이 공간상 넓게 배치될 때
DOP의 값은 작아지며 GPS 위치정확도는 증가한다.

의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로 사용자
의 위치와 속도,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전파항법장치이다.

갈릴레오 시스템

GPS는 삼각측량원리를 바탕으로 3개의 위성위치와 위성

갈릴레오 시스템은 2003년 시스템 정의를 확립하고 2012

과 사용자간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

년 완전상용운영(FOC)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는

한다. 위성의 위치정보는 위성신호에 관련 정보를 실어 제

시험용 위성 1기를 궤도상에 띄워 시험운용 중에 있다. <그

공하며, 위성과 사용자간 거리는 위성신호의 전달지연시

림 1>은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개발 로드맵이다.

간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위성신호의 전달지연시간을 정

갈릴레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은 <그림 2>

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위성과 수신기간의 시각이 정확

와 같이 Global component, Local component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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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5

2008

1) 우주 구성 부분(Space Segment)

2010

갈릴레오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항법위성은 총 30기로 예
정되어 있으며 약 56°기울어진 3개 궤도에 1궤도당 10개
images:ESA
GPS
Constellation
GSTB
V1

Galileo Exp. SV
(*1)

Galileo In Orbit
Validation
Const.(*4)

GSTB
V2

IOV
Phase

의 중궤도 위성이 배치되어 구성된다. 갈릴레오 위성은 지

Galileo Full
Operational
Const.(30)

구로부터 23,616km의 고도에 위치하며 1궤도 주기는 약

FOC
Phase

14시간으로 정의되어 있다. 궤도상의 위성배치는 특정지

<그림 1>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개발 로드맵

역의 가시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현재 각각의 궤도에

User segment로 구성되며, EGNOS와 같은 보강항법시

10개의 위성을 고르게 배치하는지 아니면 9개의 위성을

스템이 외부적인 추가 구성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Global

고르게 배치하고 위성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위성 하나

component는 3개의 지구중궤도(MEO : Medium Earth

를 추가로 배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Orbit) 위에 30기(27기 운용 + 3기 예비)의 항법 위성으로
구성되는 우주구성부분(space segment)과 항법 위성들을

2) 지상 구성 부분(Ground Segment)

모니터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구성부분(ground

(1) 지상제어센터 (GCC : Ground Control Center)

segment)을 포함한다. Local component는 정확도, 가용

갈릴레오 지상제어센터는 지상제어부분과 지상임무부분으로

성, 연속성, 무결성 등에 대하여 부가적인 성능이나 기능

구분된다. 지상제어부분은 모든 위성 운용을 안정적, 정상적

을 더하여 지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성요소이다.

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성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갈릴레오 위
성군의 운용을 담당하며 지상임무부분은 위성 및 지상 항법

Constallation-30
satellites

시스템 전반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5 Combined Galileo Up-link Sites(global coverage) 5 Dedicated Mission Up-link Sites

from External
Regional Infegrity
Systems(ERIS)

mand)
from ERIS
from S&R

To
Time
MGF OSFTs IPFs PTF
Service
Provider
Galileo Control Centre GCC1

(2) 위성상태감시국(TTC : Telemetry Tracking and Com

Galileo Control
Centre GCC2

위성상태감시국은 13m S밴드 안테나로 구성되며 총 5개
의 사이트에 설치된다. 설치위치는 유럽국가 및 유럽연합
과 협정이 수립된 나라에 위치한다. 위성상태감시국의 기

Communications Network
29 Galileo
SensorStations
(Global Coverage)
part, redundancy

<그림 2> 갈릴레오 시스템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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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위성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해당 기능은 위성의 자세제어, 궤도예측, 위성의
health 상태 감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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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향링크국 (ULS : Uplink Station)
상향링크국은 하나의 사이트가 4개의 3.2m C밴드 안테나

Safety-Of-Life Service

Open Service
Type of
Receiver

Type of
Receiver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9개 정도의 사이트가 구축될
예정이다. 전체 갈릴레오 위성군의 무결성 정보를 확보하
기 위하여 적어도 24개의 안테나가 있어야 하며 설치지역
Public-Regulated Service

은 협정수립국가와 유럽연합국가에 설치된다. 상향링크국

Type of
Receiver

의 주요 임무는 실시간으로 위성임무 명령을 위성으로 전
송하는 기능으로 즉 지상제어센터에서 전송한 무결성 정
보 및 궤도 정보를 상향링크국을 통하여 갈릴레오 위성으
로 전송한다.
(4) 신호감시국 (GSS : Ground Sensor Station)

<그림 3> 갈릴레오 제공 서비스 사양(OS, SoL, PRS)

갈릴레오 신호감시국은 두개의 수신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보장된다. <그림 3>은 Galileo Mission High Level

위성항법 신호(Signal in Space)의 품질을 감시할 수 있도

Definition 문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3가지 서비스에 대한

록 지구에 위치하게 된다. 무결성 정보는 다른 GNSS 시스

사양을 나타낸다. Open Service(OS)는 GPS의 SPS 성능

템과는 차별된 갈릴레오 시스템의 특징으로 위성항법신호

과 유사한 성능의 측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와 같이 갈릴레오 위성으로부터 전송되며 Safety of Life

Open Service는 무결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무결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정보는 위성의 이상상태를 알려주는 정보로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응용분야에 위성항법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반드

3) 갈릴레오 제공 서비스 및 GPS와의 비교

시 필요한 정보이다. GPS의 경우 시스템 차원의 무결성

갈릴레오 시스템의 제공 서비스로는 Open Service,

정보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Safety of Life, Commercial Service, Public Regulated

로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제어를 위한 주요 측위장

Service, Search and Rescue Service가 있다. 갈릴레오

치로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Commercial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연속성이

Service(CS)는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위치 정확도가

라 할 수 있다. GPS는 군용시스템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

향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Open Service와 유사한 서

적 상황에 따라 지역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 있는 반

비스이다.

면 갈릴레오 시스템은 상용시스템으로 서비스의 연속성이

Safety of Life(SoL)서비스는 시스템차원의 무결성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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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서비스로 위성에서 직접 위성의 이상상태 정보를

스템의 몇 가지 약점 때문에 모든 철도응용분야에 곧바로

위성항법신호와 함께 제공한다. SoL 서비스의 무결성 정보

적용할 수는 없으며 가용성, 정확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

수준은 Alam Limit(AL) : 12m, Time-To-Alarm(TTA) :

여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응용분야의 요구수

6sec, Integrity Risk(IR) : 2*10-7/150s 로 정의된다. SoL

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절에

서비스의 무결성 정보수준은 세계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가용성, 정확성, 안전성의 증대방

정의하고 있는 APV(Approach with Vertical Guidance)-

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II급으로 설계되었다. SoL 서비스는 사용자의 안전에 중점
을 둔 서비스로 항공, 철도, 항해분야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1) 가용성 증대 방안

활용될 수 있다. Public Regulated Service(PRS)는 유럽연

가용성은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해 측위서비스가 가능한 성

합 회원국의 국방 및 치안분야에 활용될 서비스로 성능요구

질을 말하는 것이다. 즉, 위성항법시스템의 특성상 항법위

사항은 SoL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암호화된 신호를 제공하

성의 가시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위치파악이 불가능하다.

므로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마지

철도환경은 항공이나 항해 분야와 같이 가시성이 보장되

막으로 Search And Rescue Service(SAR)는 탐색 및 조난

는 환경과는 달리 지리적 지형지물의 영향으로 충분한 가

구조용 서비스이다. 기존 조난구조용 시스템 대비 준 실시

시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항공이나 항해 분

간성과 고 정확도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갈릴레오 시스

야와 같이 가시성이 보장되는 환경과는 달리 대표적인 육

템이 제공하는 5가지 서비스 중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

상운송수단인 철도환경에서는 지리적 지형지물의 영향으

스는 PRS 서비스를 제외한 4가지 서비스가 될 것이며 철도

로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가시성 제

응용분야에서는 무결성정보가 제공되는 SoL서비스의 활용

약의 완화를 위하여 2가지 방안을 들 수 있다. 하나는 갈릴

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오와 GPS, 러시아의 GLONASS와 같은 다양한 위성항
법시스템을 통합 사용하여 가용위성의 수를 증가시켜 가

위성항법시스템의 철도 적용방안

시성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운용중인 31기의

위성항법시스템은 전 지구를 서비스 범위로 하는 범국가

GPS 위성과 향후 운용이 예상되는 30기의 갈릴레오 위성

적인 측위 인프라이다. 이러한 범국가적인 측위 인프라의

을 통합하여 사용한다면 총 61기의 항법위성의 이용이 가

철도적용은 열차의 위치확인을 열차에서 가능케 함으로서

능하므로 도심지나 협곡과 같이 가시성 제약이 있는 환경

지상설비의 최소화, 열차의 지능화, 유지보수 및 국가 간

에서도 가시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상호운영성의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위성항법시

하지만 터널이나 역사 내부와 같이 위성신호가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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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환경에서는 위성 수의 증가만으로는 위치파악이

3) 안전성 증대방안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보조센서를 결합 사용하여 가용성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의 철도 적용은 화물추적 및 선로 등

을 증대시킬 수 있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과 결합 사용이

의 지상설비 측량, 측지 등 일부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으

가능한 보조센서들로는 오도메타, 도플러레이더센서, 관

며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열차제어분야 등에 적용하기 위해

성센서 등을 들 수 있다.

서는 위성항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성신호의 안전성 수
준의 증대가 필요하다. GPS는 시스템 레벨의 무결성 정보

2) 정확성 증대방안

를 제공하지 않지만 갈릴레오 시스템의 SoL 서비스를 통

위성항법시스템의 주요 오차 원인으로는 위성궤도오차와 이

해 위성에서 직접 무결성 정보를 제공하므로 안전확보가

온층, 대류층, 다중경로등 전파지연에 기인한 오차를 들 수있

필요한 철도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갈릴레오의

다. 위성궤도오차는 위성궤도정보의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위

SoL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무결성 정보의 수준은 APV-II

치오차이며, 이온층, 대류층 지연오차는 위성신호가 지구의 이

급으로 항공관련규정에 기인한 것으로 철도분야에서 요구

온층, 대류층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신호지연에 기인한 위치

하는 수준으로의 해석 및 보완을 통해 철도에 적용해야한

오차로서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발생

다. 또한 GPS의 무결성 확보를 위하여 지상에 GPS 무결성

하는 오차요인이다. 다중경로오차는 사용자가 위치한 환경에

감시 및 무결성 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를 구축하여 이를 통

서 위성신호의 반사에 기인한 지연오차로서 사용자가 위치한

해 GPS의 무결성을 확보한다면 안전 확보가 필요한 철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오차이다. 사용자에게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차는 외부의 통신링크를 통한 보정을
통해 완화가 가능하다. 즉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기준국에

국외연구 동향

서 현재 위성신호에 포함된 오차를 역산하여 외부통신링크를

유럽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통합열차제어시스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함으로서 공통오차를 제거할 수 있으므

템인 ERTMS/ETCS시스템에 위성항법기반기술을 적용하

로 인해 정확성의 향상이 가능하다. GPS의 경우 이러한 정확

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성 향상 방법을 DGPS(Differental GPS)라 하며, 국내에서도

INTEGRAIL, LOCOLOC/LOCOPROL, RUNE, ECO-

국가 차원의 DGPS 서비스를 국토해양부 산하 위성항법중앙

RAIL, GADEROS 등이 있다.

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위성항법중앙사무소는 11개

INTEGRAIL은 현존하는 열차속도검지장치 수준의 신뢰

의 해안기준국과 6개의 내륙 기준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성을 확보하는 위성항법기반 열차위치측정장치(INTE-

선박의 안전항해를 목적으로 DG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RAIL Mobile Unit)를 개발하여 열차제어분야에서의 적

50

Radio Antenna Unit

INTEGRAIL
Mobile Unit

Man Machine Interface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Save Transmission Unit

Recorder
(Option)

Balise
Transmission
Module

Speed &
Distance Unit

Train Interface Unit

Compact Antenna
Unit
Optical Pulse Generator

Train Traction Control

<그림 4> ETCS와 INTEGRAIL Mobile Unit의 구성 관계

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써

능의 개선을 입증하고, ERTMS/ETCS 요구사항에 적합한

위성항법기반 위치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수준의 개선을

열차위치 및 속도 측정 장치의 개발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위하여 유럽의 보강항법시스템인 EGNOS와 오도메터 관

을 목적으로 한다. RUNE의 내부구성은 <그림 6>에서 보

성센서를 융합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4>는 ETCS환경에

는바 와 같이 위성항법수신기, 3축 IMU(Inertial Measur

서 INTEGRAIL Mobile Unit의 구성 관계를 나타낸다.

ement Unit), 휠센서, 도플러레이더센서, Balise/BTM을

LOCOLOC/LOCOPROL 프로젝트는 저비용, 고신뢰도의

사용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확장형 칼만필터를 실시간 센서

위성항법기반 열차위치검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검증을 목

융합알고리즘으로 적용하였다.

적으로 하며, 디지털 선로지도를 이용하여 고 신뢰도의 위

미국에서도 PTC(Positive Train Control)라는 위성항법기

성항법기반 열차위치결정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반 열차제어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PTC는 N

LOCOLOC/LOCOPROL 프로젝트에서 적용한 열차위치

DGPS(Nationwide Differential GPS)망을 활용하여 GPS

결정알고리즘은 1차원 측위기법으로 가시위성이 2개인 상

제공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고 열차제어분야의

황에서도 위치확인이 가능한 반면 위치정확도는 200

안전성, 효율성, 정확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서

~400m 수준으로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미 국 교 통 안 전 이 사 회 (NTSB : The National

RUNE 프로젝트는 선로주변시설의 제한적 적용 또는 선로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국가교통안전확보를 위

주변시설의 사용 없이 차상기반의 열차위치 및 속도결정성

한“most-wanted”
선도과제로 지정되어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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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OCOLOC/LOCOPROL의 1차원 측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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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RUNE(Railway User Navigation Equipment)의HW 및SW알고리즘구조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열차제어분야에 적용 시 운용효율

본고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기본원리와 갈릴레오 시스

의 증대와 더 나아가 국가간 상호운영성의 확보 면에서도

템의 특징을 소개하고 위성항법시스템의 철도적용을 위하

장점을 가진다.

여 필요한 가용성, 정확성, 안전성 증대방안에 대하여 살

현재 유럽 및 미국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철도적용을

펴보았다. 위성항법시스템은 지상에 추가적인 설비 없이

위하여 정확성과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범국가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위성항법기반의

인 측위 인프라로서의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철도분야에

열차위치측정장치와 ERTMS/ETCS시스템을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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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PTC 프로젝트를

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확성 및 안전성의 확보가 필요

통해 열차제어에 적합한 정확성과 안전성을 가진 위성항

한 분야에 대한 GPS의 적용 확대가 예상되며, 앞으로 갈릴

법기반의 열차제어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레오 서비스가 시작되고 DGPS와 유사한 DGALILEO 서비

의 경우 위성항법기반 기술의 철도적용은 타 산업분야에

스도 시작된다면 위성항법시스템 적용시 고려해야하는 가

서의 적용사례보다 상당히 뒤져있으며 이것은 철도 적용

용성, 정확성, 안전성의 극대화가 가능하여 철도분야에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안전성의 미확보 때문이라 볼

의 적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탄소가스 배

유럽 및 미국에서는 위성(EGNOS, WASS)과 지상의 기준

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힘을

국(DGPS)망을 활용하여 GPS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쏟고 있는 상황으로 위성항법시스템은 철도시스템을 지속

개선하여 철도와 같이 안전확보가 필요한 응용분야에 위성

가능형 교통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위성

항법기반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항법시스템의 철도적용은 지상중심의 철도시스템을 차상

우리나라에서도 국토해양부 산하 위성항법중앙사무소에서

중심의 시스템으로 진화케 함으로서 지상설비의 감소와

DGP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연안해역을 운행하

운영효율성의 증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저감 등의 효과

는 선박의 안전확보가 주 목적으로 내륙지역에 대한 서비스

를 가져 올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의 위성항법시스템의

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2008년 6개

철도적용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국가 기준국망의 확

의 내륙기준국이 추가 구축될 예정으로 더 넓은 내륙지역에

충 및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더불어 선진 IT기술과 융합된

DGPS서비스가 가능하여 더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의 확보

다면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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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에 의한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열차제어시스템 또는 철도신호시스템은 열차를 운행하는

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량전철건설 등 많은 프로젝트가

과정에서 인명사상 및 시설물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예상되지만, 국내의 철도관련기업은 핵심요소기술의 안전

것을 방지하는 Fail-Safe 시스템으로 동작한다. 이 같은

성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많은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운행과정에서 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생할 수 있는 위험원 도출, 안전성 목표 수립, 리스크 대책

점의 원인을 분석,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설계 및 안전성 확인·검증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며, 열차

국내철도신호기업과 함께 진행 중인 ESM(Engineerng

제어시스템이 주로 컴퓨터 하드웨어기술, 유·무선통신기

Safety Management)에 의한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에 대

술 및 소프트웨어기술 등으로 구성됨으로서 안전성활동은

한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철도선진국에서는
IEC61508/62278/62279, EN50126/50128/50129 및

국내 열차제어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실적

Yellow Book 등 안전성활동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

철도에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한 예는 <그림 1>과 같이 열차

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안전성활동보다는 기능구현중심의

제어시스템부분, 열차운행관리부분, 승객·고객서비스부

시스템개발에 집중한 결과 관련기술을 많이 확보하였지만,

분, 철도안전설비부분, 유지보수관리부분 등 다양하며, 적

시스템 수준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실적은 적은 상태

용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특히 <그림 2>와 같

이다. 또한 서울지하철의 신호시스템 개량, 광역철도망 건

은 열차제어시스템인 ETCS(European Train Control

Zone
Controller

On-Board
Traffic
Management

Passenger
Information
Customer
Service

Driver’
s
Panel

Train Control
center

Zone
Controller

Radio
Interface
On-board
Computer

CBI
Interlocking

Relay
Interlocking

Rx
System
Antenna

ops

Signaling

TrackCircuit
/Axlecounters

Operations

Asset
Management

<그림 1> 철도의 무선통신시스템 활용

Point
Machine

Intermodal

<그림 2> 무선을 사용한 열차제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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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과 CBTC(Communications Based Train

[표 1] 열차제어시스템 기술확보 현황

Control)시스템은 양방향 연속통신, 실시간 열차위치추적,

필수기술

확보기술

사양서 작성

∨

○

인터페이스설계

∨

○

시험 및 평가

-

○

이동폐색기반 열차운행관리

∨

○

무인자동운전 열차운행관리

-

○

열차위치추적

∨

△

ATP/

이동폐색기반 열차간격제어

∨

△

ATO

이동폐색기간 열차진로제어

∨

△

실시간 열차상태감시

-

○

통신장치 제작

-

○

통신망 운용관리

∨

○

세부기술

높은 정보전송용량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무선통신
SE

기술을 열차제어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량전철시스템기술개발사업, 지능형열차제

ATS

어시스템 시범구축사업에 무선통신기반의 열차제어시스
템을 적용하였고, 기존철도 신호시스템 개량사업(ATP시
스템 구축사업)에는 ETCS Level 1을 적용하였다. 또한,
G7 사업을 통해 궤도회로방식으로서 고속철도차량에 적

무선 통신

용 가능한 차상신호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까지 수행
된 열차제어시스템개발 현황 및 이를 통해서 확보한 기술

장치
주)

○ : 적봉실력이 있는 경우. △ : 기능구현수준단계.

은 [표 1]와 같다.
현재까지 수행된 열차제어시스템 연구·개발과제를 통하

열차제어시스템에서의 ESM 활동

여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 열차종합운행제어

ESM은 안전성 관점에서 열차제어시스템의 리스크를 수

(ATS:Automatic Train Supervision)기술, 열차제어·감

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어했음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

시를 위한 무선통신기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천 기술을

서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오류

확보하였다. 그러나 열차위치추적기술, 열차간격제어기술

를 최소화하는 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및 열차진로제어기술과 같은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실현
하는 vital기술(ATP:Automatic Train Protection)분야에

1) 배경과 목적

있어서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System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위험원의 분석이나 리스크 평가

Engineering은 세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양서 개발,

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관리 및 성능시험 등에 집중되었고, 열차위치

예비위험원 도출과 같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위험원을 분

검지·추적, 열차간 안전거리(safety space) 보장 등 핵심

석한다. 간단한 검토(협의), 시스템의 범위, 기능 및 설계

요소기능의 안전성 검증 작업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

를 결정한 단계에서는 위험원의 상세한 도출 및 위험원의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
크를 평가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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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의사결정을 최대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가 허용하

열차제어시스템 핵심요소기술개발

는 범위에서 반복적인 분석 접근방법을 취하고, 상세설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국가연구개발의

단계에서 분석내용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점 분석 및 국내 철도신호관련기업의 요구사항 분석

주어졌다.

을 통하여 열차제어시스템 핵심요소기술의 안전성확보 및
실용화를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추진하였다.

2) 단계별 활동

관련 프로젝트의 최종목표는
「정형화된 연구개발체계를 적

ESM활동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수명주기(life

용한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및 적용」

cycle)를 확인한 후, 수행하는 업무 성격에 맞는 라이프사이

으로, 국내 철도신호관련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하나로

클을 선택해야 한다. [표 2]와 같이 프로젝트 수명주기를 설

집중함(연구개발협의체 구성)과 동시에 개발공정마다 엄

정하고 이를 일반 라이프사이클과 연계시킨 후에 각 단계에

격한 안전성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적합한 최소한의 ESM활동내용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요구 조건은 해외 철도선진

[표 2] 일반 수명주기 각 단계별 ESM활동
수명주기

개념과 타당성

요구사항 정의

설계
실행

ESM활동

주요 내용

예비 위험원 도출

위험도 평가 및 감소

위험원 목록 확립

구성관리, 문서화 및 기록

예비 안전계획서

안전계획서 및 모범사례

위험원 분석(다시)

위험도 평가 및 감소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 및 감소

안전 요구사항 수립

안전 요구 사항

완성된 안전계획서

안전계획서 및 모범사례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 및 감소

안전 감사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 및 감소

최종안전보고서

인전확보 및 변경승인

안전 평가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

설치 및 인계

안전 승인

안전확보 및 변경 승인

안전 책임 위임

안전책임

운용과 유지보수

위험원목록 및 최종안전보고서 갱신

구성관리, 문서와 및 기록

사용중지와 처분

위험원목록 및 최종안전보고서책 갱신

구성관리, 문서와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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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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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기
업

신호설비 개량
광역철도망

열차제어시스템 검증

경량전철

정형화된 연구개발 체계활동

검증인프라(선로,차량)확보활동

인터페이스관련기술 개발

무선통신시스템 개발
장 치 개발
설 치

국내시장선점
해외시장진출

<그림 3> 열차제어시스템 핵심요소기술개발 개념

국 수준의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 및 열차제어시스템을 평가

4>는 철도연이 수행하는 안전성활동의 내용과 절차를 정

할 수 있는 인프라(시험선, 시험차량 등) 확보가 현안 문제

의하였고, <그림 5>는 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

점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다음 <그림 3>

기 위하여 ISA(Independent Safety Accessor), 철도연 및

과 같은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체계를 제안하였다.

신호전문기업이 담당할 업무 및 공정을 설명하고 있다.
신호전문기업은 열차제어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설치 등

1) 추진전략 및 방법

을 담당하며,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

한국철도기술연구원(ESM 전문기관 포함), 국내 철도신호

된 기술을 열차제어시스템의 개발에 최대한 활용한다. 철

전문기업 및 철도시설·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개발 체계로

도시설·운영기관은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요구사항의 작

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ESM 전문기관과 함께 본 과제

성과 이를 토대로 개발된 열차제어시스템을 검증하기 위

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ESM전문기관과 함께

한 검증인프라구축 및 종합시험평가를 지원한다.

수명주기 단계별 안전성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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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전성활동 담당업무 및 공정

<그림 4> 안전성활동 내용 및 과정

2)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사양서 작성

ESM 전문기관의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007년에는 열차제어시스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작성된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서의 내용을 요약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4개 철도신호전문기업의 협조를

면 다음과 같다.

통해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사양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안

(1) 열차제어시스템의 특징

전성 활동계획에 따라 개발사양서(시스템요구사양서), 시스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열차위치를 높은 정밀도

템 구성도, 시스템안전요구사양 등 몇 가지 문서에 대해서

로 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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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신뢰성을 확보한 연속적이고, 차상-지상간 양방향

안전간격제어를 담당하는 ATP는 이동폐색을 토대로 하여

무선데이터통신

열차간격제어를 한다. 신호기의 설치는 열차진로제어구간

차상장치 및 지상장치에서 vital기능 처리

으로 한정하며, 열차속도제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무인자동운전

(3) 열차제어시스템 구성 및 기능

(2) 열차운전모드

열차제어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ATS, ATP(지상/차

무인자동운전을 포함하여 다음 5가지의 열차운전모드를

상), ATO(차상), 연동장치 및 무선통신장치로 구성되며,

지원한다.

각 구성장치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무인 자동운전모드
자동운전모드
관 제 실

수동운전모드

A T S

비상운전모드
기지운전모드
제어영역#1

(3) 폐색설정
역I.F장치

제어영역#2

지상ATP

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전간격확보 및 진로제어를 위한 폐색
연동장치

을 설정한다. 진로제어구간인 역, 정차장, 차량기지 등에
가상폐색(virtual block)을 설정하는 방법과 안전간격을

무선통신망

확보해야 하는 역과 역 사이에 이동폐색(moving block)을
열차

설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차상ATO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전자연동장치의 진로제어알고리즘
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역내, 정차장, 차량기지 등은

차상ATP

운전자데스크

차상장치(주요 전장품)

여러 개의 가상폐색을 설정한다. 선행열차와 후속열차 간

역구내

역간 주행선로

<그림 7> 열차제어시스템 구성도

역구내

① ATS
여러 개의 가상폐색을 설정

가상폐색1개를 설정한 경우

<그림 6> 열차제어시스템 폐색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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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제어모드 전환 / 열차 운행의 제한 / 자동열차조정 /

3) 인프라 확보

열차속도제어 / 열차진로설정 / 역 정차기능 / 선로전환

2008년도는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사양서를 토대로 열차제

기 단독제어 / 열차출입문 개폐제어 명령전송 / 수동인

어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열차검지기술, 열차안전간격확보

칭제어명령전송 / 열차원격제어 / 승객정보시스템 인터

및 열차속도제어 등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한다. 동시에 열

페이스 / 구원열차편집 / 운전자승무관리 / 성능저하 시

차제어시스템 검증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장기적

대체열차편성 / 구간운전 / 차량기지 자동입출고 / 장애

으로 수행한다.

보고

현재까지의 연구개발은 차량시스템의 성능검증에 집중되

② ATP

었기 때문에 개발한 열차제어시스템을 충분히 검증하는

: 열차위치 및 열차속도 결정 / 열차안전간격 / 열차과속방

것이 곤란하였다. 열차제어시스템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지 및 제동보장 / 임시속도제한 / 수동모드속도제한 / 열

열차핵심요소기술에 대한 기능검증 및 열차제어시스템의

차구름방호 / 궤도(또는 선로)종단에서의 열차보호 / 열차

성능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검증은 열차위

관리 / 열차상태정보 전송 및 현시 / 열차편성분리보호 및

치검지, 열차안전간격, 열차속도제어, 열차진로제어, 무선

열차분리·결합 / 영속도 검지 / 열차출입문 제어 및 확인

통신망운용 등의 기능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성능검증은

/ 플랫폼 스크린도 제어 / 열차출발연동 / 비상제동 해제

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등을 주요 대상

및 열차이동허가 / 진로연동 / 열차추적실패 시 방호 / 열

으로 한다.

차운전모드변경 / 열차운전방향(운전대선정) 전환 / 제어

특히, 열차위치검지정보를 바탕으로 열차안전간격과 열차

영역관리 / 운전자확인 및 정보제공 / 구원운전 / 에너지

속도제어를 검증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최적화운전/ ATP정보보고/ 진단기능

수 있으나, 여러 편성의 열차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운행

③ ATO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고려된다. 무선통신망의

: 자동속도조절 / 정위치정차 / 인칭제어 / 열차출입문 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선로길이와 함께 다

어 / 지상-차상간 인터페이스 / 열차내 장치 제어 / 운행

편성의 열차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인 열차확인 / 자기진단기능

이 같이 다편성 열차, 충분한 시험선로, 안정적인 전력공

④연동장치

급 등의 요건을 확보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의 협

: 진로요청 / 진로설정 및 쇄정 / 진로보장(route proving)

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진로해정 / 열차제어시스템과의 연동

이에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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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시스템 인증체계 구축」
을 2007년도에 요청하였으며,

으로 열차제어시스템개발사양을 작성하였다.

2008년도의 인증체계 구축의 타당성연구를 토대로 국가연

2008년 이후는 그 동안의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열

구·개발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제어시스템 설계와 본 설계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열차제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계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개발시스템의 검증에 필요

은 국내 철도신호산업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

될 것이다.

히 미래의 열차제어시스템은 무선에 의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는데, 우리의 발달된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다면,

결론

미래의 열차제어시스템을 선도할 수 있는 철도선진국가

기존에 수행된 열차제어시스템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분석

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

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활동을 중심으로 한 열차제어시

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철도기술연구

스템 핵심요소기술개발을 2006년도부터 시작하였다.

원과 철도신호관련기업은 물론 국토해양부, 철도건설 ·

2006년에는 열차제어시스템 핵심요소기술 개발 방안 및

운영기관의 협조 하에 무선에 의한 열차제어시스템의 시

체계 구성, 개발될 시스템의 타당성 및 경제성 조사를 실

험 및 시운전을 위한 검증 인프라의 구축이 수반되어야

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14개 철도신호관련기업과 협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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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신 교통 시스템에 대한 고찰
세계적으로 기상 및 환경 전문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시켰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및 실제 운용

일으키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자동차 배기가스의 증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들 연구

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것

및 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로서 1968년도 시

이다. 교통 및 수송 분야 전문가들도 도심 대중교통 수단

작된 비영리기업인 Aerospace Coporation의 PRT 프로

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

그램, 1972년도 개발이 시작된 West Virginia 주의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지구환경으로부터 자유롭고 지속가

Morgantown PRT 개발 프로그램, 이후 1990년대 중반

능한 미래형 교통시스템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시작된 시카고 지역 교통국 (Chicago Regional

있다. 미래형 교통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면서 세계

Transportation Authority: RTA) 의 PRT 개발 프로그램

각국이 실용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송시스템 중의

등이 있다. 시카고 지역 교통국의 PRT 개발 프로그램은

하나가 소형궤도 차량 시스템(Personal Rapid Transit

Raytheon Corporation과의 제휴 하에 기술 개발 프로그

System)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잘

램을 발족시킨 대규모 연구개발 계획이었다. 이들 프로그

알려져 있지 않은 소형궤도 차량 시스템의 역사, 정의 및

램들은 연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이유

특징, 세계 각국의 실용화 추세,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등

로 도중에 중지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지만, West Virginia

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다.

주의 Morgantown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어 지금까지
안전상의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

소형궤도차량(PRT) 시스템의 역사

가에서 많은 성과를 올린 PRT 프로그램은 1969년 개발을

PRT의 개념은 도시 교통상황의 개선을 목적으로 1953년

시작한 독일의 Messerschmitt-Bolkow-Blohm (MBB)

미국의 Donn Fichter가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1964년

와 Demag 사의 CabinTaxi 프로그램, 1995년 개발을 시

“Individualized Automated Transit and the City”
이라

작한 영국 ATS (Advanced Transportation System)의

는 제목의 저서에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소규모 유도로를

Ultra 프로그램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사용하여 전체 교통 시스템을 통합하고 가급적 작고 가벼

중반부터 민간에서 PRT의 개념에 대해서 소규모 연구를

운 차량으로 각 개인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

진행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2005년도부터 본격적인 연구

록 설계된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

개발 과제를 도출하기 시작했다.

고 있다. 이러한 신 개념의 교통 시스템은 오늘날 PRT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활발한 PRT 연구를 진행

소형궤도차량 시스템의 정의

소형궤도차량시스템(Personal Rapid Transit : PRT)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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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전철(Small Rapid Transit : SRT) 또는 통칭해서

소형궤도차량 시스템의 특징

APMs(Automated People Movers)라고도 불리며, 총연장

소형궤도차량시스템이 지닌 특징은 넓게 보면 신속성, 편

거리가 1∼10㎞, 시간당ㆍ방향당 3,000∼10,000명 정도를

리성, 경제성 및 친환경성으로 볼 수 있다. 즉, 안전성과 신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본고에서는 중소형시스템

뢰성을 바탕으로 승객을 신속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Group Rapid Transit : GRT)까지 포함하여, 승객요청

무정차로 이동시키며, 시공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 공사

(On Demand)에 따라 운행되며 수송용량은 대략 차량당

로 인한 공해나 교통흐름의 방해가 적고, 저공해 에너지의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의한다. 이전에

사용과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사용으로 친환경적이다.

는 시스템의 개념자체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지 못했고 기존 교통체계의

1) 신속하고 편리한 도심 이동수단

변화에 대해서 수동적이었던 상황이 PRT를 대중화하는데

On-Demand Service

실패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첨단교통협회

갈아 탈 필요가 없는 대중교통수단

(Advanced Transit Association)에서는 불분명한 PRT의

Privacy의 보장

개념을 표준화하기 위해 1988년 PRT시스템에 대한 지침

사계절 24시간 운행

서를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저렴한 설치비, 용이한 노선확장

· 완전무인자동운전인 궤도 차량

접근이 쉬운 역

·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 또는 소그룹으로 독립적인 이

기존 건물의 내부에 정류장 설치 가능

용이 가능한 소형차량
· 고가, 지상, 지하에 건설할 수 있는 소형 궤도

단위시간당 높은 수송능력
극대화된 안전성

·복선화된 네트워크에서 모든 궤도와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2) 경제적인 이동수단

· 출발지에서목적지까지환승이필요없는Non-Stop 운행

짧은 건설 기간: 건설기간의 단축으로 교통 및 환경적

·고정된스케줄보다는수요에따라서비스를공급하는시스템

비용소모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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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건설비 : 경량구조물이 지상에 건설됨으로 지하

<그림 1>은 기존의 지하철에서와 같이 환승에 따른 불편함

철대비 매우 저렴하다.

을 PRT 가 갖고 있는 특성들 중의 하나인 출발지에서 목

용이한 노선확장 : 시공이 용이하여 노선확장이 쉽다.

적지까지 무정차 운전 특성을 이용해서 해소 할 수 있음을

승강장 건설의 용이 : 기존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어 승

보여주고 있다.

강장건설이 용이하다.
소형궤도열차시스템의 기능 및 역할
3) 친환경적 이동수단

저공해 : 전기와 같은 저공해 에너지의 사용으로 공해

1) 대중교통체계에서의 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 대중교통체계기능

가 적다.

대규모 교통시설간 효율적인 연계

건축 폐기물 배출 감소 : 철재와 같은 재활용 소재의 사

지선교통체계와 간선교통체계간의 연결

용으로 친환경적이다.

중심업무지구내 일정 범위 안에서의 지역적 연계

환경공해 감소 : 건설시 단기의 공사기간으로 여러 가

위락시설간 연계교통수단으로 활용

지 공해를 줄일 수 있다.
2) 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 대중교통체계 역할
Subway

도착역

갈아타는 역

PRT

도착역

도시 내에 궤도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심업무

갈아타는 역 없음

지구를 중심으로 외곽지역으로 점차 확장시키고, 현재
Non_stop

출발역

(a) Line Haul 시스템의 노선변경

출발역

(b) 소형궤도차량 시스템의 노선 변경

철도가 운행되는 도시 내에서는 접근교통수단으로서
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 적용이 가능
뚜렷한 지역적 특색이 없는 지역은 소형궤도차량시스

<그림 1> Line Haul 시스템과 소형궤도차량시스템의 노선변경 방법 비교

템의 도입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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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Ultra, 독일의 Cabintaxi 등이 있으며 한국의 포스코

기술개발 현황

본 절에서는 최근 활발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 노력을 기울이고

가 영국에 법인을 설립한 Vectus가 있다. 이들 중 영국의

있는국내외의대표적인시스템의특징들에대해서살펴본다.

Ultra 시스템은 영국의 히드로 공항 터미널과 공항 주차장
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봄

1) 국외

시스템구축을 완성하고 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이

국외 대표적인 시스템들로는 미국의 Skyweb Express, 영

들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외 시스템들의 특징
Skyweb Express

ULTra

Vectus

Cabintaxi KK3

유도로상에 설치된 Single-sided

이중화, 내장식, double-sided

선형 유도 모터

선형 유도 모터

항목

추진

주동력

선형 유도 모터

회전 전동 모터 구동 타이어

500 V AC 내부

600V DC 내부 유도로 전기 레일

재충전식 배터리

자체 발전기

보조 동력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추진 제어

이중화 자체 가변 주파수 구동

자체 제어기

LIM당 트랙 제어

자체 인버터 제어기

LIM 브레이크 및 전기 비상 브레

타이어/유도로 인터페이스의 전

LIM 브레이크, 영구자석 형 브레

LIM 브레이크, 전자 유압식

이크

자유압 브레이크

이크, 전자유압식 비상 브레이크

비상 브레이크

비동기식 분배 제어 시스템

동기식 집중 제어 시스템

비동기식 분배 제어 시스템

비동기식 분배 제어 시스템

t상호작용식의 차량/노변 제어

독립된 차량 센서

상호작용식의 차량/노변 제어

상호작용식의 차량/노변 제어

유도로 케이블 트랜스시버

무선 네트워크

다중 무선 네트워크

유도로 케이블 트랜스시버

노선을 따라 순서대로 또는

t노선을 따라 순서대로 또는 여러

노선을 따라 순서대로 또는

노선을 따라 순서대로 또는

여러대가 동시에

대가 동시에, 또는 그냥 지나침

여러대가 동시에

여러대가 동시에

0.5 sec

2 sec

2.5 sec

0.5 sec

브레이크

제어 방식
조향 메카니즘
차량 통신

정차역 운영

최소 차량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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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신 교통 시스템의 시장 수요에 대응해서 PRT 관련 요소

한국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도적으로 PRT 연구

기반기술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래 [표 2]는 한국철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PRT 차량 운행 제어기술 개발,

기술연구원에서 2004년 이후로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무인차량 운행제어 시나리오 개발 등 앞으로 주목 받게 될

PRT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나타낸다.

[표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수행 내용
과제명

사업명

(단위 억)
과제최종 목표

사업 수행기간

소형궤도차량 극소간격제어

공공기술연구회

최소운전시격 0.5[sec]의 소형궤도

2004. 07 -2005.07

기술 개발

→ 정책연구사업

차량 극소간격 제어기술개발

(1차년도 수행 후 종결)

중요사항
- 0.5[sec]의 짧은 운전시격에 의한 구간별 운행
제어 기술개발
- 0.5[sec]의 운전 시격으로 인한 차량간의 충돌
을 허용하는 제어 알고리즘 개발

소형궤도열차 시스템

건설교통부 →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에 의한

2005.07 - 2006. 04

-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

시험선 건설을 통해서 개발된 요소

(1차년도 수행 후 보류)

- 시험선 건설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기술의 검증

소형궤도차량 운행제어 기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형궤도차량 운행제어 시스템 핵심

2007.01 - 2011.01

개념설계

→ 기본연구사업

기술연구

(현재 연구 수행 중)

- 최상위 수준의 운영제어 프로그램 개발

- 하위 수준의 구현 가능한 차량운행제어 알고리
즘 개발
- 검증 시스템 개발

수요자 요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On-demand)대응

→ 기획과제

On-demand 시스템 기술 확보

2008.01 - 2009.01
(현재 연구 수행 중)

- On demand 제어 방식에 대한 시스템 레벨에
서의 성능 및 운영 효율성 검토

대중교통수단
(PRT/GR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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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첨단교통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도시화, 산업화의 가속화 현상은 교통체

이러한 현실에서 소형궤도 차량 시스템 기술개발은 조속

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히 이루어져야할 당면 과제이며 기존의 기술개발 사업에

교통체증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 다습했던 해외 전문 핵심기술의 이전 또는 벤치마킹을

있다. 또한 대도시의 교통체증 현상은 자동차 배기가스 량

통한 선진 기술의 확보 방식은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도시의 대기

및 대체수요와 유지보수에 대한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원

환경 파괴 및 경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향상된 삶의 질을 요

인이 되고 결국 철도 선진국의 기술종속국화를 심화시키

구하는 국민적 욕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해외기술 의존성을 줄이고 그

따라서정부정책차원에서시급한대책이요구되고있다.

에 따른 국가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세계시장으

기존 궤도방식을 활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친환경성,

로의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전 세계

첨단성, 다양한 수송수요의 효과적인 처리 등에 대한 문제

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대중

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교통수단에 대한 기술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마

위해서는 친 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첨

지막으로 상당한 고급 교통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

단 교통 시스템의 개발 또는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체계의

안할때On-Demand 시스템의전망은밝다고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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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도표 작성 및 검토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동도표란 정거장 구내에서 열차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

적 오류 방지, 특수조건 Logic Tree 구현에 의한 기준마련,

한 연동장치가 어떤 내용인가를 도표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

연동도표 검토 및 시뮬레이션 및 연동조건 분석 등에 목표를

게 표시한 것이다. 연동도표의 기능을 요약하면, 첫째, 정거

두고있다.

장 구내 열차운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운전기본계
획 및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 연동장치의 취급과 보

시스템 구성 및 제공 기능

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진로와 선로

연동도표 작성 및 검토 자동화 프로그램은 연동도표 작성,

전환기의 관계, 진로상호간의 쇄정, 진로와 궤도회로의 관

검토 및 시뮬레이션, 연동조건 분석 등 크게 3개의 프로그

계, 진로와 신호현시의 관계 등을 표현한 것이며, 넷째, 신호

램으로 구성된다.

설비간의 연동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연동도표는 연동장치
구현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연

1) 연동도표 작성(작화 및 편집) 프로그램

동도표는 관계자들 간의 역 구내 진로제어 조건 및 운전취급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연동도표 작성기준에 맞

협의 시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동도표가 지금까지는 별

게 연동도를 손쉽게 작도할 수 있는 작화 기능이 제공된다.

다른 툴이 없는 관계로, 작성, 검토, 협의 및 승인 단계에서

- 특수조건을 검색, 삽입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관련담당자들의수작업(129건, 2004년기준)에의존할수밖

- 작화기능에서 작성된 연동도 및 기 입력된 특수조건을

에 없었다. 연동도표의 작성에서부터 검토, 협의, 승인까지
소요되는시간이, 절차서기준으로는30일정도소요되는것
으로 되어 있으나, 관계자 들 간의 의견 상충으로 실제로는
50~60일정도소요되는것이현실이다. 또한연동도표작성
시 각 역의 특수조건에 대하여 담당자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달라 전 역의 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Logic Tree 구현이
시급한실정이다.

자동 연동조건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 연동조건을 추가 또는 제거하는 수정 방법 및 기능이 제
공된다.
- 작성된 연동도표는 공단의 도면표준화 기준에 맞는 파
일형태로 출력되는 기능이 제공된다.
- 연동도표의 작성 및 수정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이 제공
된다.

연동도표 작성 및 검토 자동화 프로그램은 관행에 따라 수작
업으로 수행하여 왔던 비효율적인 연동도표 관련 업무를 각

2) 연동도표 검토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역의 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

- 공단의 연동도표 검토기준에 의한 연동도 검토기능이

한 것이다. 이것은 연동도표 작성에서부터 검토 분석 시뮬레
이션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연동도표 처리기간 단축 및 인

제공된다.
- 작성된 연동도표를 입력하여 연동도와 연동조건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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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검토된 내용을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 수정 및

검토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재검토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CAD에 의하여 기 작성된 연동도표 또는 본 프로그램으
로 자동 작성된 연동도표를 입력받아 연동조건을 검토

- 최종 검토가 완료된 내용에 대하여 공단 도면표준화 기
준에 맞는 파일형태로 출력되는 기능이 제공된다.

및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 시뮬레이션 기능에는 로칼 취급(단독, 연동취급)에 의한

- 분석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이 제공된다.

연동도표 검토 및 자동설정(열차의 진행상황 설정)에 의
한 연동도표 검토기능이 제공된다.

구현 원리
1) 연동도표

3) 연동조건 분석 프로그램

연동도표는상부의연동도와하부의연동도표로구성된다.

- 작성된 연동도표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연동도와 연동조

- 명칭란에는 신호기 및 표지의 종별, 선로전환기의 종별

건을 분석·검토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등을 표기한다. 또 신호기는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엄

서울역 연동도표[1B

11UP 진로]

[서기 0K 000]
DN

경부선

UP

부산
용산역

명칭

장내
신호기

진로
방향

B192T
11T

취급버튼
쇄정[선로전환기]
출발점

1B

[11]

<그림 1> 연동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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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점

11UP

12 13 15 16 26 27
30 32 69
[2A] [53R] [54R]
[56R] [25L]

신호제어 및
철사쇄정
[궤도회로]
12AT 13BT 15BT
16AT 26T 27T
30T 32T 11T
39AT

진로[구분]쇄정

Y

[12AT] [13BT] [15BT]
[16AT] [26T] [27T]
[30T] [32T]

접근 또는
보류쇄정

B192T

9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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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호기, 유도신호기, 구내 폐색신호기, 입환 신호기 등

간에서의 폐색조건(TPS) 및 자동폐색구간에서의 폐색조

으로 세분된다.

건(BR)을 표기하며, 복선구간인 경우 자동폐색구간에서

- 진로방향란에는 해당신호기의 출발점 및 도착점 압구가
위치한 궤도명을 표기한다. 궤도회로가 없는 경우는 출

의 폐색조건(SBR)을 표기한다. 구성진로 밖이라 하더라
도 차량접촉한계내에 있는 궤도회로명은 표기한다.

발 및 도착 압구명을 표기하며, 구내 폐색신호기는 제어

- 진로(구분)쇄정란에는 신호기 진로, 운전방향 및 조사와

신호기의 출발점과 도착점 압구명을 표기한다. 기계연

관련된 진로 또는 진로구분쇄정에 관계있는 궤도회로명

동장치는 해당 시설물 번호를 표기한다.

및 시간쇄정 등을 표기한다. 단, 도착점 궤도회로는 제외

- 취급버튼란에는 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한다. 출발점

한다.

은 해당 신호기번호 및 진로선별 등을 순서대로 표기한

- 접근 또는 보류쇄정란에는 쇄정에 관계있는 궤도회로명

다. 도착점은 해당 도착점(DN, UP, A,B,C…)을 표기하

또는 그 쇄정방식의 종류를 표기한다. 차량이 측선, 인상

며, 장내 또는 출발에 의해 간접제어되는 구내 폐색신호

선, 입환선군에서 진입하는 입환표지(입환신호기 포함)

기는 제어신호기 번호에서 도착점 진로로 표기한다. 선

가 있을 경우, 반드시 외방에 궤도회로를 구성한다.

구를 달리하는 개소가 있는 경우 그 선구를 표시할 수 있
는 명칭을 사용한다.

2) 연동도표 로직화

- 쇄정란에는 구성 진로 내에 쇄정되는 선로전환기 또는

연동도표를 로직화하기 위하여 신호장치(신호기, 선로전

취급버튼 번호를 표기하며, 폐로쇄정에 관계가 있는 궤

환기, 궤도회로)심벌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객체를 만들

도회로명을 표기하고, 진로 구성 후 상호쇄정되는 신호

어야 하며, 객체의 속성에 심벌의 위치 및 방향, 번호를 부

기(표지 포함)를 표기한다. 진로내에 있는 상대 신호기는

여하고, 번호부여 체계 및 기준을 로직화하여 포함시킨다.

상호쇄정으로 표기하고, 도착점을 공유하는 상대신호기

그 외에서 선로, 조작판 등의 객체를 만들고, 선로번호 부

는 해당진로만 상호 쇄정으로 표기한다. 일괄제어를 표

여체계 및 기준, 차량접촉한계, 유효장, 과주보호구간, 위

기하고, 과주방호구간내의 선로전환기 쇄정을 표기한다.

치 및 방향, 폐로쇄정 및 시간쇄정 등 각종 쇄정관계 등을

- 신호제어 및 철사쇄정란에는 구성 진로 내의 궤도회로

로직화하여 객체에 포함시킨다. 신호기를 더 세분하면 압

명을 표기한다. 운전방향 및 진로조사에 관계있는 궤도

구에 의해 표시되는 장내, 출발, 엄호, 입환신호기(입환표

회로명을 표기하며, 단, 입환표지 및 유도신호기의 도착

지 포함)등이 있으며, 심벌에 의해 표시되는 유도, 구내폐

점 궤도회로는 제외한다. 단선구간인 경우 연동폐색구

색, TTB 등이 있고, 일괄제어가 있다. 선로전환기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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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따라서 정위와 반위로 분류될 수 있으며, 궤도회로
는 궤도회로 유·무에 따라 유궤도와 무궤도로 분류되고

출발신호기
출발점[○]

구성가능
진로 검색

해당도착점
선택[○,◐,◑]

진로내
선로전환기 검색

진로내
궤도회로 검색

유궤도는 또 선로전환기가 포함된 것과 미포함된 것으로
쇄정

분류할 수 있다.

구내
폐색조건

신호제어 및
철사쇄정

장내신호기
출발점[○]

구성가능
진로 검색

해당도착점
선택[○,◐,◑]

특수조건
검색

해당진로
완료

진로[구분]
쇄정

TTB

진로내
선로전환기 검색

접근 또는
보류쇄정
진로내
궤도회로 검색

구내
폐색조건

쇄정
신호제어 및
철사쇄정

특수조건
검색

해당진로
완료

진로[구분]
쇄정

<그림 4> 출발신호기 로직

유도신호가
취급여부

접근 또는
보류쇄정

구성가능
진로 검색

출발신호기
출발점[◐,◑]

TTB

입환신호기
출발점[○]

폐색조건
검색

구성가능
진로 검색

입환신호기
기능[●]

진로내
선로전환기 검색

입환표지
기능[●]

<그림 2> 장내신호기 로직

쇄정
신호제어 및
철사쇄정

엄호신호기
출발점[○]

구성가능
진로 검색

해당도착점
선택[○]

진로내
선로전환기 검색

진로내
궤도회로 검색

특수조건
검색

해당진로
완료

진로[구분]
쇄정

진로내
궤도회로 검색

접근 또는
보류쇄정

<그림 5> 입환신호기 로직
쇄정
신호제어 및
철사쇄정
진로[구분]
쇄정

해당진로
완료

특수조건
검색

폐색조건
검색

입환표지
출발점[○]

입환표지
도착점[●]

구성가능
진로 검색

진로내
선로전환기 검색

진로내
궤도회로 검색

접근 또는
보류쇄정

쇄정

단, 과주여유거리내의 선로전환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그림 3> 엄호신호기 로직

신호제어 및
철사쇄정
진로[구분]
쇄정

해당진로
완료

특수조건
검색

접근 또는
보류쇄정

<그림 6> 입환표지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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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전연동장치의 작동원리

1A
[B2002T]

[XT]

구분
[3T]

하부본선

[2T]

하본선

① 1A 정자 반위

21
[21T]
22
[1T]

열

② 하행하부본선으로마주보는진로가취급되지않은것을조사

차

③ 선로전환기 21번을 정위로, 22번을 반위로 전환

진

④ 하행 하부본선으로 진로가 생긴 것을 조사

입

4) 연동도표 작성

계전연동장치 동작과정

전

연동도표의
쇄정란과의 관계
명칭란 및 번호란

쇄정란
⑤ 선로전환기 21번, 22번을 쇄정
⑥ 진로상에 다른 열차나 차량이 없음을 조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및 신호설비 심볼을 OOP(Object

⑦ 2R의 현시(Y)

신호제어란

Oriented Programming)모듈로 개발한 작화프로그램은 사
⑧ 열차가 내방으로 진입에 따라 1A의 정자를 정위로 복위

용자가 쉽게 연동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동도 작
성 시간이 기존 CAD를 이용하여 모든 배선 및 신호심볼을
수작업하여작성하는시간보다현격히단축된다.

열
차
진

⑨ 관계 궤도회로를 통과하기까지 관계 선로전환기 쇄정
⑩ 열차가 각 궤도회로를 벗어날 때마다 그 궤도 회로 내 선

후

⑪ 도착선으로 완전히 들어옴에 따라서 대항진로의 쇄정을

기존에는 연동도표 작성을 수작업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작화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연동도를 이용해 자동으로 연동
도표를 생성하게 됨으로써 연동도표 작성시간이 크게 단축

진로쇄정란

로전환기 해정

입

해정

기

신호 취급자가 진로를 바꿀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쇄

접근 또는

타

정 조건

보류쇄정란

됨은물론이고, 인적오류를미연에방지할수있다.
연동장치의 안전성이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5) 연동도표 검토 및 시뮬레이션

자동화된 연동도표 검토프로그램이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연동도표 검토가 자동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연동도표를 검

은 사용자가 손쉽게 반복적인 수행이 가능하므로 연동도표

토하기 위한 수십일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향상

검토된 연동도표를 시뮬레이션하여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

시킨다.

는지도 직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안 연동조건의 일반 및 특수연동조건에 대한 처리기준이

단독/연동 취급에 의한 연동도표 검토, 현장상황과 동일한

프로그램 로직으로 개발되어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차의 진행상황을

범용 프로그램을 관련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구현한 자동설정 기능이 구현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관계기관 협의가 줄어

용해 체계적으로 연동도표를 검증함으로써, 연동도표에 존

들거나 필요 없게 되어 관계기관 협의에 소요되던 기간이

재할 수 있는 연동조건의 오류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단축된다.

72

6) 연동조건 분석

연동조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
을 보유한 담당자에 의해 수작업으로 진
행되던 연동도표 검토는, 연동조건의 오
류나 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반면에
자동화된 검토프로그램은 체계적이며 과
학적이고 정량적인 검사로 연동조건 누락
이나 오류를 배제하여 연동도표의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져 연동장치의 안정성이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기술동향
1) 국내 기술 동향

종래의 기술을 분석해 보면, 연동장치 개발사들에 의하여

출력까지 Computer로 지원하는 System 개발 사례가 존

CAD로 만들어진 연동도표에 대하여 연동장치에 입력할

재한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연동도표 자동생성 논리 알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은 개별적으

리즘 구현을 위해 구조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을 동시에 표

로 개발되어 있으며, 연동로직 알고리즘 구현과 전자연동

현 가능한 Object지향 기술을 도입하였다. 단, 자동 연동

장치 데이터베이스 분석, 연동검사 체크리스트 출력 정도

로직 분석 및 검사 기능과 시뮬레이션 기능은 구현되지 않

가 현재의 국내 기술 수준이다. 전자연동장치 연동기능 검

았다.

증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용 프로그램은

(1) 배선약도 데이터 입력기능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연동도표 작화(Schematic),

연동도 작성시 CAD를 이용하여 도면을 입력하면서 데이

검토, 분석,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어떠한 것도 아직까지

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노선이나 플랫폼, 신호기나 정

개발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자 심볼 등은 CAD 기능으로 작도하고 명칭 관계나 노선
상 신호설비 심볼은 Object 객체를 이용하여 작도한다.

2) 국외

데이터 입력화면을 이용하여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

일본의 경우 연동도표 작성으로부터 연동검사 Check List

식으로 CAD 입력기능으로 할 수 없는 특수조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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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신호설비간 접속관계를 표시, 수정하는 기능을 제

2) 업무의 효율성

공한다.

첫 번째로 소요시간 단축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 자동화

(2) 진로데이터 입력기능

를 통해서 연동도표의 작성에서 검토, 협의, 승인까지 소

연동도를 탐색하여 자동으로 진로 데이터 작성이 가능하

요되는 시간을 현격히 단축시킬 수 있다. 기존에 5~60일

다. 또한 진로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 수정하기 위하여

소요되던 것이 13일 정도면 모든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진로 데이터 입력 기능 제공한다.

기간이 단축되고 업무처리가 간편해 짐으로써 연동도표

(3) 연동논리 데이터 입력기능

관련 업무에 대한 편중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연동논리 데이터는 배선약도 데이터와 진로 데이터로 부

또한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으므로 관련기관과의

터 자동 생성되며, 자동 생성된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

협조가 용이해지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범용프로그램으로

수정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자리매김 함으로써 관련 기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협

(4) 연동도표데이터생성

의 시 의견충돌로 인한 공백상태를 방지할 수 있다. 전문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동도표 작성에 필요한 연동도

가가 아니라도 연동도표 작성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

표데이터를자동으로생성하는기능을제공한다.

및 검토가 가능하여, 업무 분담 및 분산을 가능하게 한다.

(5) 연동도표 체크리스트 출력
연동도표 데이터로부터 연동검사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1) 적용 분야

연동도표 작성 및 검토 자동화 프로
그램의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전
자연동장치 데이터베이스 자동생성
부분, 연동로직 검증 부분을 들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시
서브 클래스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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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역에 대한 특수 연동조건 분석 후 프로그램에 특수조건

(2) 연동검사 효율화

에 대한 처리기준 및 자동화 방안을 제공하여 약간 변형된

- 연동도표 오류 및 누락 최소화 구현

특수조건들에 대해서는 특수조건 처리기준을 추가할 수

- 연동검사 반복 수행 최소화 구현

있으므로 새로운 특수조건들에 대하여 융통성있게 대처할

(3) 연대도표 업무 처리시간 예측가능

수 있다. 자동화를 통해서 수작업으로 수행시 발생할 수

- 전산화에 따른 업무 처리시간 예측

있었던 연동조건 오류 및 누락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연

- 계획적인 열차운영 가능

동도표 검토를 반복해서 수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4)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
- 범용 프로그램 사용으로 공감대 형성

3) 운영 효과

- 특수조건 기준 확립으로 업무협의 원활

연동도표 업무처리가 자동화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가 개

(5)탄력적인 인력 운영

선되며 이를 통해 운영효과 또한 향상된다. 연동도표 업무

- 전문지식 없는 사람도 검토 가능

처리 자동화를 통해 향상되는 운영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 인력 활용의 효율성 증대

이를 통해 열차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
(1) 업무기간 단축 및 업무 편중 방지
- 연동도표 작성에서 승인까지 자동화
- 업무편중 해소로 운영효과 증대

참고문헌
1⃞ 한국철도공사. 전자연동장치 연동기준
2⃞ 한국철도시설공단. 연동도표 작성 및 검토 기준
3⃞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표준
4⃞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연동도표작성 지원 System의 기본구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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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신호 설비의 접지시스템 개선 검토

접지는 인체의 안전 확보와 각종 기기들의 원활한 동작을

외부에 있는 현장설비들과 통신 또는 제어케이블을 통해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설비이다. 특히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아

철도신호설비에 있어서 접지설비는 열차의 안전운행과 밀

래에서 운용되는 신호설비에 대해서 표준접지방식을 제시

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종 제어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을 이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각 개소별 정확한

용한 열차제어시스템은 완벽한 접지설비와 서지보호설비

현상파악 없이 일괄적으로 접지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정

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될

한다면 해당구간에서의 주위 환경이 철도신호설비에 미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접지는 전기설비 계통에서

는 영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구간에 대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단순한 전원계통과

한 철도신호시스템 접지구성 표준화 방안을 언급하기는

신호설비들을 대상으로 한 접지기술이 현재까지 현장에

곤란하나, 구간별 접지구성 현황을 검토하여 독립접지와

계속 적용되어 이어져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접지기술

공용접지 구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 발전이 미미한 상황에서도 최근 기술발전 및 정보기술
(IT)시대의 도래에 따라 철도신호설비에 다양한 첨단 정보

1) 독립접지 구간

통신기기들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어, 고품질의 전원 공급

(1) 현장설비

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접지시

최근에 이루어지는 선로개량의 경우에는 전철화사업이 함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낙뢰보호 시스템은 주

께 추진됨에 따라 공용접지방식으로 대부분 시공되고 있

로 화재나 인명 피해대책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건물

으나, 아직 대부분의 단선구간 및 비전철화 구간에서는 독

내부에 설치된 전자기기 보호 목적이 추가되어 운용되고

립접지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있다. 본 논고에서는 현장 정밀진단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경전선 명봉건널목은 보성~이양간에 위치하며, 주요설비

바탕으로 철도신호설비의 접지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언

는 건널목 제어유니트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철도 배전선

급하고자 한다.

로(6.6kV)에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으며, 한전 배전선로
(22.9kV)가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피해로

접지 구성방식별 개선 방안

는 신호정보분석 장치와 일부IC카드 등이 낙뢰 유입에 의

철도신호설비의 접지배선 방식은 독립접지 구간과 공용접

해 소손을 입고 있다.

지 구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신호기계실과 같

현장 정밀진단 결과 선로와 평행한 철도배전선로의 가공

은 경우는 건축물 내에 각종 전자설비들이 운용되고 있고

지선과 건널목 제어유니트의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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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배전선로
철도매진선로
GV 22SQ
다중접지

가공보호선
접지선 연결

기존접지선 혼재
기존접지

한다. 예를 들어 봉형접지 전극(지름 7㎜, 길이 3m)을 대지
저항률 ρ
=100Ω·m인 장소에 설치한 경우 접지전류에 의

건널목제어유니트
GV 22SQ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 전위상승(ΔV)와 이격거리(S)의 관계를 살펴보면, 접지

신설접지

모델은 <그림 4>에서처럼 전극 A에 접지전류가 흐를 때 전
<그림 1> 명봉건널목 접지구성 현황

<그림 2> 명봉건널목 현장사진

며, 새로 보강한 신설접지가 연접되어 시공된 것으로 확인

극 B에 전위상승의 허용값(ΔV)을 발생하게 하는 이격거
리를 계산하면 [표 1]과 같다.

되었다. 또한 선로와 수직방향으로 한전배전선로가 교차
되어 전주별로 시공된 다중접지선이 건널목 제어유니트
접지와 가까운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공지선
을 통해 접지선으로 뇌서지 전류가 유입되어 건널목 제어

전
위
상
승

접
지
전
류

(단위:[ml])

전위분포

전위상승 허용값△V
접지전류[A]

P

2.5[V] 25[V] 50[V]

S

유니트 내부의 전자소자들이 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A

기존 접지선 또한 혼선 및 연접 배선되어 있어 순환전류가

[표 1] 독립접지의 이격거리

B

<그림 4> 독립접지의 전위간섭

10

63

6

3

50

318

32

16

100

637

64

32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독립접지구간의 대부분

⑵ 신호기계실 설비

건널목 제어유니트는 이

신호기계실 내에는 전자연동장치 및 전자식 원격제어조작

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

판 설비 등 각종 전자설비들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 설비들

므로 가공지선을 통해 유

은 전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뢰트랜스와 무정전전원

입되는 뇌전류의 유입을

장치(UPS)를 사용하고 있고 각종 서지보호기가 단말랙에

막기 위해서 가공지선과

설치되어 현장설비와 연결된 모든 제어케이블에 이상전압

접지선을 분리하여 서지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유입시 접지로 방전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건널목 제어유니트 주변 기구함 간에도 연접배선하

러한 전자설비들은 접지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면 오히려

는 것을 지양하고 설비별 독립접지 배선방식으로 시공하

연결된 접지설비가 이상전압 유입경로가 될 수 있어 설비

여야 순환전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3>

의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에서처럼 배전선로와 신설접지 간에는 독립접지로 인한

경전선 이양역 신호기계실은 전기계전연동장치가 1994년

접지간의 전위차가 발생되므로 접지선을 통한 뇌서지의

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전자식원격제어조

GV 22SQ
다중접지

최소이격거리 유지

건널목제어유니트 설비별
독립접지
SPD
SPD
배선
GV38SQ
외함
접지 GV95SQ
BC95SQ

<그림 3> 명봉건널목 접지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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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판(EIS-P)1)이 설치되어 있다. 이양역 신호기계실의 주요

지 않고 접지선을 통해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피해로는 EIS-P 1계 Output카드, UPS display 소손 등

와 같은 환경의 신호기계실 접지개선은 <그림 6>과 같이

(2007.8.5)이 있었다. 정밀진단 결과 신호기계실 옆에 인접

피뢰접지,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 등 전체 공통접지를 구성

(5m)한 곳에 무선통신 철탑 및 분선반랙 접지, SPD2) 접지,

하여 설비를 보호하는 방안과 내부설비의 접지간 단일점

배전반 접지가 각각 독립접지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존접

(기준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연접배선에 의한 순환전류

지와 신설접지가 혼재되어 접지단자함 없이 외부에서 직접

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접지선이 인입된 상태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자식원격제어조작판

UPS

2) 공용접지 구간

뇌뢰TR

연접

최근 전철화 사업과 더불어 시공되고 있는 접지방식은 매

5m

궤도
계전기

계전기

무선통신(철탑)

x

분선반

부스바

식은 고속선에 적용된 접지방식을 모태로 시공지침 및 설

G.V14sq
SPD
피로접지와
T1
모든 접지 T2
연결됨

G.V5.5sq x
G.V5.5sq x

설접지선을 이용한 공용접지방식이다. 이러한 공용접지방

전원선
서지유입

배전반

계편람이 작성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2002년 5월에 방침

G.V14sq

으로 결정된 철도청 건설본부‘매설접지방식 시공지침
(안)’
에 따르면 토공구간에서‘대지고유저항이 1000Ω·

<그림 5> 이양역 접지구성 문제점

m 이상인 경우 2회선’
,‘대지고유저항이 1000Ω·m 미만
전자식원격제어조작판

G,V95sq
무선통신(철탑)

궤도
계전기
분선반

UPS

뇌뢰TR

계전기

G,V38sq

독립접지 배선
배전반

BC 95SQ

뇌뢰TR
접지연결

SPD
딘독배선

G,V38sq

접지단자함 설치

G,V95sq
BC 95SQ
공동접지구성

인 경우 1회선’으로 회선 수를 결정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1회선인 경우는 상선측에 매설접지선(CU38㎟)만 시공하
며 2회선인 경우는 상선에 매설접지선과 하선 트러프내 절
연접지선(GV80㎟)을 시공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전철구
간에서 반대측 선로(하선)에 통신 및 신호설비 등 접지대상
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매설접지 접속함을 설치하여 접속

<그림 6> 이양역 접지개선도진
1) 전자식 원격제어 조작판 : 전기계전연동장치 모자이크형 조작판을 전자식으로 개량하여
인접역 또는 거점역에서 신호설비를 원격 제어토록하는 장치

현재 상태는 피뢰접지와 신호기계실 모든 접지가 연결되
어 낙뢰로 인한 직격뇌 유입시 대지로의 충분한 방전이 되

2) SPD : Surge Protective Device, 서지보호기
3) FPW : Fault Protective Wire, 비절연 보호선
4) CPW : Connector of Protective Wire, 보호선용 접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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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신호설비에 연결된 접지단자함은

그러므로 평상시와 열차 운행시에 접지선에 상당량의 노

반드시 매설접지선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매설접지

이즈가 항상 유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접속함은 자립형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현재

보호선에 낙뢰가 유입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호설

자립형 매설접지 접속함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림

비가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접지단자함 내에 귀선전류의

3)

8>과 같이 비절연보호선(FPW) 과 연결된 보호선용 접속

경로가 되는 임피던스본드 중성점과 CPW, 신호설비 접지

선(CPW)4)을 접지선으로 인식하고 신호기구함용 접지선과

선이 공통연결 되어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

연결시공된 구간이 적지 않다.

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호남선과
경부선의 현장 정밀진단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보호선용 접속선(CPW)

(1) 현장설비
신호기구함용 접지선

호남선 노령~백양사간은 전철구간이며, 신호설비 접지시
<그림 7> 호남선 화산건널목
접지단자함

<그림 8> 백양사~안평간
하12철주

스템은 공용접지로 구성되어 있다. 상3호 ABS5) 폐색기구
함 주변은 AF궤도회로장치 및 ATP6)장치의 LEU 등 현장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보호선에 유입된 낙뢰가 신호기구

설비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별도의 접지단자함

함 및 신호기계실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있으

없이 ABS기구함 내로 매설접지선이 연결되어 연접배선이

며, 실제로 KTX 열차 운행시 신호기구함용 접지선에서 누

이루어져 노이즈 등의 순환회로가 구성된다. 이러한 경우

설전류를 측정한 결과 열차가 없을 때와 바교하여 92배까

접지단자함을 기준전위로 하고 각 설비간 독립배선을 하

지 차이가 있었으며, 대용량의 귀선전류가 접지선을 통해

면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아 뇌 서지 유입시 빠르게 방전경

기구함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로를 확보할 수 있다.

KTX가 없을때
측정구간

D

뇌서지
유입

[표 2] 접지저항 및 뉴설전류 측정
KTX 운행시

ABS기구함 AF궤도회로장치

A

뇌서지
유입
ABS기구함 A

B

측정구간

E

B

C

G/22sq

접지저항 누설전류 접지저항 누설전류
호남선 김제역

29-1철주

4.3Ω

0.3A

2.2Ω

접지
단자함

27.6A
매설접지선

5) ABS : Automatic Block System, 열차자동폐색장치
6) ATP : Automatic Train Protection
7) LEU : Lineside Electronic Unit, 지상자 제어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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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신호기계실 설비

고속선과 기존선의 공용접지방식 비교

경부선 삼랑진역은 신호기계실의 접지가 보호선용 접속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선 접지시스템은 프랑스에서 사

(CPW)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보호선에 대용량의 뇌전류

용 중인 공용접지방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유입시 신호기계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공용접지방식은 개통이후 약 4년이 지났지만 안정

기본적으로 공용접지방식에서는 매설접지선이 연결된 접

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고속선 개통이전부터 국내 기존

지단자함에서 신호기계실 또는 현장설비의 접지가 연결되

선 전철화 사업에도 프랑스 모델을 응용한 공용접지방식을

어야 하지만, 보호선이 다른 개소에서 연결되어 있다하여

시공하여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 기존선 공용접지방

보호선용 접속선(CPW)만 연결된 접지단자함에서 신호설

식은 고속선 공용접지방식과 차이점이 있다. 먼저 고속선

비 접지선을 연결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의 접지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고 기존선과 비교하여

396-17번
철주

G.V 80sq

역구내설비

기존선 공용접지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별 접지보강
CPW구성

상선
횡단접속선

G.V 80sq
하선

* 역구내
매설접지 없음

FPW연결

낙뢰유입

가공보호선

* 역구내
매설접지 없음

하선

FPW 매설접지G.V 95sq
BC 95SQ
직접연결

G.V 38sq
접지설비 보강
신호기계실

<그림11> 삼랑진역접지구성문제점

상선
횡단접속선

배설접지
직접연결

1) 고속선 공용접지방식

가공보호선
G.V 95sq
가능한 짧게
접지단자함
설치
신호기계실

<그림 12> 삼랑진역 접지개선도

우리나라 고속선의 공용접지방식은 매설접지선(CdTE 35
㎟)이 공동관로 하부 60㎝이상 깊이에 지중 매설되어 있으
며, 약 50m 간격으로 인출선(GV 80㎟)이 공동관로내의

삼랑진역은 신호기계실 인근에 낙뢰가 유입될 경우 신호

접지선(GV 80㎟ 또는 750NE 70㎟)과 연결되어있다. 이

기계실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어 역구내에 접지설비를 보

공동관로내의 접지선은 T1선로와 T2선로를 50~250m 사

강하여 뇌전류의 빠른 대지방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이에서 횡단접속 되어 사실상 mesh망 형태로 시공되어있

며, 신호기계실 내에도 접지단자함을 기준전위로 하고 내

다. 귀선전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호선의 연결은

부설비들 간에 독립배선을 시공하여 연접배선에 의한 순

1.2km마다 임피던스본드의 중성점과 연결되고 동시에 전

환전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철용 H빔에 공동관로내의 접지선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경우 보호선으로 뇌서지가 유입되어도 빠르게 방전경로가
확보되어 신호설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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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시공 계통도-2
EARTHING CONFIGURATION-2
부산쪽

(OPEN TERRAIN)

OVER HEAD
PROTECTION WIRE
(CdPA 93.3mm2)

변전소
(POWER STATION)

신호기계실
(SIGNALLING ROOM)
OVER HEAD
PROTECTION WIRE
(CdPA 93.3mm2)

(SS.SP or PP)

매설접지선
(CdTE 35mm2)

매설접지선
(CdTE 35mm2)

인출선
(GV 80mm2)

인출선
(GV 80mm2)

선로변설비

선로변설비

공동관로
(GV 80mm2)
(750NE 70mm2)

공동관로
(GV 80mm2)
(750NE 70mm2)

레일-T1

레일-T1

레일-T2

레일-T2

공동관로
(GV 80mm2)
(750NE 70mm2)

공동관로
(GV 80mm2)
(750NE 70mm2)

선로변설비

선로변설비

인출선
(GV 80mm2)

인출선
(GV 80mm2)

매설접지선
(CdTE 35mm2)

매설접지선
(CdTE 35mm2)

OVER HEAD
PROTECTION WIRE
(CdPA 93.3mm2)

OVER HEAD
PROTECTION WIRE
(CdPA 93.3mm2)
서울쪽

<그림 13> 고속선 접지시공 계통도(토공구간)

2) 기존선 공용접지방식

3) 고속선과 기존선의 차이점

고속선과 달리 기존선 공용접지방식은 매설접지선이 상선

고속선은 보호선에 낙뢰 유입시 매설접지선으로 빠르게

에 1가닥 설치되고 트러프 내에 별도의 절연접지선 없이

방전경로가 구성되는 mesh형태로 되어 있지만, 기존선은

250m 간격으로 접지단자함에 인출되어 있다. 이 접지단

매설접지선이 없는 하선측 보호선에 낙뢰가 유입될 경우

자함에서는 신호설비, 임피던스본드 중성선, 보호선용 접

가장 빠른 방전경로가 접지단자함에 연결된 신호설비가

속선(CPW) 등 각종 현장설비들이 연결되며 반대편(하선)

되므로 가장 약한 전자소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고

의 접지단자함에는 1~1.5km 간격으로 횡단접속선이 설치

속선은 50m간격으로 매설접지선이 인출되어 공동관로내

되어 신호설비와 임피던스본드 중성선, 보호선용 접속선

의 절연접지선과 연결되고 50~250m간격으로 횡단 접속

등이 매설접지선 없이 연결되어 있다.

되지만, 기존선은 상선측으로만 매설접지선이 250m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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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지단자함으로 인출되고 횡단접속은 11.5km간격이

가 바로 접지로 방전될 수 있게 접지배선을 구성한다.

므로 고속선과 같은 안정적인 접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③ 장비별 적절한 굵기의 배선 구성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존선 공용

- 매설접지선의 접지 배선시 거리가 멀어질 경우 선로임

접지방식의 안정화를 기대하고자 한다.

피던스의 증가 방지를 위해 접지선의 적정한 배선 및 굵
기를 선정한다.

4) 기존선 공용접지방식의 개선방안

⑵ 매설접지 시공 개선

⑴ 접지계통 배선구조 개선

① 매설접지선은 Cu50[㎟]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여 지

① 접지 종류별 접지배선 분리

하 750[㎜]이상의 깊이에 상·하선 양쪽에 매설한다.

- 귀선전류 귀환회로와 신호접지 배선 분리

② 신호용 접지단자함을 별도 신설하고, 매설접지선에서

·귀선전류와 뇌전류가 흐르는 비절연보호선에 연결된 신

직접 인출하여 접지선을 연결한다.

호접지는 배선을 분리하여 매설접지선에 직접 연결한다.

③ 임피던스본드접속선은전차선용접지단자함에연결한다.

·귀선전류의 귀선회로가 되는 임피던스본드의 접지는 신

④ 모든 신호설비 접지는 접지개소와 신호용 접지단자함

호단자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접지단자함을 설치하여

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연결한다.
- 접지 종류별로 별도의 접지단자함 또는 부스바 설치

결론

·신호기계실 단위 또는 외부 기구함 단위로 접지단자함

최근 기상환경 변화로 인해 낙뢰의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을 설치하여 각 실이나 함별로 단일점 접지를 구성하여

뇌전류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접지설비는 시공

등전위 연결한다.

당시에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그 성능이 좌우된다. 특

·신호용접속단자의 경우 부스바를 설치하여 각 서지보호
기별로 별도 배선(연접배선 금지)한다.

히 매설접지선을 이용한 공용접지 방식은 시공 이후에 접
지저항 측정으로는 관리하기가 곤란하므로 신설 및 보강

② 장비별 독립배선 구성

시 정확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각 신호기계실 별로 설치된 접지단자함을 기준으로 각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건설 설계기준 및 지침

장비 혹은 랙을 단독으로 배선하여 장비별로 독립된 방

(전기분야)제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본 용역 수행시 철

전경로 구성하여 신호설비를 보호한다.

도운영기관인 코레일의 의견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안정

- 장비별로 접지배선을 재확인하여 접지배선의 연접에 의

적인 접지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한 노이즈 순환회로를 제거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서지

이는 분명 국내 신호설비의 접지시스템 성능 향상에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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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 이내
매설접지선(직매)
CU 50mm2
250m 이내

250m 이내
비절연 보호선
(FPW)
CU 95mm2

접지단자함

하선
궤도 - T1
GV 95mm2

GV 95mm2

상선
궤도 - T2

비절연 보호선

접지단자함

(FPW)
CU 95mm2

신호
기구함

매설접지선(직매)

신호용
접지단자함

신호기

신호용

선로변

접지단자함

기타설비

CU 50mm2

신호기계실

<그림 14> 기존선 공용접지방식 시공 개선도

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향후에는 철도신호설비의 뇌보호시스템 및 등전위본딩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성

시스템의 표준 모델 정립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

과를 검증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라고 판단된다.

것이다.

참고문헌
1⃞ “매설접지방식 시공지침(안)”
, 철도청 건설본부, 2002.05
2⃞ 이복희, 이승칠,“정보통신설비의 뇌(雷)보호”
, 인하대학교출판부, 2004.02
3⃞ 조대훈, 김광희,“KORAIL 접지시스템 및 전력품질 PQ진단 및 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XIT, 2007.07
4⃞ 이태훈, 박기범,“이상전압 유입에 대한 신호설비 피해예방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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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신호 설비용 서지보호기 검토

최근 전자화된 신호장비나 설비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

감소시켜야 한다. 보호성능 관련 유용한 판단 수단은 서

고, 신호기계실과 외부의 신호설비들 간에는 전원, 신호 및 통

지제한전압이며, 보호대상 기기는 손상한계 전압이 있다.

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낙뢰나 과도서지가 전원, 신호 및

만약 서지보호기의 서지제한전압이 보호대상기기의 손상

통신케이블을 타고 신호기계실 내부 및 외부 신호기구함으로

한계전압보다 작다면 보호는 보증된다.

유입되어 신호장비들을 소손시키거나 오동작시키는 사례가
많다. 독일의 경우 도심 빌딩에 낙뢰가 떨어진 경우 반경 3km

3) 적합성(compatibility)

떨어진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있다. 전자기

서지보호기는 신호시스템에 대하여 물리적 및 법률적 요

기를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KSC IEC 규

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서지보호기가 시스템의 동작

격에서는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설치

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통신라인의 저항이 너무 높으면 통

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적 사항을 검토하고 한국철

신 품질이 떨어지거나 두절된다. 그러므로 적합성은 고주

도표준규격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파용 서지보호기에 특히 중요하다.

서지보호기 기본요건

서지보호기 보호소자

서지보호기의 기본요건은 생존(survival), 보호(protection) 그리고 적합성(compatibility) 이다.

1) 전압제한 소자

⑴ 전압클램핑 소자
1) 생존(survival)

전압클램핑 소자들은 병렬로 연결하는 비선형소자이며,

서지보호기는 설계된 환경조건에서 잘 견디어야 하며, 단

종류에는 배리스터와 실리콘반도체가 있고 이 소자들은

한번의 낙뢰서지에 의해 파괴되면 곤란하다. 생존시험은

규정된 전압 이상의 과도전압을 제한한다. 동작개념은 <그

매우 큰 서지전류로 확인되며 가끔 서지보호기는 설계레

림 1>과 같다.

벨 보다 낮은 수준에서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설
Impulse source
voltage

Surge current
Clamping

Surge

SPD or ITE

보호기는 자체수명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Source
impedance

Voltage
limiting

계나 규격구조의 잘못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모든 서지

SPD or ITE
voltage

2) 보호(protection)

서지보호기는 신호장비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를
<그림 1> 전압클램핑 소자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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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전압스위칭 소자

⑵ 전류감소 소자

전압스위칭 소자들 역시 병렬로 연결하는 비선형소자이

전류감소 소자는 회로전류를 통전하는 직렬 요소이며, 과

며, 규정된 전압 이상의 과도전압을 제한한다. 소자종류는

전류 조건은 소자의 저항을 증가시켜 전류 흐름을 감소시

가스방전관, 에어 갭 및 TSS가 있으며, 동작개념은 <그림

킨다. 일반적으로 정-온도계수 서미스터(PTC)를 전류감소

2>와 같다.

소자로 사용되며, 동작개념은 <그림 4>와 같다.

Impulse source
voltage

Surge current

Source
impedance

Switching

Surge current

current
limiting

Reducing

Reducing
Surge

SPD or ITE

Voltage
limiting

Surge

SPD or ITE

Source
impedance

SPD or ITE
voltage

<그림 2> 전압스위칭 소자 회로

SPD or ITE
voltage

current
surge

<그림 4> 전류감소 소자 회로

2) 전류제한 소자

⑷ 전류전환 소자

⑴ 전류차단 소자

전류전환 소자는 부하 양단을 단락시키는 것이며, 소자의

전류차단 소자는 회로의 전류를 통전하는 직렬요소이며,

온도상승이나 부하전류감지로 동작한다. 대표적인 소자는

과전류 조건에서 회로를 개방하여 전류를 차단한다. 일반

히트코일이며, 동작개념은 <그림 5>와 같다.

적으로 이 소자들은 리셋이 불가능하며, 종류는 용단저항,
퓨즈 및 열 퓨즈가 있다. 동작개념은 <그림 3>과 같다.

Source
impedance

Surge current

current
limiting

Diversion

Surge

Source
impedance

Surge current

current
limiting

SPD or ITE

Diverting

Interrupting

Interrupting
SPD or ITE

Surge

<그림 3> 전류차단 소자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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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or ITE
current
current
surge

<그림 5> 전류전환 소자 회로

SPD or ITE
current
current
s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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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 서지보호기 분류

⑷ 선로변제어유니트용 캐패시터/서지어래스터

철도용 서지보호기의 규격은 신호용 접속단자, 보안기 및
ABS용 보안기 3종이다. 또한 선로변제어유니트(LEU)용
캐패시터/서지어래스터 부품규격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다.

⑴ 신호용 접속단자
종 류

용 도

비 고

HS 0245

DC 24V용

전원용

HS 0605

DC 60V용

전원용

HS 1105

AC 110V용

전원용

HS 2205

AC 220V용

전원용

종 류

비 고

용 도

Encode

엔코드 유형

신호와 연동장치로부터의 정보를 수신하는 텔레그램

GSD-451

보호기

전송장치의 전원보호

Encode

발리스 유형

궤도에 장착되어 열차로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의 전원

GSD-452

보호기

보호

Power

전원회로

ATP 시설의 전원 보호장치

GPS-453

유형 보호기

신호설비의 뇌서지 피해 사례

낙뢰 또는 유도뢰에 의해서 전원, 신호 및 통신케이블에는
높은 뇌서지 전압이 발생하며, 접속되어 있는 신호장비의
소손이나 오동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⑵ 보안기

<그림 6과 7>에는 근거리에서 발생한 낙뢰로 인해 유도된
종 류

용 도

비 고

과도과전압 및 서지의 칩임으로 ATP(Automatic Train

T 200

일반 궤도회로용

궤도회로용

T 300

특수 궤도회로용(AF 귀도회로)

궤도회로용

Protection)용 LEU의 서지보호기가 손상된 사진을 나타내

교류 전화구간(단궤조용)

궤도회로용

었다. 또한 신호전원실 배전반 판넬의 LEU 전원용 배선용

T 2,500
S 24A

직류회로 전원용

전원용

S 24B

직휴뢰로 일반용

-

S 100

교류회로 및 전화구간용

전원용

S 220

교류회로 및 전화구간용

전원용

F형

경보장치 등 국부회로용

-

차단기 및 변압기가 소손되는 경우도 있었다.

⑶ ABS용보안기
종 류

용 도

S 650

AC 650V 폐색전원회로 서지 보호용

S 14P

신호선로케이블 서지보호용 신호용

S 110

AC 110V 전원회로 서지 보호용

비 고
전원용
신호용 케어케이블

<그림 6> LEU용 서지보호기 소손

<그림 7> 서지보호기 내부소손

및 통신케이블

ST 0405

DC 궤도회로 서지 보호용

전원용
궤도회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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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보호기의 성능시험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사용하는 10/200㎲ 임펄스전압은
발생장치에 대한 정확한 사양이 없고, 또한 국제규격에서
도 찾기 어려움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 1]에
서 신호용접속단자의 종합성능 항목 중 충격파 방전내량
시험의“② 임펄스 전류 8/20㎲ 3,000A를 50회 인가시 제
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항목을 선정하여 제한전압 측정
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림 8> 신호용접속단자 각 시험시료

[표 1] 신호용 접속단자의 종합성능 시험(KRS SG 0018-06)
모델명
항목
최대허용
회로전압

HS0245

HS0605

HS1105

전원용

전원용

전원용

HS2205
전원용

DC 24V

DC 60V

AC 110V

AC 220V

DC 25V 이하

DC 62V 이하

DC 190V 이하

DC 250V 이하

① 임펄스 전압 10/200㎲, 1000V 인가하였을 600V (AC220V용 800V)

임펄스방전
개시전압

이하에서 방전하여야 한다.
② 임펄스 전압 1.2/50㎲, 1,000V 인가하였을 때 600V (AC220V용
800V) 이하에서 방전하여야 한다.

차단전압파형

차단전압파형

인가전류파형

인가전류파형

① 임펄스방전 개시 전압때와 같은 방법으로 임펄스 전류 10/200μ
s 800A

충격파
방전내량

를 3분간격으로 300회 통전후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임펄스방전 개시 전압때와 같은 방법으로 임펄스 전류 8/20μ
s 3,000A
를 50회 인가시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절연저항

내전압

<그림 10> HS 0605 정극파형

피뢰관 SW를 떼어낸 후 각 단자 E(어스), 단자 신호용접속단자 취부판간을
500V급 절연계로 측정시 100㏁ 이상이어야 한다.
각 단자 와 신호용 접속단자 외함간에 AC 3,000V를 인가시
1분이상 견디어야 한다.

주) 시험 ①, ②는 제작사 취사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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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HS 0245 정극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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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정극성 시험파형 인가시 스위칭전압이
754.0[Vpeak]로 스위칭 되었으며, <그림 10>은 제한전압
이 300.6[Vpeak]로 클램핑된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01·자기부상철도를 위한 열차제어시스템 구성

KOREAN RAIL TECHNOLOGY

02·차세대 고속열차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03·위성항법시스템의 철도 적용방안 고찰

Theme

* 08

04·ESM에 의한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05·미래형 신 교통 시스템에 대한 고찰
06·연동도표 작성 및 검토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방안
07·철도신호설비의 접지시스템 개선 검토
08·철도신호설비용 서지보호기 검토

4) 상태표시 기능
차단전압파형

차단전압파형

인가전류파형

고장모드에서 교체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상태표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인가전류파형

<그림 11> HS 1105 정극파형

<그림 12> HS 1105 부극파형

5) 단로장치 기능

내부 단락으로 인한 과전류 또는 과열 등의 고장모드에서
<그림 11>은 정극성 시험파형 인가시 스위칭전압이

내부 단로기의 안정적인 동작을 확보하여야 한다.

535.3[Vpeak]로 스위칭 되었으며, <그림 12>는 부극성 인
가시 스위칭전압이-573.8[Vpeak]로 스위칭된 파형을 나
타낸 것이다.

서지보호기 적용

지락 및 낙뢰의 침입 가능성이 많은 철도환경에 노출되어
설치된 신호설비들은 다음과 같은 곳에 서지보호기를 사

철도용 서지보호기 규격 검토

용하여 서지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용도별 분류

- 신호전원실의 외부전원 인입부 및 출력부

전원용과 신호, 통신 및 데이터용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 신호기계실의 신호설비 중 외부로 연결된 전원, 신호 및
통신케이블

2) 각 부품별 성능시험 제외

- 외부신호기구함의전원장치인입및인출되는전원케이블

전원용으로는 전압클램핑형 단일보호소자로, 신호·통신

- 외부 신호기구함의 신호장치 인입 및 인출되는 신호 및

및 데이터용으로는 전압 스위칭형, 전압클램핑형 및 전류

통신케이블

제한 소자의 단독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보호소자를 명시
화하고 부품별 성능시험보다 종합성능시험만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3) 시험항목 추가

전원용으로 일시적 과전압 내성시험, 열폭주 반응시험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신호·통신 및 데이터용으로 정전용량 측
정 시험, 삽입손실 측정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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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유입되는 서지로부터 신호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
정한 성능을 가진 서지보호기를 합리적으로 설치하여 유
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피뢰설비
에 낙뢰가 떨어지면 접지전위가 상승하고 신호기계실 내
부 및 외부 신호설비로 서지가 유입되어 신호장비는 서지
보호기 동작 후 잔류서지에 대한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
다. 마지막으로 서지보호기 유지보수시 누설 전류값이
1mA 이상이면 교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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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s 1 DMT 수송시스템 현황과 한국형 DM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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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2 남북응원열차 운행에 대비한 북한철도 실태연구
Trends 3 일본 RTRI의 환경공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
Trends 4 철도 도상 자갈

DMT 수송시스템 현황과 한국형 DMT 개발
DMT Dual Mode Trailer
DMT(Dual Mode Trailer)는 철도와 도로를 이용 가능하도록 고안전수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관수
송시스템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여 운송되는 시스템을 통칭하여 DMT 수송시스
템이라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통일된 용어는 없으며, Roadrailer,
Intermodal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 Accompanied
인태명

Combined Transport, Unac companied Combined Transport, Road-Rail Transport 등 시

코레일 철도연구원

스템 특성과 사용 국가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경영연구팀 부장

세계적으로 DMT 수송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도로수송의 기동성과 철도의 대량운송의

(tmyin@korail.com)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수송시스템을 통해 물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철도는 문전수송(Doorto-Door)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고 철도물류에 수반되는 상하역 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차원
에서 DMT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외국의 DMT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2007년 12월 국가 R&D 과제로 연구되고 있는‘국
가물류활성화를 위한 DMT수송시스템 개발’추진현황 및 향후과제에 관해 살펴봄으로서 신개념 운송시
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외국의 DMT수송시스템 현황

Fuel Foiler」
가 시조이며, 1유니트 10량의 연접저상차식으

세계에서 운영 또는 개발되고 있는 DMT 수송시스템은 크

로 동력비 절감을 목표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강도, 고강성

게 피기백(Piggyback), 바이모달(Bimodal), 화차회전형,

의 최경량설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와

평행 이적재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트레일러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어 총중량이 크고 공간을 많

DST(Double Stack Trailer) 등의 시스템도 있으나 현재 진

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트레일러의 대형

행 중인 한국형 DMT시스템 연구개발과제에서 중점적으로

화 추세에 따라 화차 1량에 48ft 트레일러 1대, 45ft 트레일

다루고 있는 주요 4개 시스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러 1대, 28ft 트레일러 3대를 싣고 있으며 50량 편성이 표

첫째, 피기백(Piggyback)방식은 트럭 또는 트레일러를 평

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물차에 실어 수송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와 철도의 복합

유럽식은 1964년 SNCF(프랑스국철)에 의해 개발된 방식

수송방식을 의미하며, 크게 TOFC(Trailer On Flat Car)

으로 트레일러의 차륜을 화차의 내측 포켓에 넣는 방식으

방식으로 불리는 미국식과 캥거루방식으로 불리는 유럽식

로 일명 캥거루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초기에는 포켓을 상

그리고 일본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 기동식으로 하여 전용 견인차로 roll-on-roll-off 방식

미국식은 Santa Fe 철도가 개발한 TOFC화차「10-PACK

으로 적재하였지만 현재는 포켓을 고정시키고 상하역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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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수직상하역식으로 적재하고 있다. 트레일러 높이

시에 운행할 수 있고, 상하역 기계가 필요치 않다는 장점으

3.8m, 길이 12.5m, 폭 2.5m, 총중량 44톤까지를 적재할

로 인해 터미널 비용과 트레일러 견인료를 획기적으로 줄

수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국제간

임으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프

수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독일철도는 Talbot사와

랑스,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등에서도 도입 운영하고 있

공동으로 높이 4m, 중량 38톤의 트레일러도 수송 가능한

다. 1988년 2월 Union Pacific 철도회사는 달라스~시카코

초저상형 화차를 개발하였으며, 독일 내 10개소의 전용터

간을 바이모달로 영업운전을 개시하였는데, 1열차 편성이

미널로부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국제수송에

75량, 견인중량 2,500톤, 열차장이 1,100m에 달했으며, 48

이용되고 있다.

피트 트레일러 75량이 연결되었다. 또한 Conrail社의 운영

일본식은 1986년 일본국철에 의해 적용되었으며, 트레일러

결과 분석에 의하면 2,000마일 이상의 장거리에서 운송비

에 의한 수송보다 일반 트럭에 의한 수송이 많다는 일본 내

19~21%가 절감되었으며, 그 이하의 단거리에서도 15%나

물류특성으로 인해 피기백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다. 초기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기백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5년간 수송량이 약 300배로

셋째, 화차회전형은 Modalohr, Cargo Speed,

증가하였다고 하며, 트럭운행에 따른 인건비, 연료비, 유지

Flexiwaggon 등 3개 시스템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화

보수비의 절감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일본 내의 인력부족,

차를 회전시켜 트레일러를 화차에 적재한다는 공통된 특징

도로체증, 환경정책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이 있으나 화차를 회전시키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전망된다.

Modalohr 시스템은 현재 프랑스에서 상업 운행되고 있으
며,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를 연결하는 국제수송에 활용되
고 있다. 화차를 이중구조로 제작하여 상부가 지상의 유압
시스템에 의해 회전되고 회전된 화차 상판 위로 트랙터의
수평상하역 방식

견인을 통해 트레일러를 적재하는 시스템이다. 모달로 개
발 초기에는 트랙터를 함께 수송하는 차량을 개발, 운영하
였으나 이후 트레일러만을 수송하는 화차로 개량한 2세대
모달로를 개발하였다. 1세대 모달로는 Aiton~Torino 구간
175km에 왕복 4회(8개)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2세대 모
달로는 룩셈부르크(Bettenbourg)~프랑스 남부(Perpign

수직상하역 방식

<그림 1> 피기백 시스템

an) 구간 1,044km에 왕복1회(2개) 열차가 운행중에 있다.
모달로 화차는 EU규격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하중분산을
위해 Y33형 830mm, Y27형 920mm 등 2가지 차륜을 사

둘째, 바이모달(bimodal)은 미국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용하고 있다. 화차의 상판은 두께가 12mm이며, 레일 위로

도로용의 2개 차축과 철도용 1개 차축 등 2종류의 주행장

부터 상판하부 간격은 약10~20mm로 설계되었다. 섭씨

치를 갖춤으로서 도로와 철도를 별도의 화차 없이 운행할

-20°
C~45°
C에서 운행 가능하며, 속도는 120km/h(설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바이모달은 도로와 철도를 동

속도 140km/h임)로서 화차에 자동변경 제동장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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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공차 연결 시에도 속도저하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넷째, 수평 이적재형은 Cargo Beamer와 Cargo Domino

Cargo Speed는 영국의 Cargospeed In ternational社가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두 시스템은 모두 트레이러를 수평

개발하였으며, 화차를 회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모달로와 유

으로 이적재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Cargo Beamer는

사하나 모달로는 화차 상판을 회전시키지만 Cargo Speed

화물의 수평 이적재를 위한 설비가 지상과 화차에 설치되

는 화차, 화차 내부 프레임(Wellfloor), 유압식 Pop-up장

었으나 Cargo Domino는 트레일러와 화차에 설치되었다

치로 구분되어 화차의 내부 프레임을 선로 하부에 있는 거

는 차이가 있다.

대한 유압식 Pop-up장치로 회전시킨다는 차이가 있다. 구

Cargo Beamer는 2004년 Cargo Beamer AG社에서 개념

조적으로 모달로보다 단순하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

설계를 마치고 개발 중에 있는 시스템으로 2009년 개발을

지 않아 상용화되지 않았다.

마치고 2010년 첫 터미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Flexiwaggon은 스웨덴의 Flexiwag gon AB社에서 개발

다. Cargo Beamer는 트럭이 도로에 수평으로 정차하고 수

중인 시스템으로 모달로와 유사하지만 터미널 설비가 없이

평 이동 버킷(Bucket)과 구동장치를 통해 적재 및 하화하

화차 자체에 회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화차에는 유압구동

는 시스템으로 도로에서 차량까지 동시에 이적재가 가능하

식 가이드, 가이드 받침용 유압 받침대, 화차 회전축 그리

다. 수평 이적재 순서는 먼저 세미트레일러가 적재를 위한

고 트럭진입을 위한 가이드 유동장치로 구성되었다. 개발

주차라인에 정차한 후 수평적재 유닛(horizontal replace-

초기에는 화차의 뒷부분을 축으로 회전하여 트럭 자체를

ment unit)으로 옮긴 후 트럭만 이동한다. 화차(CargoJet)

이적재하는 단방향 회전방식이었으나, 이후 두 가이드를

가 카고게이트(CargoGate)에 도착하면 도착화물과 적재화

이용한 수평형 돌출식, 모달로와 같은 중앙 회전식 등의 방

물이 동시에 또는 도착화물이 없을 경우는 적재화물만 수

식을 개발하고 있다. 화차에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

평 이동이 시작되어 적재 및 하화가 완료된다. 하화된 화물

에 터미널 설비가 필요치 않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가 지

은 트럭이 카고게이트(CargoGate)를 통해 적재하여 목적

나치게 복잡하고 불안정하여 유지보수 비용 등이 상승하는

지로 출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CargoBeamer AG社는

문제점이 있다.

카고비머의 미래 시장으로 TCR, TSR 노선과 더불어 한국

Modalohr

Corgo Speed

Flexiwaggon

<그림 2> 화차회전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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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잠재시장으로 설정하고 해상수송으로 25일 내지 30일

해 화물을 화차로 수평 이동시킨다. Cargo Beamer에서는

이 소요되는 한국에서 유럽까지의 화물수송을 12일까지 당

지상에 이적재 장치가 설치된 것과는 달리 트레일러 샤시

기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및 화차에 모두 수평 이적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트레

Cargo Domino는 스위스 SBB Cargo에서 개발되었으며,

일러에 롤러형식의 컨베이어 장치 및 스왑바디 형식의 장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수평 이적재의 기본 방식은

치가 요구되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형식이 변경되어야 할뿐

Cargo Beamer와 동일하나 스왑 바디형식의 카세트를 통

만 아니라 화차도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semi-trailer

basic waggon +
loading platform
= JetModule

road + replacement + parking lane + HIRU = GateModule

HRU = horizontal
replacement unit
-lift
- rolling ground
-shuttle-rafter

카고비머

카고도미노

<그림 3> 수평이적재 방식

[표 1] 세계의 DMT수송시스템 현황
구분
미국식 (TOFC방식)

피기백

유럽식 (캥거루방식)

운영 또는 개발국가
미국

특

징

- Santa Fe 철도 개발 TOFC 화차 사용
- 콘테이너, 트레일러 일체형으로 총중량이 크고, 공간소요 많음

프랑스,독일,이탈리아,

- 평상의 중앙부를 낮춘 화차 사용

오스트리아 등 국제운송

- 상하역장비에 의한 수직상하역
- 1986년 일본국철도에서 등장

일본식

일본

- 저상식의 초소형 화차 개발 사용
- 도입후 5년간 이용량 300배 증가

바이모달

Modalohr

회차

미국,호주,뉴질랜드,

- 화차 없이 도로 및 철도 직접 수송

영국,독일,프랑스,

- 수송방식 변경에 시간소요 과다

스페인,덴마크,그리스

- 터미널 비용 및 트레일러 견인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프랑스(개발)

- 프랑스 Lohr그룹이 개발 상용화

룩셈부르크,이탈리아

- 1일 5왕복 열차 영업운행 중

Cargo Speed

영국(개발)

Flexiwaggon

스웨덴(개발)

회전형

- 영국 Cargospeed International社 개발
- 기술상 미완성 상태로 운영되지 않음
- 스웨덴 Flexiwaggon AB社 개발
- 터미널 설비가 필요없음
- 화차 구조 복잡하여 불안정하여 현재까지 상용화 되지 않음

Cargo Beamer

독일(개념설계))

Cargo Domino

스위스

평행
이적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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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T시스템 유형별 국내 적용 가능성

먼저 국내 차량한계를 살펴보면 차량의 한계높이 4,500mm,

세계 각국에서 개발 또는 운영되고 있는 DMT 시스템의 국내

한계 폭은 3,400mm이나 컨테이너의 경우는 4,371mm로 규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차량한계 만족여부, 작업방식 및

정되어있다. 중량한계는1m당7톤의등분포하중을견인가능

소요시간의 효율성 및 투자비, 운영비 등의 비용효과성을 검

해야한다.

토하여야한다.

이러한 국내 차량기준에 따라 각 유형의 DMT가 국내 차량
한계를 만족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면 피기백의 경우
수평하역식은 컨테이너의 종류와 상관없이 국내 차량한계
의 높이 한계를 초과하며, 수직하역식의 경우 저상화차 중
프랑스 화차는 차량한계를 만족하나 기존의 상하역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바이모달, 화차
회전식 및 수평이적재 방식의 경우는 차량한계를 만족한다.
그러나 현 화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차회전형이나 평형
이적재형 모두 새롭게 화차를 개발하여야 하며, 국내 차량
한계를 만족하는 시스템 중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바이모달, 모달로, 카고도미노 뿐이다.
두 번째로 철도물류활성화를 위한 DMT 수송시스템 개발 기획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업방식 및 시간은 모달로·카고스피드
(45분) < 카고비머·카고도미노(1시간 5분) < 플렉시웨곤(1시간

<범 례>
일반차량에 대한 한계
전기차 집전창치를 편 경우

15분) < 바이모달(3시간 15분) < 기존방식(3시간 30분) < 피기백

옥상장치에 대한 한계

방식(4시간)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작업시간을고려한1일최

열차표지에 대한 한계

대 배차횟수는 모달로와 카고스피드 26회, 플렉시웨곤 및 평형

<그림 4> 국내 차량한계

[표 2] DMT시스템 작업방식 및 시간 비교
방식

Piggyback

기존
항목

수직

하역

하역

long

long

long

2시간

X

2시간

방식

기차 전체 작업완료
시간(25량 기준)
작업준비시간
작
업

양하역시간

시
간

합계

1시간
30분
3시간30분

화차 회전식

Bi-

수평

X

2시간

X

4시간

modal
Very
long
15분
2시간
10분
2시간
30분

Cargo

Modalohr

Speed

평행 이적재식
Flexiwaggon

Cargo

Cargo

Beamer

Domino

Very short

short

short

15분

15분

20분

30분

50분

45분

45분

1시간 5분

1시간 5분

1일 최대 배차 회수
(터미널 1선로 기준)
Door to door

6회
X

○

6회

8회

26회

22회

22회

○

○

○

○

○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평가원(2007), p.4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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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재형이 22회, 바이모달이 8회, 피기백의 수직하역방식이

2) 연구내용

기존 방식과 동일한 6회로 나타났다. 이상 작업시간 및 배차횟

철도물류활성화를 위한 DMT(Dual Mode Trailer) 수송시스

수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화차회전형 시스

템 개발은 DMT용 차체 및 구동시스템 개발, DMT용 터미널

템인것으로조사되었다.

개발, DMT 터미널 운영시스템 개발 등 총 3개의 과제로 이

마지막으로 비용 효과측면을 살펴보면, DMT 수송시스템 개발

루어진다. 과제별 연구개발 세부내용은 [표 3]과 같다.

기획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으
로 피기백의 수직하역방식, 바이모달, 모달로 및 카고도미노만

3) 기대효과

을들고있다. 확장성, 미래지향성, 생산성은모달로와카고스피

DMT 수송시스템 개발의 효과는 크게 기술적 측면과 사회

드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지보수비는 피기백 시스템이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첫째, 문전수
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물류시스템의 개발로 국가

3. 한국형 DMT수송시스템 개발현황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DMT 시스

1) 연구기간

템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경쟁력

물동량 증가 추세와 철도물류 활성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

을 갖춘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향후 국외 수출도 기대되며,

국형 DMT (Dual Mode Trailer)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함으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

로써 경제적으로는 물류비를 절약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

고 있는 철도 전철화에 따른 수직 상하역 문제를 자연스럽

이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회적으로는

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철도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

환경비용 및 교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철도

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DMT시스템 기술전문인력 양

물류 활성화를 위한 DMT(Dual Mode Trailer) 수송시스템

성도 기대된다. DMT 시스템의 전문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개발’
을 수행하고 있다. 총 연구기간은 2007년 12월 24일에

컨소시엄 협력 사업 도출이 기대되며, 새로운 DMT 시스템

서 2011년 09월까지 23일 약 4년간이며, 1차년도는 2007년

의 핵심 기술 확립과 부가 시스템의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

12월 24일부터 2008년 09월 23일까지 9개월간이다.

및 전문 인력 양성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신운송기술 선
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DMT 시스템을

[표 3] DMT시스템 작업방식 및 시간 비교
구

분

개발한다면 향후 TCR, TSR의 물류체계에 이러한 신운송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간 노력을 통해 기술 선도

제1과제

- 차체 및 회전 버킷(Bucket) 설계 및 제작

(DMT용 자체 및

- 보기(Bogie) 및 기타 부속 설계 및 제작

구동시스템 개발)

- 구동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DMT 방식의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 DMT 터미널 설계

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IT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세계

제2과제
(DMT용 터미널 개발)

제3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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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 DMT 터미널 구축
- 전체 시스템 연동 시스템 개발
- DMT 터미널 운영시스템 개발

(DMT 터미널

- 경제성 분석, 사업성 분석

운영시스템 개발)

- DMT사업 운영방안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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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활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운송방식을 획기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는 먼저 DMT 시스템의 개
발 시 기존 철송의 장점인 정시운행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문전수송(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철

▶ Trends 1 DMT 수송시스템 현황과 한국형 DMT 개발

KOREAN RAIL TECHNOLOGY

Trends1

Trends 2 남북응원열차 운행에 대비한 북한철도 실태연구
Trends 3 일본 RTRI의 환경공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
Trends 4 철도 도상 자갈

TRENDS
도운송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철송에 있어 출발지

울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향

와 목적지 사이 발생하는 복잡한 작업 프로세스(job

후 사업성까지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만 터미널의 건

process)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철송 운임비 감소

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와 물류운송의 체계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때문이다. DMT터미널의 효과적인 위치선정을 위해서는

기존 컨테이너 CY의 확충을 DMT 시스템으로 전환 시 상

먼저 터미널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철

대적으로 적은 부지와 부대시설이 요구되므로 경제적인 이

도수송의 경우 터미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분

익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2011년 KTX 전용선로 완

류해 볼 수 있다. 먼저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하치장의 의

공 후에는 유휴 선로에 DMT 시스템 적용으로 고정비용 절

미로 CY, CFS, RCR 등의 개념이다. 두 번째는 열차의 조

감의 효과와 기타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로 국가 경제발전

성 및 해체와 화차 연결순서의 정리 또는 중간역 발착화차

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 연결, 해방의 수배 및 수송을 담당하는 조성역의 개념이
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DMT에 적용시켰을 때 DMT터

4. 한국형 DMT 수송시스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과제

미널은 화물 적하장과 조성역의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된 것

한국형 DMT 수송시스템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DMT 화물은 별도의 하치장에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유치할 필요가 없이 직송을 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

있다.

며, DMT 열차가 전용으로 운행될 경우 열차 전체의 차입

첫째, 한국형 DMT 차량은 다양한 철도수송 화물을 수용할

과 인출 이외의 입환 작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

수 있어야 한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철도로 수송

다. 따라서 DMT 터미널은 DMT에 수송할 트레일러 등을

되는 품목은 컨테이너 > 양회 > 석탄 > 유류 > 광석 > 비료

적재 또는 반출을 위해 단기간 보관하는 주차장의 기능과

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개발되는 DMT 차량은 이러한

열차의 차입과 인출을 위한 입환선의 기능이 추가 될 것이

다양한 철도수송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범용 차량이어야

기 때문에 기존의 하치장이나 조성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만 한다. 이와 더불어 수출입 컨테이너의 냉장화물 수송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형 DMT시스템은 대륙철도 수송의 세계적인 추

둘째, DMT 터미널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

세를 감안하여야 한다. 유럽시장은 한편으로는 철도기술통

[표 4] 철도수송 화물품목 현황
연도
품목

자료 : 철도공사 내부자료 (단위 : 톤키로)
2006

2007

2005

2004

2003

컨테이너

3,799,326,428

3,643,310,023

3,286,679,042

3,038,824,455

3,014,299,702

양

회

3,319,505,630

3,215,775,362

3,067,042,426

3,629,096,393

3,975,363,093

석

탄

1,240,911,340

1,363,210,514

1,216,021,197

1,164,341,944

1,362,746,102

유

류

528,854,988

553,153,916

593,356,134

613,752,209

640,984,486

광

석

509,100,161

470,509,118

511,776,957

584,455,925

578,942,854

비

료

60,606,838

53,292,724

99,597,178

90,895,941

101,952,092

양

곡

-

56,900

794,415

2,864,932

3,196,152

일반기타

1,399,719,026

1,103,035,274

1,149,977,333

1,240,907,095

1,070,15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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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xis

Transsiberian Railroad

B-A-Magistr

형 DMT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DMT 시스템은 피기백, 화차회전

Korridor lll

형, 수평이적재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 차량한계를
New Silkroad Railway

만족하며 개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스템은 화차회전형인
것으로 DMT 수송시스템 개발 기획연구에 제시되었다. 따

Track switching

라서 2007년 12월에 국가 R&D 과제로 시작된 DMT 수송

자료 : http://www.cargobeamer.com, cargobeamer 프리젠테이션 자료, p.40.

<그림 5> 유럽의 DMT 시스템 확장 계획

시스템 개발은 화차회전형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 DMT시스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합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독일의 기술 경합이

이어질 수 있는 대륙철도와의 호환성, 국내 물류체계를 변

벌어지고 있다. TGV와 ICE로 대변되는 여객분야의 고속

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수용할 수 있는 범용성,

철도와 같이 철도화물 분야에서도 프랑스의 Modalohr 시

CO2 등 배출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물류시스템으로 개발됨

스템, 독일의 Cargo beamer 시스템 등이 TCR, TSR을 포

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

함하는 대륙철도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격적

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국내 철도물류수송은 상하역 등으로 인한 수송시간, 문전

한국형 DMT는 이러한 세계 DMT 차량 시장의 변동 추이

수송의 곤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철도의 수송분담율

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제 표준화를 감안하며 연구개발이

이 국내 총 수송량의 6%대에 머물고 있다. DMT 시스템이

진행될 때 연구개발 결과물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품목의 화물을 문전까지 수송하게 된다면 2006년

시장을 겨냥한 신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세계로 수

현재 96.6%를 차지하는 도로수송의 전환을 통해 환경오염

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을 줄이고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세계에서 개발 운영되고 있는 DMT시스템

5. 결론

의 시장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운영될 아시아와 유럽의

이상에서 국제적으로 개발 또는 운영되고 있는 DMT 시스

DMT와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함으로서 해외진출을

템 현황, 한국형 DMT 수송시스템 개발 추진현황 및 한국

통한 수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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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응원열차 운행에 대비한
북한철도 실태 연구
전연식│코레일 남북철도사업단 협력사업팀 팀장
( last386@korail.com)

1. 북한의 철도현황
북한은 ton-㎞ 및 인-㎞ 기준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송분담율에 있어 철도는 화물
92.8%, 여객 49.1%의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구조로. 공업용 원자재, 농수산물 운송을 전
담하는 산업철도의 기능에 치중하고 있으며, 1998년말 현재 총 연장은 5,214㎞로, 전철
연장은 4,132km(전철화율 79.2%)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철도관련시설은 여전히 노후화
된 상태이며, 97%가 단선으로 되어있다.1)
남북한의 철도현황을 비교해 보면 총 연장은 북한이 5,214km, 남한이 3,392km로 북한
의 철도연장이 남한보다 1.53배 더 길며, 전철화연장은 북한이 4,132km, 남한은
1,596.7km로 역시 북한이 2.58배 더 길다. 차량보유현황을 보면, 화차는 북한이 남한보
다 1.33배 더 보유하고 있으나 객차의 경우 남한의 0.45배 수준에 불과하여 북한철도에
있어 화물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객수송보다 높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1] 남북한 주요 철도지표 비교

(2005년 기준)
남 한 2)

구분
총연장(km)

3,392

시

설

100.0%

4,557

광궤(km)

-

-

134

2.6%

협궤(km)

-

-

523

10.0%
3.0%

1,355

39.9%

156

1,779.8

52.4%

60

1.2%

전철화 구간(km)

1,596.7

47.0%

4,132

79.2%

41.6

6.0%

47.1

-

-

-

9,137

-

951

8.1%

38

-

31,004

20.2%

2,535

-

화물

6.1%

-

92.8%

-

여객

20.2%

-

49.1%

-

3,012

15.5%

1,130

5.3%

객차

2,112

10.9%

967

4.6%

화차

14,286

73.6%

19,123

90.1%

화물수송량
여객수송량
수송분담률
차 량
보 유

87.4%

신호자동화 구간(km)

복선화구간(km)

철 도
수송량

5,214

3,392

표준궤(km)
궤 간

북한

백만톤
백만톤-km
백만인
백만인-km

동력차

※ 북한 철도지표는 1998년도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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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지난 60여년 만에 철마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역사적 사건인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2007.5.17)을 실시하였고, 남북간 정상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화
해, 통일에 대한 제반 현안에 대해 서로 협의(2007.10.2-4)하여 철도부문 3대의제 실행에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가 개통(2007.12.11)되어 도라산역~
판문역간 화물열차가 매일 1회 왕복 운행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쌀·비료 등 정부지원 물자와 무연탄·모래·흑연·석회석 등의 지하자원은 물론 개성공단 반출·입 물자 등으
로 확대하여 수송될 전망이다. 화물열차 운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여객운송으로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 남북철도의 정상 운행으로 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오는 8월 중국 베
이징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남북응원단이 열차를 타고 함께 가기로 한 합의사항은 꼭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철도의 정상운행을 위해서는 북한철도실태에 대한 연구
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지난해 12월 개성-신의주 철도개략조사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응원열차 운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의선 철도현황

북한은 평양을 기점으로 평부선(개성~평양, 187km), 평의선(평양~신의주, 225km)으로 분리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1954년 평양~베이징 간 국제여객운송과 국제철도화물을 개시하였으며 1964년 평
의선 전철화를 완공하였다.

⑴ 평부선
북한은평부선을평양에서부산까지연결

[표 2] 평부선 노선별 현황(25개역, 187km)

되는 총연장 719km의 철길로 정의하고
개성

있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북측구간은

-

개풍

9.3km

-

려현

7.8km

-

7.2km

계정

-

금천

12km

-

한포

9.8km

-

평산

13.7km

-

물개

8.9km

-

서흥

10.3km
6.8km

평양-개성(187km)간이며, 평부선은 개성
정방

직할시와황해북도, 평양특별시를연결시
키고있는북한의주요간선철도이다.

-

사리원

9.9km

-

동사리원

1.3km

-

봉산

5.6km

-

청계

6.9km

-

흥수

7.9km

-

문무리

4.7km

-

석현

10.5km

6.9km
침촌

부선에서는 황해선(사리원-해주, 73.3

-

황주

10.1km

-

긴등

5.4km

6.7km

흑교

-

중화

6.8km

-

력포

7.3km

-

대동강

8.0km

-

평양

2.6km

km), 평덕선(대동강-구장, 192.3km), 청
년이천선(평산-세포, 142.0km), 평라선(평양-라진, 819.0km), 평남선(평양-남포, 55.2km) 등의 주
요 노선이 분기되고 있다. 평부선은 평양-개성간 전구간이 전철화되어 있으며, 노선구간 중에 룡진
강교, 피일천교, 검수천교, 흑교천교 등 99개의 철교(4,310m)와 갈현터널, 차수령터널, 흑교터널 등
13개의 터널(3,244m)이 있다. 평부선은 북한 최대의 곡창지대를 통과하고 있어 농업과 관련된 비료,
농기계, 농약수송 및 양곡수송용으로 이
용되고있다.

[표 3] 평의선 노선별 현황(31개역, 225km)

평양 - 서평양 - 서포 - 산음 - 간리

⑵ 평의선

5.6km

4.1km

4.4km

3.9km

- 순안 - 택암 - 어파 - 숙천 - 룡봉
5.8km

6.9km

10.9km 10.8km 5.5km
5.0km

평의선(평양~신의주)은 평양특별시, 평

로하 - 곽산 - 하단 - 정주 - 고읍 - 운암 - 운전 - 맹중 - 신안주 - 대교 - 문덕

안남도, 평안북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서부축의 주요노선이며, 평양
과 국경도시 신의주를 연결하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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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km

7.8km

4.8km 12.8km

8.6km 13.0km

7.6km

6.1km

5.2km

8.0km

9.3km
선천 - 청강 - 동림 - 염주 - 내중 - 룡주 - 룡천 - 포항 - 남신의주 - 신의주
9.8km

10.9km 13.4km

7.7km

5.8km

4.7km

7.0km

3.0km

5.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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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km의 철도노선으로 평양-베이징, 평양-모스크바 간 국제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평의선은 1964년 8월에 전구간이 전철화 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단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평북선
(정주-청수, 120.5km), 개천선(신안주-개천, 29.5km) 등의 주요 노선이 분기되어 있다.
평의선은 전 노선연장의 15%인 약 34km가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복선구간은 물동량이 많은 평양-간리
(18km), 숙천-어파(11km), 신의주-남신의주(5.1km) 3개 구간이며, 대동강2교, 청천강교, 관산천교, 압록
강철교등교량177개소(약9km)와어파터널, 선천터널등5개소(연장약2km) 등이있다.

2) 국제열차 운행현황

북한의국경역구간은신의주~단동을통한TCR, TMGR 연결노선, 만포~집안, 남양~도문을통한TMR
노선, 두만강~하산을 통한 TSR 연결의 4개 노선이 있다. 평양-베이징간 국제열차가 신의주~단동을 거
쳐주4회왕복운행되고있으며, 평양~신의주~모스크바간주1회, 평양~두만강~모스크바간주2회국
제열차가운행되고있다. 3)
[표 4] 평양-두만강-모스크바, 평양-핫산-모스크바 국제열차 시간표
열차
번호

도 착

19

거 리
(km)

역 이 름

도 착

출 발

열차

열차

번호

번호

도 착

출 발

거 리
(km)

역 이 름

도 착

출 발

열차
번호

7:20

0

평양

18:50

-

9:05

13:00

862

두만강

9:00

16:50

953

17:30

17:40

864

핫산

16:16

2:30

1

0:55

12:53

1124

우쑤리스크

19:45

9:15

954

15:34

23:55

0:20

1778

하바롭스크

8:52

9:17

2

13:30

12:45

17:41

18:02

4105

치타-2

15:09

15:30

만주리

19:30

23:10

3:00

3:23

4662

올란우데

5:34

5:57

자바이깔스크

8:50

14:06

10:16

10:39

5118

이르꾸즈크

21:13

22:36

치타-2

20:27

20:48

4:55

5:15

6205

크리스노야르스크

3:44

4:04

올란우데

10:52

11:15

17:28

17:55

6966

노보씨비리스크

15:19

15:40

이르꾸쯔크

3:31

3:54

1:28

1:53

7597

옴스크

7:18

7:43

크리스노야르스크

9:36

9:56

13:36

14:16

8493

스웨르들롭스크

18:53

19:33

노보씨비리스크

21:45

22:10

19:58

20:18

8874

뻬르미

12:52

13:12

옴스크

13:58

14:13

3:25

3:45

9356

끼로브

5:25

5:45

6524

쥬멘

6:25

6:45

12:45

12:50

10031

야로슬라블리중앙역

19:17

19:22

15:27

6850

스웨르들롭스크

1:47

2:10

16:43

-

10313

모스크바

21:21

7231

뻬르미-2

19:46

20:06
11:03

10:10

0

평양

19:30

15:15

17:13

227

신의주

10:45

13:50

16:23

18:56

229

단동

7:28

9:35

2:45

9:02

456

심양

19:05

3:43

12:32

12:40

775

장춘

15:26

15:23

15:38

1288

할빈

4:45

7:01

1991

2:26

8:25

2003

20:27

21:00

2463

5:47

6:10

3020

13:03

13:26

3476

7:00

7:20

4563

19:14

19:40

5325

3:15

3:30

5952

10:27

10:47

15:04
21:01

5
28

출 발

6:30

6:45

7711

끼로브

10:48

13:55

14:00

8386

야로슬라블리-중앙역

2:47

17:58

-

8628

모스크바(야로슬라블리역)

<그림 1> 국제열차 시간표

7
6
27

8

17:06

5:52
23:53

20

[표 4] 평양~베이지 국제열차 시간표
5(K28)
도 착
출 발
10:10
17:13
15:15
18:56
16:23
19:47
19:44
21:38
21:35
23:00
22:45
1:45
1:29
3:58
3:46
6:16
6:13
7:52
7:44
9:23

열차번호
거리(km)
역 이 름
0
평양
227
신의주
229
단동
289
봉황성
362
본계
456
심양
850
금주
972
산해관
1095
당산
1212
천진
1349
베이징

6(K27)
출 발
도 착
19:30
7:28
6:37
4:49
3:28
0:51
22:50
20:31
18:55

9:35
6:40
4:52
3:48
0:54
22:58
20:34
19: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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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철도차량

⑴ 기관차
기관차의 경우 전기기관차, 증기기관차, 내연기관차로 구성
되며, 전기기관차는 붉은기 6000형, 4000형, 전기50형이 있
으며, 증기기관차4)는 증기 1300형, 1700형, 2600형, 3100형,
4200형, 6100형, 7200형이 있으며, 내연기관차는 금성호, 내
연 600형 500형, 400형, 300형, 200형이 있다.

내연기관차

⑵ 화차

전기기관차

증기기관차

<그림 2> 북한의 기관차

화차의 경우 유개차, 무개차, 조차(일반조차, 알카리조차 등),
장물차(평판차), 모래차, 광석차, 석탄차, 통풍차, 보온차, 냉
장차 등이 있다.

⑶ 객차
객차는 좌석차(상급객차, 일반객차), 침대차(상급침대차, 일
반침대차), 봉사차(식당차, 매대차), 설비차(난방차, 발전차,

무개차

차장차
<그림 3> 북한의 화차

조차

침대차

상급객차

시험차, 위생차), 선전차(선전차, 영화차, 출판물차), 손짐우편
차(손짐차, 우편차, 손짐우편차)로 나눈다.

⑷ 연결기 및 제동장치
·북측 연결기는 객차에 100형 연결기를 사용하고, 화차, 기
관차에는 205형 연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객차의 경우 연
결기(880mm) 높이는 남한의 연결기(890mm)5) 보다 10mm

식당차

<그림 4> 북한의 객차

작지만, 남측 객화차검수규정 제3한도(830mm) 이내로 연결
하여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북측차량은 주철제 브레이크슈를 활용한 답면제동을 실시
하고 있으며, 제동관 압력은 (6㎏/㎠)를 사용하고 있어, 남한
의 주공기관(9㎏/㎠), 제동관(6㎏/㎠) 차량과 운행 및 제동에
는 문제가 없다.

<그림 5> 북한 철도차량의 연결기

⑸급수설비
·북측 경의선에서의 급수설비는 사리원, 평양, 정주역에 설
치되어 있으나, 사용이 가능한 곳은 사리원역이다.
- 사리원역 : 급수전 8개, 간격 40m, 호스 30mm, 호스길이
15m
- 평양역 : 급수전 14개, 간격 20m, 흙으로 메워 사용 불가
- 정주역: 급수전15개, 간격20m, 급수관은있으나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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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원역

평양역
<그림 6> 북한의 급수설비

정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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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분뇨수거 및 급유설비
·북한 객차의 경우 화장실이 자연 낙하식으로 분뇨수거설비는 없었으며, 급유설비 또한 본
선에는없다.

⑺ 열차검수
·출발검수: 개성, 신의주역에서출발시시행
·통과검수: 정주, 평양, 사리원역에서정차후시행

⑻ 중국 철도차량과의 연계운행
·북한은평양-베이징간국제열차를주4회운행하고있으며, 차량2량을국경역(단동, 신의
주)에서 상대측 차량에 연결하여 운행하므로, KORAIL 철도차량과 중국 철도차량과의 연결
및운행에대한기술적인문제는없다.
4) 전기설비현황

⑴ 전철·전력설비 : 전차선은 직류(DC) 3000V를 사용하고 있으며, 큰 역구내 전철주는
빔식, 스펜선식 등이 일부 사용되고, 대부분 단독주가 설치되어 있다.

전차선 및 구분소

구내 전철주 및 가로등
<그림 7> 북한의 전차선

⑵ 신호설비 : 경의선 구간의 일부 역은 계전기식 연동장치, 나머지는 기계식 연동장치식이
며, 완목식신호기를 색등식 신호기로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철기가 설치된
개소도전력사정및전철기노후로수동으로취급하고있다.

신호리버

원목식 신호기

통폐폐색장치

<그림 8> 북한의 신호설비

⑶ 통신설비 : 통신회선은 가공나선로(피복없음)를 선로변에 약 50m로 이격되게 나란히 설치하
였고, 폐색전화를사용하고열차와역간통화장치인무선통신장비는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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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전화

통신선로

교량 통신선로

<그림 9> 북한의 통신설비

5) 시설현황

⑴ 노반시설
·건설당시복선노반시설(노반,교량,터널,정거장)중상태가비교적양호한철도시설물을상·
하선지그재그식으로사용하고있다.

⑵ 궤도분야
·레일은 러시아 P65kg/m, 중국 P50kg/m 등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단척, 장척레일이
섞여 부설되었으며, 궤도는 직선구간이 73%를 차지하고, 곡선구간 중 80%가 곡선반경
600m 이하의 급격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구배는 10이하로 구배조건은 양호하다.

2. 맺음말
2008년베이징올림픽에남북응원열차운행을위한남북한철도차량을같이연결하는것은문
제가없으나, 하절기운행에필요한급수공급, 화장실분뇨처리, 냉난방및전기공급을위한발
전차의연료공급방안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 대외적으로 코레일 열차가 국경역 통과를 위한 검역·통관·출입국 절차에 대한 협의,
철도차량유지보수, 응원단·철도직원들에대한신변안전, 기타국제열차운행에필요한제도
적절차등에대하여남-북간, 북-중간, 남-북-중간실무협의가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남은기간동안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공동의노력이필요하며, 2008년베이
징올림픽 남북응원열차 운행을 계기로 국제열차 운행의 토대를 마련, 서울-평양 간 정기열차
운행및구간확대등으로부산에서출발한코레일열차가대륙을횡단하여유라시아까지힘차
게달려가는“철의실크로드실현”
의꿈을이루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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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TRI의 환경 공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
정병현│철도연 철도교통연구실 선임연구원
(bhchung@krri.re.kr)

1. 소음

대차부에서 발생하는 공력소음의 음원해석 정

일본 환경청(현, 환경성)에 의해 1975년에 신칸

밀도 향상을 위해 저주파수까지 계측 가능한

센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이 고시되었으며,

나선배열형 마이크로폰을 새롭게 제작하였다.

1995년에는 재래철도의 신설 또는 대규모 개량

공력소음에 관해서는 차체의 차간부 및 대차부

에서의 소음대책 지침이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에서 발생하는 공력음에 관한 풍동시험을 실시

신칸센의 소음뿐만 아니라 재래선 소음의 저감

하고 대차부에 커버 등을 설치하는 방법에 의

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속

한 공력음의 저감효과를 평가하였으며, 나선배

의 신칸센에서는 공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공

열형 마이크로폰 Array를 이용한 측정을 통하

력소음의 저감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재래선

여 저감효과를 확인하였고, 현재 세부 데이터

에서는 전동기 등의 차량기기음의 저감과 함께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공력소음의 저감에 관

전동음, 구조물음 등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

해서는 다공질(多孔質)재료를 물체표면에 부착

하는 고체음의 저감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원주에 부착한 경우의

철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공력음, 고체음

기초적인 풍동시험을 실시하여 그 공력소음저

의 발생 메커니즘을 밝히고 소음이 어디에서

감 메커니즘을 밝혔으며 또한 다공질재료를 팬

발생하고, 측정점에서는 어떤 음이 어디까지

터그래프에 응용한 경우의 풍동시험도 실시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여 그 저감효과를 평가하였고 현차시험도 실시

며 또한 소음 발생 기여도가 높은 소음원을 줄

하고 있으며 현재 데이터해석을 진행하고 있

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 팬터그래프에 관해서는 공력소음의 저감과

음원해석기법에 관한 연구로는 지금까지 풍동

함께 양력변동의 저감도 중요하며, 공력소음과

시험, 현차시험용의 다점타원체형지향성(多占

양력변동에 관한 풍동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는

圓體形型指向性) 마이크로폰(microphone), X

데 지금까지의 양력을 와이어 장력을 매개로

배열형 및 나선 배열형 마이크로폰을 새롭게

측정하였기 때문에 와이어에서 소리가 발생하

제작하였고, 카메라와 연동한 Array식 마이크

여 양력변동을 공력소음과 동시에 측정하는 것

로폰 등도 정비하였으며 차간부( 間部) 또는

이 불가능 하였다. 이에 따라 팬터그래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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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환경문제에는 소음, 진동, 저주파음, 역의 위생환경, 전자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열차의 속도향상, 수송력의 증가에 있어서도 환경에 대한 부하가 작고,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철도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현재 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소(이하, RTRI)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문제(진동문제는 제외)에 관한 연
구 전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축 주변의 모멘트를 이용하여 양력을 평가하는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예측기법의 정밀도를

방법을 고안하여 와이어나 지그(jig)없이 실제의

검증하였다. 또한 이 예측기법을 이용하여 차륜

주행조건에 근접한 상태에서 공력소음과 양력

과 레일의 마찰, 궤도구조의 전동음에 대한 파

변동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미터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저감대책의 방향

전동음(轉動音), 구조물음에 관해서는 현재

을 검토하였다. 구조물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RTRI의 철도 장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의 일환

강교의 진동특성·방사음성에 대해서 현차시험

으로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을 실시하고 교형(橋桁)용 자성방진재의 개발을

차륜과 레일의 마찰을 주요인으로 하는 전동음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콘크리트 고가교에 대한

과 구조물음의 현상을 규명하고 예측방법을 구

진동특성, 방사음 특성에 대한 현차시험을 실시

축하여 저감대책법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

하고 예측기법의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차시험에 의한 차륜

향후 철도소음의 연구과제로는 음향계측기법의

과 레일의 마찰, 차륜과 레일의 진동, 레일주위

정밀도 향상과 효율화, 공력소음에 대해서는 예

의 소음, 구조물의 진동, 소음의 측정이 지속적

측 정밀도가 높은 풍동시험법의 개발, 공력음

으로 시행되고 있다. 차륜의 진동특성, 방사음

수치 시뮬레이션기법 적용범위의 확대와 정밀

(放射音) 특성을 밝혀내기 위하여 각종 차륜에

도의 검증과 향상, 공력음 저감기법의 개발 등

대하여 실내시험과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이 있다. 전동음, 구조물음에 관해서는 현상해

여 차륜형상의 영향을 규명하여 향후 저소음차

명의 심도화, 전동음·구조물음을 종합한 예측

륜의 형상에 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장

기법의 구축과 정밀도의 향상, 차륜, 레일, 궤도

시험에 의해 차륜과 각종 궤도구조의 진동특성

구조를 포함한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법의 구

도 조사하여 측정된 차륜과 레일의 마찰 데이터

축 및 실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와 진동특성을 이용하여 유럽에서 개발된
TWINS(Track-Wheel Interaction Noise

2. 저주파음

Software)의 이론을 기초로 구축한 예측기법 이

일본에서는 100Hz이하의 가청음과 20Hz이하

용하여 진동음 예측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측

의 불가청음을 저주파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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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은 2004년에 저주파음 문제 대응 매뉴얼

선두부 형상의 개량에 의한 대책이 수행되고

을 작성하였는데, 이 매뉴얼에는 일정시간 연

있다. 이러한 것에서는 터널입구에서의 압축파

속적으로 저주파음을 발생하는 고정된 발생원

의 압력구배가 최소화 되도록 터널입구 완충공

에서 발생하는 것을 저주파음으로 규정하고 교

의 형상과 열차선두부 형상을 결정하여 왔으며

통기관 등의 이동음원과 발파·폭발 등의 충격

수치 시뮬레이션에 의해 터널 내를 전파하는

적인 음원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압축파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에 의해 입구 완

재에는 철도의 저주파음에 관한 환경기준 혹은

충공 형상(특히, 측면에 설치된 개구부 형상)의

지침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철도의 주요 저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주파음인 터널 미기압파에 대해서는 터널입구

것은 개구부를 가지는 터널입구 완충공에 열차

완충공의 설치와 열차선두부 형상의 개량 등의

가 진입할 때의 압축파의 생성과 장대터널을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터널 미기

전파하는 압축파의 전파특성, 즉 압축파에 대

압파를 비롯한 철도의 저주파음에 관한 최근의

한 궤도조건(슬래브궤도, 발라스트궤도)과 사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갱(斜坑)·입갱(立坑)의 영향을 수치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정밀도가 높은 평가를 수행할 수

1) 터널미기압파·돌입파·퇴출파·지갱(枝坑)

있도록 하였다.

통과파, 과선교(跨線橋) 등의 구조물 통과시 압

신칸센의 고속화에 따라 열차가 터널에 진입할

력파

때에는 진입측 갱구에서 방사되는 돌입파, 열

열차의 터널 진입시에 발생하는 압축파가 터널

차가 터널을 빠져나갈 때 퇴출측 갱구에서 방

내를 음속으로 전파되어 터널출구에 도달할 때

사되는 퇴출파, 열차가 터널내의 지갱(枝坑)을

에 갱구에서 밖으로 방사되는 펄스(pulse)의 압

통과할 때 발생하는 압력파가 갱구로부터 밖으

력파를 터널 미기입파라 부르고 있다. 터널 미

로 방사되는 지갱통과파, 나선교 등의 구조물

기압파의 크기는 터널출구에 도달한 압축파 파

통과시의 압력파 등이 나타난다. 향후 터널 미

면의 압력구배에 비례한다. 압축파 파면의 압

기입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력구배는 터널 전파중에 궤도 종류에 영향을

저감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상규

받는데 밸러스트궤도에서는 작아지지만 슬라

명과 저감대책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브궤도 터널에서는 처음에는 크고, 장대터널의
경우 점점 작아진다. 따라서 터널 미기압파 저

2) 터널 밖 구간의 열차통과시의 압력변동과 저

감대책의 기본적인 고려방안은 터널출구에 도

주파음

달한 압축파의 압력구배를 작게 하는 것이다.

터널 밖 구간을 열차가 주행하면 열차주위에

그 대책의 하나로서 터널입구에서는 처음부터

선두부와 후미부가 통과할 때 압력변동이 발생

압축파의 파면 압력구배를 작게 하는 대책이

한다. 또한 차량주위의 흐름이 혼란해 지기 때

유효하며, 터널입구 완충공의 설치 혹은 열차

문에 저주파 공력음도 발생한다. 선두부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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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가 통과할 때의 압력변동은 열차 주행시에

4. 철도시설의 위생환경

차체표면에 생기는 압력분포가 열차와 함께 이

최근 들어 철도이용자의 위생, 청결, 쾌적성에

동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파동현상

관한 관심은 차량내부 뿐만 아니라 역구내로 확

은 아니지만, 신칸센 고속화에 의해 이러한 영

대되고 있다. RTRI에서는 역구내의 쾌적성 향

향이 연선에도 미치고 있으며 연선의 주택 창문

상을 위하여 역구내의 위생에 관한 이용자의 의

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주파음 문제로 분류되고

식조사와 위생에 관련된 물리적 요인의 실태조

있다. 현재, 현차시험, 모형시험, 수치 시뮬레이

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청결 및 냄새가

션에 의해 이러한 현상의 해명을 추진하고 있으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냄새에 대한

며, 고가교를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에는 저주파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공력음과 이외에도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저주
파음기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여도도 밝

5. 기타

히고 저감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도연선에서 발생하는 잡초대책으로서 효과적
이고 환경친화성이 높은 제초제에 의한 방법을

3. 전자(電磁)환경

현장에서 시험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지만,

휴대전화나 IH 가전제품의 보급에 따라 전자장

잡초제어기능을 가지는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

의 생물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철도

며, 국제보건기구(WHO)의 건강영향에 대한 견

연선 및 관련토지의 토양환경의 열화를 값싸고

해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극저주파역(極低周波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생물을 이용한 기술

域)(주로 상용주파수 50/60Hz) 및 고주파역(주

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로 휴대전화사용대역)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겨울철의 철도차량의 하부에 발생하는 착빙설

가 진행되고 있지만 철도용 차량주변환기, 전자

은 낙하시에 밸러스트를 비산시키기 때문에 차

조리기, 비접촉 IC카드 등의 중간주파대수(300

량뿐만 아니라 철도연선에 피해를 주고 있다.

˜10MHz)에 관한 실험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되

따라서 착빙설의 경감을 위한 풍동시험, 수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철도분야의 전자환경의

시뮬레이션 등에 의해 차량하부의 형상 개량을

실태를 파악하고 인체폭로량의 추정과 생물학

검토하였다.

적 영향 등을 종합한 안전성 평가기법을 확립하
기 위해 현재 중간주파수대 전자장이 생물에 미
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자료
前田 達夫,“環境工にする最近の究”
, RTRI 月例表, 200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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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상 자갈
고태훈│철도연/現 미국 퍼듀대학 박사과정
(tkoh@purdue.edu)

0

해마다 예산의 많은 부분이 궤도의 유지보수비용으

궤도침하를 유도할 뿐 만 아니라 궤도 변상을 야기할

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과거에는 자갈도상, 보

수 있다. 이러한 궤도변상은 탬핑작업에 의해 복원될

조도상, 노반에 해당하는 하부궤도에 비해 레일, 침

필요가 있으나, 이 또한 자갈도상의 추가적인 파쇄를

목, 체결구로 이루어진 상부궤도에 보다 많은 관심

야기시키데 된다. 이러한 유지보수의 반복은 결국 자

이 기울여져 왔다. 하부궤도가 유지보수비용에 많은

갈도상의 강도와 강성을 저하시키며, 세립분의 증가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부구조의 물성이나 특

인해 자갈도상의 배수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성을 예측,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주의와 관심

단계에서 궤도의 유지보수는 자갈도상의 클리닝과 갱

이기울여지지못했다(Selig & Waters, 1994).

환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듯 궤도에 사용

궤도의 변상이 궤도 유지보수의 주요한 원인임에는

되는 자갈도상의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

틀림없으나, 이러한 변상은 주로 하부구조의 침하에

갈도상 클리닝과 갱환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자갈도상

기인한다. 자갈도상은 하부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자갈도상을

구성요소로서궤도시스템을구속시키는유일한기능

사용하는 것이 궤도 하부구조에 있어 중요한 요구조건

을 하며 또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궤도 복원기능을

이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갈도상은 주요한 궤도변상의

자갈도상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궤도의 구속, 노반

원인이기도하다.

으로 전달되는 침목 지지력의 저하, 궤도의 배수촉진

<그림 1>은 양호한 노반상부에서 발생한 궤도 침하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자갈도상의 요구성능으로서,

에 미치는 궤도하부구조 요소들의 상대적인 영향정

Hardness, Durability, Angularity, Large Voids 등을

도를 보인다. 자갈도상이 노반이나 보조도상에 비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자갈도상의 역학적 거동은 골재

궤도 침하에 가장 큰

에대한수많은연구결과들에의해잘설명되어지고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 과거 자갈도상의 현장성능을 통해 관찰되어온 열차

알수있다.

하중, 탬핑작업 등에 의한 자갈도상의 진행성 파쇄현상

열차하중 작용시, 자갈

은궤도변상을일으키는주요한원인이다.

도상의 응력은 자갈도

Wright(1983), Selig & Boucher(1990)는 자갈도상

상에 상당한 변형율과

의 마모시험(Wet Attrition Value (WAV), Los

입자 파쇄를 야기시켜

Angeles Abrasion(LAA),, Micro-Deval

CUMULATIVE TRAFFIC

SETTLEMENT

0
BALLAST

SUBGRADE
SUBBALLAST
TAMPING

Figure1.1. Substructure contributions to settlement(Selig &Water,1994).

<그림 1> 궤도 하부구조의 궤도 침하 기여도
(Selig & Water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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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tion(MDA)들이 종종 자갈도상의 현장성능을

`1) 자갈도상력

재현할 수 없음을 보였으며, 더욱이 이러한 시험들

자갈도상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

은 자갈도상의 마모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드럼이

는데, 주행열차의 연직력과 유지보수 탬핑의

나 실린더에서 자갈도상을 회전시키게 되는데, 이러

Squeezing <그림 2>참조를 들 수 있다. 연직력은

한 과정은 열차하중작용시 궤도하부에 위치한 자갈

정하중 (차량과 궤도 상부구조의 무게)과 차량주행

도상의 입자 메커니즘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

속도와 궤도조건에 좌우되는 동하중 성분으로 나누

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마모시험은 여전히 가장 적

어지며, 유지보수시 탬핑의 Squeezing은 자갈도상

절하며 중요한 자갈도상의 성능지침으로서 고려되

의 파쇄를 유발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고 있다. 또 다른 자갈도상 표준시험으로서 골재 마

(Wright, 1983).

모시험 (Aggregate Crushing Value, ACV)은 궤도

또한이러한주요한힘외에도자갈도상은큰횡방향

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크기의 자갈도상 (28-

력과종방향력을받게되는데, 즉횡방향력은침목의

50mm) 대신에 작은 입자의 자갈도상 (10-14mm)을

축 방향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으로서, 주로 윤중의

대상으로 한 시험이기 때문에 적적하지 않은 것으로

횡 방향력과 레일의 Buckling Reaction Force에 기

평가될수있다.

인한다. 또한종방향력은레일과평행하게작용하는

골재 입자의 강도는 입자크기에 의해 좌우되는데,

힘으로서, 기관차의 가속과 제동에 요구되어지는

즉 큰 입자는 작은 입자에 비해 입자자체의 결함이

Traction Force, 레일의 수축 팽창, Wave Action을

나 마모에 의해, 입자가 클수록 평균 인장강도가 작

포함한힘을일컫는다(Selig & Waters, 1994).

아지는 경향이 있다(McDowell & Amon, 2000). 평
균 강도에 미치는 입자 크기의 영향은 재료에 따라

`2) 자갈도상의 회복

크게 달라서, ACV 시험은 실제 궤도에 사용되는 크

탄성거동 (Resilient

기의 자갈도상이 아닌 단지 작은 입자의 자갈도상

Behaviour)

(10-14mm)에 대한 평균강도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

Hveem & Carmany

므로, 향후 실제 궤도에 사용되는 수 많은 자갈도상

(1948) 은 회복탄성거

재료의 품질을 반영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자갈도

동 개념을 처음으로 도

Figure2.5. Tamping action(selig & Waters,1994)

상시험법이요구되는실정이다.

입하여 포장구조물, 특

<그림 2> 탬핑 (Selig and Water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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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들어, 노반의 회복탄성 거동은 자갈도상 품질 저하
(Degradation)는 물론, 침하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알려져있다(Raymond & Bathurst, 1987). 자

Permanet
strain

갈도상 자체의 회복탄성 거동은 또한 궤도하부구조

Resilient strain

의회복변형에기여하게된다.
Strain

<그림 3> 하중 재·제하 1싸이클에 따른 변형율
(Lekarp et al., 2000)

σ
3
σ
3

가 증가함에 따라 회복탄성계수 (Resilient
Modulus)는 서서히 증가하게 되며, 강성 역시 증
가하게 된다. 결국 일정한 횟수의 반복하중 후에

σ
1- σ
3

σ
1- σ
3

일반적으로 재료가 반복하중을 받게 되면, 그 횟수

STIFFEN

회복탄성계수는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궁극
SHORTEN

0

적으로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된다<그림 4>참조.

VERTICAL STRAIN

회복탄성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응

VOL.DECREASE

0

DENSIFIES

<그림 4> 반복삼축시험에 의한 자갈도상 거동
(Selig and Waters, 1994)

력레벨, 재료의 밀도, 입도분포, 세립분의 양, 최대
입경크기, 입자의 형상, 함수비, 응력이력, 하중 싸
이클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응력과 함수비의 영
향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히 아스팔트 포장의 피로균열을 이해하는데 있어

구속압의 증가, 주응력 합의 증가에 따라 회복탄성

회복탄성거동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재료의

계수는 크게 증가한다. 회복탄성계수에 미치는 함

회복탄성계수는 삼축압축시험시 제하중

수비의 영향은 포화도에 좌우되는데, 즉 낮은 포화

(Unloading) 동안 발생하는 반복축차응력을 회복

도에서 함수비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으나, 높은

변형율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그림 3> 참조.

포화도에서의 회복탄성계수는 현저히 감소하게

철도분야 역시 궤도하부구조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된다. (Lekarp et al., 2000).

있어 회복탄성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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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函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세이칸(靑函) 철도터널

1954년, 홋카이도와 혼슈를 잇는 연락선 ‘토야마루’ 호가 강한 태풍으로 인해 츠가루 해협에서 좌초당하는 사건
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43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보다 안전한 통행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
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세이칸 철도터널이 탄생하게 된 계기다.

세이칸 터널은 전체 길이가 53.85㎞(해저부 23.30㎞, 육상부 30.55㎞)로 일본인들은 이 터널을 '존 539(zone 539)'라 부르기
도 한다. 터널의 길이에서 따온 말이다. 일본 혼슈(本州) 북쪽 끝의 아오모리(靑森)와 오지 중의 오지였던 홋카이도( 海道)
남단 하코다테(函館)를 연결하는 이 철도는 1964년 건설에 착수하여 1988년에 준공되었으며 공사비만해도 총 70억 불이 투
입된 프로젝트다.

터널을 끝까지 통과하는 데만도 총 40여 분 정도가 소요될 만큼 긴 세이칸 철도터널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인들의
토목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세이칸 터널은 현재 일반 열차가 다니고 있지만 당초에는 신칸센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터널 내의 정점이라 불리
언젠가는 다시 찾으리라던
간현역
황혼 길에 찾아오니
무심한 세월 그 자리
구석구석엔
사람 냄새 풍기는데
강줄기 끼고 돌아가는
중앙선 열차는
숨가쁘게 허덕이고
오가는 사람들
깊은 사연 품에 끼고
말없이 오르내리네
유유히 흐르는 섬강 줄기
천년 두고 흘렀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세월 낚는 태공들
숨죽이고 앉았는데
백로 한 쌍 날아간다.
- 김용진

간 현 역 에 서
艮

峴

는 두 곳에는 각각 세계 최초의 해저역인 요시오카역과 타피역이 만들어져 있다. 또한 지진이 잦은 일본의 특성상 지진 발
생 시 암석과 흙이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건물이나 다리보다 안정성이 높다.
앞으로 10년 후쯤이면 이 철도터널을 통해 신칸센도 운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여
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국

‘기술’
이 만든 큰
‘차이’

작은

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기술의 차이-한국철도기술이 그 꿈의 기술을 만듭니다.

철
도
기
술

기차 여행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덜커덩~덜커덩~”소리와 진동을 떠올립니다.

3+4

하지만 고속철도는 이런 불편한 소음과 진동 없이 조용하고 쾌적한 여행을 누릴 수 있죠.
그 차이는 바로 철로의 이음매 부분의 기술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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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철로와 달리 고속철도 레일은 특수 용접을 사용해 철로의 이음매를 없앰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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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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