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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km당 소비 에너지는 승용차의 1/6,
항공기의 1/4로 다른 교통기관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무척 높습니다.
철도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유는 전용궤도를 사용하니 정체가 적고,
차륜과 레일의 마찰도 적기 때문이지요. 전기 철도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의
변환 효율이 높은 것도 한몫을 합니다.
하지만 철도 기술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무게와 주행저항은 조금 더 적게, 기기의
효율은 조금 더 높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을 생각하는 철도 기술의 혁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철도 기술의 혁신은, 더불어 살기 위함 입니다.

테 크 니 컬 .

둥근잎꿩의 비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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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그림자 쌓이다
천길, 만길, 삶의 계곡 깊어
삶의 계곡에 술을 뿌렸다.

프랑스 TGV를 능가하는 새로운 초고속열차, AGV

하루의 그림자가
절망으로 무너지다
절망의 산, 절망의 바다,

2007년 6월, 시험주행에서 시속 574.8km라는 속도를 수립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로 등극했던 프랑스

바람의 무덤으로 남다
한탄강, 한숨꽃 떨어지다
네 눈물에 하루가
한숨꽃으로 떨어지다
어둡고 어두운 사랑 밖에서

TGV(떼제베). 이는 자기 부상 방식을 제외한 재래식 철도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의 상용 속도이다. ‘V150’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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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제작했던 프랑스 알스톰사가 이번엔 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모델
‘AGV(Automotrice Grande Vitesse)’를 내놓았다. 일본의 신칸센, 독일의 ICE를 제치고 세계 고속철 시장을
선봉하기 위한 프랑스의 야심찬 질주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흰 눈발, 목길을 끌어안고 가다
네 눈물의 적요함을,
삶은 도대체 산그림자로 남았는가
산그림자 무게가

개량형 열차, V150으로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로서는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는 TGV. 2007년 시험

네 상처를 거느리고 갔다

주행에서 시속 574.8km라는 신기록을 세워 기술력을 인정받은 프랑스 고속철 시장이 2008년 또 다시

삶의 장례식(葬禮式),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삶이 잠드는 시간

V150을 개발했던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TGV를 능가하는 새로운 초고속 열차 AGV를 개발한 것. TGV

빛과 그림자, 박달목서나무
잠드는 시간, 숨가쁜 사람들이

의 후속 모델인‘초고속 열차’
란 뜻의 AGV는 TGV의 최고 속도가 현재 상용 운행 시속 320㎞인데 비

꽃 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해, 상용 운행 시속 360㎞를 자랑한다.

하루의 그림자를 따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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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은 흰 무덤 흰 그림자를 따라가다

TGV와 AGV의 기술력, 어떤 점이 다
를까. 바로 동력집중형과 동력분산형

- 박해수

의 차이이다. TGV가 열차의 맨 앞과
뒤에 모터가 달려 있는 것과는 달리
AGV는 각 객차마다 모터가 장착돼
있어 그만큼 추진력이 세다는 것. 관
절대차를 채용한 TGV의 특성상 객차
밑에 주행용 동력 모터를 장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IGBT 소자
의 개발로 인해 AGV에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열차의 앞뒤에 기관차
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
므로 그만큼 객차 수를 늘려 승객도

AGV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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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알스톰 열차 시험 센터에
서 가진 AGV 발표식에서 패트릭 크

론 CEO는 AGV가 열차 업계의 중요성과 혁신 측면에서 항공 분야의 세계 최대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야심이 대단하다.
새로 개발된 AGV는 이미 이탈리아 열차운영회사인 NTV가 25대를 주문한 상태이며, 시속 300㎞로
운영되는 이탈리아의 초고속 철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TGV를 능가하는 고속열차 AGV, 그 세계적 활
약상을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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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도의 칼카와 인도의 최고 휴양지 쉼라를 잇는 히말라야 협궤 열차. 열차는 수많은 인도의 이름 없는 작은 마을
들을 스쳐 마침내 쉼라에 도착하기까지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펼쳐 놓는다. 막일거리를 찾아 쉼라로 가는 남자,
휴가를 떠나는 인도 부유층 부부, 평범한 여행객들까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는 것처럼 가진 자와 그렇
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짙은 안개와 청천이 교차하는 히말라야 숲 향기를 맡으며 떠나
는 인도 여행, 히말라야 협궤 열차에서 삶의 애환과 꿈을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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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카에서 시작된 열차 여행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초고속 열차들이 질주하는 요즘에도 아직 세계
곳곳에는 재래식 열차들이 삶의 애환과 낭만을 실어 나른다. 특히 인도는
열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워낙 땅이 넓다보니 세계적
으로 소문난 아름다운 구간도 많다. 내가 다녀온 곳은 북인도 히말라야
지역의 휴양지 쉼라이다. 해발 2000미터 내외의 이 지역은 수려한 풍광
덕분에 일찍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영국인들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
았고 식민정부의 여름 수도이기도 했다.
긴 여행 끝에 내가 쉼라에 내린 것은 오후 다섯 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다.
칼카에서 작은 협궤 열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달리는 여섯 시간 동
안 나는 창밖에 펼쳐지는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
다. 열차가 힘겹게 산허리를 돌아 쉼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깎아지른 듯한 산등성이와 계곡을 타고 빽빽하게 들어선
현대적인 주택가는 우선 인도의 다른 도시들과는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달
랐기 때문이다. 이런 산중에 이토록 아름다운 현대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
이 믿어지지 않았다. 마치 스위스나 북유럽의 어느 산간 도시에 와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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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지에서 맞이한 환상적인 아침
아침이 밝아오면 밤 사이에 자욱하게 내렸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햇살이 비추
면서 도시 전체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해발 2130m에 위치한 쉼라의 날
씨는 하루에도 수없는 변화를 반복한다. 먹구름이 몰려오는가 하면 어느새 햇살
이 비쳐들고, 더없이 맑고 화창한 듯 싶으면 새하얀 안개가 계곡 사이로 밀려들
어오곤 한다. 마치 옛 이야기 속의 신선이 사는 마을처럼 신비롭다. 쉼라는 우선
가파른 산등성이를 따라서 형성된 주택가와 재래시장,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나
쇼핑가가 형성되어있는 몰 지역, 그리고 도시의 맨 위쪽에 자리 잡은 크라이스트
교회와 광장, 고급 상가지역인 스캔달 포인트가 포인트다. 그리고 스캔달 포인트
에서 다시 조금 더 높은 곳에 하누만 사원이, 서쪽으로 내려오면 히마찰 주 박물
관과 총독 별장이 자리 잡고 있다.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여서 천천히 산
책삼아 둘러보기에도 부담이 없다.

쉼라, 삶의 다채로운 풍경
메인 버스 터미널 근처의 식당에서 치킨 커리와 짜파티로 아침을 먹고 가파른 언
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언덕길은 램 만디르 로어 바자르로 불리는 재래시
장인데 온통 노점상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곳이어서 이곳 사람들의
생활의 체취가 물씬 느껴진다. 길모퉁이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점쟁이, 형형색색의 가루들을 가득 쌓아놓고 파는 향신료 가게 등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겨운 풍경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렇게 시장 구경을 하며 언덕의 맨 꼭대기까지 오르자 널찍한 광장이 나타나고
주변의 건물들이나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 지금까
지 걸어 올라오던 시장 골목들과는 확연히 다른, 유럽의 어느 도시에 서 있는 듯
한 착각이 든다. 말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세련된 현대식 상점들, 그리고 영국 전
통의 튜더 양식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이곳이 바로 쉼라의 중심이라 할 수 있
는 몰 지역이다. 몰 지역에는 쉼라의 상징물이자 1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크
라이스트 교회와 카톨릭 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크라이스트 교회는 인도가 영국
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인도로 귀화한 2천 여 명의 영국인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가 행해지고 있다. 이 광장 주변은 유럽풍의 분위기도 그렇
지만 이 광장에서 내려다보이는 히말라야의 풍경들이 또한 일품이다. 발 아래로
장쾌하게 펼쳐지는 구름에 둘러싸인 산맥들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절로 심호흡을
하게 된다.
몰 지역을 벗어나서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숲길을 걸었다. 때마침 쏟아
지는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고 발아래 멀리 히말라야의 산맥들이 겹
겹이 줄을 지어 펼쳐진다. 간간이 오가는 사람들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 외에는
내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린다. 히마찰 주 박물관을 둘러보고 총독 별장을 둘러보
고 난 뒤에도 다시 몰 광장의 난간에 기대앉아 짙은 안개와 붉은 저녁노을이 복
잡하게 뒤섞이는 모습을 보았다. 인도의 다양한 삶의 단면들을 느낄 수 있었던
쉼라, 그것처럼 아련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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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기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장

기 술 . 대 .
기 술 .

Concentrated traction system

동 력 집 중 식

VS

동 력 분 산 식

Distributed traction system

레일간의 마찰 즉 점착력에 의하여 견인되는 열차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구동축이 한곳에 집중한 열차를 동력집중식
(Concentrated traction system)이라 하고 분산 배치되어 있는 열차를 동력분산식(Distributed traction system)이라 한
다. 전차나 지하철은 대부분 동력분산식이나 우리나라의 KTX와 같이 지역간 철도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동력집중식이 많
이 운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력방식은 각국의 지리적인 환경과 철도차량의 여건에 따라 채택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는 국
토가 화산지형으로 지반이 연약하여 축중을 경감하고,
역과 역사이의 거리가 짧아 가·감속 성능이 우수해야

국 가

동력집중식

동력분산식

하는 이유로 동력분산식의 신간선이 운영되고 있다. 프

한국

KTX

HEMU-400x(개발중)

랑스의 경우에는 전국토의 약 70%가 평야로 되어 있

신간선 0계~ 800계

일본

AGV(개발중)

프랑스

TGV 전차종

고, 도시가 파리를 중심으로 장거리임으로 집중식인

독일

ICE 1, ICE 2

ICE 3

TGV가 운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전기기관차를

스페인

AVE

Velaro(ICE 3계열)

발전시킨 집중식인 ICE를 운행하였으나, ICE-3는 분

대만

신간선 계

산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동력집중식은 동력차를 전후부에 배치하고 중간에 객차를 연결함으로서 동력분산식에 비하여 부품수가 적음으로 전체
열차중량에서 유리하다. 또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열차 가격과 차량의 유지보수 비용이 적다. 동력집중식은
객실이 동력장치와는 분리되어 있음으로 객실내의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다. 따라서 장거리 수송과 역간 거리
가 긴 노선인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동력분산식은 동력장치를 여러 차량에 분산배치 함으로서 최대 축하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궤도의 유지보수에 유리하다.
그리고 추진장치가 작아져 차량의 하부에 설치하게 되어 승객수를 늘릴 수 있다. 또한, 구동할 수 있는 구동축의 숫자가
많음으로 충분한 견인력과 가속여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속주행시 구동축의 회전은 점착한계 이내에서 이루
어져야 됨으로 속도향상과 역간 거리가 짧은 노선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다.
동력집중식이나 분산식은 각각 운영측면에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문제는 없으나, 특성상 약간의 차이는 있다. 최근에는
승객을 더 많이 싣고 점착력을 크게 하여 고속주행을 위해 동력분산식이 선호되고 있다.

구 분

집중식

장 점

단 점

- 객실내의 소음진동이 적다

- 축중이 무거워 선로부담 하중증가

- 제작비 및 열차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점착력이 낮아 가속 및 등판능력이 낮다

- 열차의 전체중량을 감소

분산식

- 가·감속성능이 우수

- 객실내부의 소음진동이 좋지 않다

- 축하중이 작아 궤도유지보수에 유리

- 차량제작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

- 공간 활용율이 높아 승객정원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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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i n k .
T h a n k .

영국 철도안전표준화위원회(RSSB)의 주요 연구활동

James HARDY
RSSB 연구개발부 부장(enquiries@rssb.co.uk)

들어가는 말

○ 보건안전, 신뢰성, 정시운행의 향상

철도안전표준위원회(Railway Safety and Standards

○ 운송능력과 가용성의 증대

Board: 이하 RSSB)의 설립목적은 영국 철도산업계가 철

○ 경비절감

도의 안전 및 보건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필요한

○ 다른 운송형태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효과적으

경비를 삭감, 영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로 통합(혹은 상호보완)하여 철도에 지속가능한 미래성

이다. RSSB에서 연구개발부를 이끌고 있는 제임스 하디

확보

(James HARDY)는 영국 철도산업 전반에 걸쳐 연간 1200
만 파운드에 달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RSSB가 산업계에 내보내는 제품군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RSSB는 지식, 분석,

영국철도의 연구개발과 RSSB

실제적인 전문기술, 강력한 정보, 리스크 관리 툴을 제공한

영국 철도는 1994년부터 1997년에 걸쳐 재편성되어 민영

다. 또한 이들 모두는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 것들이다.

화되었다. 현재 인프라 관리회사, 여객-화물철도 운영회
사, 차량소유회사, 인프라 유지보수회사 등 많은 기업들이

연구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국가기

연구는 다음 13가지 주제로 관리되고 있다.

관도 여러 곳 있다.
RSSB는 어떤 기업이나 해당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연구개

○ 안전정책과 리스크 관리

○ 노동력 개발과 적합성

발을 수행하는 것보다 그 업계를 대표하여 진행하는 것이

○ 지속가능성

○ 전략적 연구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내려진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

○ 건널목

○ 운행

고 있다. 철도의 전체 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철도공학, 운

○ 이용자의 행동

○ 직업 보건

행, 관리문제, 혹은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의 문제 등의

○ 차량/궤도의 상호작용

○ 시설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부가 철도의 미래

○ 차량

○ 에너지

비전을 기획하여 그 비전의 실현방법을 평가하는 데에도

○ 명령제어와 신호

도움이 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영국정부가 제공하고 산
업계 및 이해당사자가 다음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지원

이들 각 주제를 위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그룹을 하나,

하고 있다.

혹은 복수로 만들고 그 그룹이 연구의 발주자가 되거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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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연구에 참가하여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성과 도

스테이지 1에서는 유지보수와 갱신에 관한 궤도 관계의 성

입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 각 기업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과와 경비를 산출한다. 그것은 인터시티 익스프레스 프로

있도록 한다.

그램(IEP)용 차세대 고속 디젤 차량의 설계 선택에 의해 발

연구성과는 모델, 툴, 소프트웨어, 작업지침, 혹은 지식이

생하는 궤도 손상을 예측하는 초기 연구에 사용한 알고리

나 전망, 시나리오 작성 등의 형태로 발표된다. 이들 모두

즘과 프로세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포함하고 있다. VTSIM

가 더욱 나은 철도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

제1 스테이지의 설계, 개발을 마치고 초기연구의 결과로부
터 그 예측이 타당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케이스 스터디 1 :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모델

이 프로젝트는 9월에 실시된 전 영국철도상의 연간기술혁

RSSB는 최근, 철도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을 해명하는

신상을 공동수상하였다. 이 모델을 사용하여 영국철도의

모델 작성 프로젝트의 스테이지 1을 완성했다. 철도관리회

실적 개선 여부를 제시하면 어떤 그룹이라도 RSSB를 통해

사인 Network Rail과 긴밀히 협력하여 Serco Assurance,

모델사용의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

Delta Rail 등 컨설턴트 회사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작
성한“차량-궤도의 상호작용 연구모델”(VTSIM)은 차량

케이스 스터디 2 : 승객의 수용방법

과 궤도 간의 상호작용과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을 모델화

최근 RSSB는 흔치 않은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

하였다. 궤도나 차량의 설계와 유지보수를 최적화하는데

상자 수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승객 수용방법에 대해 상세

도움이 되는 연구이다.

조사를 실시하여 일련의 연구를 완성하였다.

차량·궤도상효작용(VTI) 연구모델

차량보수
차량
차륜수명모델

열차운행 패턴
속도
브레이크
차량/레일의
형상

상호작용

차량운동해석용
소프트웨어
VAMPIRE와
궤도의 강성

구름마찰
피로예측방법
(WLRM)

보수·갱신 방침
인프라 스트럭쳐
궤도보수비용과
작업량 예측방법
(T-SPA와 IMM)

궤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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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사양서

관리, 비용 對
효과분석의
변경

현대의 철도가 대부분 그렇듯이 영국철도도 매우 안전하

창문

며 사고는 극히 드물다. 사고 데이터의 분석을 보면 사고횟

다음으로 승객의 차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수 또한 감소하고

량 낙하를 방지하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상의 형태에는 변화가 발견된

창문에 대하여 살펴

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7건의 열차사고를 분석해 보면

보기로 하자. 창문에

사망자의 20%(60건 중 12건)이 열차 창문에서 떨어져 사

대한 연구목적과 연

망했다.

구사항은 사고 발생
시 승객이 창문을 통

이 연구의 목적은 사고 발생 시 승객이 창문에서 떨어지는

해 튕겨나가지 않도

것을 막기 위한 현실적 방법을 찾는 데에 있다.

록 하는 역할과 비상
용 탈출구, 혹은 구출구라는 상반된 역할을 어떻게 해결할

안전벨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의 의견과는
달리 RSSB의 연구를 통

산업계와 유리전문가는 강화유리보다 복합유리가 사고 발

해 사고 발생 시 안전벨

생 시 승객보호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트를 착용하는 것이 오

다. 복합유리는 두 겹의 유리 사이에 플라스틱 패널을 넣은

히려 사상자를 증가시킨

것이다. 충격이나 한 곳에 몰리는 부하, 즉, 압력에 대한 창

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2

문의 내구성을 조사하는 테스트를 통해 복합유리가 사고

점식 고정벨트와 3점식

시 승객이 창문에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커다란

고정 벨트 두 가지 방식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으로 컴퓨터 모델뿐만이
아닌‘충격실험용 인체모형’
을 이용해“충격실험”
을 실시

1993년 이후에 만들어진 열차에는 주로 복합유리가 사용

한 결과, 안전벨트 착용을 한 경우에 부상이 더 늘어나는

되고 있으나 비상용 창문에는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원인으로는 2점식 고정

만일 모든 창문에 복합유리를 사용한다면 승객이 유리를

벨트는 목의 손상이 증대시키고, 3점식 고정벨트에 장착된

깨고 탈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 기록상으

사고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변형된‘내충격성 벨트’
는더

로는 창문을 깨고 탈출한 사람들은 차량 후미의 문을 열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벨트를 착용한

탈출할 수도 있으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 까지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로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
대치 못한 발견이지만, 차량 측면이 파손된 사고의 경우,

RSSB가 구조대나 구급의료대원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잃어버린 생존 공간’
에서 탈출 가능한 승객이 벨트를 착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창문에 복합유리를 쓰는 것

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탈출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이 좋다는 조언을 얻었다. 복합유리를 사용해도 열차 내에

발견했다. 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열차 사고 시 안전벨트를

진입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 승객을 구출할 수 있

착용하고 있던 9명 중 1명은 사망한다는 계산이다. 이 결과

다는 것이다.

에 따라 영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안전벨트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산업계는 오래된 열차의 창문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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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리로 교환해 나갈 것, 또한 승객이 창문으로 탈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비상용 망치를 철거할 것 등

철도산업계는 다른 국가의 행정부가 사용하는 리스크 모

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델의 메리트를 평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SSB는 그 중 일부를 ALCRM와 비교하여 적용가능성을

케이스 스터디 3 : 건널목 리스크 모델

평가했다. 그 결과 ALCRM를 가일
층 발전시킬 수 있는 7개 항목의 아
이디어를 개발하여 현재 RSSB와
Network Rail가 공동으로 검토 중
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건
널목 국제회의의 연구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영국 철도산업이 해외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질적인 이야기지만 건널목 리스
크를 줄이기 위한 기초적인 원칙은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수단
의 하나로 건널목 자체를 없애는 것
이다. 그러나 왕래가 많은 공공도로
철도는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 공공 철도 부지에서 건널목을 없애기 위해서는 길고 복

항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 중 하나로 꼽히는 것

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섭과 재정상의 문제

이 건널목으로 철도가 관리해야 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상

가 있다. RSSB는 외국에서 건널목을 폐지한 사례와 그 절

징하고 있다. 2006년 영국에서는 차와 열차의 충돌사고가

차 등에 대해 더욱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 영국 내 건널목

11건 발생했다. 그 이전 10년 동안 평균 충돌사고는 연간

폐지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밝혀내기 위한 검토를 수

19건으로,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건널목은 현재 영국 철도

행하고 있다.

열차사고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다.
RSSB와 Network Rail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건널목에

마치는 말

대한 방대한 양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RSSB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 www.rssb.

모든 건널목에 대한 리스크 모델(ALCRM)
‘로 Network

co.uk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RSSB의 모든 연구보고서를

Rail이 사용하는 웹기반 리스크 툴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리스크를 가진 건널목의 개선책을 고안하여 건널목 이용
자, 승객, 철도직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7년 9월 Network Rail과 RSSB는 ALCRM 연구로 공
학기술학회의 철도시스템 안전성향상상을 공동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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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RR 2008과 한국철도의 도약, 세계철도학술대회를 마치고

포

정흥채│철도연 철도구조연구실 수석연구원 前 WCRR 추진기획단 단장 (hchung@krri.re.kr)
양영주│철도연 대외협력팀 주임행정원 (alex@krri.re.kr)

커
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계철도학술대회가 지난 5
월 18일~22일,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04년 4월, 세계철도학회(World Congress on Railway
Research)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등 6개 국가1)와 세계철도연맹 (UIC)의
대표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국을 2008년 제 8차 세계학술대회 개최지로 선정하게 되어 치러 낸 이번 행사는 지금
까지 철도선진국들만이 개최해 온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대회를 당당히 유치해 낸 쾌거였다. 개최지 선정 이후
한국은 약 4년여 기간에 걸친 준비 과정 끝에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과연 잘 치러 낼 수 있을까 하는
WCRR 조직위 집행위의원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번 세계철도학술대회는 한국이 앞으로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국내
철도산업의 세계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그간의 준비과정과 행사의 규모만큼이나 주최국
으로써 미흡했던 점들을 돌이켜 보며 향후 유사행사를 치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과 경험을 가져다 준 행사로 생
각된다.
이번 8차 한국대회는 아시아에서는 1999년 제4회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었으며 그러한 지리적 접근성의 단점
을 극복하고 지난 대회에 결코 뒤지지 않는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전 세계 총 33개국에서 약 750여 명의 철도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도분야 최대의 축제인 이번 학술대회에 함께 모여 자연스러운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며 정보교
류채널을 확보하였다.
대회는 18일 저녁 7시 환영연으로 막을 열어 19일 개회식에 이어 3일간의 학술 세션 발표 및 전시회가 진행되었으며
21일 폐회식을 끝내고 22일 기술 시찰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회 기간 중 개회식과 폐회식, 만찬 등 공식행사에
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중요한 철도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주최국으로써의 자부심을 한층 더 고취시켰다.
특히 개회식에 초청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그의 환영사에서“최근 철도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세계
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고,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인류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철도가 재조
명되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면서,“철도기술의 공유와 확산은 물론, 인적 교류를 통해 철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는 세계철도학술대회야말로 철도 산업의 중흥을 이끌어갈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특히 주최국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전체 발표논문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60여편의 논문
이 국내 철도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학술회의 외에도 코엑스 인도양홀에서는 로템, 우진산전, 한국화이바
등 국내 철도업체와 알스톰, 지멘스, 탈레스 등 해외 유수 업체를 포함한 140여개 부스가 전시되었다. 한편 마지막
공식 일정인 기술시찰에서는 학술대회 참가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6개의 코스별로 고양 차량기지, 틸팅열차 시승,

1) 현재 대회 조직위원회 참여기관은 미국철도협회(AAR) 산하 교통기술센터(TTCI), 영국철도안전표준위원회(RSSB), 프랑스국영철도(SNCF), 독일철도주식회사
(DB), 이탈리아철도주식회사(UTMR/Trenitalia), 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 국제철도연맹(UIC) 등 6개국 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서울 대회에서는
한국이 조직위원회에 추가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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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철도교통관제센터 등 한국철도의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 종합적인 철도행사답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었던 닷새간의 행사를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짚어보았다.

I. 학술
5월 19일∼21일 3일간 진행된 학술의 구성은 3개 총강을 포함, 전체 48개의 기술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두발표
세션과 포스터 발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학술은 크게 6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었는데 기반시설, 차량, 운영,
시스템 상호작용, 인간 요소, 세계 철도 의제 등 철도 기술 분야를 총망라하는 핵심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300여 편의 논문이 3일 동안 48개 세션을 통해 발표되었다.
특히 총강에는 세계 철도의 권위자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뤽 알리아디에르 UIC 총재를 비롯해 우치다
마사오 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원(RTRI) 이사, 마이클 클라우세커 유럽철도산업연합(UNIFE) 사무총장, 프랑스 알스
톰사의 프랑수아 라코트 등이 3일간 오프닝을 한 총강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또한 48개 세션의 좌장들도 최고의
철도학술대회에 걸맞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 미국교통기술센터(TTCI) 해리 토네이, 일본 도시바 회사의 이시마,
영국 철도안전표준위원회(RSSB) 조안나 길리건, 독일철도주식회사(DB) 버칼트 슐테 등 철도 선진국의 다양한 기관
을 대표하는 철도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학술 세션은 34개의 IFP 세션과 14개의 ISP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합한 총 48개 세션에서 188편의 논문이 발
표되었고 이 중 한국인 발표자는 30명이었다. 중국의 발표자가 지진으로 인해 한 명이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좌장의 경우 48세션 중 2명의 불참이 사전 예고되어 참가자 및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대체
좌장을 요청하여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각 세션장에는 2명의 기술요원과 좌장, 모니터요원 1인 등이 배치되어 진행을 도왔다. 모니터 요원은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11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각 세션별로 배치, 전반적인 세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준비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역할을 맡아 행사기간동안 활동하였다. 모니터 요원 각자의 전공에 최
대한 맞추어 세션별로 배정함으로써 효율성 있게 운영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요원들은 학생으로써는 부담스러운 등
록비를 내지 않고 양질의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해당 분야의 세션장에서 세계 굴지의 철도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행사 주최즉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모니터링 결과로 세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포스터발표 세션은 판넬 포스터와 노트북 포스터로 구분되었는데 노트북 발표자 24명을 포함, 최종적으로 확인된
93명 전원이 19, 20일 각각 이틀에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특히 포스터 세션에서 노트북을 사용해서 발표하는
방식은 이번 8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형식으로 발표자들은 판넬 포스터에 추가로 개인 노트북을 설치함으로
써 방문자들에게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한 더욱더 상세한 정보와 동영상 등을 직접 보여주며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었다. 한편 포스터가 설치된 테이블 옆쪽으로 포스터 발표자들을 위한 오찬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포스터
발표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학술세션의 3일째 되는 21일 폐회식에서 우수논문 수상자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총 8명으로 부문별로 한명씩
선정을 하였으나 6개 주제 중 인간적 요소와 운영 부분은 하나로 묶어 그 중 한 명을 선정하였다. 포스터 부분에서
한 명, 젊은 연구자상 2명을 각각 선정하여 총 8명이 수상하게 되었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2명, 미
국, 일본, 한국, 이태리에서 각각 1명씩 수상하였다. 주최국인 한국은 많은 논문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터 부
문에서 수상하는 것으로 그쳐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차기 2011년 조직위원장인 SNCF의 Alain le Guellec
이 나와 성공적인 대회를 축하해 주며 프랑스 릴리에서 개최 예정인 차기 철도학술대회를 홍보하는 것으로 대회의
막을 내렸다.
이번 WCRR을 통해 참가자들은 안정성, 신뢰성, 에너지 효율성, 환경친화성 및 경제성 등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
래의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철도교통시스템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과 활동 전반에 관한 개요를 습
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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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후원 및 전시
이번 세계철도학회 전시회는 학술세션이 진행되는 19일~21일 3일간
동시에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알스톰, 지멘스 등 해외 20개사, 로템, 우진산업, 한국화
이버 등 국내 38개사 등 총 8개국에서 58개사가 126개 부스를 전시해
자사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선보였다. 전시에 있어 한가지 아쉬운 점
은 같은 해에 치러지는 UIC High speed, Inno Trans 2008 등 대형
철도관련 전시회로 인하여 해외기업의 후원 및 전시 유치에 어려움으

‘철도올림픽’
으로 불리는 세계철도학술대회(WCRR) 8차
대회가 19일 오전 9시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가운
데 뤽 알리아디에르 세계철도연맹(UIC)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로 해외기업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포

이러한 해외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획단은 2006년부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철도관련 행사에 참가
하여 대회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7년 12월 전시 및 후원프로그램의 참여유치를

커
스

위한 설명회를 열어 현대로템 등 총 48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WCRR2008 대회 자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회 전
시 및 후원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8년 2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하
여 한국철도산업계 특히, 국내기업 및 기관의 참여를 호소하며 대회 전시·후원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
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시에 참가한 각 기업 및 기관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해당 부스의 전시물 등을 통해 철도기술을 알리느라 분주했
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기술시찰 코스에도 포한되어 있는 시속 180km급 틸팅열차를 전시하였고 코레일은 KTX
의 영화열차 시스템과 열차운행정보 등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스바닥에 열차모형을 설치하고 글
로벌 철도건설 전문기관의 이미지를 홍보했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 중 코엑스 인도양 홀에 마련된 세계 각국의 철도
기술 전시회에서 각국 CEO 및 기술진 등은 한국 철도기술의 우수성에 놀라며 기술협력 등을 타진하기도 했다.
특히 그들은‘종이없는’SMS티켓이 발행되는 과정과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선인터
넷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에 대해 호평했다.
한편 전시장에는 공간을 계획성 있게 배치하여 커피브레이크 장소와 오찬장이 함께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학술 참
가자들이 매일 전시회장에 방문하여 전시부스도 둘러보고 서로 간에 네트워킹의 시간이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었다.

<오찬>

<오찬(스탠딩)> <커피브레이크>

[ 전시장 VIP 투어 현장사진 ]

<입장 전 안내>

[ WCRR2008 전시행사 현장사진 ]

<참가기업 전시부스 설명>

<전시장 전경, 우측 독립부스는 철도연>

<철도공사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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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부스>

<현대로템 부스>

<ALSTOM 부스>

<유경제어 부스>

<THALES 부스>

<전시행사 현장>

III. 기술시찰
기술시찰 프로그램은 18~21일 학술세션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날인 22일 하루 동안 진행되었다. 주로 해외
참가자들 위주로 접수를 받아 해외 156명, 국내 6명 등 총 162명이 기술시찰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기술시찰 프로
그램은 고양고속철도차량기지, 한강하저터널,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 중앙궤도기술단, 한국형 틸팅열차‘한빛
200’시승 등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었다.
특히 충북 오송역에서 시험중인 틸팅열차를 시승한 참가자들은 속도와 안전성에 원더풀을 연발하며 담당자에게 질
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한 한국 터널 기술력이 총합된 한강하저터널도 이번 대회를 빛낸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한국에선 처음으로 최첨단 기계화 터널공법인 쉴드TBM(Shield Tunnel Boring Machine)으로 공사되는 한강하저
터널(846m)은 최대 수심 20m,한강 하저부터 터널까지 깊이 30m로 한강 수면에서 터널까지 깊이가 50m에 달하는
난공사 코스였다. 특히 터널 전 구간이 매우 단단한 암반으로 돼 있어 최첨단 공법이 요구됐다.
기술시찰에 참여한 각국 전문가들은 틸팅열차 시승과 한강하저터널을 둘러본 뒤 한국철도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들
어왔다고 평가하고 한국 철도가 국제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낙관적인 내다봤다.
제9차 세계철도학술대회는 2011년 5월 22~26일 프랑스 릴에서 개최 예정이다

[ 기술시찰 현장스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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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버드’
에서 열린 철도학술세미나
고유가시대 철도의 역할과 경영 효율화 방안 논의

윤리경영자기점검
시스템운영

⊙

⊙

고유가 시대 철도의 역할과 철
도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
하는 세미나가 국내 최초로 달

자기점검시스템 모델(안)
업무포탈 ▶
시스템
초기화면

리는 열차에서 열렸다. 코레
일은 7월 23일 한국철도학회
◀ Intro

와 공동으로‘고유가 시대 철
도의 역할’
이란 주제로‘레이
디버드’
(Ladybird) 열차를 타
고 이동하면서 세미나를 개최

문제 ▶

했다.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하
고 코레일이 후원하는 이번 세
미나에는 정부, 언론, 시민단
체, 학계 관계자 250여 명이

◀ Outro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유가시대 철도정책을 중심
으로 한 국가전략’
,‘고유가시
대와 국가 전략의 교통정책 방향’
,‘기후변화협약과 기업의 대응’
,‘한국철도의 발전
과정과 향후 발전방향’등의 주제 발표와 함께 자유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코레일은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결정

이번 세미나는‘고유가’
와‘환경’
이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 고

및윤리경영실천력제고를위해기존

효율 교통수단인 철도를 체험하면서 열려 더욱 관심을 끌었다. 강경호 사장은“국제

‘윤리경영 자기점검 시스템’
을 업그

유가 급등과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철도가 대안교통으로 떠오르고 있다”
며“이번

레이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윤

세미나를 통해 철도교통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발전적인 철도

리경영 자기점검 시스템’
은 직원들이

정책과 경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업무포털에로그인, 매주갱신되는문
제풀이 형식을 통해 자신의 윤리의식
을 자율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각 항목별로 통
계분석(부서/직급별 응답률, 정답률
등)이 가능해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
와참여도를사후평가·관리할수있
어코레일윤리경영정착에기여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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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빨라진장항선열차, 익산-대야구간20km/h 향상
⊙

7월 1일부터 장항선 익산~대야 구간의 열

⊙

차운행이 20km/h 향상된 속도로 운행되
고 있다. 코레일은 장항선 익산~대야 구간
에서 일반열차의 속도는 60km/h에서
80km/h로 동차열차의 경우는 70km/h에
서 90km/h로 각각 20km/h씩 상승·운
행하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국내

이번 속도 상승은 침목교체와 레일교환,

열차표를 예매할 수 있게 되었다. 코레

자갈보충, 교량보강, 노반보강 등 기존 선

일 영문홈페이지에 철도승차권 예약기

로시설물에 대한 보강과 분야별 전문가들

능을 추가해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의 현장점검 및 보완을 통해 가능케 됐다. 또한 속도상승으로 선로용량이 증가

가 시작됐다. 코레일 홈페이지

돼 화물열차 6대를 증설운행 하는 등 군산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집하

(www.korail.com)의‘English’메뉴

장)의 물류수송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에 예약자 이름·여권번호·국가명 등
을 입력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를
선택한 후 국내·외 신용카드로 결제

2008 국토대청결운동결과우수기관‘환경부장관표창’받아

하면 되고, 승차권을 구입하려면, 예약

⊙

번호 등이 기재된 예약확인증을 출력

코레일이 7월 21일 환

해 전국 철도역에 제시하면 된다. 예약

경발전에 기여한 공을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인정받아 환경부로부

재발행이 가능하다.

터‘환경부장관 표창’
을 받았다. 정부 주관
‘2008 국토대청결운
동’결과 2만여 참가
기관(단체) 중 우수기관에 선정,‘헌신적 노력으로 환경발전에 기여한 공’
을인
정받아 환경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다. 코레일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2008 국토대청결운동 주간
(4.14~4.18)을 자체 지정, 전국 839개소에서 총 8,866명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희만 코레일 환경팀장은“코레일은 1사 1산 1강 가꾸기
운동, NGO등 외부 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보전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
역사 및 선로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해‘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Clean Korea)’
에 적극 동참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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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제2대청렴홍보대사이상수박사위촉
⊙

코레일이 7월 1일 본사 대강

코레일-SNCF 기술교류
협정
⊙

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자
문위원인 이상수 박사를
‘제2대 코레일 청렴홍보대
사’
로 위촉했다. 이상수 박
사는 한국윤리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권익위
원회 자문위원으로서 활동

코레일은 KTX차량의 운영 경험을

하며 정부 각 부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토대로 향후 도래될 중정비 기술자

실시하고 있다.

립 확보를 위해 프랑스국영철도

청렴홍보대사는 코레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과 비전 및 전략수립, 각

(SNCF)와 상호 기술교류 협력에 관

종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사업 협력·지원 등 코레일 청렴활동에 대한 홍보활

한 협정을 체결했다. 프랑스 철도와

동과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 유대강화, 세미나 개최 등 상호
협력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대비한
기술정보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촌역이문화향기가득한‘예술역’
으로변신

하고 있으며, 6월 16일 박재근 코레

⊙

일 기술본부장이 SNCF를 방문, 장

코레일 수도권 북부지사는

피 에 르 루 비 노 (Jean-Pierre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Loubinoux) 사장과 만나 체결했다.

경춘선 강촌역의 대합실과

이번 협정을 체결로 한·불 양국간

승강장 등 역사 내외부 전

고속차량 운영 기술에 대한 경험 및

체를 거리 벽화로 조성하는

노하우 접목을 통해 안전운행이 보

‘그래피티(Graffiti) 프로젝

장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 공동협력

트’
를 추진하여 예술역으로

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

새롭게 단장했다. 6월 27일

로 기대된다.

시작된 강촌역 프로젝트는 그래피티 전문작가팀인‘원탁크루’
가 참여하여 승강
장 기둥과 승강장 벽면 등 1차 벽화작업을 완료하고, 8월 2일 다채로운 문화공연
행사와 함께 최초 그래피티역이 탄생됐다. 이와 함께 강촌역은 레일바이크. 꼬
마열차 등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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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지사주니어보드, 수해지역봉사활동시행
⊙

코레일 경북북부지사 주니
어보드에서는 7월 30일 수
해지역인 경북 봉화군 춘양
면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
동을 실시했다. 이 지역은
영동선 철도선로 일부가 두
절되어 열차운행이 중단되
었으며, 하천 주변 및 계곡
주변의 마을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봉사활동은 흩어진 가제도구를 정리하고 부서진 벽과 지
붕을 철거하여 버리는 것이 주된 것으로, 좁은 진입로 등으로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야만
했다. 주니어보드 임원들은 힘듦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으며,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하는 자리에는 항상 주니어보
드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별밤열차인기폭발! 2000명이용
⊙

코레일 부산지사와 코레일투
어서비스가 7월 4일부터 함
께 운행하는 동해남부선 별
밤열차“부산갈매기”
가 8월
3일 10회째 운행하여 7회 매
진을 기록하는 등 부산관광
의 새로운 테마열차 관광으
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별밤열차”
는 첫 운행이후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해변가를 달리는 낭만의 기차여행으로 소개가 되면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
다. 또한 저렴한 비용과 이색적인 분위기로 직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워크숍 명소로도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코레일은 9월초까지 운행 예정인‘별밤열차’
에 이어 새로운 테마열차 운행을 통해 부산을 철도관광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도록 테마역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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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용이사장취임
“국가철도망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KR 명품브랜드
『소리샘』우수성‘公表’
⊙

조현용 신임 이사장이 8월 8일

철도공단 지속경영혁신단은 7월 23

취임식을 갖고“국토 균형발전

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을 위해 경부 2단계와 호남고속

‘공공기관을 위한 VOC 구축 특별세

철도 사업을 적기에 건설하고 일

미나’
에서 철도공단이 지난 2007년

반 및 광역철도망 확충과 현대화

11월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

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강

에 있는‘e-CRM 소리샘’
을 통한

조했다. 조이사장은“철도공단

고객의 소리(VOC) 관리 성공사례를

이 세계수준의 철도엔지니어링 & PM 전문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新 성장

소개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
며“특히 해외철도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 CS담당자 100여명 이상이 참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해외진출에 대한

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세미나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 특별강연에 나선 지속경영혁신

조현용 이사장은 공단 재직시 해외진출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중국사업 진출업무

단 백승호 차장은 소리샘 구축과정

를 담당하여 수투선 공사감리용역을 수주하는 등 중국진출을 실질적으로 개척

에서 있었던 다양한 경험과 실무지

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구간의 최대 현안이었던 천성산 통과 노선

식은 물론 소리샘으로 인해 달라진

민원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공단 상임고문을 역임한 조 이사장은 경남 함안 출

경영환경을 전파하여 공단의 대외

생으로 건교부 부산항공청장,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이사장, 한국고속철도건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설공단 부이사장 등을 지냈다.

한편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근 CS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시간을 보냈다.

철도공단, 레일바이크로매년5,740만원수익창출
⊙

철도 유휴부지가 수익 창출의 새로운 활력소
로 부각되고 있다. 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는
6월 17일 삼척시의 해양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최종 통보함
으로써 유휴부지에서 연간 5,740만원의 수
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공단에서 추진 중인 생존 2000 프로젝트 달성의 소중한 성과로, 향후 수익창출
에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건은 공단 수익창출
과 관련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지역본부의 창조적 실천이며, 향후 사
업 공동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공단의 항구적인 수입원을 확보한 생존
2000 프로젝트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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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분야별기술기준재정립
⊙

철도공단 기술본부는 7월 21
건설공사기준

⊙

제2회 사회기반시설 국가자산관리

시방서

국제심포지엄 행사가 7월 11일 서울

설계기준

일부터 22일까지 신호·통신
하위기술기준

분야 설계편람 개정을 위한 내
부자문회의를 개최했다. 2004

표준시방서

지침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정보

전문시방서

편람

년 12월에 제정된 신호분야와

지식 기반의 사회기반시설 자산관

공사시방서

요령

통신분야 설계편람에 대하여

리’
를 주제로 대한토목학회의 주관

기술지도서

설계환경 변화 및 법 개정에

으로 국토해양부와 공단을 비롯한 6

표준도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위

개 공공기관과 30여개의 연구기관

중앙건설 기술심의 대상

자락혐회 및 발주기관 자율정비

한 것으로‘철도건설기준 운

및 민간기관이 참여했다. 철도공단

영체계 정비’
의 일환이다. 앞

은 철도기반시설 주관 기관으로‘철

으로 노반·궤도·건축·신호·통신 등 각 분야의 설계기준/전문시방서/설계

도재산관리 연계활용시스템 구축’
,

지침/설계편람/표준도의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설공사 기준의 선

‘U-Rail 시스템구축’등의 철도 자

진화를 도모하고, 설계사·시공사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단, 국민 모두

산관리 현황 및 성과도 함께 발표했

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철도공단
의 홍보 및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다
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내진성능보강세부시행계획수립
⊙

철도공단 시설본부는 7월 9일 내진설계기준
이 마련되기 이전에 준공된 철도시설물의 지
진에 대한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내진성능보
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일반철도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보강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22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액상화 평가시행 △내진성능 보강대상 시설물 선정 및 보강방법 제
시 △보강 우선순위 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2009년부터 5개년에 걸
쳐 총 1,124억원을 투입하여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 277개소, 터널 34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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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철도건설지원시스템’100대우수특허제품대상선정
⊙

「KR상생협력사이트」
개설운영

철도공단 KR기술연구소는

⊙

6월 27일‘지능형 철도건설

철도공단은 웹사이트를 통한 협력사

지원시스템’
이 한국일보사

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동반

가 주최하는‘2008 제7회

자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KR상

대한민국 100대 우수특허제

생협력사이트(http://www.kr.or.kr

품 대상’선정됐다. 올해로

/cowork)'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고

7회째를 맞는‘100대 우수

객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 제공과 효

특허제품 대상’
은 특허 사업

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간 여러 곳에

화 전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지원하는 한편, 특허 기술개발을 독려해

산재되어 운영되던 상생협력 관련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특허청과 같이

일체의 채널 등을 총 망라하여 알찬

제정·시행하고 있다. 총 480여개 기업 중 4개 부문 상반기 50선이 선정됐다.

콘텐츠를 구성하고 분야별 담당자

김종태 KR기술연구소장은 과학기술 및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술시장

를 지정하여 6월 11일 사이트를 오

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

픈했다.

므로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강조했다.

총20개의 메뉴를 통해 상생협력 소
식은 물론 각종 대금지급 청구까지
협력사에 관한 모든 업무뿐만 아니

철도전자도면표준화로“U-Rail 시스템”구축

라, 협력사간 정보교류의 장으로도

⊙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욱

철도공단 KR기술연구소는 철도

신속한 정보제공 및 업무처리로 협

공단 창립부터 철도건설전문 엔

력사와의 동반성장의 원동력이 될

지니어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
CALS 표준에 부합되도록 고속
철도와 일반철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도면작성기준을 통합했다.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표준을
모든 철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의‘철도분야 단체
표준’
으로 채택받았으며, 표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KR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기술로 KRCAD 프로그램을 개발 산업재산권 등록 후 철도건설사업에 참여
하는 협력사 및 유관기관에 무료 배포하여 철도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철도공단에서는 현장 기술개발뿐 아니라 건설IT 기술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차기 블루오션 전략 사업으로서“U-Rail 시스템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24

KR

NEWS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 www.krnetwork.or.kr

지식경제부장관신분당선현장점검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6월 28일 신분당선 2공구 청
계역 가스관 현장을 둘러보고 우기 대비 철저한 안전점검
을 지시했다. 신분당선 2공구 공사현장인 청계역사 현장
은 개착공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 역사 현장에 가
스관이 통과하고 있다. 이 가스관은 지름 150㎜로 168m
가 노출되어, 가스관용 전용보 및 앵글을 설치하여 보호
하고 있으며, 점검통로까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윤호 장관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우기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경춘선개통속도낸다
⊙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7월 14일 철도공단 수도권지
역본부에서 시행하는‘경춘선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
사’현장을 방문하여 경춘선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관계
자를 격려했다. 또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경춘선 2010
년 말 개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문했다. 앞서 신용선
수도권지역본부장은“경춘선의 2010년 개통을 위해서는 매
년 4,000억 원 이상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잔여물량 및 절
대공기를 감안, 집중적인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공정추진을
통해 2010년 말이면 열차운행이 가능하다”
고 보고했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열차운행횟수는 일일 30회에서
101회로 71회 증가하고 운행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1시간 8분으로 32분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발전 촉진 및 수도
권 인구분산과 경춘간의 관광개발 촉진,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택지개발지구 교통편의 등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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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철도개량사업3차사업제안서공식제출
⊙

철도공단과 아제르바이잔 철도청 공동으로 주최한 한·아제르바이
잔 철도기술세미나가 7월 30∼31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하이얏
트 호텔에서 아제르 교통부차관, 철도청 부청장 등 양국 관계자와
현지 언론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또한 철도기술세미나 기간 중 한국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베이
육케식간 503km 철도개량사업을 위한 3차 사업제안서를 아제르바
이잔 교통부 및 철도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아제르 정부는 한국측 사업 제안내용에 상당한 만족을 표시하고 공
식적으로 한국의 사업제안서를 수용함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
한 양국간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공단은 이번 한·아제르바이잔 철도기술세미나 개최 및 3차 사업
제안서 제출을 계기로 양국간 지속적인 철도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철도공단, 삼성물산과공동협력을위한양해각서체결
⊙

철도공단 미래사업추진단은 7월 23일 철도공단과 삼성물산
간 해외철도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의 12개 해외지사를 활용한 신뢰성 있는 해외철도
프로젝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삼성물
산은 철도공단의 공신력을 활용한 해외철도 프로젝트를 개발
할 수 있게 되어 양 기관이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WIN-WIN
의 동반자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철도
공단은 앞으로 해외철도사업 진출 지역의 다각화와 함께 지
금까지 참여해온 정부 발주형 해외프로젝트는 물론 BOT 방
식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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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과전국을고속철도로연결할경부고속철도‘오송역’첫삽
⊙

철도공단은 6월 25일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역 예정부지에서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기공
식을 거행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해 지역자치단체
장, 지역 언론사 대표, 전오송역유치위원회 위원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립이 충북도민
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반영했다.
43,000㎡ 터에 건설되는 이 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역사 길이가 2km에 경부선의 경우 4홈 6선과, 호남선은 2홈 4
선으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1,200억 원이 투입되고 공사기간은
20개월이 소요된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및 충북선 환승역의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 국가교통체계 구
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기업도시 울산 고속철도역사 내달 착공
⊙

환동해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부고속철도 울
산역 신설 및 부산역 증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울산
역사 신설 및 부산역사 증축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철도건설심의가 7월 4일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울산역 신설은 3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8,578
㎡에 지상 4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부지조성은 본
선에 포함해 시행중이다. 신축역사인 울산역은 학 날개
의 선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착공되는데 국토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울산역세권과 조화롭게 건설될 경우, 울산의 교통중심지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7

KOREAN RAIL TECHNOLOGY│08.07+ 08

KRRI

NEWS
한 국 철 도 기 술 연 구 원 소 식 http:// www.krri.re.kr

철도연 최성규 원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방문
철도연 최성규 원장은 8월 18일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을 방문했다. 최 원장은

철도연, 평양 및
연변과학기술대와
MOU 체결

철도연이 그동안 개발에 성공한 표준전동차, 한국형 고속열차, 한국형 경량전철,

⊙

⊙

틸팅열차, 저상버스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국형 경량전철 K-AGT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인천시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및 인천공항 연계 경전
철 노선에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황해권 물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을 밝히고 인천시의 역할 및 협조를
강조했으며, 초고속철도망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안 시장은 철도연의 발전
과 성과에 대해 감탄하며 향후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철도연
은 환황해권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인 인천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의 길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철도연과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및 연
변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진경)가 9

산업기술연구회 한욱 이사장 철도연 내방

월 16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

산업기술연구회 한욱

보교류, 상호 인적교류를 통해 철도

이사장이 7월 15일 철

과학기술분야의 유대강화 및 상호이

도연을 방문했다. 육군

익을 증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사관학교 명예교수로

했다.

활동하다 지난 6월 산

협약체결에 앞서 철도연 최성규 원장

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은 "통일 이후 대륙진출 및 동북아 경

직을 맡은 한 이사장은

제 공동체 시대에 대비해 동북아의

철도연 최성규 원장으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

로부터 직접 업무보고

한 시점에 평양과학기술대학 및 연변

를 받고 레일체결장치 다축시험기 등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방문일정을 마쳤다.

과학기술대학과 철도연간의 협약은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구기관인 만큼 대학, 기업과 차별화된 국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관계 기관의

가와 사회에 대한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외우수인

협력 연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를 견

력 및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인재 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인하기 위한 대륙형 첨단 철도시스템

성규 원장이 단행한 조직 슬림화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와 앞으로 더 많은 성과

개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를 부탁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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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일행 방문
⊙

7월 1일, 국회 건설교통
위원회 주영진 수석 전
문위원 일행이 철도연

⊙

을 방문했다. 의왕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기관
현황 파악을 위해 방문
한 주영진 수석 전문위
원 및 입법 조사관, 국
토해양부 박종흠 철도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남북IT

정책과장 등 일행 8명은 철도연 현황을 소개받고 레일체결장치 다축시험시스

교류 협력’
을 주제로 특별인사의 초

템등 연구시설을 견학했다. 주 수석전문위원은 한국형 고속열차에 특히 많은

청강연이 8월 6일 철도연에서 열렸

관심을 보였으며 해외진출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다. 청와대 박찬모 과학기술특별보
좌관이 강연했고, 남북경협진흥원
임완근 원장과 기업은행 조봉현 박
사가 참석해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

IDB 부총재 및 WB브라질 담당관 고속철도 시승
⊙

책, 북한의 정보기술 현황과 남북 학

7월 1일, Octaviano Canuto

술교류 협력에 대해 20여 년간의 다

미주개발은행 부총재 및 세

양한 경험과 성과를 소개했다.

계은행 브라질 담당관이

특히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설립 배경

KTX와 한국형 고속열차를

과 추진경과, 향후 한반도 통일 등을

시승했다. 브라질 TAV 사업

위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역할 등에

에 대한 한국의 참여역량 실

대해서 설명했다. 평양과학기술대학

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

설립을 위한 남북 협력 사례를 벤치

로 서울역, 용산역, 천안아산

마킹해 남북 철도분야 과학기술협력

역 등을 시찰하며 역세권 개발효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브라질 고속철도

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역할을 제

사업에 대한 한국 측 제안을 브리핑하면서 한국철도의 경험과 기술의 유효성

안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남북 철도

이 해당 사업에 유용함을 강조했다.

분야 과학기술협력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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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아시아 회원국 철도전문가 교육훈련 실시
⊙

철도신기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한
UIC회원국 철도 신기술연수교육이 6월
25일 철도연에서 있었다. 코레일 아시
아 철도연수센터와 협조로 이루어진 이
번 교육훈련은 국외 철도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베트남을 비롯한 아
시아 지역 철도차량분야 간부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철도연의 주요개발
열차인 한국형 경량전철, 틸팅열차 등
의 소개와 함께 연구시설 견학으로 진
행됐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향후 아시아 철도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철도오염토양 복원 관련 국제세미나
⊙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의 강화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를 중
심으로 철도오염토양에 대한 대규모 복원사업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철도연의 기본과제로 수행 중인‘철도
선도기술개발’
의‘복합오염 철도토양 정화공법 개발’과
제와 관련하여 국외전문가를 초청하여 8월 19일 국제세
미나를 철도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철도연 이재영 박사가 국내 철도오염토양 현황과 연구결
과에 대해 소개했으며,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Shunitz
Tanaka 교수가 JR 홋카이도의 주요 역사에서 발견된 오
염토양에 대한 복원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Chinese Academy of Science의 Zhou DongMei 박사가 중국 철도토양의 오염현황 소개를, 네덜란드 Holland Environment의 Reinout Lageman 박사가 네덜란드 철
도오염토양의 복원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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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자기부상열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자기부상열차의 기술

⊙

인하대학교 이재욱 명예교수를 초청

적 접근’
을 주제로 7월

해 환황해권 수송시스템 개발 관련

31일 철도연에서 한양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8월 14일 개

학교 이주 교수를 초청

최했다. 이 교수는 환황해권 물류수

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

송시스템의 현황 및 전망과 함께 동

최했다. 국내외 자기부

북아 물류중심의 지리적 위치를 가

상열차의 개발현황, 기

진 한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술동향, 문제점과 개선

물류수송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

방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관련 기술 개발의 당위성 및 방향성에 대

다. 특히 인천과 중국의 물류수송시

해 원내 주요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스템을 비교하고 열차페리 사업의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의 기술 개발과 관련 향후 한양대학교와의 공동연구방향에

전망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대해 논의했다.

미래 인천항의 경쟁력제고 방안을
위해 전용부두 정비와 서비스의 다
변화 및 항만까지의 철도수송의 적

튜브운송기술 연구를 위한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극적 유치를 내세웠다. 세계 물류의

⊙

절반 정도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

튜브운송기술 연구 관련 국내전문가 초청 자문회의가 7월 30일 철도연에서 열

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및 국제적 통

렸다. 철도연 권혁빈 박사가 튜브운송기술의 개요와 국내 적용 시의 운영 개념

합물류의 해법으로 철도와 해운 등

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고, 자문위원으로 한성대 남두희 교수, 전남대 최창호 교

의 복합연계수송을 이용한 고 부가

수,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연구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송원근 차장, 대한통운

가치 창출을 기대해 본다.

김용철 차장 등이 참석해 제시된 튜브운송시스템의 운영 개념에 대해 다양한 관
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개념설계가 진행 중인 튜브운송시스템의 운영 개
념과 운영 요구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튜브운송기술은 화물이나 여객을 탑재한 캡슐을 튜브망 내에서 중앙자동제어
방식으로 운송하여 효율성, 이용편의성, 안전성 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에
너지, 자원, 토지 이용을 최소화시키는 교통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31

KOREAN RAIL TECHNOLOGY│08.07+ 08

KRRI

NEWS
한 국 철 도 기 술 연 구 원 소 식 http:// www.krri.re.kr

남북 및 대륙물류 학술회의 공동개최
⊙

남북 및 대륙물류 학술회의가 철도연과 한국무역
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사단법인 남북물류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해 6월 12일,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물류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 물
류분야의 정책적 방향 설정과 수익성 창출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환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
한 학술회의는 통일연구원의 이봉조 원장의‘이명
박 정부하의 남북관계 발전방향’기조발언과 특히
철도연 나희승 대륙철도연구실장이 발표한‘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북한 지역 철도, 도로 개선 방안과 전략’
에서는 남북 간
물류 협력과 미래상의 제시가 시급함을 알리고 앞으로 동북아 유라시아 철도망의 구상에 필요한 북한 철도 개발에 대한 단계
적 방향을 제시했다.

6주년 기념 철도포럼 개최
⊙

철도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철도포
럼’
이 7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6주년 기념행사로 김인호 시장경
제연구원 이사장의 특별초청 강연과 철도
연의 저상버스“아이랑”시승행사를 서울
삼성동 도심에서 진행했다.‘오늘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해할까?’
를 주제로 김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강연을 하고
이어 한국경제와 철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
졌다.
철도관련 산·학·연 및 공공기관 대표로
구성된 철도포럼은 바람직한 철도 발전의 모형을 제시하고 철도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철도기술과 산업이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해
야 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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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 정우태 박사,
해외 유명 저널 에디터로
활동

2008 대한민국과학축전 참가

⊙

과학의 발자취, 우주, 기후변화, 에너지

철도연 정우태 박사가 외국 유명 저

등 지구현안을 주제로 과학기술에 대한

널 에디터로 초빙돼 활동 중이다. 정

이해를 넓히기 위해 진행된 2008‘대한

박사는 Elsevier 출판사의 SCI(E) 저

민국과학축전’
에 참가했다.

널중의 하나인 Computers &

8월 1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

Industrial Engineering의 Guest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틸팅열차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틸팅시뮬레

Editor로 작년 8월에 초빙되어, 올해

이터와 바이모달트램,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철도이용

3월부터 특별 판 Special Issue의

의 확대를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장치와 차세대 전동차 에너지 저감 장치 원리

Collabora tive e-Work Networks

체험 등 다양한 철도기술 체험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과 함께 했다. 앞으로도 철

in Industrial Engineering라는 주

도연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 일반인 등 대상에 맞는 눈높이 지식을 전

제로 전 세계의 저널 페이퍼를 받아

파해갈 계획이다.

⊙

철도연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며 교육

심사하고 있다. 또한 정 박사는 저널
에디터와는 별개로 현재 다른 출판
사 Springer사의 새 책인 Hand

숫자로 보는 일본철도 2007 발간

book of Automation의 저자 중 한

⊙

명으로 내년 출판계획을 끝낸 상태

철도연은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

이며, 다음 해에 Springer사와 Auto

로 발간하고 있는“숫자로 보는 일본

mation & Collaboration의 저자로

철도 2007”번역서를 발간했다. 이

출판계획을 진행 중이다.

책은 일본 철도의 여객 및 화물 수송
현황, 신칸센 수송 현황, 대도시 및 지
방 여객 수송 현황, JR각사 및 민간철
도의 경영현황, 운임, 철도정비 현황
및 투자실적, 철도정비계획, 세제 및
사업제도, 운전 및 시설현황, 안전대
책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부록에서는 JR 각사의 주요 연
표, 철도관련 1년 간의 동향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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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 사상사고 저감 사례

THEME 3 ●

철도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THEME 4 ●

철도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

THEME 5 ●

지진 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THEME 6 ●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K O R E A N

R A I L

T E C H N O L O G Y

1

▶ 철도 안전목표 수립 및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
●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의 사상사고 저감 사례
●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철도 안전목표 및 위험도 관리방안 검토
철도산업의 주요 과제는 지속적으로 철도를 안전하고 효과

I. 서 론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위험영역
철도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중 하나로서, 각국은 인간의

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현재의 안전 활동을 지

생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

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안전관리(safe-

고 지속적인 안전개선과 유지를 위해 국가적인 철학과 전

ty management)의 핵심은 위험도 제어(risk control)로

략을 개발하여 왔다. 최근 안전을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

서, 손실(사고)발생 이전에 시스템 구성(사람, 기술)과 운영

환경 친화성이 뛰어난 철도교통이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의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불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투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리 계획되고, 조직화된 사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적인 동향이다. 유럽기간교통

예방형 안전관리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위험도

망계획( 0
’
1~’
10년)에 따르면 교통투자액 1,300억 유로 중

제어는‘위험 판별(hazard identification)’
,‘위험도 평가

85% 이상을 철도(고속철도 포함)에 투자하는 철도중심(도

(risk assessment)’및‘위험도 경감(risk deduction)’
이

로의 2배 이상)의 투자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허용 가능한(tolerable) 수준으
로 위험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철도산업도 조직마다 고유한 사

400

업영역과 시스템 구성 및 다양한 기술이 적

388

350

해상운송 10년 (1994 -2003)
버스/대형/철도 (1999 -2003)
항공 EU기준 (2003 예상추세)
기타 교통 1년 (2003년)

300
철
도
기
준
위
험
도
배
수

250

용되고 있지만, 국가 안전목표와 조화를 이
루는 합리적인 위험도 관리전략의 개발과 적
용을 통해 철도안전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

200

하고 철도 중심의 국가 교통 경쟁력 향상에

141.3

150
100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85.7

50
0
오토바이

보행자

자전거

9.1

3.4

1

1

0.91

0.9

자동차

밴

항공

철도

해운

버스

II. 철도 안전목표(Safety Target)의 선정

철도여객의 사망위험도는 항공여행과 동일한 수준이며, 자동차보다는 9배 안전

안전목표의 수립은 적용 가능한 기술적 해결
<그림 1> 교통수단별 상대적 사망 위험도(여객 10억인km당)
[* 출처 : 영국 교통부 2004년 교통통계]

방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해당사자
의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 철도의 안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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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배│철도연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단 책임연구원 (jbwang@krri.re.kr)
박찬우│철도연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단 선임연구원 (cwpark@krri.re.kr)

수립과 안전지표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공통 정책의 개발은

(CSM)*주2)의 관련 부분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철도시스템 전체의 안전수준 또는 관련 기관별 안전수준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하고 안전성능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여기서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 안전관리방법론
(CSM)의 개발과 공통안전목표(CST) 및 공통안전지표(CSI)

1. 유럽철도의 공통안전목표(CST)와 공통안전지표(CSI)

의 적용을 통해 철도 안전관리 전략의 개발과 규가 규제 체
계와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철도교통 서비스의 단일시장 구축과 안전
개선을 보장하는 투명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

1) 안전목표

음 목적을 가지는 철도안전지침(Railway Safety Directive

안전목표는 어떤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2004/49/EC, 2004년 4월 29일)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수준을 정의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표 1]과 같이 인

(a) 국가 규제 체계(regulatory structure)의 조화

명사상에 대한 위험도 허용기준으로 표현된다. 유럽 철도

(b) 실행자 사이의 책임 정의

안전지침(RSD)은 국가수준(전체 시스템)과 철도 각 분야별

(c) 국가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공통안전목표(CST)와 공통안

CST를 정의할 것을 요구하며, 결국 국가수준의 CST와 부

전방법론(CSM) 개발

분별 CST의 구분이 필요하다.

(d) 모든 국가에 안전권한자(Safety Authority)와 사고조사
기관의 설립
(e) 철도안전의 관리, 규제 및 감독을 위한 공통 원칙의 정의

2) 안전지표
안전지표는 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와 같이 각 조직별로
상대적인 안전성능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지표로서, 사고와

철도안전지침(RSD)‘제9조(안전관리시스템)’
에서“안전관

관련한 안전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가능

리 시스템은 해당 철도시스템이 최소한의 공통안전목표

하면 공통지표를 개발하여 여러 기관의 안전성능을 측정,

(CST)*주1)를 달성할 수 있고 국가 안전규정과 상호운영기술

비교하고 이를 안전목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

사양(TSI)에 명시된 안전요건을 준수하며, 공통안전방법론

심 사항이다.

*주1) 공통안전목표(CST, common safety target)는 철도시스템의 개

*주2) 공통안전방법론(CSM, common safety method)은 안전수준의

별 부분과 전체에서 최소한 달성해야 하는 안전수준을 (a) 개인 위험
도(승객, 직원, 건널목 사용자 및 기타 공중)와 (b) 사회적 위험도로
구분하여 위험도 허용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설정, 안전목표의 달성 및 안전요건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a) 위
험도 평가와 평가 방법, (b) 안전인증과 공표된 안전권한 요건의 준
수여부 평가 방법, (c)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
시스템이 관련 핵심 요건에 따라서 운영, 유지되고 있음을 점검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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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안전목표 수립 및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
●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의 사상사고 저감 사례
●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표 1] 유럽 철도안전지침(RSD)의 공통 안전목표(CST)와 안전지표(CSI)

사례와 국내 철도안전법 등의 요구사항

관리지표

공통안전목표(CST)

철도구역에서의 사망/부상

CST1 : 여객사상 위험도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개발, 적용

승강장 추락, 열차충격 사고 등을 포함

SCT2 : 직원사상 위험도

계약직원을 포함한 직원의 사망/부상

SCT3 : 건널목사상 위험도

건널목을 사용한 사람의 사망/부상

SCT4 : 공중사상(불법행위) 위험도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부상

SCT5 : 공중사상(순수) 위험도

철도인근에 거주하는 일반공중의 사망/부상

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철도 안전목
표 및 안전지표의 선정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a) 국가 안전목표는 철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객, 직원

사고심각도 관련 안전지표(CSI)

발생빈도 관련 안전지표(CSI)
열차충돌
(장애물충동 포함)

인명
사상

열차탈선
건널목사고
철도
사고

열차화재
교통사상사고
(열차운행 관련)
자살

철도
장애

시간
손실

(열차운행km당)

기술
안전
(열차운행km당) /실행

차륜파손
차축파손

관리
지표

및 공중에 대한 인명사상(EF) 위험도를
종합한안전목표(EF/년)로해야한다.
- 공중의 경우 일반 공중, 건널목 이용

피해비용/
(열차운행km당)

자, 불법행위자(자살포함)의 세부 구분
이 필요하다.
b) 안전지표는 안전목표와 연계하여 안

시간손실/
(기준작업시간당)

직원 작업시간

전성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위험도로
서 제시되는 사고관련 지표를 선정해

기타특별지표

전체발생 건수/

신호위반통과
(SPAD)

사망/부상

인명피해 보상비
전체사고 건수/
차량/시설 대체/복구비
피해
(열차운행km당)
운송지연-영업손실
비용
사고수습-투입손실
보험보상비

기타사고
레일파손
궤도좌굴
신호결함 등

여객
직원
공중

자동열차방호운영
(ATP)

궤도운영비율(%)
열차운행km(%)

건널목

갯수/(선로연장당)
자동/수동방호비율

감사시행

야 한다.
- 특별 관리지표로서 인명피해는 없이
물적, 시간적 피해만 발생하는 철도화
재, 시설파손 및 운행장애(위험사건)에
대한 발생건수와 피해에 대한 관리지표

2. 국내 철도 안전목표와 안전지표의 선정방안 검토

를 선정하여 이를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공통안전목표(CST) 수립은하부시스템이나구성요

c) 비교기준의 설정에서 안전목표의 경우‘연간 열차운행

소별특별안전목표의측정대상이무엇인지를알아야한다.

km’
로서 정규화 하며, 안전지표는 각각의 사고특성에 적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안전목표는 시스템 수준의 사고 위

합한 비교기준을 선정하여 정규화 한다.

험도로서 표현된다.
즉 여객, 공중, 직원에 대한 등가사망(Equivalent

III. 철도 위험도 허용수준 관리

Fatality) 위험도

안전 목표, 즉 위험도 허용수준의 설정은 어떤 시스템에 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시스템이나 구성요소에 대한

용 가능한 기술적 해결방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

특별 안전목표나 안전지표 역시 위험도로서 표현되어

해당사자의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위험도는

야 하며, 국가수준의 잔류 위험도의 부분으로서 표현되

합리적인 위험도 경감대책을 통해 허용가능 수준으로 관리

어야 한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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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FAA/NASA의 안

안전목표(CST); 등가사망 위험도)와 연계한 안전지표(CSI)선정 : 안전성능 감시

전 목표 조화 체계에

공통안전지표(CSI)
열차사고(/열차운행km)

안전목표(CST)

탈선

충돌

화재

안전사상
교통사상
위험물 (자살포함) (자살포함)

여객
종합 Risk
[EF/년]

공중

건설목
-도로차량

철도화재
시설파손

서 미국의 항공분야

/운영개소

건물/ 설비

1996년의 수준보다

/열차운행

설치수량

/선로연장

/보유차량

/이용자수
일반
건널목

/선로연장/
거주인구

자살

80% 경감해야 한다
고 정의했다.

/작업인원

직원

사망 사고율은 1994-

특별 관리 지표 : 위험사건 9종류

2) 원자력 안전목표

- 무허가 구간 열차운행, 진행신호 잘못현 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차량구름, 본선지장 차량탈선,

IAEA 자문단체인 국

위험물 누출, 안전지장 시설/차량 고장,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비교기준 정규화
-노출대상 : 인원, 대상개소/연장

열차운행거리

수송실적

여객 운행km

여객 인.km

화물 운행km

화물 톤.km

노선별

여객 운행km

여객 인.km

노선별

여객 운행km

여객 인.km

철도종류

선로연장

일반철도

노선별

고속철도
도시철도

-노출시간 : 작업시간
-활동실적 : 열차운행km

제원자력안전자문그

<그림 2> 철도 안전목표 및 안전지표 선정방안

룹(INSAG)은 몇 가
지 가설적인 사고상
황에 대하여 허용가
능 위험도 수준을 제
시하는 확률론적 목
표를 권고한다. 이 목

1. 타 산업분야의 안전목표 검토

표는 반응로 중심에 대한 손상, 방사능 물질의 대량 방출,

1) 항공분야 안전목표

공중에 대한 건강 영향의 가설적인 빈도를 다룬다.

20년 전부터 비행기 사고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항공분야
-6

a) 반응로 중심의 손상 :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 중대사고가 발생
에서는‘백만 비행시간당(1×10 ) 1건’

가장 공통적인 위험도 평가척도이다-INSAG는 기존 발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체 사고의 약 10%는 항공기

소의 경우 년간 10,000회당 1명, 신규 발전소인 경우 년간

-6

시스템이 초래하는 결함조건(1×10 )에서 기인한다.

100,000회당 1명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 항공안전기준인 JAR/FAR 25.1309는 비행기당 100

b) 방사능 물질의 대량 방출 : 기존 발전소의 경우 년간

가지의 치명적 결함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중대사

100,000회당 1명이며, 신규 발전소인 경우 년간

-9

고 발생확률 1×10 을 신규로 설계되는 항공기에 대한 등

1,000,000회당 1명을 제안하고 있다.

가 안전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c) 공중에 대한 건강 영향 : INSAG의 지침은 없지만, 몇몇

1997년 2월 미국 백악관의 항공 안전&보안에 대한 지령은

나라에서 개인 사망 위험도에 대한 목표로서 년간

“미국 항공의 사망 사고율을 10년 내에 80%로 경감하고 이

1,000,000회당 1명을 설정하고 있다.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 연구를 수행한다.”라는 매우
애매한 국가 목표를 제안했다. 이 목표는 1999년 9월‘연

2. 철도산업의 허용 위험도 수준 설정

구, 기술&개발 자문위원회’
에 의해 한번 더 확인을 받았으

IEC 61508, Part 4에서 허용가능 위험도는“현재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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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에 근거하여 주어진 내용에서 받아들여지는 위험

위험도”
로서, 질병이나 자연사와 같은 자연적 원인에서 초

도”
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허용가능 위험도는 사회적

래된다. 이러한 내부원인 사망위험도의 최저 수준은 14-15

기반으로 결정되며 정치적 인자의 고려를 포함한다. 그리

세의 연령대에서‘Rm = 2×10-4 사망자/인.년’으로 제시

고 EN50126에서 허용가능 위험도는“철도권한당국이 받

되어 있다.

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생산품의 최대 위험도 수준”
으로 정의

MEM 원칙은‘동시에 20가지 기술적 시스템에 노출되는

되어 있으며, 여기서 허용가능 위험도 수준의 설정은 관련

인간의 사망 위험도가 자연적인 전체 사망 위험도의 5%이

안전권한당국이 사회적 혀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내로만 기여하면 사회적으로 허용된다.’

한다.

철도를 이러한 시스템의 하나로서 고려하면 허용가능 위험

이하에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도 허용수준의 설정원

도는 다음과 같다.

칙을 소개하고 몇 가지 검토할 만한 연구사례를 소개한다.
R_rail = 5% R_m = 5% 2×10-4 [사망자/(인 년)]
= 1×10-5[사망자/(인 년)]

1) GAME 원칙

= 1.14×10-9[사망자/(인 hour)]

정량적인 안전목표가 없는 프랑스, 노르웨이는 GAME원
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GAME의 의미는“전반
적으로 최소한 동등한”
으로 번역되며‘철도에서 어떤 기술

3) ALARP 원칙

적 또는 운영상의 변경에 따른 해당 시스템의 안전은 적어

ALARP은“As low as reasonable practicable”
의 약자이

도 변경 이전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다. 영국에서 적용하는 ALRP 원칙은 위험도가 경미하여

가정은 통상 사고 자료보다는 기술적 고려사항에 기반을

대체적으로 허용되는 영역과 위험도가 심각하여 허용될 수

둔다.

없는 두 번째 영역을 정의한다. 그리고 이들 두 영역사이에
는 위험도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득 사이의 관계성

2) MEM 원칙

을 논할 수 있는 중간영역이 존재한다. 이 경우 더 많은 위

MEM의 출발점은“최소한의 내부원인(endogenous) 사망

험도 경감은 비용-이익 관계성에 의존할 것이다.

여객위험도
(정기통근자)
직원 위험도
(특정 집단)
공중 위험도
(철도 인근)

혀용 상한
(1년간 사망확률)
-4

1×10
(년간 1/ 10,000)
-3

1×10
(년간 1/ 1,000)
-4

1×10
(년간 1/ 10,000)

국가 안전목표
(년간 사망확률)
133백만 여객수송당 1
즉, 3.75×10-6
(년간 500회 이동 기준)
-5

5×10
(년간 1/ 20,000)
1×10-6
(평균 인구 기준)
(년간 1/ 1,000,000)

허용
(년간 사망확률)
1×10-6
(년간 1/ 1,000,000)
-6

1×10
(년간 1/ 1,000,000)
-6

1×10
(년간 1/ 1,000,000)

National profile

Increasing lndivdual risk

노출집단

prob. of
fatality
per year
1 in 7,698
1 in 15,746
1 in 15,853

Number of
exposed
population

Fatalities
per
year

30,500
12,477
2,782

1 in 207,782 2,395,556

3,97
0,79
0.18

11.53

Track Worker
Passenger train driver
Freight train driver
Passenger

<그림 3> 영국의 철도 위험도 허용 수준

40

K O R E A N

R A I L

T E C H N O L O G Y

4) TIRF-여객 개인사망위험도 허용수준

프랑스 SNCF는‘고속철도 운행에 대한 TIRF’연구를 통

독일의 DBAG는 다음 식과 같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

해 전체 철도와 고속철도(TGV)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값이

는 충돌, 탈선으로 인한
‘여객의 개인사망 위험도’
인 TIRF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를 제시하고 그 값을 산정하였다.
TIRF = F [사망자/년 ] × A [km/h] × 1/P [1/여객인키로]

TIRF_SNCF = 3×10-9 사망자/(여객 시간)
TIRF_TGV = 1×10-9 사망자/(여객 시간)

1986-1996간의 DB-AG 사고자료에 근거하여 F(평균 사
망자수)=4명/년, A(평균 열차속도)=63 km/h, P(평균성

지금까지 제시된 개인위험도 산정결과를 비교해보면 철도

능)=62×109 여객인km를 적용하면 TIRF는

사고에의한연간여객개인사망위험도수준은1×10-9- 4.1
×10-9[사망자/(여객 hour)]이며, 이를 개인사망 위험도에
9

TIRF_DB = 4[사망자/년 ]× 63[km/h] × 1/(62×10 )

대한허용가능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1/여객인키로] = 4.1×10-9 [사망자/(여객 hour)]

10000

1000

Accidents per year with N or more fatalities

Road accidents 2001

100

10

1

0.1

Canvey criterion line
0.01

All rall accidents 2001
0.001
Netherlands criterion line
ATP-preventable accidents with
TPWS/TPWS+ at 2001 traffic levels

P2P2 criterion point
0.0001

0.00001
1

10

100
Number of fatalities, N

<그림 4> F-N Curve를 통한 영국 철도의 위험도 허용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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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N Curve에 의한 사회적 위험도 허용수준 비교

1. 위험도 경감전략의 수립

F-N Curve는 사망사고의 발생빈도와 사망자 분포에 대한

위험도 경감은 아래 3가지 핵심 전략에 따라서 위험분석 결

정보를 제시하는 간단한 방법으로서 가장 명백하고 용이하

과에의존하는실제위험도경감대책을판별, 선정해야한다.

게 F-N도표위에 위험도 허용기준선을 나타낼 수 있다. 만

1) 위험요인 제거 : 위험요인은 이것이 운영상의 목적과 일

일 어떤 시스템의 F-N Curve 전체가 기준선보다 아래에

치하는 한 설계단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위험요인 제거

위치하면 그 시스템은 허용 가능한 것으로 고려되지만, F-

는 일반적으로 실용적이지 못하다.

N Curve의 한 부분이라도 기준선을 넘는다면 그 시스템은

2) 위험요인 경감 :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없다면 위험요인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고려된다.

의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Ball과 Floyd(1988)는 영국의 HSE를 위해 F-N Curve의

위험요인으로 되는 결함의 발생 빈도나 확률을 줄이는 것

허용기준선을“사회적 위험도”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검토

을 포함한다. 위험요인 경감은 장치 요소에 대한 결함 허용

하였으며, 2001년 HSE는“위험도 경감, 인명보호(R2P2)”

정도나 인적 운영상의 오류 허용정도와 같은 설계 특성에

지침을 통해 단일 중대위험 산업현장에 대해 비록 기준선

의존한다.

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F-N 기준점을 조심스럽게 권고하

3) 위험요인 제어 : 잔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요인이

고 있다. 즉 R2P2 기준점은“5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

발생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

는 사고의 발생빈도는 년간 1/5,000 보다 크지 않아야 한

장하는 심각도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복구

다
“는 것이다. 이 기준점은 1970년 후반 1980년 초반

및 대응 절차의 선정, 또는 핵심 결함의 적절한 검지를 위

Canvey섬 산업단지의 분석을 통해 HSE가 도출한 초기 기

한 설계 특성의 보완을 요구한다.

준점 보다는 단위하나가 엄격해진 것이다. 본래 Canvey
기준점은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는 사고의 발생빈

2. 결함 대응전략의 검토

도는 년간 1/5,00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함의 대응은 반드시 사람, 절차 및 장비의 3가지 시스템
구성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아래 전략의 적용을 검토해야

IV. 위험도 관리전략

한다.

만일 위험도가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① 시스템 결함

1) 결함 회피(Avoidance) :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의 결함

의 잠재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스템 요소내의 안전
관련 결함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설계접근법을 채택
하거나 ② 시스템 결함 및 위험요인이 가져오는 가능한 피
해심각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결함이나 위험요인의 발생 이
후에 방어적이고 협력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험도 관
리 전략의 수립과 효과적인 위험도 경감대책의 적용이 필

도입을 최소화
2) 결함 제거(Elimination) : 결함 검출, 국지화 및 제거를
최대화
3) 결함 허용(Tolerance) : 결함/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요구
기능의 지속적 수행능력
4) 결함 검출(Evasion) : 고장에 이를 수 있는 이상 상황의
지시를 검출하는 능력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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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 사상
사고 저감 사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강화된 철도안전관리의 영향으

에 건설된 지방의 도시철도 승강장에서는 설치가 용이하지

로 국내의 철도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철

않는 단점이 있으며 대국민 홍보활동은 이용객의 무관심

도사고 발생건수는 2003년 743건에서 2007년 429건으로

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42% 감소하였다. 하지만 도시철도 사고건수는 2003년 이

현재 국내 도시철도안전관리는 노후차량 교체, 시설물 점

후 운영노선 및 이용객수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

검, 화재안전설비 강화 등 하드웨어관련 안전대책에 많은

가하고 있다. 더욱이 2007년에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사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교육, 인적오류 예방활

망자수가 98명으로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서 발생한 사망

동, 운영규정과 같은 운영기관의 제도개선 등 소프트웨어

자수 94명을 초과하여 도시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

측면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각되고 있다.

있다. 본고에서는 보다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철도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승강장에서의 자

시설과 차량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안전관리체계에 중점

살 및 선로추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사고로 사고피해자

을 둔 런던지하철의 안전관리사례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는 물론 철도운영자, 승객 모두에게 큰 정신적·물질적 피

국가차원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안전법을 중심으로 추진

해를 수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승강장에서의 여객 사상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철도운영기관의 안

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펜

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

스(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 안전발판, 승강장

관리체계는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인력 및 조

내 열차비상정지 버튼, 감시인력 배치, CCTV 운영, 종사자

직 구성 등의 자원 확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확보, 안전

및 국민을 상대로 한 예방교육 실시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

점검, 위험도평가에 기반한 안전투자의 의사결정, 여객관

중에 있다. 하지만 다양한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도시철

리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도 승강장에서의 사상자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영국의 런던 지하철은 노선에 따라 100년 전에 증기기관차

다. 이에 정부와 철도운영기관에서는 2011년까지 수도권의

로 이동하는 철도를 위해 건설된 역사부터 2008년 개통된

전체 역사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와 사상사고 예방을

유로스타 연결역사까지 포함하여 270개의 역사를 보유하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승강장 스크린

고 있는 대형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다. 일일 평균 천만 명이

도어의 설치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점과 기존

이용하고 13,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런던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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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다.

경우 도로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8배 이상 안전한 교

런던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여행자라면“Mind the

통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안전설비의 개량보다는

Gap”
이라는 경고방송, 포스터 및 안내방송에 익숙할 것이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결

다. Mind the Gap을 번역하면“열차와 승강장 사이를 주

과로 판단된다.

의 하세요”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국내와는 달리“Mind
the Gap”
을 무시했다가는 바로 선로로 추락할 수 있을 정

1. 런던지하철의 주요 운영 현황

도로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곳이 많다. 같은 역이라도

- 270개 역사, 735개 승강장 보유

위치에 따라 열차출입문과 승강장의 간격이 50cm 이상인

- 일일 평균 이용객수 : 천만명

곳이 있어 열차 탑승시 여객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

- 종사자수 : 13,000명

수적인 문구이다. 이는 런던 지하철의 많은 승강장이 직선

- 열차운행 : 1인 승무(1980년대 초반부터)

이 아닌 곡선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열차 운행의 안전성

- 운행차량의 종류 9개 차종(노선별로 4량, 6량, 8량, 10량

과 유지보수 비용절감을 위해 승강장에도 캔트(열차가 곡
선구간을 주행할 때 원심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곡선의

1편성)
- 여객사망자수(테러, 자살자 제외) : 최근 3년간 없음

외측 레일을 내측 레일보다 높게 설치함)를 설치하여 승강

a) 1992~1998년 : 16명 사망(연간 평균 2.6명)

장과 차량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부

b) 1998~2005년 : 12명 사망(연간 평균 1.7명)

승강장은 승객의 증가에 따라 승강장의 길이를 확장하는

c) 2005년 이후 : 사망자 없음

과정에서 기존에는 직선승강장이었으나, 열차편성 증가로

※ 영국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상 사고는 연간 20건 정도

승강장이 곡선이 되었다.

발생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자살자는 철도사고사망자 기

시설과 차량이 노후된 만큼 주중에도 열차운행을 차단하고

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자살자를 판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역사나 승강장에서 발

정하는 기준이 있음.

생하는 사상 사고는 국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런던
지하철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국내의

2. 여객 안전을 위한 주요 승강장 안전설비 및 대책현황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도 철도는 동일한 거리를 이동할

1) 승강장 및 기관실 CCTV를 통한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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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장의 흰색 및 노란색 안전선, Mind the Gap 문구

4) 기간별 자살사고건수

3) 안전선부근의입체타일(미끄럼방지및시각장애인안내)

5) 기간별 여객의 선로불법 침입건수

4) 승강장에 설치된 열차비상정지 통보 버튼<그림 5 참조>

6) 여객 백만명당 장애건수(년평균 0.7건 정도, 2008년 상

5) 곡선승강장 하부의 경고등과 작업자 대피 공간

반기 기준)

6) 승강장 종단부의 여객 출입 차단기

7) 여객의 출입문 사고건수

7) 열차접근 경보기 및 열차도착 안내표지

8) 여객의 선로추락 사고건수

8) 객실 내 열차비상정지 브레이크 장치(임의 작동 시 60만

9) 여객의 승하차중의 추락사고 건수

원의 벌금 부과)
9) 승강장 접근 전 기관사에 역사의 상황(선로추락 승객 여
부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10) 열차 출입문 잠금 확인신호등
11) 승강장 스크린도어
12) 역사근무 직원의 교육시스템, 기관사의 승강장 확인을

10) 여객과 열차의 접촉사고 건수
11) 열차에 여객이 끼어 끌려간 장애건수(소지품, 외투가 출
입문에 끼는 경우 등)
12)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장애건수(스크린도어 개방상
태에서 열차 출발 등)
13) 여객의 승강장 추락사고 건수(혼잡, 자살 제외)

위한 모니터(6대) 모니터가 없는 경우는 대형 반사거울

14) 역사에서 발생한 승객의 폭력관련 지표

설치

15) 여객의 민원관련 건수(소음 및 진동, 청결도, 온도)

13) 승강장/열차 내 여객 안전을 위한 포스터
14) 환승역사에서 여객이 열차로 뛰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차단벽
15) 역사에서 객차 연결부 사이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차단막
16) 승강장과 열차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승강장 높이
조정, 선로높이 조정, 역사 직선개량<그림 6 참조>
17)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위치(suicide hotspot)의 지정 및
집중관리

위에 언급된 안전대책들 중에서 대부분은 국내에서도 활용
중인 것이나, 안전관리 지표는 일부만 국내에서 적용 중이
다. 런던지하철의 일부 역사에서는 승강장과 객차출입문
사이가 50cm 가량 떨어져 있어 매우 위험하게 보이나 실
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사
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에 있어서 시설 및 차
량의 안전성보다는 안전관리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런던지하철의 안전대책 및 안전관리 지표는 위
험도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위험도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3. 여객 안전을 위한 주요 안전관리지표 현황

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

1) 기간별 이용객수 변화

으며, 최근에서 승강장을 포함한 철도역사 전체 영역에서

2) 기간별 여객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수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3) 기간별 여객 사상사고 건수(사망사고, 중상자 발생, 경

연구와 의사결정시 고려되는 인자를 <그림 8>과 <그림 9>

상자 발생 건수)

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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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열차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의 큰 간격
(런던지하철 역사 관리자의 안내를 받는 필자 및 거리를 측정하는 모습)

< 그림 2 > 곡선형태의 승강장 및 선로의 캔트
(승강장 하부의 경광등, 기관사의 승객탑승 확인 모니터, 선로접근 차단기 및 경고표시)

<그림 3> 객실내 차량비상정지 장치

47

KOREAN RAIL TECHNOLOGY│08.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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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 O R E A N

● 철도 안전목표 수립 및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
▶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의 사상사고 저감 사례
●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R A I L

T E C H N O L O G Y

<그림 5> 승강장에 설치된 열차비상정지 버튼

<그림 7> Mind the Gap을 홍보하는 다양한 포스터 및
역사 바닥의 표시

국내의 도시철도는 런던지하철에 비해 역사, 차량, 안전설
비 면에도 모두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런던지하철의 일
부 노선에서는 터널과 차량사이가 좁아 냉방장치를 설치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런던지하철은
철저한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국내의
도시철도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취객이나 거동수상자
(혹은 노숙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이 취한 승
객에 대해서는 승강장의 진입을 법에 근거하여 통제하고
<그림6> 승강장 중앙과 열차간격 조정을 위해 승강장 중앙부의 바
닥 높이를 조절

있다. 런던지하철의 경우 취객이 승강장이나 객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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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 관련된 구간
공포, 비용,
긴급함

동기유발
인자

빈도, 심각도,
다른 사용자

위험도
평가

비교, 직원,
다른 사용자

타인의
행동양식

대책,
레이아웃

환경에
대한 규정

이상적 목표

정보

Formal, Informal,
적절성, 신뢰성, 시기

환경

안전, 보안, 환경조건,
근무환경, 오염 정도

이 가능한 역사에서 다음
역사까지 버스를 통한 수
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

사전지식
전문성

의사 결정

의 운행을 중지하고 운행

특정조건, 시스템
여행횟수
개인별 특성

객의 홍보에 있어서는 <그
림 7>과 같이 Mind the
Gap을 활용한 다양한 홍

행동
익숙함

보 포스를 활용하여 여객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역할
피해정도

건강/나이

의복, 신발
현실 목표

유도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다양한 안전

인구통계

<그림 8> 철도역사에서 발생하는 공중사상 사고의 영향인자

활동은 100년이 넘는 운영
경험과 과거의 사고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 자

료를 모두 문서화하여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관리활동
승강장,
CCTV,
방송장치,
표시, PA

기술적 특성

절차적 특성

역사변경,
청소 절차,
사고조사/보고,
고객 지원,
고객 정보제공

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객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안전지표를 산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대책의 적
용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예로 런던지하철
에서는 승강장 안전설비의 설치전후에 대한 사고통계를

여객, 철도 종사자,
유지보수 작업자,
청소부, 관리자

개인적 특성

<그림 9> 공중사상사고 안전대책 수립의 특성

분석하여 안전설비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1)
안전관리인력의 상호 교류, 2) 안전관리 인력의 장기근무
(20년 이상), 3) 투명한 의사결정, 4) 다양한 교육 및 자격
제도 운영 등이 런던지하철의 안전관리의 특징으로 볼 수

적발된 경우 열차표의 환수는 물론 강제로 퇴거 조치를 취

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차량

참고

이나 선로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대체 교통수단의 제공이

본 기고문에 포함된 그림은 2008년 7월 런던지하철 본사를 방문하여 접수

용이하지 않아 현장에서 긴급정비나 조치를 취한 후 운행

지하철 관계자(Andrew Stuttle, Andy Bradford, Mike Knights, Kathy

을 재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차량이나 선로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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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트웨어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작업이 많은 부분 이루어지

I. 서 론

고 있다. 이는 적은 공간에서 빠르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컴퓨터의 도입은 산업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만은 강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터와 같은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러나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의 기능을 구현할 경우에는 프로

있어야 하며, 여기서 소프트웨어란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세스 처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하

기기가 아닌 무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소프트웨어는 컴

는 프로세스가 정확히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기

퓨터의 기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컴퓨터가 워드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기기의 정확한 기능 수행 보

프로세서로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Microsoft Word나

장 및 품질과 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글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또 게임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 탑재될 경

하려면 역시 게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즉, 하드

우,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웨어가 아무리 뛰어나고 비싸다고 해도 소프트웨어가 제

그 손실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안전과 관련된 분

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또한 시

야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에 기인한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스템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1980년대 Therac-25 방사선 치료

던 각종 기능들이 소프트웨어로 대처되면서 소프트웨어의

기계의 제어 코드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몇몇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1996년 European Space

가진 고유한 영역마저 위협하고 있다.

Agency의 미화 10억달러 프로토타입 아리안 5호 로켓이

철도시스템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증대하고 있

발사 후 1분도 채 못 되어 폭발하고 말았는데, 이 역시 컴

으며,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스템에서조차도 소프

퓨터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이었다. 1994년 6월에는 Royal
Air Force의 Chinook가 스코트랜드에서 추락하여 29명
의 탑승자들이 사망하였다. 처음에는 파일럿의 실수로 사
고원인이 결론지어졌으나, Computer Weekly의 조사에
의하여 항공기의 엔진 제어 컴퓨터에 들어 있는 소프트웨
어의 오류 때문에 발생했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

<그림 1> 아리안 5호 로켓 폭발 사고

철도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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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소프트

외 분야의 관련 산업체의 동향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 <그

웨어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소프트웨

림 2>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기 위

어의 오류 원인을 곧바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

하여 참고한 국방, 항공, 원자력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리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도소프

관련 규정과 IEC, IEEE 등의 산업 표준을 나타낸 것이다.

트웨어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철도소
프트웨어가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
준 및 평가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소

하지는 않으며, 수명주기 각 단계마다 제시하여야 하는 문
서작성 또한 중요하며, 이는 작성된 문서를 근거로 검증
및 평가가 이루어져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기

degree of detail

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최종 소스코드 작성만을 의미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TNIASTRATION

IAEA

FAA

MoD

Safety-Critical
Software based
I&C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소프트웨어 적용하고자 하
는 안전기준에 대하여 소개하고, 철도소프트웨어의 수명
주기 각 단계마다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언급하고, 절

<그림 2>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안전기준 도출을 위한 관련 규격

차, 양식, 기법을 정리한 철도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하여 논하며, 발주자 및 평가자 입장에서 고

철도시스템에 있어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

려할 발주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해서는 소프트웨어 제품자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관리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II.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

생각할 수 있다. 철도소프트웨어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
인하고 보증하기 위해서는 제품관점에서 좋은 제품을 만

1.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 도출 절차

들고, 정확한 시험절차에 의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품

제시하고자 하는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은 철도안전법

질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하위 국토해양부 고시에 해당되며 이러한 법적인 국가 기

수 있으며,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좋은 제품은 좋은 조직

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표준과의 부합되도록

체계에서 만들어진다는 프로세스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

하면서 국가 산업의 특징을 담아내어야 한다. 또한 철도이

다. 물론 개발 대상 분야에 Domain Knowledge 또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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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그림 2>에서 제시한 관련 산업표준은 철도소프트

사란, 개발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해당 목표를

웨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음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세스 심사를

같이 관련 규격들을 분류할 수 있다.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해당 조직의 개발 능력
(Capability) 결정뿐만 아니라 자체 프
로세스 개선(Improve ment)을 위한 중

Reference
Standards
processes

CMMI
ISO/IEC15504
ISO/IEC12207

요한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품 관점으로는 소프트웨어 품질특성

Artifacts
IEC61508
EN50126, 50128,
50129
IEC62278, 62279
Other Area
(Nuclear, Miliary)

Standard to
Evaluate

을 정의한 ISO/IEC 9126과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특성 평가를 다루고 있는
Test Case
ISO/IEC9126
ISO/IEC14598

ISO/IEC 14598을 들 수 있다. ❶~❼

Derive Detail Methods
-Development
-Verification/Validation(V&V)
-Safety/Reliability

2.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의 도출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철도종합안전기
술개발사업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

<그림 3>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규격의 분류

관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
하는“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 및 체

철도분야의 안전관련 표준으로는 전기전자 규격인
IEC 61508과 철도관련 규격인 IEC 62278, IEC

대 규칙

62279 규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중 IEC

지원관련
하부지침
(3개지침)

62279는 유럽전기전자표준규격인 CENELEC의 EN
50128에서 국제규격으로 전환된 규격으로 철도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프로세스 관점으로는

지원관련
하부지침
(3개지침)

미국 SEI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의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와
ISO/IEC 15504 (SPICE: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and Capability dEtermination)를 들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세스에 대하여 성숙
도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
어서 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개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자원(사람, 장비, 기술, 방
법론)과 활동, 방법, 실무지침을 말하며, 프로세스 심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등급분류 지침
품질보증 지침
형상관리 지침

계획 지침
요구사항 지침
설계 지침
구현 지침
유지보수 지침

검증관련
확인 및 검증계획지침
하부지침 요구사항의 확인 및 검증지침
(6개지침) 설계의 확인 및 검증지침
구현의 확인 및 검증지침
시험의 확인 및 검증지침
유지보수의 확인 및 검증지침
안전성
관련
하부지침
(5개지침)

단위시험에 관한 지침
시험관련
통합시험에 관한 지침
하부지침
(4개지침) SW/HW 통합시험에 관한 지침
시스템시험에 관한 지침

안전계획 수립지침
요구사항 안전성분석지침
설계 안전성분석지침
구현 안전성분석지침
시험 안전성분석지침

<그림 4>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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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축”과제에서 제시되는 안전기준은 상기 근간이 되는

III.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 적용을 위한 세부 절차

국제 표준 외에 여러 국제규격(IEC, ISO 등), 국내규격
(KS 등) 및 산업체 표준 (IEEE 표준 등) 등과 서로 상충되

1. 철도소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

지 않도록 하며,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제시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프로세스의 적용은 1970

고 있다.

❽

년대 이후 구조적 방법론을 거쳐, 1980년대의 정보공학 방

본 과제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

법론, 1990년 이후의 객체지향 방법론이 제기되었다. 각

행규칙 하부의 국토해양부 고시수준으로“철도소프트웨어

방법론마다 장단점이 있어 개발하려는 시스템의 특징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과 이에 대한 상세기술지침으로 구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다.

성되어 있다. <그림 4>는 제안한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

철도소프트웨어의 개발프로세스는 철도분야에서 특히 강

(안)으로 규칙과 해당 상세기술지침 목록으로 정리하여 나

조되는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적용할 수

타낸 것이다. 기술지침은 지원, 개발, 검증, 안전성, 시험의

있는 접근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프로세스

5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류되어 있으며, 각 기술지침은 조

는 절차서, 양식서, 기법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

항 및 해설, 근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상세기술

며, 절차서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각 단계와 각 단계에

지침은 개발업체에서 참조해야 할 사항이며, 적색으로 표

포함된 활동을 보여준다. 각 단계는 개발, 확인 및 검증

시한 기술지침은 평가시 고려할 지침을 구분하여 나타낸

(V&V : Verification & Validation) 및 안전성 분석의 3분

것이다.

야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들은 주어진 입력을

그림에서처럼 지원지침은 철도소프트웨어를 개발, 검증하

받아들여 출력을 생성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내었다. 양식

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관여하는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에

서는 절차서에서 정의된 입·출력물을 작성하기 위한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계획단계부터 유지보수 단계까

format을 정한 것으로 목차 및 그 구성 내용을 설명하고

지 lifecycle에 따라 철도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참고

있다. 이 양식서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보다 쉽게 프로

해야할 기술지침과 각 개발절차에 평행하게 검증 및 안전

세스에서 원하는 입·출력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법

성 분석 활동이 이루어지며, 검증시 소프트웨어 시험을 같

서는 절차서에 기술된 활동으로 설명하기에는 보다 기술

이 수행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을 모아둔 것으로 이러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상세기술지침은

한 기법들은 기술이 발전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부처에서 고시하는 일종의 법적인 성격을 갖추다 보니 구

수 있다.

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절차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실제

<그림 5>에 나타낸 철도소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는 다음

로 개발업체나 평가기관에서 안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의 7단계로 구성된다.

많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III장에서는 안
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프로세스, 발주 및 평가 프로

① 계획 수립 단계 → ② 요구사항 명세단계 ⇒ ③ 설계 단

세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계 ⇒ ④ 모듈 설계 ⇒ ⑤ 구축 단계 ⇒ ⑥ 통합 단계 ⇒ ⑦
하드웨어 통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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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안전목표 수립 및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
●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의 사상사고 저감 사례
▶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련된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때 적용할
시스템
통합

시스템개발
요구사항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개

시스템
검증

발되었다. 본 발주 및 평가 프로세스

철도 SW 개발 절차서 (SIL 3, 4)

는 철도소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와
각 단계별 확인 및 검증(V&V) 조직 활동(7단계)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

시스템
테스트

다. 따라서 본 발주 및 평가 프로세스

Test 계획, Test 설계, Test 결과검토

는 철도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조직

양식서
각 단계별 개발 조직 확동 (7단계)
SW
계획
수립

SW
요구
사항
명세

SW
설계

SW
모듈
설계

SW
구축

에서 활용하고, 선정된 공급자는 철도

SW
HW
통합

SW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만 효과적으
기법서

각 단계별 안전성분석 조직 확동 (7단계)

로 철도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본 발주 및 평가프로세스 또한 철도소
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에서와 마찬가

<그림 5> 철도소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

지로절차서, 양식서, 기법서의세부분
본 프로세스의 절차서에서는 각 수행단계에 대한 활동 및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발주 준비, 공급자 선정, 공급자

각 단계의 담당자, V&V담당자, 안전담당자의 담당자들간

관리, 검수의4개의단계로구성된다.

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해당 단계의

본 발주관리프로세스의 절차서에서는 각 수행단계에 대한

입·출력문서 및 수행내용을 기술하였다. 일반 소프트웨어

활동 및 실무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의 담당자와 안전담당

개발프로세스에서는 V&V담당자가 안전담당자의 역할까

자, 공급자들간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지 포함하여 품질관리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검증

해당 단계의 입·출력문서 및 수행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을 수행하는데 대하여 안전을 중요시하는
철도소프트웨어 발주 프로세스

철도시스템의 특성상 안전담당자 영역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안전담당자가

발주준비

공급자 선정

검수

공급자 관리

작성·검토한 문건은 바로 발주기관 또는
제3 안전성 인증기관의 검토 문건이 되어
최종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SW
계획 수립

SW
설계

SW
요구사항 명세

SW
모듈설계

SW
구현

SW
통합

SW
HW통합

철도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2. 철도소프트웨어 발주 및
평가 프로세스
철도소프트웨어 발주 및 평가 프로세스는
철도 분야에서 특히 강조되는 안전과 관

안전심사

안전평가

철도소프트웨어 평가 프로세스

< 그림 6 > 철도소프트웨어 발주 및 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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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기준에서

철도시스템과 같이 안전성이 중요한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제시하는 정도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소프트웨어

많은 상황이며, 본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 및 관련 각종

개발이 필요하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원

프로세스는 많은 산중 하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자력, 항공, 국방분야의 경우에서도 각기 시스템에 맞추어

도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해서 철도소프트웨어의 안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철도

전성 확보를 위한 기법 및 절차를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개

소프트웨어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좋은 소프트

발업체 및 평가기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

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관점 및 제품관점의 접

가 있다고 하겠다.

근이 필요하며, 프로세스 성숙도 향상 관점에서는 개발하
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CMMI나
SPICE(ISO/IEC 15504)에서 제시하는 여러 절차 및 프로
세스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조직의 성숙도
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제품관점의 접근법으로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정형기
법의 적용 또한 같은 맥락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개발 초기부터 제시하여 도출한 Test Case 등의 시험절차
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
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프로세스관점 및 제품관점의
소프트웨어 품질향상 방법을 감안하여, 철도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안전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차서, 양식서, 기법서로 구성된
철도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철도소프트웨어를 발주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위하여 발
주 및 평가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철도소프트웨어 안전기준 및 각종 프로세스를 제시함에
있어서 국내 개발업체 및 발주기관의 현황에 대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선 진행하였다. 검토결과 국내 철도소프트웨
어 개발 및 검증 현황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철도소프트웨
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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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철도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
조연옥│철도연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단 수석연구원 (yocho@krri.re.kr)
변승남│경희대학교 기계·산업시스템 공학부 교수 (snbyun@khu.ac.kr)
김정호│경희대학교 산업공학과 인간공학연구실 연구원 (jungho@khu.ac.kr)

Ⅰ. 개요

Ⅱ. 교육훈련체계 설계 방법

철도분야에 대한 인프라 개발과 고속철도의 개통 등으로

교육훈련은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 또

철도산업은 운송 수단의 핵심 요소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통해 부족할지 모를

대규모 운송수단인 철도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

지식 또는 기술, 태도를 철도안전업무종사자에게 습득시키

적 피해 뿐 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

고 안전에 대한 행위 및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

올 수밖에 없다.

으로 한다. 교육훈련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2005년부터 2007년간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교육훈련체계 설계 과정은 왜 교육

사한 철도 사고 중 인적오류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는

을 하며, 무슨 내용을 교육하고, 어떻게 전달하며, 어떤 교

전체 사고의 49%(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오류의 주

재와 보조 자료를 가지고 교육시키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

요 원인으로는 운전업무종사자의 과실과 운전취급자나 관

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사의 과실, 자동차 운전자 및 시공자의 과실, 기타 유지

미래철도개발사업의 교육훈련체계 구축연구에서 개발한

관리 및 시공불량으로 밝혀졌다. 철도종사자의 과실로 인

교육훈련체계 및 지침은 교육훈련설계에 관한 설계 이론,

한 철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종사자에 대한 현행 교

전문가 자문, 국내·외 철도법령, 타 산업이 교육훈련체계

육훈련체계의 재검토와 함께 교육훈련을 보다 효과적이고

분석을 통하여 구축되었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침을 개발할 필요성

국내 및 해외의 교육훈련 체계를 살펴보면, 안전과 관련된

이 제기 되었다.

교육훈련 체계가 아닌 Knowledge, Skill, Attitude에 대한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항공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 체계이며, 내용은 운전면허

사고의 대부분이 인적요소로 기인함에 따라 조종사, 관제

종사자, 관제사 등의 면허교육 및 지식습득의 목적으로 이

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인적요소에 대한 교육훈련을

루어져 있다. 안전에 대한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훈련

강화하고 있다. 항공 교육훈련에서는 운전승무원 상호 훈

체계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훈련체계 설계이론과

련을 규정하고 조종사의 비행성향 관리 및 교정 등의 항공

전문가 자문을 이용하여 안전에 대한 행위를 변경할 수 있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는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교육공학 분야의 교육훈련 과정

를 줄이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의 개발, 교육방법 및 평가의 사항과 교육훈련담당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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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철도안전종사자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총칙의 구성은 지침의 목적, 책임과 의무, 적용범위, 적용

교육훈련체계를 설계하였다.

규정, 용어정의로 구성된다.

Ⅲ. 국내 철도 안전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

2) 교육훈련 목표설정
교육훈련 목표설정의 구성은 교육훈련 목표설정의 목적,

1. 안전교육훈련체계

실시 주체 및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안전교육훈련체계는 교육훈련 목표설정, 교육훈련 요구사

된다. 교육훈련 목표설정에서는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직

항 정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안전업무 직무 분석, 교육훈

무오류에 기인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도

련 매체 선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계획, 교

운영 및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한다. 교육

육훈련 실행,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측정 및 평가의 9단계

훈련 목표 설정의 실시주체는 전문교육훈련기관, 철도운영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을 포함 한 10장의 세부지침이 포

기관, 철도안전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한다.

함되어 있다. <그림 1>

3) 교육훈련
국가수준의 정보관리 부분

요구사항 정의

국내/외 사고사례
및 안전관련 정보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
의의 목적, 교육훈련의
요구사항 정의 시 고려

교육훈련
목표설정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안전업무
집무분석

교육훈련
매체선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계힉

교육훈련
실행

성과 측정
및
평가

<그림 1> 철도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해야할 사항,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에 기술
되어야 할 내용으로 구
성된다. 요구사항에 기

2. 안전교육훈련체계 세부 지침 구성

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①교육훈련으로 해결해야 할 업무

안전교육훈련체계에 대한 세부 지침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및 조직의 요구, ②해당 교육훈련 활동의 학습 대상자, ③

같다.

해결해야 할 주요 직무에 관련된 내용 ④교육을 통해 기대
되는 학습결과이다.

1) 총 칙
현행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살펴보

4) 교육훈련 요구분석

면,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훈

철도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

련의 구체적인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안전교육훈련체계

는 지식, 기술, 능력을 파악하여 교육훈련의 내용과 필요

세부 지침은 운영기관이 교육훈련을 함에 있어 체계적으로

정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육훈련 요구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석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분석 절차의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조사의 설계, 조사의 실행, 분석결과 및

57

KOREAN RAIL TECHNOLOGY│08.07+ 08

4

● 철도 안전목표 수립 및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
●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의 사상사고 저감 사례
●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THEME

보고서 제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침 해설서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본 교육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훈련체계 지침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 교육훈련기
관·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운영자등에서 교육훈련 프로

5) 안전업무 직무분석

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업무 직무 분석은 철도안전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해외의 경우,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철

훈련에 관하여 직무분석의 실시 및 활용과 교육훈련의 우

도 사고에 대한 통계를 통해 철도 사고의 비중에서 인적오

선순위를 도출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직무분석의 절차

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고 인적

내용 및 직무분석의 실시와 관련된 자문과 지원의 내용이

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RM(Crew Resource

기술되어 있다.

Management)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개발하기 위한 가이
드라인을 배포하였다. 또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안

6) 교육훈련 매체선택

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인적 오류 방지를 위해 교육훈련 프

현행 철도의 교육훈련 제도에는 교육훈련에 효과적으로 사

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용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본 교육훈련체계의
지침은 교육훈련 시 효율적인 매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

8) 교육훈련 계획

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영국의 경우, Railway Safety에서

철도안전법 제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서 철도안전관련

발간한 Good Practice in Training은 교육훈련에 대한 매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시

체선택 및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미 국

행규칙 제21조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서 교육

방성의 MIL-STD-1397D에서 교육훈련 매체의 선택 및

훈련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본 교육훈

본 교육훈련체계 지침에서는 교육훈련 매체선택 시 아래 7

련체계 지침에서는 교육훈련 계획 목적, 실시주체, 적용규

가지의 고려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 교육훈련 수립 시 일반적인 사항, 교육훈련 계획 시 포

① 매체는 교육훈련과 실제현장에서의 업무와의 연계가 명확해야

함되어야 할 내용, 교육생 선발 및 기간, 교육 유형의 선택

한다.

등을 규정하여, 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

② 매체는 교육훈련 과정을 촉진시켜야한다.

운영자등에서 교육훈련 계획 시 필요한 정보 및 사항에 대

③ 매체는 교육훈련과정상의 학습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해 규정을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도움을 주고

④ 매체는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 한다.

⑤ 매체는 교육훈련을 받는 학습자들의 요구와 부합해야 한다.
⑥ 매체의 사용은 어렵지 않아야 한다.

9) 교육훈련 실행

⑦ 매체의 교육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교육훈련 실행이라 함은 교육훈련 목표설정, 교육훈련 요
구사항 정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안전업무 직무 분석, 교

7)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육훈련 매체 선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수립

현행 철도안전법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교육훈련

된 교육훈련계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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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실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 안전교육 담당자의 자

성과향상지표(원가절감, 효율성개선, 불평 감소, 품질 향상

격기준, 실행 시 고려사항, 교육방법, 결과 기록 및 사후관

등)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 된다.

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Ⅳ. 맺음말

10) 교육훈련 성과측정 및 평가
교육훈련 평가는 교육훈련 평가의 정의, 목적, 실시주체,

대중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철도 산업은 사고가

교육훈련 평가 시 일반적인 사항, 교육훈련 평가 모델로 구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대형 참사를 일으킬

성되어 있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기존 고객과 잠재

교육훈련 평가는 ①실시한 교육훈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고객에게 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해 철도 산업

하였는지, ②교육훈련의 주제, 내용, 방법 등이 적절하였는

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 ③향후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④피드백 할 수 있는 교

그 동안 대구지하철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며 이에

육성과 정보를 정리·기록, ⑤실시한 교육훈련이 소기의

대한 대책으로 차량 및 시설에 대한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루어져 사고는 많이 줄었지만, 조직 시스템과 인적요인에

본 교육훈련체계 지침은 교육훈련 평가모델로서 반응평가,

의한 사고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인적요인에 의

학습평가, 행동평가, 성과평가를 제시한다.

해 발생된 사고의 원인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이 체

반응평가는 교육 현장에서 강의 평가 또는 교육과정 정리

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철도 안전성에 대한 대

를 위해서 실시되는 활동으로, 교육의 효과 또는 성과를 판

중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기 보다는 교육 과정과 운영

따라서 철도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와 체계적인 지

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하

침의 개발은 인적오류를 저감시켜 대중에 대한 철도의 안

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학습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지식, 기능, 태도) 달성 정
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평가는 '학업 성취도 평
가'라고도 하며, 교육 과정의 종료 후 교육을 통해 학습된
원리, 사실, 기술,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습득 정도
를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행동평가는 학습자가 학습 장면에서 배운 지식, 기능, 태도
를 현업에서 얼마나 활용 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현
업 적용도 평가’
라고 불린다. 이 수준의 평가는 현업에서
학습의 전이가 생겼는가를 평가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학습자 외에도 동료나
상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의 최종 목적의 달성 및 변화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직의

59

KOREAN RAIL TECHNOLOGY│08.07+ 08

참고문헌
❶ 건설교통부(2007),“2007년도 철도안전 종합 시행계획(안)”
❷ 박성익외 3인(1999),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2002), 21세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
과학사.
❹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03),“건설교통 안전관리 개선방안 철도안전부문
연구”
❺ 함수곤외 3인(2003),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❻ Briggs, L. J., Gustafson, K. L., & Tillman, M. H. (Eds.). (1991).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❼ Dick, W., Carey, L. and Carey, JO, (2000),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5th ed.), HarperCollins, New York
❽ MIL-STD-882B(1977),“System Safety Program Requirement”
❾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❿ US DOT(2007)“Rail Crew Resource Management”
White, R. (1987). The ELT Curriculum: Design, Innovation, and
Management. London: Blackwel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EME

● 철도 안전목표 수립 및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
●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의 사상사고 저감 사례

5

●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지진 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정도원│코레일 연구원 기술연구팀 차장 (bluejdw@hanmail.net)

지진(earthquake)이란 지구적인 힘에 의하여 땅속의 거대

및 정확성을 갖춘 선진 시스템으로서 지진 발생시의 재해

한 암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방지대책확보 및 고속철도의 안전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

현상을 말한다. 즉 지진은 지구내부 어딘가에서 급격한 지

다. 또한 고속철도 지진감시시스템은 고속철도 선로상의

각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 즉 지진파(seismic

지진동 자료 저장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속철도

wave)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지진피해 방지분야의 연구기반 마련과 부가적으로 고속철

최근들어 이러한 지진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

로 구조물의 내진성능 검증 및 내진개선자료에 활용토록

례를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성을 강타한 지진으로 3만 4천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6월
14일 일본 미야기현의 진도 7.2의 강진으로 다수의 사망자

1) 지진감시시스템 동작원리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다행히 일본 철도에서는 오래

고속선 지진감시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국가통합지진관측

전부터 지진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철도

망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

의 대형 피해는 없었다. 이처럼 아시아 주변에서 지진에

전력연구원 등 4개 기관간의‘지진관측망 운영협의회’
의

대한 재앙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지진에서 천

합의에 의해 구축된 전국적 지진데이터 공유망

년만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으로부터 실시간으로 DSS(decision support system) 데
이터를 수신하여 고속철도 선로상의 특정 위치의 좌표 상

1. 우리나라의 사례

의 값을 추론하고 평가하여 어느 임계값 이상의 지반가속

우리나라 고속선에는 2006년 7월 지진감시시스템이 구축

도 값이 감지되면 열차운행경보를 발령하는 방법을 사용

되었다. 이 시스템은 선로 상에 지진계측 설비를 설치하여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빠른 응답과 정확한 결과를 획득하

지진동 발생 상황의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전송하

기 위해 고속철도 선로변에 직접적으로 지진계측설비를

고, 중앙사령실의 지진감시시스템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설치, 운영하여 고속선로변에 설치된 지진계측설비로부터

신속한 열차운행통제 로 지진 피해 최소화 및 선로상의 피

수신하는 지반가속도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데이터를 추

해정도와 범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성

출하고, 이 데이터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이상의 지진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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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제실에 경보를 발령하여 관제사로 하여금 열차 운전

으로 막대그래프와 덱스트로 표시되며, 최근 수신불량 및

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국

복구현황, 이벤트 상황등이 표시된다. 지진이 발생하게되

가통합지진관측망과도 연계되어 있어 기상청의 지진정보

면 평상시 값과 더불어 임계값 이상의 값이 관측된 시각과

시스템(NEIS) 서버(SEVER)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속

값 및 누적 최대값이 발생한 시각과 값, 누적 최대값에 따

철도관제실 지진감시시스템 서버(SEVER)로 정보를 전송

른 운행조치 정보, 각 관측소의 실시간 값, 이벤트 상황등

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운영콘솔에 정보표시 및 경보를 발

이 표시된다.

령하게 되어 있다.

다. 운영자 화면
2) 지진감시시스템 운영자 콘솔

운영자 화면에는 이벤트 정보 실시간 표시, 터미널작업을

지진감시시스템의 운영자 콘솔은 통신/전원 모니터링 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콘솔창, 전국적인 지진도 관측현황 등

면, 선로변 지진모니터링 화면, 운영자 화면으로 구성되어

이 표시되며, 지진감지 및 시스템 관련 운영 프로그램 실

있으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행을 위한 퀵스타트 버튼 등이 있다.

통제구역선정

고가교량

장미터널

서행 및 정지 명령
통신/전원 모니터링 화면

지진

기상청

지질자원(연)

한국전력(주)
중앙 통제실

선로변 지진모니터링 화면

운영자 화면

<그림 2> 지진감시시스템 운영자 콘솔화면

만일 어떤 지진동에 의한 경보가 발령될 경우의 화면은 다
음 <그림 3>과 같이 표시된다.

<그림 1> 지진감시시스템 개념도

가. 통신/전원 모니터링 화면
현장 감지설비의 축전지상태 및 전송상태, 현장 전송기계
실의 전원상태 및 전송상태를 표시한다.

나. 선로변 지진모니터링 화면
평상시에는 구간 최대값 및 각 관측소의 측정값이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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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벤트 발생시 감시화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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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A 부분에서 어떤 구간의 최대값과 발생 시각을 확

2. 일본 철도의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

인할 수 있으며 그 지점에서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진에 대한 방재 연구가 진행되

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의 B 부분에서 각 관측소의 데

었고, 그로 인해 고속선 및 기존선에 우리보다 한 단계 발

이터 수신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전한 지진감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 철도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하단 C 부분의

고속철도인 신간센, 일반철도인 국철, 그리고 도시의 지하

‘정보’버튼을 누르면 누적된 로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

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하철의 경우 운행지역에 지

다. 이벤트가 발생하여 지진경보가 울리게 되면 고속선 관

진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기의 관측 자료로부터 지진경보

제사는 기장 및 기관사에게 열차운행 제한의 조치를 취해

여부를 중앙에서 판정한 다음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통

야 하며, 종합관제실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일반관제실에

보하여 기관사로 하여금 운행중지토록 하고 있다. 동경지

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지진 발생에 따른 열차운행 통

하철의 경우 총 6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설치·운영하고 있

제 계통도는 <그림 4>와 같다.

으며, 국철의 경우 평균 40km 간격으로 지진계측기를 설
치하여 총 520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철과 지하철은 실시간으로 기관사에게 지진경보를 통보

지시
광명관제실
[지진정보
수 신,
열차운행
통 제
및
상황조치]

보고

종합관제실(본사)
[종합통제]
보고

통보

통보

지시

지시

하여 운행정지를 시키고 있으며, 이와 달리 고속철도인 신
간센의 경우는 지진경보와 동시에 선로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여 열차를 정지시키고 있다.

지시

지시

역, 현장(시설, 전기)사무소
[지진정보 보고, 시설물 점검,
필요시 열차에 통보]

■ 범례 : 실시간 지진정보 수신시 조치

장
및
기관사
[열차운행
안전조치]

지시

일반관제실
[현장지진정보 수보,
열차운행 통제 및 상황조치]
보고

기

통보

, 현장 지진정보 감지시 조치

급전정지
기상청
긴급지진
속보송신센터

<그림 4> 지진 발생시 열차운행 통제 계통도
사용자긴급
지진속보센터

3) 국내 지진감시시스템 문제점

변전소

열차무선기지

신호소

ATS

ATC

현재 고속선에는 각 교량과 장대 터널에 지진감지센서를
21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경보가 발

<그림 5> 일본의 지진 발생시 열차제어방식

생하여 열차의 운행을 제어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유·무
선에 의한 수동제어를 하는 현실이다. 지진의 발생은 순간

1) 유레다스(UrEDAS)

적임을 감안할 때 유·무선에 의한 열차운전규제는 실질

일본 신간센의 지진감시스템인 유레다스-UrEDAS

적인 안전확보를 보장할 수 없고, 더욱이 정보전달 시간이

(Urgent Earthquake Detection and Alarm System)의

오래 걸리는 기존선은 지진에 매우 위험함이 사실이다.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진 발생시 최초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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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P파를 감지하여 진앙의 위치, 깊이, 진도를 파악하여
피해지역을 추정하고 경보를 발령하며 열차를 정지시킨
다. 지진피해를 주는 지진파는 S(횡)파이며 이는 뒤에 따라
오는 표면파로 전파속도가 초당 2-4 km이다. 이에 반해
통신회선의 전송속도는 순간적이므로, 지진의 진앙지 부
근에서 초동 P(종)파로부터 지진의 규모와 피해를 예측하
여 본 지진의 표면파가 고속철로에 도착하기 전에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7> 일본 니가타 지진시 신간센 유레다스 동작
정전

S파 40gal
이상

정차

변전소

열차 탈선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

정전지시

이다. JR동일본 연구개발센터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
할 것을 가정하여 열차가 탈선하여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P파 120gal이상의
흔들림 예측

대
응
지
시

조기감지시스템
계측값
표시

S파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P파
지령소

진원지

<그림 6> 유레다스 작동원리

가. 접착절연이음매의 파단 방지책
차량이 탈선하는 경우 차륜 또는 대차의 일부가 접착절연
이음매부(신호회로의 변경점에 있는 레일과 레일을 연결

이러한 첨단 시스템의 구축으로 2004년 10월 23일 니가타

하는 금구)에 부딪쳐서 발생하는 충격을 저감시키기 위해

지진시에도 신간센의 안전이 확보 되었다. 당시 니가타현

접착절연이음매의 모서리 부분을 매끄럽게 유선형으로 변

에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도로가 파괴되

형하였다.

고 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강진이였으나 그 구간을 운행하
던 도쿄발 니가타행 신간센 도키 325호는 유레다스의 동

나. L형 차량가이드

작으로 선두 대차만 탈선하는 정도의 사고가 났고, 승객

차량이 탈선하는 경우에 차량이 레일로부터 크게 일탈하는

154명은 전원 무사했다.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L형 차량가이드를 개발하였
다. 대차에 반대모양의 L자형을 한 차량 가이드 기구를 설치

2) 지진에 의한 탈선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궤도구조의 개량

하여, 차량이 탈선하는 경우에 가이드 기구에 의해 일정한도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커지면서 지진에 의한

이상 차륜이 레일의 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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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안전목표 수립 및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
●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의 사상사고 저감 사례

5

●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820
400

변경 전

1200

변경 후

<그림 8> 착절연이음매

다. 레일전도 방지장치
차축중심

레일전도 방지장치는 레일을 강
도가 크고, 면적이 넓은 체결구
로 재차 지지하여 차량이 탈선하
여 레일을 체결하고 있는 일반

L형 차량가이드

체결구를 파손하여도 레일의 전
도 및 횡방향 변형을 방지하는 2

L형 차량가이드가 레일에 걸려

중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지진등

차량의 선호이탈을 방지한다.

에 의해 차량이 탈선하여 레일
<그림 9> L형 가이드

체결구를 파손하여도 레일의 전
복이나 횡방향 변형을 막아주어,
그 레일위를 주행하는 차량의 전복을 방지하게 된다.

결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진으로 인한 열차운행 중단사고
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고속선은
지진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리히터 규모 6.0 크기의
<그림 10> 레일전도 방지장치

강진에도 견디도록 전 시설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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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나 피해범위를 볼 때 이것만으
로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진발생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고
속선의 지진감지시스템은 지진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인 안전확보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진감시시스템과 신호
체계 및 송전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지진 발생시 열차에 정
지신호를 전송하고, 전차선 구간에서는 급전을 강제로 중
지시켜 열차를 자동정차시키는 순간대응시스템의 도입이
지진에 대한 열차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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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 철도 안전목표 수립 및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

6

●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의 사상사고 저감 사례
●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Ⅰ. 흙막이 가시설의 개요
스트럿(strut)

흙막이 가시설은 지하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에

타이로드(tie-rod)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그 공간에 작용하는 토
압, 수압에 저항하는 구조물이며, 또한 구조물공사를 안전
레이커(raker)

어스앙커(earth anckor)

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굴착면의 붕괴나 토사 유입방
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시공성이나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이 요구된다.
스일네일(soil nail)

Ⅱ. 흙막이 가시설의 종류

일반적으로 흙막이란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지반

<그림 2> 버팀대 종류에 따른 구조도

굴착을 시행할 때 인접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물로 크게 흙막이벽과 지보공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흙

1. 흙막이 벽체의 종류

막이벽체와 지보공인 버팀대의 구조는 다음 <그림 1, 2>와

1) 엄지말뚝 (H - PILE + 토류판) 공법

같다.

2) C.I.P
3) S.C.W
4) 철근콘크리트 지하 연속벽 (Diaphragm Wall, Slurry

판
류
+토
li e
p
H-

Wall) 공법

C.I.P

뚝 )
말 ile
널 p
강 eet
h
(s

S.C.W

사보강재

6) 강관널말뚝 (Steel Pipe Sheet Pile) 공법
철근

띠장

2. 흙막이 지보공의 종류
1) 강재 지보공

보강재
중간말뚝

H-PILE 토류벽, 철근콘크리트 연속벽, SHEET PILE 벽

까치밭 잭

에 강재 버팀대 (WALE과 STRUT) 및 경사 버팀보

토류판
엄지말뚝

5) 강널말뚝 (Sheet Pile) 공법

지 연
속벽
(slu하
rry w
all)

주버팀대

(RAKER) 설치 공법
2) 타이로드, 어스앵커, 소일 네일링 공법

<그림 1> 흙막이벽체의 종류에 따른 구조도

3) 역타공법 (본 구조물에 의한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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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흙막이 가시설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3. 지질, 토질에 관한 검토

1. 설계목적의 검토

연약지반은 지질, 토질의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고 필요한

연약지반 지역이나 지하매설물이 많은 지대, 건물이 밀집

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유사지반에 대한 시공실적을 조사

한 도심지역, 지형의 굴곡이 심한 지역은 설계상 많은 문

하여 참고한다. 지질, 토질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

제점을 예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하

은 다음과 같다.

여야 한다.

1) 지표 가까운 지층의 지내력

1) 지형, 지질 및 토질이 선택된 공법과 부합여부 또는 문

2) 지하수위의 높이

제점들의 분석

3) 굴착하는 흙의 공학적 성질

2) 암반의 굴착과 말뚝기초 공사기 진동과 소음 영향

4) 지하수량

3) 암반을 포함한 지층상태와 지하실 깊이와의 관계
4) 정확한 토질설계정수를 추정키 위한 실내 역학시험

4. 인접구조물에 관한 검토

5) 인근 구조물의 특징 및 종류와 지하 매설물의 위치 파악

건축구조물에 인접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물이

6) 토질에 알맞은 흙막이 형태 적용

설치되어 있는 지질, 기초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7) 시공 난이도와 경제성(인접지반 과잉 침하 시 손해배상

교대 등 기설구조물에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기설

포함 고려)

구조물이 어떻게 설계되고 시공되어 현재 어떠한 상태인

8) 지지부재의 선택과 배치 방법

가를 조사하고 흙막이구조물이 어떠한 형태로 기설구조물

9) 굴착 깊이와 흙막이벽체의 근입 깊이 설계(지지층과 불

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수층까지 연장 필요성 검토)

1) 기초의 근입 깊이
2) 기초 형식

2. 지형에 관한 검토

3) 흙막이구조물과 기설구조물 간격 등의 상호관계

지형이 평탄하며 장애물이 없으면 비교적 문제점이 적으

4) 하중의 상호 영향

나, 도심지나 민가밀집지구, 기복이 많고 고저차가 심한

5) 흙막이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서는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형을 대상으로 한 설
계항목 중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지형판단

범위의 지반성질
6) 공사에 따라 지하수위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
수위 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압밀침하의 정도

2) 근접하는 구조물의 유무
3) 지형 고저차

5. 시공환경에 관한 검토

4) 자재 운반로의 유무

1) 지하 매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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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철도 안전목표 수립 및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
●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의 사상사고 저감 사례
●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2) 소음, 진동 등의 규제를 주체로 한 시공조건의 조사

흙막이 공사장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정에 관한 검토

8. 흙막이벽주변에계획이상의하중이적재되지않도록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

Ⅳ.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 안전관리

로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흙막이 공사내용이나 현장의 시공조건 및 주변현황을 파

10. 계측관리

악하여 공사 기간에 목표로 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

변위발생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시설에 대하여 계측항

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관

목과 계측지점, 계측빈도를 결정하여 계측관리를 시행한

리를 해야 한다.

다. 계측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

1) 횡방향 변위량

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2) 지표 및 지중 침하량

한다.

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2. 흙막이 공사 진행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

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

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8) 소음과 진동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
야 한다.

Ⅴ.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 취약개소의 선정 및 관리 방안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 공사개소에 대해 집

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중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

위해 취약개소 선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철

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도시설공단의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참고하였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

1. 취약개소의 등급의 분류

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보, 어스앵커, 쏘일 네일링 등으

공사규모 및 시공여건에 따라 위험수준과 인적·문적 피

로 흙막이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

해수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약정도가 높은 순으로

여야 한다. 버팀보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의 지반특

A, B, C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등급을 결정하는 과

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

정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등급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제시

여야 한다.

하고 시공자자가 조사 및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감리자의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검토를 거쳐 발주자가 최종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

<표 1, 2, 3>은 철도시설공단의「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절

하여야 한다.

차서」
에서 인용한 것으로 취약개소 등급 분류를 위한 위험

7.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성 평가 모델 및 관리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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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개소의 분석 및 활용

[표 1] 취약개소 위험성 평가표(피해강도*위험수준)
피해강도

R A I L

중대한 피해

상당한 피해

수용 가능한
피해

영향 없음

4점

3점

2점

1점

중대한 위험

5점

A (20)

A (15)

B (10)

5

상당한 위험

4점

A (16)

A (12)

C (8)

4

일반적 위험

3점

B (12)

B (9)

C (6)

3

경미한 위험

2점

C (8)

C (6)

4

2

영향 없음

1점

4

3

2

1

취약개소의 등급현황에 따라 사고발생 유
무 등 통계를 분석하고 취약개소 등급지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피드백 한다.

Ⅵ. 맺음말

최근의 건설공사는 대형화추세 및 도심지

※취약등급 결정 : A급(15~20점), B급(10~14점), C급(6~9점)
※피해강도 결정 :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주변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인접공사의 특성 있다. 이에 대규모 터파기

※위험수준 결정 : 공사규모 및 시공여건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공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가시설이 도
심지 곳곳에 시공 중이다. 이러한 대규모 가

[표 2] 취약등급 및 관리기준
평가
등급

A

평가
점수

시설 공사는 사고발생시 대규모 재산 및 인
등급정의

관리주체

관리기준
관리기준

본사

(10~

잠재 위험이

14점)

중대한 위험

(15~

잠재 위험이

지역본부

20점)

일반적 위험

감리단

(6~9점)

잠재위험이
수용 가능함

감리단

적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또

- 점검 및 보수이력 (계측) 등 정기적
모니터링(건설PMS)
- 비상경보장치 및 휴무 중 감시원 배
치(※필요시)

지역본부
감리단

한 최근 가시설 붕괴사고가 우리사회에 잇
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가시설 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설계단

B

C

- 점검 및 보수이력 (필요시 계측) 등
정기적 모니터링(건설PMS)

계의 검토부터 시작하여 시공단계에 철저
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반구조,

- 취약개소 일일 및 주간 안전점검

지하수위, 인접구조물 현황 등 특성에 맞는
가시설의 선택과 시공 시 시방기준 준수 및

[표 3] 관리단계 기준

계측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관리단계

단계별 정의

내 용

R( red )

집중 관리시기

“복합공정+계절적
“ 취약요인 도래

Y( yellow )

주의 관리시기

“일반적 공정+계절적
“ 취약요인 도래

G( green )

평시 관리시기

“단순공정+계절적
“ 취약요인 해소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가시설 공사는 시공자 - 감
리자 - 발주자가 상호 공유를 통해 집중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약개소를 선정하

2. 취약개소의 등급 관리
취약등급은 시공단계별 및 계절별 요인에 따라 주기적으

여 관리하는 기준을 제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 관

로 재평가 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재평가는 전문가로 구성

리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된 평가단을 운영하여 심사한다. 또한 취약개소를 건설사
업관리시스템 (PMS)에 등록하여 시공자 - 감리자 -발주
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취약개소를 관리하도록 한다.

3. 취약개소 관리 및 점검
취약개소는 등급에 따라 관리주체 및 점검 기준을 마련하
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표2,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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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ICD 운영 효율화 방안
● 러시아 철도 e-티켓제도 도입 1년

의왕ICD의 운영 효율화 방안

급격한 고유가시대의 도래와 더불어“에너지”
와“환경”
이라는 국제적 문제는 국내 물류분야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중
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화물수송에 있어서는 육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에너
지 효율성 증대와 환경 친화적 물류수송이라는 현대의 시대적 요구사항에 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저연료 고효율의
친환경 물류 수송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철도화물의 품목별 수송실적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육로수송의 중심지인 의왕ICD(철도물류기지)의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와 역할증대를 위한 우선적 검토요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Ⅰ. 연간 화물 수송실적 및 품목별 수송비율 분석

현재 1일 운영되고 있는 화물열차는 총 323개 열차, 13,115량이며, 노선별로는 양회, 컨테이너의 주요 운송로인 경부선(71),
중앙선(67), 충북선(45)의 열차운행이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송실적으로는 컨테이너, 양회, 석탄 순으로 높은

[표 1] 연간 화물 품목별 수송실적

품목

2007년

2006년

구분

도착

발송

품목별
수송비율

발송

품목별
수송비율

도착

전년대비
증감율

건설1

61,888,873

61,888,873

0.59

60,653,997

60,653,997

0.56

-2.00

건설8

8,834,414

8,834,414

0.08

7,781,450

7,781,450

0.07

-11.92

광석

470,509,118

470,509,118

4.46

509,100,161

509,100,161

4.66

8.20

비료

53,292,724

53,292,724

0.50

60,606,838

60,606,838

0.55

13.72
-24.84

80,693,320

80,693,320

0.76

60,651,368

60,651,368

0.56

석탄

1,363,210,514

1,363,210,514

12.92

1,240,911,340

1,240,911,340

11.36

-8.97

양곡

56,900

56,900

0.00

0

0

0.00

-100.00

양희

3,215,775,362

3,215,775,362

30.47

33,195,05,630

3,319,505,630

30.38

3.23

유류

553,153,916

553,153,916

5.24

528,854,988

528,854,988

4.84

-4.39

일반기타

1,103,035,274

1,103,035,274

10.45

1,339,719,026

1,339,719,026

12.26

21.46

컨테이너

3,643,310,023

3,643,310,023

34.52

3,799,326,428

3,799,326,428

34.77

4.28

합계

10,553,760,437

10,553,760,437

100.00

10,927,111,227

10,927,111,227

100.00

3.54

사업용품

주 : 음영은 연간 수송량이 높은 상위 3순위 품목임.
자료 : 철도통합정보시스템(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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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코레일 연구원 경영연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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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연간 수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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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간 역별 화물수송실적
역명
오봉

도착

발송
수송량

수송량

비율

총수송량

비율

1,132,959,542

32.66%

2.335.848.412

67.34%

3,468,807,954

908,875,069

44.00%

1.156.713.532

56.00%

2,065,588,601

1,435,719,108

77.56%

415.272.811

22.44%

1,850,991,919

입석리

862,127,841

74.97%

287.912.283

25.03%

1,150,040,124

괴동

689,926,183

69.37%

304.588.578

30.63%

994,514,761

신선대

397,136,463

47.76%

434.367.007

52.24%

831,503,470

태금

505,849,553

73.26%

184.635.696

26.74%

690,485,249

광양항

389,156,578

61.65%

242.076.149

38.35%

631,232,727

수색

1,938,328

0.45%

424.851.915

99.55%

426,790,243

간치

27,418

0.01%

324.034.666

99.99%

324,062,084

삼화

323,306,996

99.80%

635.243

0.20%

323,942,239

장생포

306,488,156

100.00%

0

0.00%

306,488,156

성북

159,424

0.05%

304.200.375

99.95%

304,359,799

의왕

10,219,861

3.53%

278.972.778

96.47%

289,192,639

부산진
도담

주 : 음영은 역별 연간 화물수송량이 높은 상위 3순위 역임.
자료 : 철도통합정보시스템(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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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발송/도착 수송비율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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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비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체 수송량의 75%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07년도 기준 역별 화물수송실적 분석결과 컨테이너 수송량이 많은 오봉역, 부산진역과 양회 및 석탄 수송량이 많
은 도담역이 우수한 수송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역별 총 수송량 대비 발송량, 도착량 비율을 비교해 보면, 신선대와 부산진
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객과 달리, 화물 특성상 생산지(원자재)
와 소비지(공장 등)의 구분이 명확하고 한 방향으로의 이동(공차율 높음)성이 크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도의 주요 수송품목인 컨테이너, 양회, 석탄을 기준으로 역별 품목별 수송비율(발송, 도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양회, 석탄 등 일반화물의 경우에는 발송역과 도착역이 전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품목 특성에 따라 생산지와 소비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한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연간 역별 품목별 화물수송실적
품목

석탄

역명

발송량

발송비율

발송량

역명

도착비율

괴동

232,241,036

18.72%

도담

328,189,343

26.45%

철암

207,243,085

16.70%

간치

282,600,971

22.77%

인천

155,746,150

12.55%

입석리

153,652,483

12.38%

통리

143,690,833

11.58%

동해

62,482,959

5.04%

화순

101,523,272

8.18%

안인

49,746,555

4.01%

묵호항

101,270,892

8.16%

쌍용

46,249,876

3.73%

석항

87,391,557

7.04%

반야월

36,725,473

2.96%

도계

66,766,405

5.38%

시흥

33,361,782

2.69%

삼화

46,249,876

3.73%

삼곡

30,888,160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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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컨테이너

동백산

41,402,907

3.34%

동두천

27,895,743

2.25%

기타

57,385,325

4.62%

기타

189,117,997

15.24%

전체

1,240,911,338

100.00%

전체

1,240,911,342

100.00%

도담

1,353,350,166

40.77%

오봉

821,981,867

24.76%

입석리

862,060,381

25.97%

수색

370,893,370

11.17%

옥계

279,743,508

8.43%

성북

229,883,925

6.93%

삼화

277,023,016

8.35%

팔당

150,285,442

4.53%

쌍용

251,688,182

7.58%

덕소

143,905,172

4.34%

삼척

165,956,992

5.00%

오류동

141,423,258

4.26%

삼곡

120,122,680

3.62%

음성

120,167,382

3.62%

여수

9,560,706

0.29%

신탄진

114,851,194

3.46%

부강

113,896,604

3.43%

오송

99,200,398

2.99%

기타

0

0.00%

기타

1,013,017,021

30.52%

전체

3,319,505,631

100.00%

전체

3,319,505,633

100.00%

오봉

1,122,473,047

29.54%

오봉

1,297,489,982

34.15%

부산진

907,722,834

23.89%

부산진

1,156,217,106

30.43%

신선대

397,136,463

10.45%

신선대

434,367,007

11.43%

광양항

388,947,226

10.24%

광양항

240,476,511

6.33%

삽교

86,907,863

2.29%

북전주

76,692,809

2.02%

약목

84,892,743

2.23%

약목

58,328,812

1.54%

신탄진

74,712,895

1.97%

청주

52,163,533

1.37%

대야

61,126,318

1.61%

두정

48,594,524

1.28%

동익산

59,114,494

1.56%

가야

43,034,577

1.13%

북전주

53,194,254

1.40%

동익산

38,599,155

1.02%

기타

563,098,292

14.82%

기타

353,362,414

9.30%

전체

3,799,326,429

100.00%

전체

3,799,326,430

100.00%

주 : 음영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상위 10위권내 역 중 발송, 도착이 매칭되는 역을 의미함.
자료 : 철도통합정보시스템(IRIS)

반면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역별 수송비율에 있어 대부분의 역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전체 수송비율의 약 80%수준(발송 :
79.3%, 도착 : 86.9%)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별 수송비율의 균형이 일치하고, 철도화물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중점 취급하는
오봉역 및 의왕ICD를 중심으로 시설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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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봉역 및 의왕ICD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오봉역의 일반현황
□ 인원현황
직명

역명

구분
현원

오봉

과장

61

1(2급)

역무원

열차

역장

계

역무

수송

계

운용

화물

1

3

4

6

6

1

1

2

2

역무

수송

운수

계약

운수

계약

소계

1

1

39

3

42

계

비고

50

1개조
근무
인원

19

14

16

※ 오봉그룹역(오봉역, 의왕역) 인원현황 : 총 101명 (오봉역 : 61명, 의왕역 : 40명)

□ 시설현황
역구내

254,700㎡

총 연장

20,056m

부지 면적

컨테이너

752,400㎡

차량유치

1,428량

(1,442,105㎡)

양회

224,400㎡

포용량수

1,142량

녹지 및 기타

207,900㎡

입환가능량

799량

신호기

54기

일일 유치량

919량

선로전환기

79틀

총

51선

신호보안장치

선로용량

선로수

2. 수송수입현황
□‘07년 수송량 및 수입
전년 동기

2007년 (1-12월)
역명

구분

수송량
오봉
수입

계획(A)

실적(B)

대비
(%)

실적(C)

대비
(%)

합계

2,869,029

2,900,599

101

2,753,899

105

일평균

7,860

7,947

101

7,545

105

합계

27,774,685

29,454,343

106

27,414,854

107

일평균

76,095

80,697

106

75,109

107

76

□‘08년 수송량 및 수입
2008년 (1-3월)
역명

구분

수송량
오봉
수입

전년 동기

계획(A)

실적(B)

대비
(%)

실적(C)

대비
(%)

합계

641,473

733,825

114

695,842

105

일평균

7,049

8,064

114

7,647

105

합계

6,791,494

7,575,333

112

7,084,393

107

일평균

74,631

83,245

112

77,850

107

□ 1일 열차 운행횟수
역명

오봉

종별

합계

컨테이너

벌크

냉연

남북열차

기타

상행

78

24

10

1

1

43

기타열차 :

하행

74

23

8

1

1

42

(방향전환 착발기

계

153

47

18

2

2

85

소운전기)

구분

비고

※ Block Train 운행 : 삼익. 코레일로지스. 세방. 동부. 한진(5개열차)
※ 남북열차(07.12.11)개통 1일 1회 (10량 고정)
현재 : 실제 영차만 편성운행(
‘08.02.01부터)

Ⅲ. 물류환경의 문제점 검토

의왕ICD는 복합화물터미널로 경부선 구간에 연결되어 있어 철도를 이용한 화물운송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55.1%의 낮은 수준의 수송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주사의 위·수탁 차량 및 육로수송 전문운송사(자가운송) 차량을 통
한 육로수송은 44.9%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이다.
의왕ICD는 주주사 공동 출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주주사별 전용CY(Container Yard)에 전용의 상·하역장비(크레
인 등)를 확보하고 독자운영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별도의 상·하역장비 없이 주주사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철도공사
에서는 민간 주주사와의 조업시간 차이로 새벽시간대 도착물량은 장시간 대기 후 하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열차 및 화차운
용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소규모 운송사의 경우에는 독자 철도수송에 의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주주사를 통한 위·수탁의 형태로 육로수송을 택하고 있어 소규모 운송사의 철도수송 이용은 더욱 저조한 실정으로
이다.
또한 현재의 주주사별 전용CY(Container Yard)사용 시스템은 의왕ICD의 전체 관리적 측면에서 볼때 야드(Yard)운영 효
율성 저하 및 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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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현재의 의왕ICD는 제2터미널 확충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부산신항 인입선 개통
에 따른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수도권 집중과 향후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의 연결, 운행 등을 고려한 수송수요를 대비
하기 위해서는 의왕ICD의 컨테이너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도출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사들 간의 합의를 끌어내어 CY의 통합운
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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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사별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0
2000
세
방

국
보

대
한
통
운

동
방

K
C
T
C

한
진

삼
익

천
경

국
제

천
일

양
양

현
대

동
부

천
일

로코 기
지레 타
스일

(육송+철송)

철송실적

□ 경인ICD 주주 현황

위의 도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의왕ICD의 철도수송 비율을 높이고 CY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주사들 중 철도수송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참여지분이 높아 적정면적보다 많은 공
용면적을 사용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용 사용 시 상시 하역체계를 갖추어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자간 협력체계
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철도공사에서는 향후 의왕ICD에 대한 점용 허가기간의 만료와 남북철도 연결을 대비한 철도물류의 효율적 운영 전
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향후 예상되는 물동량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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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ICD 운영 효율화 방안
▶ 러시아 철도 e-티켓제도 도입 1년

러시아 철도 E-티켓제도 도입 1년
러시아 E-티켓 제도의 소개 및 한국과 협력방안 검토

러시아교통부 및 JSC RZD(러시아철도공사)는「러시아철

러시아철도공사는 이러한 환경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발전전략 2030」
에 따라 철도의 현대화 및 System개량

여행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E-티켓 제도를 도입, 운용하

화를 추진 중에 있다. 과거 구소련시기 러시아는 정치적인

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러시아철도의 E-티켓 제도를 소

이념에 따라 항공우주 사업 및 국방산업 중심의 첨단과학

개하고, 우리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많은 발전이 있었던 반면 고속철도 기술에 대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 기술개발연구도 진행 되었으나, 넓은 영토에 따른 철도
시설물 및 System관리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1. 러시아에서의 자가발권 시스템 E-티켓의 개요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유럽의 고속철도 기술에 뒤처지
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거 러시아 및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간 Speed

States) 국가에서 철도승차권을 발권해 본 경험이 있다면,

경쟁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지친

매표소에 서 있는 긴 줄에서부터 승차권을 받기까지의 지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시간적 여유를 갖고

루함을 기억할 것이다.

자 갈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국의 철도

여행자가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열차의 출·도착 시각 및

운영자들은 다양한 철도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고,

날짜, 시차, 열차번호, 좌석 등을 미리 확인하고 매표직원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철도 이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에게 일일이 알려주어야 하는 과정과 매표창고 앞의 긴 줄

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한 항공요금의 상승과 개

로 인한 지루함은 여행객이 여행 전부터 많은 피로감을 느

인 승용차의 연료비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 환경변화를 비

끼기에 충분하였으며, 또한 직원의 불친절한 말투와 행동

롯하여 대기, 소음 및 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 상
승으로 철도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
회를 맞고 있다.
특히 러시아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물론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여 주는 지리적
이점으로 다양한 민족과 언어,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우
수한 관광자원이 여행 매니아에게 있어서 러시아 철도여
행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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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코레일 연구원 경영연구팀 주임
(trainrussia@korail.com)

<그림 1> 러시아 지도

은 여행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수수료 등 추가비용을 지불

예매하고, 여객의 취향에 맞는 열차차량과 좌석(침대포함)

하면서까지 여행사를 찾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을 직접 선택함은 물론, 승차권 판매현황을 실시간 컴퓨터

또한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성 없는 여행사별 부과세 청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변신는 자회사인

구는 여행자들이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여행사

TransCreditBank를 통해 여객에게 신용카드의 발급 및

및 대매소를 찾아다니게 하는 불편요인을 안고 있었다.

결재를 가능하게 해 주어 러시아인의 생활 및 서비스 부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행객의 이용편의를 지원하기

에 변화를 가져옴과 함께 많은 여행객을 철도로 불러들이

위해 러시아철도공사에서는 E-티켓 시스템 및 금융계열사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와 연계하는 결재시스템을 2007년에 도입, 운용하기 시작

러시아철도공사에서 E-티켓을 도입한 후 1년간

하였으며, 이로인해 열차승차권에 대한 수요증가는 물론

(2007.5.14~2008.5.13) 인터넷을 통한 열차승차권 예약이

타 교통수단으로의 여객이탈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65,536건 234,942석의 좌석을 예약 발매 하였으며, 발매

러시아철도공사의 E-티켓 시스템 도입은 인터넷이 연결

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67:33을 나타내고 있으며,

되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열차승차권을

연령대별 발매 비율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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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철도 e-티켓제도 도입 1년

한「Moscow-Saint Petersburg,」
「Moscow-Nizhniy
,

ACY-Express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재

novgorod」
「Moscow-Kazan」
,
「Moscow,
우크라이나

ACY-Express3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예약 및 결재

Kiev」
구간에서의 발매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있다.

ACY-Express의 최종 목표는 역에서의 승차권 구매, E티켓 예약은 물론 향후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화예약 및

[표1] 러시아철도공사의 연령대별 발매율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승차권 예약까지로 현재 개

연령 구분

18~25

26~35세

36~45세

기타

발매율

25.9%

49.2%

17.8%

7.1%

※조사기간 적용 : 2007.5.14~2008.5.13

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YExpress3의 운용에 몇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인터
넷으로 예약한 E-티켓의 경우 예약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2. 러시아의 발권 System ACY Express

기차역 매표소에서 원본 승차권과 교환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교환한 승차권에는 예약 시 기록된 이름과 여권번호

러시아철도의 발권 System은 ACY-Express로 모든 프로

등 개인정보가 자세히 기재 되어있어 분실 시 개인정보의

그램 및 정보는 모스크바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유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지역의 출·도착 열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등 관련

러시아철도공사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

정보도 중앙에서 총괄 관리·운영하고 있다.

화예약 및 휴대폰, 인터넷 예약과 관련한 System의 일부

광범위한 영토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대한 열차정보와 승

프로그램 변경 및 승차권 변경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차권관련 모든 정보(열차 탑승자의 성명, 여권번호 , 승차

보이며, 현재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보급·운용되고 있는

권번호, 반환번호 등)를 기록, 저장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

ACY-Express3를 빠른 시일 안에 지방 소도시를 포함 전

해서는 거대한 용량의 중앙컴퓨터 서버 구축과 관리의 기

국에 확대 보급하여 전국 어느 역에서라도 E-티켓 발권

술적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거론되었다.

및 환불이 될 수 있도록 여행객의 이용 편리를 위한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러시아 E-티켓의 특성

러시아철도를 이용하여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국가는
약 13개국 한국철도기술 Vol. 13, p87-88 러시아와 인접
국가의 국경역 운영형태이며, 유럽 및 아시아로 연결되는
모든 노선을 포함하면 30개국, 70개 이상의 도시로 이동
이 가능하다. 그러나 E-티켓 제도를 모든 노선에 적용한
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 다행히 러시아철도는 과거
<그림 2> ACV-Express의 현재와 계획

구소련 시대 함께했던 CIS국가들과 동일한 철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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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mm궤도)와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의 암호화 및

객들은 국경통과 시 열차를 갈아탈 필요가 없으며, 동일한

방대한 정보자료의 관리 운영을 위한 컴퓨터 서버용량에 대

티켓으로 열차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2005년 광궤(1520㎜)운영자회의에서 이루어진 E-티켓 공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철도공사는 E-티켓 사용 여행자들

동사용 합의에 따라 2006년도에 E-티켓 시스템의 도입

의 편의를 위해 매표소 외 별도 창구를 설치하여 원권 교

및 시범운영 추진할 수 있었고, 2007년에는 E-티켓 협력

환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여객이 원

국가 러시아 및 CIS(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하는 식사제공 및 침구류 대여 등 인터넷을 통해 모든 예

스탄, 벨러루스,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국민들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발틱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

보편화 된 쿠페(2-4인실 침대실) 및 많은 침대들이 설치되

스토니아)들과 공동으로 예약 System을 운영하였으나, 러

어있는“쁠라쯔까르따”
라는 침대실을 과거 남·녀 혼성발

시아에서만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 CIS국가 및 발틱3국에

권 하였으나, E-티켓을 통해 여성전용 및 남성전용 쿠페

서는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의 선택 예약을 가능케 하여, 홀로 열차를 이용하는 여성

여객의 입장에서 본 E-티켓 시스템은 열차출발 45일 전

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부터 승차권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하고, 원하는 지정좌석
(침대포함)을 손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4. 러시아 E-티켓 예약 시 유의사항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및 CIS, 발틱 국가들은 과거
소련시절 경찰국가체제에서의 통제와 감시가 현재에도 계

앞에서 본 러시아철도공사 E-티켓 예약시스템은 ID와

속되고 있어 여행자들은 구소련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경

PW를 입력하고 원하는 승차권을 예약할 시 유의해야 할

찰의 요구 시에는 여행기록 또는 거주기록에 대한 서류를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약 마무리 단

제시해야 하는 러시아 특유의 성격이 남아있고, 이러한 제

계에 결재부문이다. 현재 결재시스템은 금융자회사인

도로 인해 열차 승차권에는 개인정보가 세부적으로 기록

“TransCreditBank" 통신망을 통해 Visa, Visa Electron,

이 된다. 예를 들면 러시아 자국민의 경우, 국외용 및 국내

Master Card, Maestero로만 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

용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에 있는 내용을 승차권 예약 및 E-

드시 Visa 또는 Master카드와 제휴된 신용카드로 결재해

티켓 예약 시, 열차표마다 모든 개인정보를 러시아어로 기

야 하며,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카드 소유자 영문명,

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에 있

CVC2(CVV2)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여기서 결재

는 모든 개인정보(여권번호, 성명, 국가, 여권유효기간 및

시간은 10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오류

발급일, 발행관청)등을 기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발생 시 예약은 결재를 실패 한 시각으로부터 10분 후 처

넓은 영토를 관리하고, 열차 내에서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음부터 다시 예약해야 하고, 그 전에 입력한 예약사항은

위해 개인정보의 기록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예약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을 하는 여객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침해로 생각할 수 있는

천천히 정확하게 예약을 해야 하며, 승차권 예약 시 성인

제도 중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E-티켓

과 어린이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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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철도는 국제선 티켓도 예약이 가능함에 따라 여객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좌석확보 문제가 중요한 여객의

이 승차권을 예약 할 시, 반드시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E-티켓 제도가 상당히 좋은 시스템으로 느껴질

비자 및 각종 서류(우크라이나의 경우, 호텔 예약증 등)를

것이다.

사전에 준비, 지참해야 한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이 CIS국가로 열차를 통해 국경을 통과 시, 반드시 부모와

5.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Win-Win 방안

동승을 하거나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그
리고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E-티켓 예약증은 예약을 했다

러시아철도공사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한국과 근본적으로

는 증빙서류 일 뿐, 정식 승차권이 아니기 때문에 E-티켓

다르다. 한국에서의 예약시스템 대부분은 기업이 고객에

전용 매표소 또는 e라고 적힌 매표소에서 원권과 교체를

게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접근 편리성 및 고객만족도

반드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원권

제고를 통한 기업성과 관리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비용

과 교환을 하거나 대리인이 직접 열차 탑승자의 여권이나

이라면, 러시아철도에서의 예약시스템은 열차이용과 더블

여권사본 등을 제시해야 교환이 가능하다.

어 추가적으로 고객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승차권 구입과 관련하여 여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반환

고객이 예약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열차승차권 1매 예약

및 예약변경으로 E-티켓 규정에 입각하여 반드시 예약은

당 143루블(약 6,150원)의 서비스 수수료를 러시아철도공

러시아에서 해야 하고, 반환도 러시아 내에서만 가능하다.

사에 추가 지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외에 CIS국가나 다른 유럽, 아시아

러시아철도공사에서는 E-티켓 시스템 도입으로 1년간

국가에서의 반환은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변경도 불가하

33,596,706루블(약 14.4억원)의 수익을 벌어 드렸지만, 좋

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보면, 구소련이었던 CIS국가 및

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수수료 지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발틱 3국간의 국제선 열차의 경우에 한하여 열차 출발 전

러시아 문화에서는 특별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으며,

24시간 이내~열차출발 후 3시간 이내에는 승차권 반환 시

E-티켓 제도가 활성화 되어감에 따라 러시아철도공사의

일부 반환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재를

수익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소해 주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열차에 탑승을 하지

매년 여름에는 약 30만 명의 외국인이 세계적 청정지역으

못하였을 때에는 열차출발 후 10일 안에 증빙서류를 지참

로 잘 알려진 바이칼호수를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는데 이

하면 일부 반환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이 된다. 열차변경

중 약 3000명 정도가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 경우 E-티켓 예약증을 원권으로 수령한 후 매표소에서

이러한 여행 흐름에 따라 최근 몇 년 전부터 국내 항공사

승차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결

와 여행사들은 러시아 이르크츠크 바이칼투어를 기획한

재했던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타인명의로 결재한 신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블라디

용카드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본인과 같이 매표소로 와야

보스톡-모스크바간의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하는 여행

하는 불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E-티켓에 대한 정확한

상품이 만들어져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

이중 St. Peterburg 와 Moscow 구간은 최고의 여행상품

황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45일전부터

으로 한국인들에게는 인기가 매우 높으며, 한국인들의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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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열차승차권에 대한 문의가 자주 올라오고 있다.

아울러 향후, 남북 및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미래를 생각할

이런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직·간접 방법을 통하

때,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

여 현재 JR티켓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러시아철도 티켓에

이 든다.

대한 예약취급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IT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앞서있는 철도예
약 및 발권 시스템을 바탕으로 러시아, CIS, 발틱 3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여타 국가에서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개발을 통해 러시아 시장진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러시아 및 한국의 E-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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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 E-티켓의 비교>
비고

구분

러시아

한국

발권형태

E-티켓

E-티켓, 홈티켓, SMS티켓

예약일

열차출발 45일전 08시부터

열차출발 60일전 07시부터

러시아는 모스크바
시간기준

예약수수료

1좌석당 143루블

무료

1루블=43원

인터넷을 통한 장거리열차, 국제열차

인터넷을 통해 좌석을 지정하는 모든 열차

(근거리 교외선 제외)

(KTX,새마을, 무궁화)

신용카드(Visa, Master)

IC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등

인터넷 예약증 제시 후 원권을

예약한 승차권 출력

기차역에서 반드시 발권하여 승차

(별도의 승차권 발권 없음)

신용카드 결재취소 및 현금반환

신용카드 취소(현금반환 불가)

열차예약

결재방법

승차권수령

반환방법

참고문헌
http://www.ticket.rzd.ru/wps/portal/pp 러시아 E-티켓 홈페이지
http://www.korail.com 코레일 홈페이지
http://www.gks.ru/ 러시아통계청

86

테 크 니 컬 .

둥근잎꿩의 비름처럼

넘 버 원 . .

죄의 그림자 쌓이다
천길, 만길, 삶의 계곡 깊어
삶의 계곡에 술을 뿌렸다.

프랑스 TGV를 능가하는 새로운 초고속열차, AGV

하루의 그림자가
절망으로 무너지다
절망의 산, 절망의 바다,

2007년 6월, 시험주행에서 시속 574.8km라는 속도를 수립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로 등극했던 프랑스

바람의 무덤으로 남다
한탄강, 한숨꽃 떨어지다
네 눈물에 하루가
한숨꽃으로 떨어지다
어둡고 어두운 사랑 밖에서

TGV(떼제베). 이는 자기 부상 방식을 제외한 재래식 철도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의 상용 속도이다. ‘V150’이라는

일日

영迎

역

별칭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제작했던 프랑스 알스톰사가 이번엔 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모델
‘AGV(Automotrice Grande Vitesse)’를 내놓았다. 일본의 신칸센, 독일의 ICE를 제치고 세계 고속철 시장을
선봉하기 위한 프랑스의 야심찬 질주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흰 눈발, 목길을 끌어안고 가다
네 눈물의 적요함을,
삶은 도대체 산그림자로 남았는가
산그림자 무게가

개량형 열차, V150으로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로서는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는 TGV. 2007년 시험

네 상처를 거느리고 갔다

주행에서 시속 574.8km라는 신기록을 세워 기술력을 인정받은 프랑스 고속철 시장이 2008년 또 다시

삶의 장례식(葬禮式),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삶이 잠드는 시간

V150을 개발했던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TGV를 능가하는 새로운 초고속 열차 AGV를 개발한 것. TGV

빛과 그림자, 박달목서나무
잠드는 시간, 숨가쁜 사람들이

의 후속 모델인‘초고속 열차’
란 뜻의 AGV는 TGV의 최고 속도가 현재 상용 운행 시속 320㎞인데 비

꽃 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해, 상용 운행 시속 360㎞를 자랑한다.

하루의 그림자를 따라 가다

¤¤¤ ¤¤

바람은 흰 무덤 흰 그림자를 따라가다

TGV와 AGV의 기술력, 어떤 점이 다
를까. 바로 동력집중형과 동력분산형

- 박해수

의 차이이다. TGV가 열차의 맨 앞과
뒤에 모터가 달려 있는 것과는 달리
AGV는 각 객차마다 모터가 장착돼
있어 그만큼 추진력이 세다는 것. 관
절대차를 채용한 TGV의 특성상 객차
밑에 주행용 동력 모터를 장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IGBT 소자
의 개발로 인해 AGV에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열차의 앞뒤에 기관차
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
므로 그만큼 객차 수를 늘려 승객도

AGV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됐다.
A U T
O M O
T R I
C E

¤¤¤ ¤¤
G R A
N D E

V I T
E S S
E

2008년 2월 알스톰 열차 시험 센터에
서 가진 AGV 발표식에서 패트릭 크

론 CEO는 AGV가 열차 업계의 중요성과 혁신 측면에서 항공 분야의 세계 최대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야심이 대단하다.
새로 개발된 AGV는 이미 이탈리아 열차운영회사인 NTV가 25대를 주문한 상태이며, 시속 300㎞로
운영되는 이탈리아의 초고속 철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TGV를 능가하는 고속열차 AGV, 그 세계적 활
약상을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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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철도 안전목표 수립 및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런던지하철의 사상사고 저감 사례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철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시스템 검토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관리

TRENDS
의왕 ICD 운영 효율화 방안
러시아 철도 e-티켓제도 도입 1년

철도의 km당 소비 에너지는 승용차의 1/6,
항공기의 1/4로 다른 교통기관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무척 높습니다.
철도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유는 전용궤도를 사용하니 정체가 적고,
차륜과 레일의 마찰도 적기 때문이지요. 전기 철도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의
변환 효율이 높은 것도 한몫을 합니다.
하지만 철도 기술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무게와 주행저항은 조금 더 적게, 기기의
효율은 조금 더 높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을 생각하는 철도 기술의 혁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철도 기술의 혁신은, 더불어 살기 위함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