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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ail

리버풀에서 런던까지 로비 킨 보다 빠르게 가는 영국의 기차?

로비 킨이 누구인가? 국내에도 팬들이 많아 인터넷에 그 이름만 입력해도 무수히 많은 축
구 마니아들의 카페와 블로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뜰 정도다. 로비 킨은 아일랜드 출신
으로, 특유의 덤블링 골 세리머니로 유명하다. 1998년 열일곱의 나이로 국가 대표 선수로
데뷔, 그 해 10월 성인으로서의 국가 대표 첫 골을 포함하여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대스타
가 되었다. 그의 이적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1999년 울브햄퍼튼, 2000년 코벤트리 시티,
2001년 인터 밀란, 2002년 리즈 유나이티드, 2008년 토트넘, 2009년 리버풀,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리버풀에서 토트넘으로 옮겼으니‘이적이 빠르다’
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버킹엄궁전

영국은 축구의 나라이다. 축구 종주국으로써 축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
다. 축구로 인한 국민감정악화의 심화는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도 영향을 미쳤을 정도이
다. 역대 축구스타들은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여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받기까
지 했다. 현재 수많은 팬을 거느린 로비 킨 같은 축구 왕을 비아냥거리는 영국 철도는 그만
한 배짱이 있는가? 있었을 것이다. 영국은 철도왕국이다. 사통팔달 뚫어놓은 국내 철로는
물론이고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유로스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영국의 자존
심이다. 1994년 11월 첫 운행을 시작한 유로스타는 영국 벨기에 프랑스 3국이 공동 운영하
는 초특급 국제열차로 런던-파리, 런던-브뤼셀까지 영불해협을 통해 영국과 유럽대륙을
영국의 한 기차광고에“우리도 저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
란 카피가 뜬 적이

연결한다. 영국의 철도가 처음 개통된 것은 1825년 스톡턴-달링턴 간을 잇는 증기기관차

있다. 무얼 보고‘저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
고 했을까? 이 광고의 재미있는

로 주로 광물을 실어 나르던 화물용이었다. 이것이 세계최초의 철도이다. 승객과 화물을

점은‘빠르다’
는 뜻이 달리기의 속도란 뜻이 아닌 영국의 축구 스타 로비 킨

실어 나르던 근대식 철도는 1830년 개통된 리버풀-맨체스터 간 철도. 1950년대 들어서 증

의 빠른 이적을 빗대어 한 점이라는 것이다.

기기관차가 디젤기관차로 교체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부터는 전철화 되었다. 2백년

표성흠│여행작가

에 가까운 이 오랜 전통이 자신 있게 그런 광고카피를 작성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A Liverpool to
London return
faster than
Robbie Keane.
If you also need to get back to where you came from, we
have more trains between London and Liverpool on Saturdays
and Sundays and an average journey time of 2hrs 7mins.

Book online at virgintrains.com

알면 알수록 매료되는 나라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거느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 지금은 이빨 빠진 사자로
불리지만 여전히 사자는 사자이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남아있으며 영연방

수많은 것들의 본고장,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나라,

영국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으로는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이 나라들이 아직도 영국 여왕을 상징적
인 국가의 원수로 여기고 있으니 이점이 초일류 국가인 미국이 영국을 무시 못 하는 이유 중
의 하나이다. 우리가 영국이라 부르는 것은 잉글랜드를 한자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고 잉글
랜드란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나라의 정식 명칭은
영국의대표적인기차역인워털루역
첼시축구장

대브리튼 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으로 4개의 서로 다른 지
방(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으로 이루어져 한 나라로 연결돼 있다. 영국
은 서양의 끝이고 우리나라는 동양의 시작이지만 그 생김새나 크기가 얼추 비슷해 방향감각
을 잃지 않고 여행할 수 있다. 남북이 1천km 동서가 5백km 이하라 런던을 기점으로 어디나
1일 관광권에 든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로운 공존, 활기차게 분주한 도시의 모습
과 동시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들에서 오는 평온함, 그리고 놀랄 만큼 다양한 문화적인 모습

>

London to Liverpool
one way from

12.00

들이 있는 런던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또한 영국 사람들 그리고 각기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활발한 교류로 런던을 어느 곳보다 생기있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고 있다. 버킹엄궁전, 타워브릿지, 런던아이, 빅벤, 국회의사당, 대영박물관 등
수많은 볼거리가 있는 런던시내는 지하철을 이용하면 이동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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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튼힐

영국이면서 영국이 아닌 곳, 스코틀랜드

런던이 물론 영국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코스이지만 하루 이틀쯤만 짬을 낸다면 영국 북

스톤헨지

에든버러시내

부의 아테네라 불리는 에든버러로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 관광
1번지답게 도시 한 가운데 산이 있고 산위에는 성이 있으며, 그 아래로 강이 펼쳐진다.
스코틀랜드의 풍광은 1995년 아카데미상 5개 부문을 석권한 멜 깁슨의 <브레이브 하트

에든버러오량마일

>를 통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면들이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 성채와 오래된 건물들이 구시가를 메우고 산 위에 우뚝우뚝 솟은 성채들은 마치 마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싶다면 영국이 낳은 세계적 문호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둘러보는

법의 성 같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에든버러 성. 이 성은 에든버러가 스코틀랜
드 제 1의 도시였을 때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던 곳으로 성 입구의 에스플러네이트 광장

것은 어떨까?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영국의 자존심으로 지금도 전

런던시내의경찰

은 중세의 마녀 사냥 처형장이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성 안에 들어가면 가장 오래된 건

세계 영문학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물인 성 마거릿 예배당과 역대 왕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크라운 룸을 구경할 수 있고 군

이 말 하나로 영어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다 하니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은 영국관광

사용 감옥 우물 등을 볼 수 있다. 보다 더 오랜 역사를 보고 싶다면 칼턴 힐을 찾는다. 칼

의 필수코스라 할 것이다. 영어를 세계적 언어로 만든 셰익스피어 기념관 앞에는 언제나

턴 힐은 스코틀랜드의 아테네라 불리는 곳으로 높이 1백m의 산언덕 위에 웅장하고 다

관광객들이 줄을 선다.

양한 그리스 양식의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테세우스 신
전과 파르테논 신전이다. 아테네의 신전들을 그대로 옮겨다놓은 것 같은 이곳은 스코틀

바뀌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랜드가 한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음을 시사하는 역사의 산물이다.

○○의 나라 영국. 빈칸에 들어갈 수식어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계의 역

영국 속의 또 다른 나라 스코틀랜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2~3일이면 되지만 시간을

사와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 인구 6천만 명이 쓰는 그네들의

넉넉하게 잡을 수 없는 이들이라면 런던에서 당일치기로 가능한 스톤헨지를 찾아간다.

국어인 영어를 세계공용어로 만든 나라. 한때는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거느린 대제국

스톤헨지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문화유산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

에서 유럽의 한 작은 섬나라가 되고 말았지만 역사와 문화는 그대로 간직하여 지금도

이다. 언제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그 명쾌한 해답을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여왕과 왕세자를 받들며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
랜드, 웨일즈…. 지방마다 다른 종교와 문화 때문에 밤낮없이 다투는 게 문제이지만

둥근 원형의 이 거석군은 3천 년 전에 만들어진 최대의 조형물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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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벤

셰익스피어생가

영국, 아니 대브리튼 왕국의 저력은 아직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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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960

1691~1970

1971~1980

1981~1990

1990~

Railway Museum

철도청 간부 친선 야구대회

한국전쟁, 철도의 엔진을 바꾸다

혼란과 기대의 교차로에서

전쟁 후, 남북의 거의 모든 산업시설은 파괴되었다. 분단으로 인해 철도의 자원이 양분되어 정

1960년에 들어 국내 정국은 3.15 부정선거, 4.19학생의거, 이승만 대통령 하야 등의 혼

상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철도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기

란과 무질서 속에 5.16 군사정권으로 군정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철도는 이런 시국

도 했다. 서울에서 열두 세 시간을 달려서 부산역에 도착하면 객차전체에 석탄연기를 새카맣게

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였다. 동력의 현대화로 차량 운용율 향상을 위하여

뒤집어썼던 우리의 기관차가 혁명적인 디젤기관차로 교체를 하게 된 것이다. 구름과 바람도 쉬

1961년 3월 16일에는 디젤전기기관차 검수기능을 청량리, 대전, 제천 등 각 관할 철도국

어간다는 추풍령 고개를 넘을 때는 시속 30km도 내지 못했던 증기기관차가 사라지게 된 동기

가관차사무소로 이관하였다. 이듬해인 5월 15일 서울 부산간 특급 제건호를 개통하여 6

는 아이러니하게도 산업시설을 파괴시킨 한국전이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철도역사의 한 시대

시간 10분만에 운행하였고 1963년에는 강원도 탄광지역에 해발 700, 1100미터 구간을

를 마감하게 해준 것이다.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증기기관차로 군수품을 수송해보니 탱

링크라인으로 차량을 끌어 올리고 내리는 직선 구간에 터널 곡선으로 선로를 개통하게

크 두 대만 싣고도 숨 가쁜 소리를 내면서 장장 20시간 이상이 걸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51

되어 영동 지방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주변지역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63년 9월 1일에

년 미국이 주도했던 UN군의 이름으로 최초로 8대의 디젤기관차를 들여와 휴전직전까지 50량

는 철도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변화가 있었으니 교통부에서 독립한 철도국이 철도청으

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유엔군이 가지고 왔던 기관차는 10여대를 남기고 휴전 후 가지고 나갔

로 발족한 것이 그것이다. 교통국의 한 부서에서 관리하던 철도분야가 이제는 체계적으

다. 이때부터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발휘하게 된다. 당시 기관차 제작공장 본사였던 부산에서

로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부처가 되어 철도영업과 연구,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

우리 손으로 디젤기관차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기 까지는 불과 6, 7년 정도. 우리는 철도기지창

장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철도 60주년 기념 가장행렬

대통령 철도청 순시

을 이때 설립하게 된다. 1957년에는 경부간 특급 통일호를 디젤전기기관차로 운행하여 서울에
서 부산까지 7시간 만에 갈수 있었으며 1960년에는 특급 무궁화호가 나와 6시간 30분 만에 부

희망의 엔진을 가동하다

산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시절, 주권이 없는 우리나라는 비록 철도를 개통하였으나 주체적으로
운행하거나 기술을 개발할 수 없었고, 광복 후에는 한국전쟁으로 철도 시설도 대부분
파괴되고 단절되어 국내에 철도가 들어온 지 반세기 동안 우리 철도는 정상적인 궤도
로 달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철도는 달려야만 했다. 그것이 철도의 운명이었고 우리나

무궁화호 부산도착 환영
철도청 발족당시 청사 현판식

라의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철도는 기대와 혼란의

1951~
1960
교차로에서 푸른색 신호를 기다리며 새로운 시대로의 약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미완의 반세기’

역을 통과하다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광복직후 닥친 민족의 비극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었다. 국토는 피폐했고,
국민들은 굶주렸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아직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에게 몇 안 돼는 중요한 현대로의 진입을 위한 것 중
하나가 철도였다. 식민지의 아픔과 전쟁의 고통을 싣고 달린 철도가 60년대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준비를 하고 있다.

철도 60주년 기념 경축열차

정리│편집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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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읽기 난해해진 신문들

▶

1999년도에 모든 세로신문들이 가로쓰기로 전환
했다. 그 이유는 신세대들에게 수많은 한자와 세로
쓰기가 익숙하지 않아 구독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로쓰기신문은 일제
치하의 잔재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
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글을 세로로 쓰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어 신문도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과거의 신문을 살펴보면 몇몇 외래어나 전
치사들(에, 며, 소, 도… 등)을 빼고 거의 모든 단
어가 한자로 씌어져 있었다.

▲

▲

지그재그 철로

딘 소장 구출하러 들어간 용감한 기차

태백시 통리와 삼척시 도계읍 삼포리 구간은 해발 680m에 이르는 험준한 지형으로 이를 극복

한국전 당시 적에게 포위된 미군 제24사단장 윌리엄 F.

하기 위해 스위치백(Switch Back)철로를 놓았다. 스위치백 철로란 경사가 가파른 구간에서 열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미군 특공대 30명을 열차에

차를 전진, 후진을 반복하게 하여 목적지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한 철도선로이다. 기울기 30%

태우고 대전까지 사선을 넘었다가 다시 옥천으로 후퇴

란 1000m진행에 30m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울기가 30%이상이면 운전하기가 힘들다

하던 중 세천역 부근에서 북한군의 집중사격을 받아 작

고 한다. 기차는 도계역에서 심포리 까지 4.06km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다. 이

전이 실패했다. 이 작전에 투입된 구출부대 전원이 거의

구간 중 1.5km구간을 뒤로 달리는 스위치백 시스템으로 열차가 통과한다. 즉 앞머리가 꽁무니

사망하였는데 이에 숨진 당시 28살 고(故)김재현 기관

가 되고 꽁무니가 앞이 되어 경사면을 오르는 것이다.

사의 외손자 홍성표씨가 뒤를 이어 철도인이 되었다.

◀

철도시설 공사 현장

과거에는 장비가 부족했던 터인지라 삽과 곡괭이, 혹은 맨손으로 공사를 하는 모습이 많았다. 이
제는 첨단 장비와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처럼 우리의 철도는 우리

경인기차통학생 운동부

의 먼저 세대들이 값진 땀을 흘려 이룩한 눈부신 보석이라 할 수 있다.

▶

기차와 야구는 공통점이 몇 개 있다. 국내에 최초 도입된 것이 1899년이라는 것과 장소가 인천

◀

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인연이 있는데 인천에서 경성으로 통학한 학생들은 덜

1884년 10월 1일 우리나라에 최초로 근대 우편사업이 시작되면서 집배원이 우편수레와 말을

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왕복 세 시간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애환을 나누었고 야구라는 운동

이용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다가 경부선 철도가 부설된 1904년 11월 1일부터 철도운송을 하게

을 매개로 의기투합했다. 그리하여‘한용단’
이라는 야구팀이 결성되었다. 이들이 일본인으로 구

된다. 철도 운송은 우편물 운송시간을 큰 폭으로 줄이고 우편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성된 미신팀과의 경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일화도 유명하다. 한용단과 일본

하며 우편물 운송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우표는 철도개통 6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된 우표

팀의 야구전은 이후 1950-60년대 인천고, 동산고의 전국 고등학교 야구 제패로 이어지기도 하

이다. 이 우표의 도안으로 나온 기차 이름은‘삼천리호’
라고 한다.

였다.

◀

10

철도 60주년 기념우표

가은역

▶

60년대 서울역, 그때를 아시나요

가은역은 1956년 은성역이라는 이름의 보통역으로 영업

서울역의 파발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쉬지 않고 변

을 시작한 뒤 1959년 가은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55

함없이 돌아간다. 우선 서울역에서 서대문방향으

년경에 건립한 역사는 출입구에 박공지붕을 올리고 측면에

로 오래된 낮은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 옥탑에는

대합실을 배치한 당시의 전형적인 간이역사의 모습을 보여

최백호가 부른 '낭만에 대하여'에 나오는 도라지

준다. 60년대 석탄산업과 관련된 역사로 회소가치가 있으

위스키, 네온사인이 있었다. 무역진흥공사 옥탑에

며 광복 이후 건립한 철도 역사의 건축기법을 잘 보여주는

는 그 날의 수출실적이 적혀있다. 주변에는 제법

자료로 건축적, 철도사적 가치가 뛰어난 역이다. 현재는 폐

숲이 우거져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약간의 시

역 상태로 2006년 12월 4일 등록문화재 제304호로 지정

골 맛을 느낄 수도 있었다. 반세기 전의 서울역 모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가은역과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옛

습이지만 우리나라의 심장답게 분주하고 활기찬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기자기한 간이역이 많이 있다.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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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the Rail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기술은 물론 미래 철도를 겨냥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계획입니다.

한국철도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철도기술 무대의
주연으로 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신기술개발처 박광수 처장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범세계적인 이슈인 만
큼 오염배출이 적은 철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으며
철도시설 확충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이 국내·외적으로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신기술개발처’부서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철도산업의 신기술을 왜 시설공단에서 맡았을

Along the Rail

철길 바로 앞에 있던 학교에 다니던 덕분에 기차를 자주 접

까? 철도산업의 발전은 단지 차량의 성능 향상을 이르는 말

하게 되었고 그것이 막연한 철도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져 철

이 아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관제탑의 시설이 미비

도고등학교에 입학, 이제는 한국철도발전에 있어서 없어서

하면 그 비행기가 시속 300km를 달릴 때 노면의 상태가 이

는 안 될 인물이 된 박광수 처장. 그의 어깨에 다소 과중한

를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면 그 역시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

책임감이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

듯이 철도도 마찬가지이다. 기차의 성능을 뒷받침 해줄 수

락한 철도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는 그. 19
세 나이에 철도청에 발을 들여 40년이 가까운 시간을 철도
발전이라는 과제에 매진하고 있다.

In

있는 궤도, 전기, 신호 등의 철도기반 시설과의 인터페이스
기술이 있어야 비로소 막강한 철도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것
이다. 특히, 신기술개발처에서는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
생한 애로 기술을 파악하여 연구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촉
진하고 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terview

아직 끝나지 않은 무대,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을 위하여

철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신기술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년 전, KTX가 첫 출발할 때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동안 많은 침체상태에 있었던 철도산업이 세계적으로 친

철도청 설계사무소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밑받침으로 고속

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신기술에 대한

철도의 설계단계부터 개통까지‘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역할

관심과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을 해 보자’
라는 일념으로 한국철도 산업의 발전에 혁혁한

매우 시기 적절 하다고 한다.

공을 세운 박광수 한국철도시설공단 신기술개발처장. 이미

현재 우리 철도기술은 해외부품의 의존도가 높다. 우선 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속철도강국이지만 그에

부분의 국산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를 위

겐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았다.

해선‘기술의 진보’
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

“기술의 진보를 위해선 먼저 성실한 자세로 차근차근 배워

는 애로 기술은 물론 미래 철도를 겨냥한 신기술을 발굴하

나가려는 직원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계획입니다”기술의

그 팀이, 그 회사가 그 분야의 일인자가 된다면 기술은 진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우리 철도 기술도

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효과적인 국가적 지원이 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계속적

미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이렇게 이루어진 기술의

인 발굴 및 개발 노력으로 철도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향상은 해외의존도가 큰 부분이 국산품으로 대체되고 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철도기술력 또한 크게 부상할 것

나아가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이며 나아가 선진 철도 기술 보유국과 경쟁해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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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Beyond The Rail

교통의

미래,
상상 그 너머의 세계

를 이용하면서 씽씽 나르던 모습이 그것이다. 1999년에

작스런 철도 소멸로 한 단계 높은 박트레인 개발 주장이

나온 TV 시리즈 <우주>에서 보여준 달에서 타는 진공열차

시작된 것이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철도전문가들을 찾

그리고 영화 <스타트렉>의 23세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진

아나서, 이제 철도전문가들은 정신없이 분주한 시간을 보

공열차를 타면 한 순간에 다른 곳으로 도착하는 장면 등이

내게 되었다.

나왔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교통수단을 생각하지 않았다. 동물

대서양횡단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전철네트워크 프로젝

을 이용한 운송수단에서 제트기까지 수 백 년 동안 많은

20XX년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TV 아침뉴스 기자가 놀란 눈으로 뉴스를 하고 있다. 상상할

트도 다시 살아났다. 진공열차는 해저터널에서 시속 6-8

교통수단의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 사라진 철도에 대한 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철도라는 시스템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영구히 사라져 버렸

천km로 달린다. 이는 소리의 속도로 달리는 것으로, 19세

로운 대안으로 택한 것은 철도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교

기에 처음 미국과 영국이 이 진공열차프로젝트를 논의하

통의 대란은 오히려 새로운 교통혁명을 불러 일으켰으며

였고, 이 아이디어는 버나드 켈러만이 1913년에 그의 소설

그 선두에는 1800년대 영국에서의 철도혁명 때처럼 철도

터널 <Der Tunnel>에서 제안하였다. 그 후 진공열차가 일

가 앞장서고 있었다.

다고 한다. 자기부상열차가 운영 된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종래의 모든 철도 시스템은 사라지고 모노레일이나
자기부상열차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주요 교통수단 이었는데 이 지구촌의 모든 자기부상열차가 갑자기 없어
진 것이다.
박영숙│유엔미래포럼대표

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RAND에 근무하던 로벗 솔터에 의
해서다. 솔터는 이런 기차를 만들면 지구 온난화를 순식간

내일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에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항공기나 지상 운송수단이

철도가 어느 날 갑자기 소멸되거나 하는 극단적인 일은 일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진공상태에서 수송되어 큰 공기오

어나지 않겠으나 머지않아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임은 자명

철도가 사라진 어느 날, 그리고 그 후

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매연에 마스크를 쓰거나

염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넥스트 스텝’
이며 초고

하다. 아니,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2008년 8월 리만브라더스, GM, 시티은행 등의 파산으로

병원을 찾는 모습, 자기부상열차로 사라졌던 주유소를 찾

속운송수단 튜브 셔틀(Tube Shuttles)이라고 불렀다. 이

있다. 각국마다 고속철도 사업과 새로운 교통기술 개발이

자동차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사람들은 자동차운행을 급격

아 차들이 우왕좌왕하였다.

러한 땅속 깊은 터널을 이용하면 시속 4천8백km는 거뜬

활발하다.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교통의 매체는 세계를 일

히 포기하여 교통수단의 대안으로 철도를 선택했고 국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차를 몰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

히 달린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탈 때는 사람들이 중력재킷

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열어줄 것이

의 운송시스템은 대부분 자기부상열차로 갔었다. 그런 상

해졌다. 전철이나 지상의 철도를 이용하면서 여유롭게 영

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기차를 제작하는

다. 그리고 분명, 그 매체는 철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철

황에서 지하 혹은 해저에 깔린 자기부상열차의 갑작스러

어회화를 배우거나, 책을 읽으면서 출퇴근을 하던 사람들

데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도 개발하지

도기술은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 세계가 더 새로운 철도기

운 소멸은 지구촌의 큰 혼란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앞으

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우선 철도의 속도를 자동차가 따

는 못했지만 여전히 기술은 발전하고 있었다. 지구촌의 갑

술을 필요로 할 지 알 수 없으므로.

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였다.

라가기 힘이 들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 습관에서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이 오늘 하루는 휴무를 선언하였

벗어나‘돌아올 수 없는 다리’
를 건넌 문명사회에서 다시

다. 가만히 보면 이 휴무는 당분간 더 지속될 듯 하다. 사

금‘자동차를 몰던 사회’
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

라져버린 자동차문화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사

한 것이다.

람들은 이동을 위해 집집마다 세워두었던 자동차를 정비

이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산과다로 지원하지 않던 새

공장으로 끌고 가고, 세워두었던 버스들은 다시금 배기가

로운 철도운송수단, 신기술 박트레인(Vactrain, 진공열

스를 뿜으면서 길거리를 달렸다.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차)의 개발에 대한 시급한 법통과에 대한 긴급예산집행

갑자기 모두 시내로 몰리면서 서울 등 지구촌 대도시는 심

과 요구가 쇄도하였다. 박트레인은 최고속 철도운송수

각한 교통체증을 맞았고, TV 뉴스에서는 연일 수많은 사

단으로, 자기부상열차를 해저 진공의 터널에서 달리게

람들이 혹시나 하여 폐기하지 않고 차고에 숨겨놓았던 자

하자는 제안이다.

동차를 끌고 나오는 모습과 극심한 교통체증이 들끓는 거

박트레인(Vactrain 진공열차)의 개념은 공상과학소설에

리의 모습을 중계하였다. 지금까지 맑은 공기를 마시던 사

서 자주 이용하던 미래의 기술이었다. 사람들이 지하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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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속도혁명 KTX 5년,

세상을 바꿔놓다

나면 6월부터 실제운영선로에 투입되어 시험운전에 돌입한

생활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다. 그 다음 금년 하반기 호남선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철도역이 달라지고 있다. 복합역사로 개발되고 역세권이

KTXⅡ는 그동안 민원사항이던 역방향 좌석을 없애고 모든

함께 개발되면서 도심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그

좌석이 순방향으로 제작됐다. 기존 20량 편성을 10량 편성

선두주자가 KTX 역이다. 거점 도시간을 빠르게 이동하며

으로 제작하여 수요에 따라 2개 열차를 붙여 20량을 1개열

사람과 물자, 문화와 정보를 실어 나르고 지역경제 발전을

차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좌석 간격도 넓어지고 360

견인하며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도 회전이 가능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앉아 여행할 수 있
도록 설계됐다. 여행하면서 간단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스

최고속도 305㎞,

낵 바도 갖췄고,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가족칸도 마련돼

정시율 97%, 운행시스템 최적화로 세계적 수준

있다. 수유실이 따로 있어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들의 기차

KTX는 현재 시속 300㎞를 넘어 평시 최고 305㎞로 달리

이용이 편리해진다. 접이식 문이던 기존 KTX 화장실 출입

시속 300㎞로 달리는 KTX가 속도혁명을 일으킨 지 5년이 되었다. 개통 초기와 비교할 때 이용객과 정시율은 대폭 높아지고 장애건수는 눈

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평시 최고속도를 시속 300

문도 슬라이딩 도어로 바뀌어 사용이 훨씬 편리해진다.

에 띄게 줄어들었다. 일본(64년)이나 프랑스(81년) 등 고속철 선진국과 비교해 출발은 늦었지만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짧은 기간 국민교통수

㎞에서 305㎞로 올려 운행 중이다. 그동안 속도를 높이지

KTXⅡ는 10량이 적절한 호남선에 우선 투입되고 2010년

단으로 자리매김 했다. 개통 이래 지난 5년간 KTX 이용객은 1억7천명을 넘어섰고, 2억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는 12월이면 전 국민

못한 이유는 운행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규정에 최고

에는 경전선 마산까지 전철화하여 투입, 2011년말이면 전

속도를 300㎞로 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KTX도 승용차 제

라선(익산~여수)이 전철화되면서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

한속도처럼 규정속도가 있다. 바로 그 규정속도가 시속

이다. 또한 2010년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완

300㎞이므로 그 규정을 지키려다보니 시속 300㎞보다 밑

공되면 경주에서 포항까지도 전철화하여 KTX를 투입하려

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승객들로부

고 계획 중이다. 1단계 개통하여 운행중인 노선에 평택역

터“KTX 속도는 시속 300㎞인데, 왜 시속 295㎞로 달리느

(계획중)과 오송, 김천역이 추가 건설되고 있으며 2단계구

냐”
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간에 울산역도 건설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KTX를 이

철도서비스의 바로미터는 정시율이다. 현재 KTX의 정시율

용할 수 없었던 도시의 사람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

은 97%이다. 정시율 97%란 100대중 97대가 5분을 넘기지

어 KTX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극동│코레일 언론홍보팀장 (gdban@naver.com)

이 KTX를 4번씩 타게 되는 2억명 돌파가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만5천6백명이며, 하루 이용객 최고 기록은 17만8천명이다.
시속 300㎞로 5년간 달린 운행거리는 총 1억69만km로 지구(4만㎞)를 2천 5백바퀴나 돈 거리와 맞먹는다. 하루 평균 수입도 31억1천500
만원에 이르고 있다. 2007년 이미 연간매출 1조원시대를 열었고, 지난해엔 1조 500억원을 벌었다. 코레일 영업수입의 약 40%가 KTX다.

중장거리 구간 비행기나 승용차보다 KTX가 경쟁력 압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출퇴근 승객이 가장 많은 구간은

‘KTX 커뮤터’
‘서울시 천안구’
‘서울시 아산
도적 우위 -

서울~천안·아산간, 서울~대전 구간이다. 천안과 아산은

구’
등 신조어 생겨

전철 개통과 함께 수도권 도시로 편입되었고,‘서울시 천안

KTX가 개통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많다. 설날 등 명절 이

구’
‘서울시 아산구’
라 불릴 정도로 가까워졌다. 대전은 말

동교통수단으로 KTX는 절대강자다. 하루 이용객이 17만

할 것도 없고 대구나 익산에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8천명을 넘어섰고, 이 기록 또한 매년 경신되고 있다. 서

이 생겼다. 대전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부산 해운대에서

울~부산(408.5㎞)과 서울~대구(293.1㎞) 등 중·장거리

세미나를 하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온다. KTX가 일상 속으

구간에서는 항공기와 승용차를 저만치 따돌리고 최고 교

로들어왔기때문에가능한일들이다.

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부산 구간은 63%(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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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충청지역이 서울의 광역

않고 정시에 도착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통 초기 86.7%였던
정시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는 열차

철도교통 KTX 중심으로 재편, 속도혁명은 계속된다

운행 횟수가 개통 초기 하루 128회에서 현재 181회로 41.4%

고속철 개통 5년만에 철도교통이 KTX 중심으로 재편되고

나 증가한 것까지 감안하면 세계적 수준이다. 이런 수준은

있다. 코레일은 수송효율이 높은 KTX 중심으로 열차운행체

운영 노하우가 그만큼 쌓인 것으로 이로 인해 고속철도를

계를 개편, 앞으로 중장거리 열차는 KTX 중심으로, 일반열

도입하려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차는 KTX 연계나 단거리 중심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

17%, 승용차8.1%), 서울~대구 구간은 61%(승용차 25.6%,

일자리 창출· 철도역 지역 랜드마크화,

고속버스 8%)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300~500

대한민국 경제지도 바꿔

㎞구간에서 항공기와 신칸센의 경쟁이 치열한데, 고속철

KTX 개통이후 나타난 또 하나 큰 특징이라면 KTX가 정차

의 교통분담률은 67%를 차지한다.

하는 주요 도시에서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이다. 허재완 중

직장인들의 숙박 출장이 없어지고 당일출장으로 바뀐 것

앙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가 분석한‘KTX 5년과 지역발

도 KTX가 개통하고 달라진 풍경이다. 오전에 서울을 출

전’
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경우 개통전

자체 개발하여 더 안락한 KTXⅡ

발해 부산에서 업무를 보고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와 회의

(2000~20003) -0.34%에 머물던 일자리 증가율이 KTX 개

올 하반기 호남선 본격 투입 운행

에 참석, 출장보고서까지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통 후(2004~2007) 0.3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시대 5년, 110년 철도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

KTX로 출퇴근하는‘KTX 커뮤터’
(KTX Commuter)도 생

천안과 서울의 일자리 증가율도 각각 0.21%포인트, 0.06%

다. 또 다른 기술 혁명으로 KTXⅡ를 순수 국산으로 자체 개

겨났다. 내집 마련을 위해 어려워진 서울을 떠나 서울 절반

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충청권 지역 전체가 KTX 개통 이후

발하여 작년 11월에 첫선을 보였다. 현재 고양 고속철도차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천안아산 KTX역 주변에 내집 마련을

일자리 증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과 통학 인

량기지에 반입되어 각종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이 끝

※ 정시율 판단기준=종착역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KTX는 5분 이상, 일반열차는
10분 이상 연착하지 않은 비율을 말하며, 정시율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
으나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횟수도 현재 주말기준 1일 181회에서 2011년까지 300회로
늘릴 계획이다. 최고 속도가 시속 350㎞인 한국형 고속열차
인 KTXⅡ가 올 하반기에 운행될 예정이고, 최고속도가 시
속 400㎞인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KTX의
속도혁명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KOREAN RAIL TECHNOLOGY | 2009+03+04

17

KORAIL
news

코레일소식

http:// www.korail.com

허준영 코레일 사장 취임

KORAIL
news

코레일소식

http:// www.korail.com

지식재산권을 사수하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세계일등 국민철도’
를 만들겠습니다”

코레일, 2009년 제1회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개최

코레일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허준영(만 56세) 사장은 3월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코레일 연구원(원장 정인수)에서는 3월 12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발명자가 참석한 가운

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허준영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철도인의 저

데‘2009년도 제1회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력과 열정을 한데 모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세계일등 국민철도’
를 만들어 코레

본 심의위원회에서 총31건의 직무발명 및 상표에 대해 심의했다. 각 발명은 고문변리사와 관련

일이 제2의 기적(汽笛)을 울리도록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부서의 사전검토 결과와 발명자의 발표를 통하여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

허 사장은 이를 위해 ▲철도선진화에 역량 집중 ▲고객감동 경영 ▲블루오션 개척

토로 8건의 직무발명과 상표 2건이 최종 선정됐다.

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조직의 체질 변화 ▲노사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윈

정 원장은“이번에 선정된 발명은 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게 되며, 추후 등록

윈윈(win-win-win) 문화 등 주요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철도선진화 목표 달성과

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에 의하여 등록보상금지급, 인사가점, 경

관련하여 허 사장은 영업수익 증대와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 효율화와 자회사 경영효율화, 그리고 사업단위별 회계 분리로

영평가 가점 등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며, 공사의 경영개선은 물론 업무능률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제시했다. 고객감동 경영을 위해 허 사장은“철도가 단순한 운송수단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즐거움과 행복,

향상에 이바지하는 직무발명이 사내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도록 확산을 당부했다.

새로운 가치를 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야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다”
면서 그 방안으로 복합역사개발,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설비 개선, 친환경적 서비스 제공, 고객접점서비스 강화 등을 강조했다.

철도 주변과 철도 역사가 깨끗해진다
코레일, 1만5천 명 직원 참여‘새봄맞이 국토대청소운동’

김해진 코레일 감사
전국 순회 청렴특강 시행

철도고객센터, 4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김해진 코레일 감사는 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KMAC주관 KSQI조사에서 전년 대비 1점 상승한
92점 획득

일주일간 전국 철도와 철

코레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합동점검
4월 25~26일 남창역 등 5개 소속 일제 점검…
사고다발 분야 산업재해 감소 기대

도 역사 주변에서‘새봄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레일 대전기관차승무사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한국

맞이 국토대청소운동’
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소와 서울지사에서 총

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시행 되었다.

합동으로 4월 25일과 26

171명 시설분야 간부급

서 주관하는‘2009년 한국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일 양일간 산업재해 예방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업의 콜센터 서비스품질

정부의‘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운동’
에 적극

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

지수(KSQI) 조사’
에서 철도고객센터가 2006년부터 2009년까

동참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한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일방적인 점검만으로는 철도산업

김해진 감사는 지난해 7월 부임 후 강력한 청렴의지를 실천에

지 4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해 올해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운동을 전사적으로 시행하였

현장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공동인식 아래 작업 프로세스

옮겨 전국을 발로 뛰며 총 15회의 맞춤형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KMAC가 31개 산업군 179개 기업 콜센터(민간기업 151개, 공공

다고 밝혔다.

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이와 같은 김해진 감사의 청렴문화 견인 노력에 힘입어 코레일

부문 28개)를 대상으로 평가한 이번 서비스품질조사에서 코레

국토대청소 기간 중에는 본사와 지사, 사업소 등에서 1만5천여

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철도차

은 국민권익위원회‘2008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결과 최우

일 철도고객센터는 전년보다 1점 상승한 92점을 기록, 공기업·

명 코레일 직원이 참석해 철도주변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지역

량분야(전체 29%)에서 불안전 행동 및 작업조건을 찾아내 직무

수기관에 선정되고, 381개 공공기관 중 종합청렴도 평가 2위,

준정부기관 부문 우수콜센터(2위)에 선정되었다.

을 돌며 쓰레기 약 250여 톤을 수거하였다.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각 소속에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투명성기구‘제8회 투명사회상’수상 등의 결실을 얻었다.

철도고객센터는‘전문화’
(Specialization),‘펀(Fun)경영’
,

김희만 코레일 환경팀장은“이를 통해 철도주변과 지역 주민들

이종범 코레일 수송안전실장은“이번 합동점검이 동종사고의

김해진 감사는 이번 특강에서“간부들의 청렴의식이 무엇보다

‘HR(Human Resource) 매니지먼트'를 통해 한발 앞선 공공서

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여행객들에게는 쾌적한 여

재발방지와 사고다발 분야에서의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

행환경 분위기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중요하다”
며“소속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용 및 관행의 선도적 타파에 전력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천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앞으로도 코레일의 대표 얼
굴로 부족함이 없도록 철도고객센터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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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강국의 혁신, 철도 비전 제시

“유실물 한달에 2천여건”
… 노선별로 찾아야했던 유실물을 홈피 통해 바로 확인

철도100인포럼 국제심포지엄 개최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 유실물관리 전산

‘저탄소 녹색성장인 철도의 역할과 유라시아 철도발전 방안’
을 주제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 전철에서 고객이 잃어버린 유실물을 통합 관리함으로써‘유실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물찾기’코너에서 사진과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철

이번 유실물관리시스템은 기존의 각 노선별로 유실물 보관역에서 별도로 관리

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였다. 지난해 11월,

되면서 유실물을 찾는 고객도 각 역으로 문의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으로,

녹색성장 시대의 질과 포용의 공동체를 실현하고 철도의 비전을 제시한‘철도

코레일 홈페이지 오른쪽‘퀵 메뉴’
에서 일반서비스‘유실물찾기’코너를 클릭

100인 선언’
의 취지를 계승하고자 개최된 오늘 행사에는 300여 명이 넘는 교

하면 바로 접속된다. 이선현 코레일 광역영업팀장은“전철에서 분실한 유실물

통·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는 허화우 중국 철도부 총공정사를 비롯해 프

은 휴대폰, 우산 등 소지품이 대부분이며, 한달 2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전하면서“차내에서 분실한 유실물은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랑스철도시설공단의 쟝 포슈리에 전략기획실장, 국제철도연합(UIC)의 사제빅 마가렛, 일본교통문화진흥재단의 수가 타치코 대표 등

가까운 전철역에 문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해외 각지 전문가들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동건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병
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철도는 환경혁명의 주인공”
이고,“철도는 나라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이며, 약자
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시대 최적의 교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며 한국 철도의 비전을 강조하였다.

해빙기 안전 운행 위해 철도차량 일제 점검
5,014km 선로구간에 궤도검측차 운행·2,370량
일반차량 중점 정비

“서울역에 기업CEO 회의실 생긴다”
코레일·대구시, 중소기업인 지원 위해 VIP룸 개방
코레일은 서울역 4층 VIP룸을

「한국철도협회」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민간차원의 협력체계 구축과 철도산업 지원기구 마련

몽골 진출 교두보 마련
‘Transit Mongolia’국제포럼 참석

코레일은 봄철을 맞아 철도안

기업 CEO 회의실로 개방하기

전수송을 위해 철도차량 및 시

로 하고, 대구광역시와 장기임

공단(이사장 조현용)은

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대계약을 맺었다고 3월 9일 밝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

궤도검측차가 5,014km 전 선

혔다.

하는 철의 실크로드 중

로구간을 운행하며 4월말까지

이번 대구시와 CEO 회의실 임대계약은, 사상 유례없는 경기불

궤도 검측을 실시한다. 또 총

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인을 위해 서

공단·공사 합동으로 구성된 철도협회설립추진팀(팀장 강태우)

철도시장 개척에 나섰

268개소 166.180km 선로구간

울역 VIP 회의실을 중소기업 CEO라운지로 운영함으로써 역

은 민간차원의‘한국철도협회(가칭)’
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3월

다고 밝혔다. 공단은

을 대상으로 여름철 기온상승에 대비한 장대레일 재설정 작업

회의실 활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한국철도

몽골 바툴가 도로건설교통도시개발부 장관 초청으로 지난 3월

을 5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3월말까지는 차량정비 실태도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계약체결로, 지방의 중소기업인들이 열

협회 발기인대회’
를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금번 설립 추진 중

19일∼20일까지 양일간 몽골수도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승차감 및 선로품질 향상을 위해 역구내

차로 신속히 이동해 서울역에서 바로 회의나 비즈니스 상담이

인‘한국철도협회’
는 녹색성장 산업인 철도산업의 발전과 육성

‘Transit Mongolia’국제포럼에 김상균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분기부, 이음매부, 용접개소 등을 정밀점검해 보수하며 낙석이

가능해 시간적, 공간적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경쟁력까지 높

을 위한 민간차원의 협력체계 구축과 철도산업의 종합적·체계

한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한국, 러시아, 몽골 등 3개국은 이

우려되는 23개소에서 낙석 사전 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6개소에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 지원기구로서, 철도건설·시설기관, 철도운영기관, 연구기

번 포럼에서 아시아와 유럽 간 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과 유럽,

는 감시원을 배치한다. 코레일 관계자는“추웠던 날씨가 따뜻

김호균 코레일 서울지사장은“KTX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

관, 학회, 협회, 철도유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 철도산업의

동북아, 동남아 등과 철도연계에 필요한 몽골철도 개량사업 등

해지는 봄철에는 운행선 인근의 각종 공사가 증가하고, 시설물

활권에 접어들면서 비즈니스, 학술세미나 등 철도역에서 각종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날 철도협회 발

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공단은 이번 몽

붕괴 및 균열이 발생하며, 안개·황사·춘곤 등이 일어나 철도

회의 수요가 늘고 있다”
며“이용 고객의 호응에 부응하고 경기

기인 대회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모두 46개 기관 및 기업이 참

골방문을 통해 지금까지 중국철도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며“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적

불황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여하여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총 22인의 임시 이사를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몽골철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

극 발굴·해소함으로써 철도안전수송에 한 치의 문제도 발생되

CEO 회의실을 만들게 됐다”
고 밝혔다.

선임하였고, 한국철도협회의 설립과 발전을 기원하였다.

반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국가 중 하나인 몽골

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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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 금정터널, 터널의 역사를 새로 쓰다

중앙선 용문역사 재탄생

국내최장 금정터널 전구간 관통

구역사 철거, 올 11월 신역사 위용 드러내

한국철도시설공단소식

국내 최장 터널인 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 전구간의 굴착공사가 2월 13일 완료되

강원본부(본부장 남기명)는 지난 1월 13일 착공한 중앙선 용문역사의 준공을 당

었다. 금정터널은 양산시에서 부산시 부산진역까지를 연결하는 총 연장 20.3km

초’
10년 7월에서 ’
09년 11월로 크게 앞당기고자 세부건설계획 등을 검토중에 있

로 현재 운행 중인 국내 최장 터널 황학터널(10km)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

다. 현재의 용문역은 1941년 보통역으로 영업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지

를 자랑한다. 금정터널을 KTX로 통과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국내·

난 11일 지역민의 수많은 사연을 담은 채 철거되었고, 올 11월경에는 새로운 모습

외 철도안전에 관한 기준에 맞게 방연문, 송수관 등 각종 안전설비 등이 설치되

으로 그 위용을 드러낼 전망이다. 신설역사의 규모는 본건물이 1,358평(4,490

어 있어 열차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 고상승강장이 2동 671평(2,219㎡), 저상승강장이 2동 445평(1,469㎡)으로

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는 2010년말 완공 목표로 금년 중 토목공사와 궤도공사가 대부분 완료될 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

이뤄지며, 역사 시설은 지역유래 및 특징을 고려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적용, 최신 감각과 최고급 소재의 실내외 인테리어 디자인으

고 있으며 새롭게 들어서는 고속철도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역사는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거점의 중심 역할을 담

로 여객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휴식공간과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역사 외관의 특징은 전면부와 후

당하게 되어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구간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부산간은 1단계 사업 개통(’
04. 4)

면부는 한식기와지붕으로 설계하여 우리나라 전통 고전미를 강조하였고 역사 중앙부는 현대식으로 장식하여 신·구 조화를 이루는

으로 82분을 단축(4시간10분→2시간48분)한데 이어 또다시 38분을 단축한 2시간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여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복합건축물로 탄생할 예정이다.

현실화 되며 저탄소 운송수단인 고속철도는 경부축의 신성장 동력 기반시설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부고속철 대구도심구간 본격 추진

성산~문산 개통 이상 無

27,084km 구간 2014년 준공

국토부 차관, 경의선 공사현장 방문

춘천정거장 문화재 올해 말까지 발굴완료

부산지역 철도운영체계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로 경춘선 2010년 개통 이상무!!!

부산역 KTX 지상화, 일반철도 부전역 이전 최적안

수도권본부 건설2처(처장

기술본부 일반광역

공단(이사장 조현용)은 경부고

지난 2월 13일 국토

이종찬)는 지난 2월 25일

기술처(처장 정재우)

속철도 2단계 대구도심통과구

해양부 제2차관(최

문화재청, 강원도, 춘천

는 지난 3월 10일 부

간 경부고속철도사업이 본격

장현), 광역도시철

시, 발굴단과 함께 춘천역

산역 회의실에서 국

적으로추진된다고밝혔다. 경

도과장(이승길) 등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협

토해양부 최장현 제

부고속철도 대구도심통과구

은 경의선 성산~문

의회의를 갖고 2010년 경

2차관, 부산광역시 정낙형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

간은 2007년 11월 실시계획을

산 개통구간 공사현

춘선 개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연말까지 문화재 발굴을 완료

산지역 철도운영체계 조정관련 용역 결과 보고를 하였다. 부산

승인 받아, 2007년 12월 우리공단과 대구시가 위·수탁 협약을

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고양시 건설국장 및 교통

하기로 하였다. 춘천역은 경춘선복선전철의 종착역인데 현재

지역 철도운영체계 조정 용역은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도심

체결하고 2008년 5월부터 대구시 위탁사업인 정비사업구간의

행정과장 등도 동행하였다. 신용선 건설본부장은 경의선 일산

춘천정거장 일대의 문화재 조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춘선

연계기능 확장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역 지하화를 지속적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 경부고속철도 제10-1, 10-

건축감리단 종합상황실에서 공단 전체 사업비 조기집행 및 추

개통지연 우려가 제기돼 관련기관간 협의를 하게 되었다. 이번

으로 제기하여 관계기관(공단,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한국철

2공구 및 효목교 개량공사와 측면도로 5개소 건설공사를 우선발

진현황을 보고하고, 철도투자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

협의를 통해 신속한 발굴을 위하여 현재의 발굴단 외에 2개의

도공사)간 합의를 통해 공단주관(부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협

주 착공하였으며, 2009년 2월 경부고속철도 제10-3A공구가 착

리 창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김선호 수도권본부장

조사기관이 추가 투입되어 조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넓은

조)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용역결과 부산광역시에서 지속적

공됨에 따라 대구시와 공동으로 기공식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은’
09년 6월 개통예정인 성산~문산구간에 대한 추진 현황 등

면적을 일시에 조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량의 토사는 춘천시

으로 제기한 부산역 지하화는 기술적으로는 시공이 가능하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통과구간 건설 사업은 2007년 12월 공단

을 보고하였다. 최장현 차관은“성산~문산간 복선전철사업은

에서 사토장을 제공하여 처리키로 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산역 KTX만 지

과 대구광역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북 칠곡

향후 수도권 북부지역의 발전과, 남북철도, TSR 철도와 연결되

하듯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지난 2월 2일 직접 춘천정거장 조사

상화 하고(4홈9선) 일반철도는 부전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

군 지천면 신리에서 대구시 동구 율하동까지 27,084km구간(정

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
이라며,“금년 6월 개통은 국민과의 약

현장을 방문하여 공단과 발굴단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발굴

적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사업 구간 11.58km)에 대하여 총사업비 1조 3,107억원(’
06.8월

속이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고 말해 담당자들의 안전하

단에는 경춘선 개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문화재조

’
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계획기준)을투입하여2014년까지완공할계획이다.

고, 철저한 사업추진을 강조하였다.

사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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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원장, 코레일 전남지사 방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창립 13주년 기념식
철도연은 창립 13주년을 맞아 3월 3일 철도연 대강당에서 산업기술연구회 한

철도연 최성규 원장은 3월 26일 코레일 전남지사를 방문해 양현욱 지사장을 비롯한 전남 지역 철도 관계자들과 지역 철도 산업 발전

욱 이사장을 비롯한 내, 외빈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에 대하여 토론했다.

10년 장기 근속사원에 대한 시상을 비롯해 우수연구상, 성과확산상, 우수논문

철도연 소개와 함께 전남 지역 철도의 Needs 및 관련 지자체, 철도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상, 경영혁신상, 자기혁신상을 수여했다. 최성규 원장은 창립기념식에서“국내

최 원장은“전남 지역의 철도 현황과 철도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여러 지역 각계 각층 철도 관계자들의

유일의 철도기술 전문 연구기관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자”
며

의견을 수렴해 연구 수행에 참고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첨단핵심원천기술에 기반한 국가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을 강조했다.

틸팅열차 중앙선 시험운행 및 시승행사

승강장 간이매점 화재 실험

철도연은 2월 24일 장윤석 국회의원, 김주영 영주시장 등 기관

철도연은 국토해양부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후원, 롯데제

단체장과 학계, 언론계, 지역 인사 등을 초청해 중앙선 구간에

과 협찬으로 3월 2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안전성능시

철도연은 공주대학교와 2월 26일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서 시험 운행 중인 틸팅열차의 시승행사를 개최했다. 영주역~

험센터에서‘승강장 간이매점 화재실험’
을 진행했다. 지하철

철도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1500V급 에너지저장장치’
를대

학술-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제천역을 틸팅열차로 이동하면서, 틸팅열차 홍보영상을 시청

승강장에는 신문 가판대를 비롯해 간이매점, 복권방 등 소규모

전도시철도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3월 12일 대전

상호 인적교류, 현장 실습 협력을 통해 우수전문 연구 인력을

하고, 철도교통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역 인사들과

상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화재 시 주요 발화원이 될 수 있어 실

도시철도공사와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향

양성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및 철도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적

의견을 교환했다.

험을 통한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후 현장적용시험 및 시범운영을 수행할 전망이다.

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규 원장은“철도연이 공주대

곡선부가 많아 상대적으로 철도교통의 오지가 되어버린 경북

간이매점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열량과 연기량 등을 평가해

‘1500V급 에너지저장장치’
는 도시철도 구간에서 전동차 제동

와 학-연 협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시

북부 지역에 곡선 구간 운행에 적합한 틸팅열차의 도입으로,

향후 방재설비 구축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발생한 회생에너지를 저장해, 전동차가 역행할 때 저장된 에

너지효과를 내고, 철도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양 기관이

철도 관광객의 증가 및 사업시설의 확충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또한 오는 5월에는 철도 터널 안에서 실제규모 연기발생장치를

너지를 재공급해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전압을 안정화할 수 있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 밝혔다.

균형발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용한 배연성능평가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험에서

는 시스템이다. 1500V급 에너지저장장치의 사용으로 △회생에

협약 체결 후, 최 원장은 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철도기술

는 지역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개최됐다.

도출된 내용은 향후 방재설비 구축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

너지 활용으로 전동차 사용에너지의 약 20~25% 절감 △전압

과 국가 미래 비전’
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고속도 180km/h의 틸팅열차가 중앙선에 상용운행되면 영

된다.

안정화에 의한 유지보수비용 절감 △피크 전력을 줄여 전력비

한편 지난 3월 19일에는 양 기관의 실질적인 첫 교류,‘협력 활

주-청량리간 운행시간을 지금보다 약 50분 단축할 수 있을 것

용 절감 △에너지 절감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등의 효과

성화를 위한 간담회’
가 철도연에서 개최됐다.

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지속가능한 녹색교통’협약 체결

공주대학교와 학술-연구 교류협력 체결

를 창출해, 철도가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
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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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 세미나

‘녹색물류 인프라 선진화’물류정책 국제세미나

안전성 및 정보보안 평가기술 분야 초청 세미나

철도연의 물류표준화연구단 주관으로‘녹색물류 인프라 선진화’국제세미나가 3월

안전성 및 정보보안 평가기술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3월 11일 철도연 열차제어통신연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내 녹색물류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철도연

구실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안성평가단의 유희준 선임연구원이‘국제

이 추진하고 있는‘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개발’사업의 제3단위과제인‘물류 표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소개 및 고(高)등급 평가기술’
을 주제로 발표했다.

준화 선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역량 강화’사업부문의 2차년도 연구추진 내용과 미

유 선임연구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국-일본-유럽 등 선진 해외 녹색물류 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인증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품평가, 평가기술 개발 등의 사업 연혁을 소개하

해외 물류표준화 사례로 일본가전제품의 정맥물류 관리체계, 미국 위험물 물류의 보

며 최근 국내의 평가 및 인증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국제공통평가기준과 국

안과 무선 정보, 유럽의 비즈니스를 위한 녹색물류 동향이 소개됐다.

제상호인정협약(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국제공통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공통평가방법론을 수행하는

물류표준화연구 사업은 철도연 주관으로 ’
07.12~’
12.7(4년 7개월)까지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으로 일관수송 중심의 물류표준 체계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실제 KISA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과정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철도분야와 같은 높은 안전성

구축, 물류 정보 및 보안 표준화, 물류선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역량 강화 등 3개 부분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도 고등급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다.

철도연 세미나

철도연 세미나

철도연 세미나

브레이크 디스크의 진동소음 저감 연구
전문가 초청세미나

전력품질분석 장비 관련 세미나
차세대고속철도기술

지하역사 화재 및 피난 대책기술
국제세미나

철도연 워크샵

도시철도 시설물 표준화연구 워크샵
도시철도 시설물표준화

철도구성품 환경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의 주관기관인 철

향상 기술개발과제

전력분석기 개발업체

도연과 협동기관인 (주)

의 친환경 고 내열성

인 Fluke의 기술엔지

리트코, 동명기술단, 서

초경량 제동 디스크

니어를 초청해 기술동

울메트로, 연세대학교

개발에 관한 전문가

향과 계측기 특징에 대

는 공조화재설비분야

초청 세미나가 3월

한 세미나를 3월 31일 철도연에서 열었다.

표준화 및 공조장치 장착용 미세먼지 저감 핵심장치 개발을 위

24일 철도연에서 열렸다.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조종두 교수

전력품질 분석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품질분석의 기술

한 도시철도 운영처 간 워크샵을 개최했다. 2월 5~6일 양일 간

를 초청하여‘브레이크 디스크의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동

동향, 상세사양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특히 최신 전력분

부산교통공사 및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공조화재설비 분야

향’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석기기의 특장점을 비교해 기술개발의 흐름에 대한 논의를 진

담당실무자 등 산학연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동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저더(Judder) 진동, 스퀼(Squeal) 소

행했다.

음 등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각 산업분야의 제동디스크 진동 및

철도연은 국토해양부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후원으로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 1~3호선 3개 역사 공조실 운영현황을

향후 계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

‘Fire and Egress of Underground Railway Station(지하역

실사했으며 표준화과제의 필요성 소개와 더불어 진행현황이

소음 저감을 위한 국내외의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가 되었으며 적용사례를 통해 전력분석기기가 갖추어야 하는

사 화재 및 피난 대책 기술)’
을 주제로 지난 3월 5일 국제세미

소개됐다. 또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공조장치 장착용 미세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필수 기능에 대해 토론했다.

나를 개최했다.

먼지 저감장치의 특징 소개와 각 기관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수

국내 및 미국, 대만의 화재안전 및 방재관련 전문가들이 참가

렴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했으며 지하역사의 피난안전과 관련된 역사 승강장의 설계, 철
도차량 및 역사 건축재의 화재규모 평가, 역사 설계 기준 등 화
재 시 지하역사의 피난 대책에 관한 국제적 기술 동향과 현안
에 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26

KOREAN RAIL TECHNOLOGY | 2009+03+04

27

THEMES

K O R E A N

R A I L

T E C H N O L O G Y

THEME

01

차세대 전동차시스템 기술개발 방향

THEME

02

차세대 직접구동전동기 개발

THEME

03

차세대전동차 성능향상을 위한 차량 적용 신기술

THEME

04

차세대전동차 RAM 적용방안 고찰

THEME

05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THEME

06

승강장 승객안전성 향상을 위한 영상처리식 검지시스템 기술

Theme

01

(

▶ 차세대 전동차시스템 기술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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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동차 성능향상을 위한 차량 적용 신기술
차세대전동차 RAM 적용방안 고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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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동차시스템 기술개발 방향

K O R E A N

R A I L

·완전전기제동(M CAR)

·차량경량화

·조향대차통한 곡선추종성 향상

·에너지저장시스템

T E C H N O L O G Y

·차량배선절감 및 제작비용 절감
6. 환경친화성 향상

김길동│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장 책임연구원 (gdkim@krri.re.kr)
이한민│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선임연구원 (hanmin@krri.re.kr)

3. 승객편의성 향상

·공기제동 최소화로 분진발생 감소

·IT기술을 이용한 승객정보서비스 확대

·무급유 공기압축기, 친환경냉매

·장애인 편의시설

·소음저감

·쾌적한 공조설비(HVAC)

이장무│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선임연구원 (cmlee@krri.re.kr)

·실내공간 및 Open형 운전실

Ⅲ. 차세대 전동차 개요
1. 시스템 체인지

Ⅰ. 서론

술, 승객서비스 향상기술, 에너지 저감기술 등 여러 가지

4. 신뢰성 향상

차세대 전동차는 기존 각종장치의 기술을 한 단계 높이기

지구온난화가 사회 문제화 되는 등 지구환경 보호와 에너지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추진시스템 분산개별제어(1C1M)

위해 시스템 체인지를 통하여 운영비용을 저감하기위해 차

문제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절약에

위한 차세대전동차의 컨셉은 수송능력 향상을 위하여 차상

·예방진단기술

체구조의 간소화를 하였으며, 범용전기기술 활용에 따른

의한 동력비 절감은 운영기관에서 좋은 전동차 시스템을 선

신호제어방식 적용·가속도 향상·유지보수비용 절감·

·제어장치 2중화

차내 배선의 삭감, 개별 차륜방식에 따른 레일 및 차륜운영

택하는 데 큰 판단요소가 되고 있다. 국내전동차는 저항차를

유지보수기간 향상을 위해 핵심장치에 대한 유지보수기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신기술을 도입하여 차량개발을 추진하

을 3배로 연장하고, 승객편의성 향상을 위해 소음을 줄였

5. 에너지 절감

력비용을 저감하고, 편성 내의 기기수를 줄여 유지보수비

여 왔다. 이들 차량시스템은 숙성된 기술로 구축되어 있어

으며, 실내 공기질 및 공간 확대를 추진하였다. 신뢰성향상

·영구자석전동기로 효율 향상

용을 저감하고, 환경을 고려하여 디스크마찰로 발생하는

완성도는 높지만, 차량시스템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을 위해 분산제어방식, 2중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절감을

운영 및 효율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어 차량시스

수행하기 위해 기어박스를 제거하고 영구자석형 직접구동

템 체인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

전동기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은 획기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송의 안정성을

시스템이 되기 위해 완전전기제동을 수행하여 디스크 마모

향상시킬 수 있고, 유지보수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핵

로 인한 환경 분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심기술을 개발하여 국가에게는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운영

였다. 또한 최근에는 Barrier Free와 Ecology에 대한 배려

기관에게는 차량운영유지비를 절감시키고, 승객에게는 IT

가 필수과제가 되어 이들을 고려하여 차세대 전동차 컨셉

기술을 이용하여 저비용구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Concept)은 다음 6가지의 중요사항을 고려하였다.

비용을 저감하였다. 또 경량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동

수송능력 향상
차량속도 및 가속도 향상
개별제어(1C1M)를 통한 견인력 향상
운전사격 단축으로 수송능력 향상
(CBTC)

유지보수성 향상
직접구동 견인전동기(DDM)
완전전기제동
부품수 저감
범용통신 칩 사용으로 차량내 배선 및
제작비용 절감

승객편의성 향상
IT기술을 이용한 승객 정보서비스제공
장애인 편의시설
쾌적한 공조설비(HVAC 적용)
실내공간확대
Open형 운전실

있는 차세대전동차를 개발하고, 전동차 감속 시 발생하는 회
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스테레오

1. 수송능력 향상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승강장 승객안정성 향상을 위한 영상

·차량속도 및 가속도 향상

처리검지시스템개발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개별제어(1C1M)를 통한 견인력 향상
·통신기반 신호시스템적용 (CBTC)

Ⅱ. 차세대 전동차 개발 Concept

21세기에 어울리는 차세대전동차는 운영비용을 획기적으

2. 유지보수성 향상

로 저감할 수 있는 COST 저감기술, 수송의 안전성 향상기

·직접구동 견인전동기(DDM)

30

신뢰성 향상
추진시스템 분산방식 적용
예방진단기술
제어장치 2중화
화상처리식 검지시스템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저장장치
DDM 적용으로 전동기 효율 향상
차량시스템 경량화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

환경친화성 향상
공기제동 최소화로 분진발생 감소
재활용이 용이한 내장재 적용
무급유 공기압축기, 친환경 냉매 사용

<그림 1> 차세대전동차 개발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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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차세대 전동차와 기존 전동차와의 차별성
목표
수송능력
향상(10%)

차세대 전동차

기존 전동차

항목

개발목표 사양

제어방식

1C1M(개별제어 벡터제어, 가속도 향상)

1C4M(집중방식)

차량 형식

도시철도용 직교류 전동차
6량 1편성

대차

DDM용 조향대차

볼스타레스 대차

차량 편성

운전시격

CBTC 적용 차량간 운전시격 단축(이동폐색)

데이터 송수신 한정으로 운전시격 큼(고정폐색)

설계최고속도

완전 전기제동장치(M-Car)

공기제동장치(공기-전기)(M, T-Car)

(T-Car:공기제동)

(소음 및 진동 발생)

직접구동 견인전동기(DDM, 9년)

유도전동기(3년)

접전 방식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한 연결방식

전원 전압

AC 25 kV / DC 1500V

(인터페이스장치 필요로 배선증가)

속도제어방식

개별제어(1C1M) VVVF 인버터제어, 벡터제어

견인전동기

향상(20%)
차세대 통신방식

승객서비스
향상(30%)

차량신뢰성
향상(20%)

에너지 절감
(20%)

Main 통신라인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TCN 적용)

가·감속도

비상 4.5Km/h/s
Single Arm Pantograph

확장형 갱웨이, 단부도어 삭제 PLC 배전반 적용

일반 갱웨이 Relay 방식

제동 방식

완전전기제동(M-Car), 공기제동(T-Car)

IT 기술을 이용한 승객정보서비스 확대 제공

미제공

져크 한계

0.8m/s3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 슬로프/스템 시각 장애지용 안내 표시기 등

미제공

신호방식

통신기반 신호방식(CBTC)

배전반, 운전실

Open형 운전실, 프레임 하부에 배전반 설치

밀폐형 운전실, 운전실내에 배전반 설치

추진제어시스템

분산식 제어시스템(1C1M)

집중식 제어시스템(1C4M)

예방진단 기능

추진장치의 고장예측진단 기능

자기현시 기능

TCMS 운행기록 백업기능

운행기록 백업장치 적용

미적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 적용으로 인한 전력비 절감

미적용

차체 경량화

경량 알루미늄 차체 및 기어BOX 삭제로 경량화

미적용

DDM 적용으로 전동기 효율향상
전장품Box 알루미늄화

향상(10%)

130Km/h

승객 서비스

완전전기제동 적용

T E C H N O L O G Y

가속도 : 3.3Km/h/s, 감속도 : 상용 3.5Km/h/s,

실내공간 확대

에너지 효율
환경친화성

R A I L

[표 2] 차세대 전동차 개발목표사양

검토 항목

제동 방식
유지보수성

K O R E A N

공기제동 최소화로 분진발생 감소

범 례

[표 3] 차세대 전동차 주요기기배치

1

차량 구성

2

차체

(공기 제동시 분진발생)

운전실

개방형 운전실

-

재활용이 용이한 차체 적용

미적용
미적용

4

향상하였다. 또한 제작기간의 단축을 위해 볼팅조립 방식
을 부분 적용하여 차량의 제작비를 절감하였다.

추진시스템

첨단형(중간배치)
-

교외형(혼합배치)

도시혼잡형(종방향)

-

개방형 운전실

-

Plug-in Door(8개/량), 저소음형 Wide Gangway(화재안전성 소재적용, 소음차단 4dB 이상)

전기장치

7

6호차

휠체어 스텝, 맹인안내점자바닥재, 친환경 공기조화시스템, 다양한 의자배치 적용, 휠체어 공간확보

집전장치

주행장치

5호차

승객 편의장치
제동장치

6

4호차

출입문/갱웨이

국내 최초로 도시철도차량에 적용하여 승객의 안전성을
5

판토그라프

AL 차체-Double Skin 및 부분 FRP 적용

재질
교외형(혼합배치)

환경친화적 내장재 적용으로 발암물질 zero

별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자 한다.

3호차

도시혼잡형(종방향)

차체

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 [표 1]과 같이 기존전동차 대비 차

2호차

실내 디자인

차량 내장재

분진을 제거하기위해 완전 전기제동방식 적용하고, 유지보

1호차

미적용
의장설비

>

종류

미적용

3

부수대차

차세대전동차(AC/DC차 : 3M3T)

항목

순

구동대차

완전전기제동

공기제동

완전전기제동

공기제동

공기제동

완전전기제동

-

Single Arm 판토

-

-

Single Arm 판토

-

배전반

단부 배전반 PLC화

종합표시기

방송/표시기 종합 시스템 구축, 인터넷/DMB 수신
DDM용 조형대차

블스타레스 대차

전동기

직접구동형 전동기

인버터

1C1M, 예방진단기능

대차

DDM용 조향대차

블스타레스 대차

블스타레스 대차

DDM용 조향대차

MTR, SIV

직접구동형 전동기

Battery Unit

MTR, SIV

직접구동형 전동기

-

1C1M, 예방진단기능

-

-

1C1M, 예방진단기능

2. 차량편성과 주요제원

4. 설비

차세대 전동차 개발목표사양은 개별제어방식을 적용한 방

차세대전동차 설비품의 경우 승객편의성 향상과 교통약자

식으로 [표 2]와 같이 AC/DC겸용차량으로 개발하고, 6량

이동편의성 향상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설계하였다.

량화를 통해 제작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전

는 H 형의 대차프레임 형상을 가진 Bolsterless형 대차이

1편성 차량의 주요 기기배치는 [표 3]과 같이 구성하여 개

다양한 의자배치, 확장형 갱웨이, 화재감지기, CO2 검지 센

두비상문을 적용하여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

며, 최대속도 110Km/h에서 Steering기능을 가지며 차륜

발하고 있다.

서 및 승객정보시스템 등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교통약자

하도록 설계하였다.

의 마모량과 무관하게 요구 동특성을 만족하도록 하며, 유

8

기타

블랙박스 설치, 자동 검수 발신, 실내 CCTV설치, CO2 농도 감지센서, 화재감지센서, 자전거 및 휠체어 고정장치

지보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Brake pad를 제외하고는

를 위해 점자블럭 및 스텝 등은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다
3. 차체구조

6. 대차 및 브레이크

마모부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기초제동과 개

차세대 전동차 차체구조는 경량화와 유선형의 전두부 형

5. 운전실

국내전동차 주행노선은 급커브가 많아 소음과 유지보수비

별제어방식을 적용한 차량의 중량 또는 속도정보 등을 수

상 적용을 위해 복합소재를 부분 적용하였으며, 특히 차

운전실 분야는 국내 최초로 개방형 운전실을 적용하여 승

가 많은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곡선 주행 성능이 우수

집하여 공기제동의 공급압력을 감시 또는 제어하고 M-

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철도안전법 내 충돌안전기준을

객의 조망성을 향상하였으며, 또한 각종기기의 모듈화, 경

한 조향대차 방식으로 개발한다. 조향대차는 엔드 빔이 없

Car 또는 T-Car의 차량 정보를 주고받으며 제동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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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1

(

▶ 차세대 전동차시스템 기술개발 방향
차세대 직접구동전동기 개발
차세대전동차 성능향상을 위한 차량 적용 신기술
차세대전동차 RAM 적용방안 고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승강장 승객안전성 향상을 위한 영상처리식 검지시스템 기술

)

K O R E A N

R A I L

T E C H N O L O G Y

제어하고, 제동방식도 기존차량단위제어방식을 대차단위

가하고, 구성적 측면에서 감속기어를 통한 동력전달로 시

슬립에 의해 토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차륜경, 노선 조건 등

는 속도가 8km/h~5km/h 부근에서 공기제동으로 전환하

제어를 수행하여 제동시간을 단축하여, 제어 정밀성을 향

스템 구성이 복잡하여 취부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의 변화에 의해 각각의 전동기에 토크 또는 속도 차이가 발

여 정차시킨다. 차세대 전동기 전기제동방식은 <그림 4>에

상하였다.

성능적 측면에서 감속기어의 전달손실만큼 시스템 효율저

생하여도 지정된 속도 및 토크로 복원이 가능하므로 1대의

나타내었다. 고속영역에서 전기제동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와 소음의 증가, 그리고 유지, 보수 측면에서 불리한 단

인버터에 여러 대의(1C4M) 전동기를 병렬운전할 수 있는

운전영역을 확대하고 정토오크 제어영역의 운전을 확장하

7. 슬라이딩스텝

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직접구동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

특징이 있어 인버터 비용을 저감할 수 있으나, 일괄제어에

여 감속도의 변화를 최대한 줄인다. 정지 상태에서 주행을

차세대 전동차량에 슬라이딩 스텝은 승객용 출입문에 설치

기 위하여 감속기 사용 없이 전동기 토크를 직접차륜에 전

따른 인버터 고장시 안정성이 불리하고 제어의 효율 및 성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토오크를 부 전기제동으로 정차시키

되어 출입시 승강장과 차량간의 간격이 넓은 곳에서 승객의

달하는 직접구동방식에 대한 연구가 1990년 후반부터 일

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전동차 추진제어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완전전기제동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 설치하

본,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방식은 1C1M 제어방식을 채택하였다. 영구자석 전동기에 1

브레이크 수행 시 수반되는 소음을 줄일 수 있고, 환경 분진

였다. 완성된 차체에 조립할 수 있도록 모듈로 구성되어 있

직접구동방식은 감속기어가 없기 때문에 감속비만큼 회전

대의 인버터가 구동하는 개별제어방식이고 영구자석방식

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으며 측도어 시스템과 연동되어 슬라이딩 작동하고, 스뎁

수가 감소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고, 동력전달 장치가 없어

이기 때문에 유기전압이 발생하므로 인버터와 전동기를 분

플레이트는 승강장보다 낮은 위치에서 작동하게 되는데 승

무보수, 저소음, 고효율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기가 대차에

리할 필요가 있어 <그림 3>과 같이 접촉기를 설치하였다.

강장 측벽에 닿으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게 된다.

고정되지 않고 차륜과 일체화 된 구조로 차량의 하부 스프

종래의 방식은 모터의 회전수를 검출하기위해 속도엔코더

링 중량으로 작용하여 Unsprung 질량이 높은 점이 있지만

를 이용해 속도검출을 하였지만 영구자석방식은 레졸바를

속도
정지
제동력
공기제동

(a)기존의
제동방법

8. 통합승객안내시스템

완충스프링을 통하여 전동기에 전달되는 충격을 기존 시스

이용하여 모터의 상태 및 자속정보 파악이 가능하므로 저

기존 전동차 객실안내 표시기는 LED가 주를 이루고 있으

템과 유사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림 2>에서와 같이 그 구

속에서 정밀제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 신조 차량은 LCD표시기로 점점 바뀌어 가는 추세이며

성이 간단하며 별도의 동력전달장치가 필요 없는 구조로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차세대 전

소음 및 유지보수 등이 우수하며 차량의 저상화가 용이하

동차에서는 이런 기술을 반영하여 표시기·방송 통합 방식

고, 장착공간, 중량, 소음, 전달손실, 보수 등의 문제를 없애

을 통합하여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기존의

고 차량 시스템 효율 및 성능이 우수한 구동시스템을 실현

4. 에너지 저장시스템

시스템은 좁은 운전자 공간에 여러 장치가 호환이 없어 비

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이다.

녹색성장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은 국가적인 핵심과제로 떠

(b)제안된
제동방법

오르고 있고, 국내 차량에서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는 제대

협요소가 되었으나, 통합승객안내시스템은 통신프로토콜

반력부

<그림 3> 차세대 추진제어시스템

로 활용되지 않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고, 산업에서도 다양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

표준화, 실시간 DMB방송, 열차내 무선 인터넷망구축, 무
대자틀

선모뎀을 통한 열차정보메세지 전송, 고화질 영상 기술 등
의 첨단 IT기술로써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전동기
기어박스
중공측

회전자

이음매

3. 완전 전기제동시스템

가 없어 에너지 활용이 되지 않고, 축전지가 있다고 하여도

완전 전기제동방식은 전 속도영역에서 필요한 정지 브레이

효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시 다

크를 전기와 공기제동의 병용이 아닌 전기제동으로만 지하

양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된다. 에너

철을 정지하는 것으로 인버터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완전 전

지 저장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이 전동차 감속 시 발생하

기제동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제동방법이다. 기존의 제동방

는 회생전기에너지를 저장장치에 순간적으로 저장하였다

식은 공기제동과 전기제동을 병행하여 M카에서는 전기제

가 전동차 역행시 가선에서 부족한 전력을 필요 시 공급해

고정자
베어링

완충스프링

1. 차세대 견인전동기

블렌딩

<그림 4> 완전 전기제동시스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운전자의 업무부담 및 안전운행에 위

Ⅳ. 핵심기술개발 개요

전기제동
제동력

주 전동기

(a)직접구동방식

(b)간접구동방식

<그림 2> 차세대 견인전동기 특징

종래의 전동차는 견인전동기, 커플링 및 변속기 등 기어박
스로 구성된 동력전달장치를 통하여 전동기 발생토크가 차

2. 추진제어시스템

동기준으로 하여 부족한 제동력을 공기제동으로 충당하였

주는 DC750V급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하여 경

륜에 전달되는 간접구동방식을 사용하여 왔고, 이는 최근

현재 전동기는 전력변환장치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직류

다. 고속영역(특성운전영역)에서는 전기제동력이 적어지므

산시험선에서 에너지 절감율에 대하여 공인기관으로부터

에도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유지보수비

기에서 유도기로 전환되면서 현격한 소형 및 경량화와 에

로 공기제동력을 함께 사용한 블렌딩 제동으로 감속하며 정

인증서를 획득하였으며, DC1500V급도 개발하여 대전도

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며, 고속회전에 따른 소음도 증

너지 절감을 달성했다. 유도전동기는 고정자와 회전자간의

토오크 영역에서는 전기제동만으로 감속한다. 차량의 정지

시철도 판암역에 설치하여 시험예정이다. 따라서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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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동차시스템 기술개발 방향
차세대 직접구동전동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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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동차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약 10억Kwh/년을 볼 때

)

열상카메라
스테레오카메라

약 25%/년 절약할 수 있는 장치가 되리라 판단한다. 에너

차세대 전동차시스템 기술개발 방향

THEME

02

▶ 차세대 직접구동전동기 개발
차세대전동차 성능향상을 위한 차량 적용 신기술
차세대전동차 RAM 적용방안 고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승강장 승객안전성 향상을 위한 영상처리식 검지시스템 기술

차세대 직접구동전동기 개발

지 저장매체로 사용하는 Super Capaciter는 출력밀도가
높고 급속 충방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차량과
적외선 센서

DC급전전력과 전력 수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6> 화상처리식 검지시스템
이장무│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선임연구원 (cmlee@krri.re.kr)
이한민│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선임연구원 (hanmin@krri.re.kr)

감, Maintenance Free화로 유지보수비를 저감하고, 에너

김길동│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장 책임연구원 (gdkim@krri.re.kr)

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고, 소음을 저감하고, 디스크제동을
줄여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에
너지저장시스템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운영비용을 획기

Ⅰ. 개요

외부통풍방식은 외부공기를 모터내부로 순환시켜 냉각하는

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치로서 도시철도시스템에 에너지

전동차의 추진제어시스템은 전력반도체 및 제어기술의 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터내부의 청소작업과 베어링 및

절감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전동차제작이

달에 따라 직류전동기(저항 및 초퍼제어) 방식에서 유도전

그리스 보수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또한 모터

5. 화상처리식 검지시스템

완료되면 시운전 시험을 통해 성능확인을 하고, DDM 시스

동기(인버터제어) 방식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기술적

의 구동력을 차축에 전달하기 위해 감속장치를 사용함으로

도시철도 역에는 혼잡율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역 구내

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평가를 실시함과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유지보수경감, 전동기 효율

써 기어의 점검과 윤활오일 교환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에서 안전사고가 상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플랫폼 낙상에

동시에 장기사용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실용화를 목

증가, 에너지 절약, 저소음,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동력전달 손실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메인티넌스 프리, 전

의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설치되어

표로 주력해 갈 것이며,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시스템 개발

있는 실정이다. 영구자석 전동기는 유도전동기와 같이 회전

동기 효율 증가, 에너지 절약, 저소음, 소형경량화에 대한 요

있는 CCTV에 의한 감시는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대책으

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가지며, 운영자에게는 운영비용

자에서 전류가 흘러 발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냉각비중이

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차세대 직접

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에 한계가 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점감을, 고객에게는 편리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작아 소형 대출력에 유리하다. 이러한 영구자석 전동기중에

구동 전동기(DDM)를 개발하고 있다. DDM전동기는 전동기

<그림 6>과 같이 화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감지기술은 최소

되도록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경진하고자 한다.

서도 차세대전동기로 주목받는 것은 소형, 경량화에 유리하

를 차축에 일체화시킴으로 감속장치가 필요 없어 감속기에

면서 효율이 높은 전폐형 연구자석동기전동기이다.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전동기의 회전수가 기존 유도

회생모드

역행모드

<그림 5> 에너지저장시스템

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라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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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유도전동기에서는, 이 회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형이
Ⅱ. 직접구동견인전동기(Direct Drive Motor, DDM)

대형화되어 차축에 끼워 넣는 것이 어려웠다. 그런 이유로,

1. 직접구동견인전동기 개요

소형에서 보다 큰 토오크를 얻을 수 있는 영구자석동기전동

도시철도 구동시스템은 감속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차륜)에

기를 적용하였다. 이 영구자석 전동기는 회전자의 발열이

동력을 전달하는 평행 카르단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적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것 외에,

여기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는 소형·경량화를 실현하기

전폐 자냉 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전동기 내부 청소도

위해 외부공기를 주전동기 내부에 넣어서 냉각하는 개방통

불필요하므로 유지보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음 [표 1]에

풍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유도전동기와 직접구동전동기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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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동전동기

형식

3상 농형유도전동기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구동방식

간접구동방식

직접구동방식

냉각방식

외부공기유입,자기통풍

밀폐형 자기냉각방식

비고
·기어박스 없이 견인전동기를 차축에
직접 연결
·기어박스 제거로 2.5% 효율 향상

극수

4극

10극

정격출력

200 kW

좌동

공극길이(㎜)

1.7

좌동

·유지보수기간 3배 연장

절연방식

200 Class

좌동

·전동기 회전속도감소에 따른 소음 저감

회전속도

최대 5780 rpm

최대 885 rpm

기어박스

있음

없음

·밀폐형 구조

효율

92%

97%

·영구자석 사용, 회전자코일제거

유지보수

3년 단위 중정비

9년 무유지보수

비자성소재

축

코어

영구자석

코어

영구자석
(a) 표면자석형

축
(b) 표면자석형

(c) 매입자석형

나. 설계 모델

에 의한 영구자석의 감자(demagnetization) 가능성이

앞서 결정된 형상을 검토한 결과 10극 90슬롯의 경우 제작

적어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

성이 떨어져 개선설계를 통해 10극 60슬롯, 一형 자석구조

·자석이 Rotor Core 내부에 있어 원심력에 의하여 영구

[표 1] 유도전동기와 직접구동전동기 비교
유도전동기

하는 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므로 온도 상승

·기존대비 10% 이상 에너지 소비 저감
(약 4,000kWh)

(2PM)로 선정하였다.

자석이 이탈되는 것이 방지된다. 따라서 보다 높은 속도

10극 60슬롯의 설계결과 Open Slot구조로 인한 무부하

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

EMF의 THD가 높고(17.9%) 선간EMF 파형의 왜곡이 심하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에 비해 등가적인 공극

였다. Harmonics에 의한 손실은 열 발생 및 기기의 효율

이 작아 Stator의 인덕턴스가 커져 전기자 반작용의 효

을 감소시키며 또한 토크의 맥동을 크게 하므로 Harmo-

과가 크다. 따라서 Stator 전류를 이용하여 공극 자속을

nics 저감에 유리한 분수슬롯으로 재설계 하였으며, 모델

감소시킬 수 있어 일정 출력 영역에서 약계자 운전이 가

사이징은 정수슬롯 모델[10극 60슬롯]과 NI 및 자석사용량

능하다.

을 동일하게 하였다.

·발생 토크는 영구자석에 의한 토크와 인덕턴스의 차이에

(15dB 저감)

의한 토크의 합으로 나타나므로 d축 전류를 제어하여 릴

다. 해석 결과

럭턴스 토크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전동기의 속도와 출

설계된 직접구동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자속밀도분포 및

력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손분포를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
는 순시정격 및 연속정격에서 자속밀도 분포 결과로 자석

·기어박스 제거

4. 전동기 상세설계

사이의 센터포스트나 자석과 회전자 표면사이의 브릿지에

사용하는 영구자석전동기로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가. 전동기 모델의 크기 및 형상 결정

서 순시정격에서 최대 2.8T, 연속정격에서 2.5T 정도로 국

는 영구자석이 회전자에 매입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안정성

허용 가능한 사이즈[Φ 624, L410]를 바탕으로 토크특성 분

부적인 포화가 심하였다. 철손해석은 회전자를 한주기동안

이 크며, 자기적 돌극성이 좋아 넓은 속도영역 운전을 위한

석결과를 통해 내부치수 및 공극길이를 결정하였다. 여기서

회전시키면서 모든 요소별 자속밀도의 변화량을 주파수 분

약계자제어성과 출력/토크 밀도가 우수하여 고효율 운전

Stator 외경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Rotor 외경 및 적층길이,

석하여 주파수별 자속밀도의 크기를 추출하여 철손을 계산

이 가능하다.

공극길이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토크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였다. 철손은 최대출력에서 1,021W, 연속출력에서 731W

전류밀도[J]와 Stator 내·외경을 결정하기 위해 전류밀도

로 직접구동전동기는 최대속도가 높지 않아 영구자석에 미

<그림 1>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회전자 표면 형상

2

치는 열적인 감자의 우려가 덜하였다.

3. 매입형 영구자석 직접구동견인전동기 개발사양

[J=4, 4.5, 5(A/mm )])와 Stator 외경[Φ 620∼Φ 680]을

2.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변경하면서 토크특성을 분석하여 최종DDM 도면치수를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회전자에 부착되는 영구자석의 형

·자석이 Rotor Core 내부에 있어 Stator 권선에서 발생

결정하였다.

5. 직접구동전동기 제작

DDM 성능 사양을 만족하는 극수별[8∼16극], 슬롯수[60

1) 부품 특성

∼90슬롯], 자석형상별 10종의 모델을 설계하여 사용되는

(1) Rotor 철심(Rotor Core)

자석량[Br=1.2T]과 입력조건[전압제한(1100V), 코일전류

·Rotor 철심(Rotor Core)은 1열의 통풍홀을 적용하여 냉

태에 따라 표면자석형(SPM)과 매입자석형
(IPM)으로 분류되는데 <그림 1>의 (a)는 전형적

[표 2] 차세대전동차용 직접구동전동기 개발사양

인 표면자석형을 나타낸 것이고 (b)는 표면자석

Nm
12,359

형의 단점인 회전시 자석의 이탈율을 줄이기 위
해 보완제작된 형태이다. (c)는 기구적으로 보다
안정된 형태로 자석을 회전자의 슬롯에 삽입한

개발성능

(1100VII_rms, 425Arms @ 20 。
C)
280kW

5968

연속정격

[DDM]

매입자석형이다.

1393Nm

(200Arms)

216
320
(40KPH) (47KPH)

408
(70KPH)

884
(130KPH)

rpm

전동차 견인전동기는 전동차의 운전특성을 고

·연속정격: 200kW, 5968Nm, 320rpm

려하여 구조적 강건성, 높은 출력 및 토크, 넓

·순시정격: 280kW[216~408rpm]

만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징에 부합할 수

각특성이 향상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통풍구는 Stator

[최대 및 연속토크, 전압여유, 무부하 EMF의 THD]을 만족

의 통풍홀을 통과한 공기가 Rotor 내부를 지나는 순환시

하는 설계안을 제시하고 자석형상이 다른 3종의 모델을 추

스템을 형성하도록 설치한 것이다.

가적으로 설계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표 3] 전동기 설계를 위한 극수별, 슬롯수별 모델

·최대토크: 12,359Nm[0~216rpm]

은 운전 속도영역, 우수한 내환경성(내진, 내
열 등), 고효율 운전제어 등의 다양한 성능을

밀도(4.5Arms/mm )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평가항목

2

·최대속도: 884rpm[130KPH]
구조

·형식: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냉각: 전폐형 자기냉각식

모델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극수

8

8

10

10

10

10

12

12

16

16

10

10

10

V형

V형

V형

3PM

2PM

4PM

90

90

90

자석형상

V형

一형

V형

V형

一형

一형

V형

一형

V형

一형

슬롯수

72

72

60

90

60

90

72

72

96

96

·제어: 1C 1M

있는 전동기로 고에너지 희토류계 영구자석을

38

·효율: 97% 이상

13

KOREAN RAIL TECHNOLOGY | 2009+03+04

39

차세대 전동차시스템 기술개발 방향

THEME

02

·Stator 철심은2종류로만들어져에서냉각핀의역할을할

▶ 차세대 직접구동전동기 개발

수있도록(외부공기와의접촉면적증가효과) 설계되었다.

차세대전동차 성능향상을 위한 차량 적용 신기술
차세대전동차 RAM 적용방안 고찰

(9) 속도 및 위치 센서(레졸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승강장 승객안전성 향상을 위한 영상처리식 검지시스템 기술

(3) Housing

[표 4] DDM 상세설계사양
설 계 사 양

모터 타입/냉각

IPMSM

극수/상수/슬롯수

10극/3상/45슬롯

냉각방식

자력통풍식

Stator 외경/내경

624/434.4[mm]

Rotor 외경/내경

431/267[mm]

적층길이/공극길이

410/1.7[mm]

각선면적
Stator

Coil

Core

Rotor

·영구자석형 동기 전동기는 Rotor와 Stator의 정확한 상

① Housing C.S. (결선측)

대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레졸버를 이용하며, 이는 속도

·Housing C.S.는 베어링을 지지하며, Stator 권선의 상

측정도 겸하는 센서이다.

호결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전동기 내부 공

구 분

공통

는데, 이를 위해 Fan을 장착하였다.

Magnet

Core

2) 1차 시제품 제작

도록 설계되었다.

시작품은 Rotor 조립, Stator 조립, 전동기 총 조립의 순서

매극매상 슬롯수:1.5

로 제작되었다.
② Housing N.C.S. (반결선측)
·Housing N.C.S.는 베어링을 지지하며, 내부 공기가 원

(1) Rotor 조립

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냉각채널 구조를 가지도록 설

Rotor는 모터의 회전축이 되는 Rotor Shaft에 규소강판

[점적률 0.6]

계되었다. Housing N.C.S.측은 내부 공기 순환용 Fan

재질의 철심을 결합하고, 철심의 양 끝단에 냉각팬을 설치

을 통과한 공기가 쉽게 순환하도록 Housing C.S.에 비

한 후 Rotor의 밸런싱을 확인하였다. 전폐형인 전동기 특

해 곡면을 강조하였다.

성상 발생된 내부열을 외부로 전달하기 위해 Rotor 내부에

6회

상저항

45.45mΩ

재질

PN08[포스코]

타입

NdFeB[소결형]

형상

블록형

재질

기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냉각 체널 구조가 포함되

45.16mm2

코일턴수

성능

비 고

20˚C

1열의 통풍홀을 설치하였으며 냉각팬을 통해 Rotor와
(4) Frame

Br=1.22∼1.28T

·Stator 철심을 구조물로 이용하여 별도의 Frame을 제작

Hc=11.5∼KOe
PN08[포스코]

Stator와 동일

Stator간의 공기순환이 이루어진다.
축에 철심 조립

냉각 팬 조립

밸런싱

하지 않아 경량화 및 냉각성능 향상 설계가 적용되었다.

(2) Stator 철심(Stator Core)

(5) Rotor Clamp

·전동기의 특성, 손실, 온도상승,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설

·회전자 철심이 축방향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하였다. 통풍홀은 1열로 모서리 4개소에 설치하여

클램프를 사용하였다. 클램프에는 밸런스 작업을 위한

(2) Stator 조립

Rotor의 통풍홀을 통과한 공기가 Stator 내부를 지나는

홈이 가공되어 있어서, 밸런싱 보정물을 고정할 수 있도

Stator는 규소강판을 사용하여 철심 적층·용접하고 코일

순환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설치한 것이다.

록 제작되었다.

을 결선한 후 함침하여 조립하였다. 냉각을 위해 Stator에
1열로 모서리 4개소에 통풍홀을 설치하여 Rotor의 통풍홀

(a) 순시정격[470A] 출력특성

(6) Bearing Housing

을 통과한 공기가 Stator 내부를 지나는 순환시스템을 형

·베어링의 외륜이 조립되어 고정자와 회전자를 회전이 가

성하였다.

능하도록 지지해주는 부품으로 베어링의 그리스를 저장
(a) 자속밀도분포(순시정격)

철심 적층

철심 용접

코일 결선 및 함침

해주는 구조를 가진다.

(b) 자속밀도분포(연속정격)

<그림 2> 자속밀도 분포
(7) Bearing Cover

·베어링의 축 방향 위치를 고정해 주며, 그리스를 저장해
주는 구조를 가진다.

(3) 전동기 총 조립

Rotor에 베어링을 지지하며 내부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할

(a) 철손분포(순시정격)

(b) 철손분포(연속정격)

<그림 3> 철손 분포

40

(b) 연속정격[215A] 출력특성

<그림 4> DDM의 설계 토크 vs 속도 곡선

(8) 냉각 Fan

수 있도록 냉각채널을 가진 하우징 NCS(반결선측)측을 먼

·외부공기의 유출입이 없는 전동기의 구조 특성상 발생된

저 조립한 후, Stator에 베어링을 지지하며 Stator 권선 연

내부열을 외부로 전달하기 위해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하

결을 위한 공간이 확보된 하우징 CS측을 조립하여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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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직접구동전동기 개발

▶ 차세대 직접구동전동기 개발
차세대전동차 성능향상을 위한 차량 적용 신기술
차세대전동차 RAM 적용방안 고찰

Theme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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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조립

6. DDM 시험설비 구축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직접구동전동기(DDM)의 개발시험

<그림 5> DDM 시험용 증속기 설비

박성혁│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선임연구원 (shpark@krri.re.kr)
정의진│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선임연구원 (ejjoung@krri.re.kr)

및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가 국내에는 전무

오세찬│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주임연구원 (soh@krri.re.kr)

한 상태이다. 국외의 시험설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

철도성능인증시험설비(추진제어시험설비)에 DDM 시험용

험시기의 지연, 시험기간의 제약 및 상당한 시험비용이 소

증속기설비를 설치하여 개발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전동기

요될 것이다. 우리 연구원에서 구축한 철도성능안전시험설

의 최대토크가 설계치 12,359Nm를 만족시켰으며 온도시

I. 개요

량의 국제경쟁력강화를 도모하여 철도차량의 수출증대에

비 중에서도 DDM을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험

험에서도 고정자코일의 최대온도가 약 170℃로 측정되었

기존 도시철도시스템의 문제점 개선과 다양해진 승객의 요

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4차 년도를 맞고 있는 차세대

설비가 없다. 이는 DDM과 시험설비의 토오크 특성이 서

다. 이와같은 전동기의 1차 설계데이터와 1차 개발시험 결

구조건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차세대가 요구하는 친환

전동차 개발현황은 ’
05년에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2011년

로 다르기 때문이다.

과를 토대로 경량화, 냉각구조의 개선 등 DDM 보완설계

경성, 첨단성 등의 기술을 도시철도시스템에 접목하고자

차량제작완료 및 신뢰성 평가의 일정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그러므로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DDM 시험이 가능하도

를 통하여 2차시제품을 제작하고 단품시험 및 조합시험을

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하였으

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상세설계 마무리, 구성품 제작

록 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설비에

통하여 차세대전동차에 사용될 직접구동전동기를 개발할

며, 2011년 이후 운행되는 차량에 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수

및 구조체 조립의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시스템

DDM의 속도 및 토오크를 맞추도록 보조설비(증속기)를 설

예정이다.

행해 나아가고 있다. 차세대 도시철도시스템은 차량성능의

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각 구성품별로 기

향상, 차량경량화 및 모듈화, 승차감 향상, 교통약자에 대

존 구성품 대비 업그레이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설계

한 배려, 시스템 경제성 및 신뢰성 향상 등을 통해 개발차

및 제작과정에 적용해 나아가고 있다.

치하였으며 또한 철도공인성능시험기관인 우리 연구원이
DDM에 대한 시험설비를 갖추어 DDM의 실용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맺음말

도시철도 구동시스템은 감속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차륜)에
동력을 전달하는 평행 카르단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는 소형·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공기를 주전동기 내부에 넣어서 냉각하는 개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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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요구조건

구현방안

차세대전동차시스템의 개발목표는

1. 차량성능 향상

- 가감속/최고속도 등 주요사양 업그레이드, DDM적용, 제동성능 향상

2. 차량경량화

- 차체최적화설계/경량소재 적용, 각 장치별 중량관리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 차체,

3. 승차감 및 편의성 향상

4.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차세대 직접구
동 전동기(DDM)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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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동, 기장, 전기장치 등의 구

- 승객안전성 향상, 다양한 좌석배치, 실내조도 향상, 안락한 디자인

성품별로 설계목표를 설정하여 구현

- 신개념의 승객안내시스템 : 운행상황, 기후조건, 실내 공기질 현시

보면 가속 및 최고속도 향상, 소음진

- 휠체어 공간확보 및 스텝적용으로 원활한 승하차 제공

동 저감 등의 차량성능 향상을 목표

- 청각 및 시작장애자를 위한 방송장비 확보 및 유도블럭 설치

5. 시스템경제성 및 신뢰성 향상 - 모듈화제작 및 유지보수성 향상, 운전전력비 절감
- 유지관리의 편리성 및 무점검/무보수화 확대
6. 국제경쟁력 향상

해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 차량과 시설물 등 도시미관과의 환경친화적인 차량

- 각 장치 및 시스템별 RAMS 적용

현재 개발 중인 직접구동전동기는 200kW급 매입형 영구
자석 직접구동 동기전동기로 1차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어

- 소음/진동저감, 전자파장애 최소화, 실내 공기질/냉난방성능개선

(CO2농도)역주변 정보, 무선인터넷 등 제공

풍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보수 간소화, 전동기
효율 증가, 에너지 절약, 저소음, 소형경량화에 대한 요구

1. 차세대전동차 개발목표

[표 1] 차세대 전동차 개발목표

- 철도안전법, 인간공학, 국제수준의 화재/안전 등의 규격 준용
- 각 장치별 준용 국제규격 확인(ISO, UIC, EN, BS 등)

하는 시스템분야, 국내 최초로 적용
되는 충돌안전기준 적용 설계 및 제
작비 절감을 위한 볼팅조립 등의 구
조체, 첨단성 및 승객편의성이 향상

KOREAN RAIL TECHNOLOGY |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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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동차시스템 기술개발 방향
차세대 직접구동전동기 개발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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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장품, 유지보수성·신뢰성 및 안전성이 향상된 전기

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차세대 키워드가 각종기기

장치 등을 개발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신개념의 차세대

의 형상 및 색상, 기기 배치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기능에 치우친 단순한 형태

미래지향적, 개성을 지닌 스타일로 형상화

과정에서 노력하였다. 특히 편리한 기능(Convenience), 간

기계적 이미지 최소화

깔끔하고 정제된 이미지

승객과의 유대감 강화

LED 라이트, 대형창(전두부/측창) 행선지 표시장치대형화

환경친화적인 형상과 색상

채도, 명도가 높은 원색지향하고 도시의 자연환경과 조화

운전실 개방감 강화

탁트인 시야, 안전한 수송유도

도시철도시스템 6량 1편성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신기
술이 적용된 개발차량의 성능입증을 위한 시험선을 구축하

결한 형상과 이미지(Compact), 승객의 신뢰감(Confidence),

여 시험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편안한 공간(Comfort), 정보의 상호교류와 공유(commu-

[표 2] 차세대 전동차 실내외 디자인

nication) 등의 5가지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곡
2. 각 장치별 성능향상 기술

선미와 풍부한 입체미를 강조한 유럽풍의 모던한 외형디자

1) 시스템

인, 쾌적성 및 편의성, 교통약자를 배려한 실내 디자인 등을

차량시스템분야의 경우 차량의 성능향상을 위해 최고설계

적용하였다. 특히 도심형, 교외형, 첨단형 등의 3가지 타입

속도(130km/h 이상), 가감속도 등을 향상시켰으며, CBTC

의 실내디자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노선 특색에 대응할 수

(자상장치와 연동)방식의 신호방식 적용을 통한 수동/자동/

있도록 제안하였다.
개방형 운전실

무인 운전과 표정속도 등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장치별로 RAMS

3) 차체·설비

목표사양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차량의 운전전력비 절감을

차량을 구성하는 차체는 첨단적인 이미지에 맞는 차체형상

위해 기존 차량대비 약 10% 이상의 경량화를 구현하였다.

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철도안전법내의 충돌안전기준을 만

MC

족하는 전두형상을 적용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2) 실내외 디자인

그리고 경량화와 미려도 향상을 위해 복합재를 부분 적용

차세대전동차 실내외 디자인에서는 첨단성, 안전성, 편의

하였으며, 설비품의 경우 승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차종

도심혼잡형(종방향)

TP

첨단형(중간배치) M

T

[표 3] 차세대 전동차 차체·설비 구성
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
개발목표

개선내용

철도안전법 적용 일부

철도안전법 충돌 안전 사양 만족,

BOLTING 조립 구조 적용

제작비용 절감

저소음형 갱웨이
정보단말기
차체

컴팩트 대용량HVAC

교외형(혼합배치)

<그림 2> 차세대 전동차 노선특색별 실내디자인

구분

운전실

MC

강도
외형

유선형

외관 미려도 향상

도아

전기식 플로그인 도아

소음저감, 모듈화 제작(제작비 절감)

슬라이딩 스텝

슬라이딩 스텝 설치

승객출입 안전 및 교통약자 이용편의성 확보

와이드 갱웨이 적용

객실 쾌적성 향상(단부 출입문제거)

갱웨이
설비
에어콘

Horizental Scroll 압축기

소음감소/내구성/효율 향상

R407C(친환경 냉매)

냉난방 능력 확대, 친환경, 쾌적성 향상

냉난방 겸용

높이 축소

플러그인 도어 모듈
SEAT

다양한 2,6 인석 배치 및

도심형/교외형/첨단형 개발

의자 설치 위치 변경(차량 중간)

의자 위치를 차량 중간으로 이동시킨 첨단형

슬라이딩스텝

<그림 1> 차세대 전동차 주요 시스템

별 다양한 의자 배치, 승객안내정보시스템, 확장형 갱웨이,

4) 주행장치

일체형 HVAC 시스템 등을 적용하였고 특히 교통약자를

차세대전동차의 주행장치는 DDM의 적용으로 스프링 하

위해 스텝, 유도블럭 및 휄체어 공간 등을 확보하였다.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프링 하중량의 감소를 위해 구성
품별로 경량화와 모듈화를 노력하였으며, 특히,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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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차세대 전동차의 제동 및 기타장치
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

구분

제
동
장
치

개발목표

구성방식

모듈화 방식

유지보수 관리용이

제동방식

대차 단위 제어

제동 시간 단축, 제어 정밀성 향상

제어방식

2M-T 유니트, 교차 전공 블렌딩

제어 정밀성 향상

통신방식

TCN 방식

국제 표준 채택

활주제어

차축 단위

제어 정밀성 향상

캘리퍼
실린더
대
차

〈첨단형 : 신개념의 의자배치〉

〈교외형 : 다양한 의자배치〉

장
치

<그림 3> 차세대전동차 실내 디자인

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

구분

개발목표
Wheel disc

Wheel

장착용 Wheel
Hollow shaft axle

Axle

Combined spring

1차 스프링

(Coil +rubber)

2차 스프링

이방성 공기스프링

구동시스템

DDM

개선내용

디스크

고합금 주철재질 및 AL 재질

통일화로 관리 용이

정위치 정차 특성에 맞는

내균열 재질, 디스크 수명 연장
통일화로 관리 용이
마찰 성능 향상, 제동 성능 향상

재질 개발 검토

항복강도

80톤

연결기의 강도 향상(철도안전법 준용)

점퍼

삽입식

점퍼에 대한 신뢰성 향상

완충용량

동적흡수용량(Drawgear)

철도안전법 요구조건 반영
충돌해석 진행

Buffer & Tube
Anti override device

차량의 충돌에너지 흡수 및 사고발생 시
타오름 현상 방지

운전실에서 연결기를
자동으로 해방

작업시간 절약 및 선로작업에 따른
위험 감소

EN 재질 및 설계기준 적용
Break shoe에 의한 Tread에 대한 열응력 및 마모 제거

결

EN 재질 및 설계 기준 적용, 중량저감

장

충격흡수

Creep 저감 : 비선형 수직방향 스프링 상수 구현

치

장치
자동해방
장치

2차 스프링의 Auxiliary spring에 대해

고진동 강인 설계
차륜 수명 연장, 마찰 성능 향상

차륜 디스크 통일

연

수평방향 저스프링 상수 구현

대차 취부 구조 용이, 유지/보수 편리

캘리퍼/실린더 일체형

제동방식

마찰재

[표 4] 차세대 전동차 주행장치

개선내용

매우 낮은 수직방향 스프링 상수 적용
차축에 직접 장착된 DDM을 통해 차축에
구동력 및 제동력을 직접 전달함, 자기조향형 대차 적용

Ⅱ. 결론

차세대전동차시스템은 기존의 도시철도시스템과 위에서
최초로 조향기능을 추가하여 차륜과 궤도의 유지보수비용

언급한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차별성을 두어 개발 중에

절감에 노력하였다.

있다. 향후 개발 중에도 시스템의 개발방향과 부합하는 기

❸ 박세환 기자,“지하철 실족사고 무방비”
, 세계일보 2003.10.12.19:42
❹ 김선호(1997),“철도시스템의 이해”pp.44~50
❺ 황증진(2006),“철도안전관련법령집”

술들은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제작/시험

〈경량화를 위한 중공 윤축〉

〈곡선 통과성능 향상을 위한
Steering link〉

5) 제동 및 기타장치

단계에서도 각 장치별로 I/F 리스트를 바탕으로 확인하여

상하, 지붕의 기기배치 경우 최대한 유사 기능의 장치를

당초 개발목표가 원만히 달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

모아 모듈화를 구현하였으며, 소음저감과 경량화를 위해

리고 개발 완료된 차량의 실용화를 위해서도 미리 운영기

경량재질의 박스적용과 박스의 밀폐화에 노력하였다. 제

관 협의체 등을 통해 개발차량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나

동의 경우는 회생제동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제동작

갈 방침이다.

용의 정밀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유지보수비용절감 등
참고문헌

〈DDM 적용 대차 프레임〉

〈경량화를 위한 알미늄 휠
디스크 부분적용〉

<그림 4> 주요 주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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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싱글암 판토, 자동다중연결기, AL
디스크 등을 적용해 기존장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❶ KRRI: Advanced state-of-the-art urban transit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2005)
❷ Taipei Metro Rul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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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승객안전성 향상을 위한 영상처리식 검지시스템 기술

차세대전동차 RAM 적용방안 고찰

1. 고장률 감소를 위한 설계보안
2. 결함회피 / 결함허용을 통한 신
뢰도 향상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신뢰도 목표
불만족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목표 설정

RBD를 통한
하부시스템
신뢰도 할당

하부시스템내 부품단위
신뢰도 할당
-기존 고장률 Data 이용
- MIL-HDBK-217 참조

신뢰도 목표와
산출된 시스템
신뢰도 비교

시스템 신뢰도
산출

정의진│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선임연구원 (ejjoung@krri.re.kr)
신뢰도 목표 만족

박성혁│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선임연구원 (shpark@krri.re.kr)
오세찬│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주임연구원 (soh@krri.re.kr)

RBD : Reliability Block Diagram

RAM 예측 종료

<그림 1> RAM 예측 절차

Ⅰ. 개요

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RAM 적용은 수명주기와 매

전동차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및 안전성(RAMS;

칭시켜 사업진도와 관련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중 본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 Safety) 확

논문에서는 차세대전동차를 대상으로 RAM 목표 설정에

보는 설계, 개발, 생산 및 시운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작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RAM 예측

시스템 제작

업이다. 전동차의 RAMS 적용의 목적은 정량적인 RAMS

RAM 입증
- 규격 비교 입증
- 단위모듈시험 (가속시험)
- 시운전시험

RAM 예측치와
입증치의 비교

불만족

Critlcal factor
신뢰도 조정

값을 도출함으로써 신규차량일 경우 기존차량 대비 어느

Ⅱ. RAM 적용 절차

정도로 RAMS 값이 향상되었는지를 입증하고자 하는데

1. RAM 예측 절차

있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보증관리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

RAM 예측의 첫 번째 작업은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

성하여, 전동차에서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RAMS 목표치

여 정량적인 신뢰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RAMS 예측을 하고 목표치를 달

경우, 시스템 요구사항에 주어져야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성하였는지 RAMS 입증을 하여야 한다.

않을 경우, 이를 유추하거나 기존 유사시스템의 데이터에

RAMS는 크게 신뢰성과 관련된 RAM 분야와 안전성과

근거하여 정할 수 있다. RAM 목표가 설정된 이후에는

2. RAM 입증 절차

모든 값을 만족할 경우, RAM 입증보고서를 작성함으로

관련된 S(Safety) 분야로 나누게 되며, 차세대전동차의 경

RAM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져야

RAM 예측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 제작한 이후, RAM 입

써 RAM 입증을 완료한다.

우, RAMS 적용을 위하여 주요 장치에 대한 신뢰도 예측

하며, 하부시스템별로 신뢰도를 할당한다. 신뢰도 할당은

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RAM 입증은 RAM 예측 당

및 예비위험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 예측결과를 토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의 구성체계와 각 모듈에 신뢰도

시, LRU 수준으로 제시한 부품의 사용 여부를 포함하여

3. RAMS 점검 항목 설정

대로 상세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추가 보완작업을 진행하

를 할당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신뢰성 블록

규격에 따른 비교입증, 단위모듈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통

차세대전동차기술개발사업에서는 체계적인 RAMS 관리

고 있다.

다이어그램 (RBD : Reliability Block Diagram)을 이용한

한 입증, 최종적으로 시운전시험을 통한 RAM 입증을 생

를 위하여 수명주기별, RAMS 점검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신뢰도 예측은 주요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단위의 고

다. 또한 각 모듈은 LRU (Line Replaceable Unit) 단위로

각할 수 있는데 전동차와 같은 대형시스템의 경우, 많은

따라 관리하고 있다. 점검항목으로는 수명주기, 각 단계별

장률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예측하고 신뢰도 목

부품단위까지 신뢰도를 할당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시스템

제약사항과 시료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보통 시운전시험

주요 요구사항, 세부 점검 항목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으

표치를 만족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예비위험요인분

의 신뢰도를 예측한다. 만약 예측한 신뢰도 값이 신뢰도

을 통한 신뢰도 성장 유형을 체크하여 신뢰도를 입증하는

며, 개발업체 및 관리기관으로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석은 전동차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장률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업무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일정 및 진도체크를

도를 평가하여, 그 저감대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을 세워 신뢰도 예측치가 신뢰도 목표치를 만족할 때까지

제시된 RAM 입증치가 RAM 목표치 또는 예측치에 도달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래 <그림 3>의 점검항목 중 음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과 관련된 RAM의 적용에 초점을

반복한다. 최종적으로 신뢰도 예측치가 신뢰도 목표치를

하지 못하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Critical Factor를 찾고

영으로 표기한 것은 안전성 관련 점검항목에 해당하며, 그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차세대전동차에 RAM을 적용하

만족할 경우 RAM 예측을 종료한다.

신뢰도 조정을 한 후 수정 및 제작을 거쳐 RAM 목표치 및

외는 RAM 관련 점검항목이다.❶~❹

기 위해서는 크게 목표설정, RAM예측, RAM입증의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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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RAM 예측 종료
- 신뢰도 예측보고서
- 신뢰도 입증시험절차서
- 신뢰도 입증시험 성적서

<그림 2> RAM 입증 절차

예측치를 만족하도록 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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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ycle
개념수립

요구사항

업무
시스템 요구사항서

철도연

개발업체

현재상태점검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서 장치의 기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정비행위가 요구되는

MTTR =

총 고장수리 시간
총 고장건수

모든 고장을 말하나, 승인받은 소모품, 입증되지 않은 고

시스템 범위
제시여부 확인

… (c)

시스템의 물리적 범위
제시여부 확인
인적오류, 환경요소,
EMI 등 RAMS 관리범
위 정의 여부 확인
사업추진일정 정의
여부 확인
과거 유사시스템의
RAMS정보 분석,
반영여부 확인

물리적범위 확인

물리적범위 제안

장, 운전 및 정비요원의 실수, Vandalism 등으로 인한 고

국내외 유지보수도 목표설정 사례를 검토하여 차세대전동

RAMS관리범위 확인

RAMS관리범위 정의

장은 제외한다. 국내외 신뢰도 목표설정 사례를 검토하여

차의 유지보수도 목표치를 설정하면 [표 3]과 같다.

사업추진일정 확인

사업추진일정 정의

과거 유사시스템의
RAMS 정보 분석
반영 확인

과거 유사시스템의
RAMS 정보 분석 반영

차세대전동차의 신뢰도 목표는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3] 차세대 전동차 유지보수도 목표치

안전확보의 최종승인자
결정여부 확인
수명주기중 RAMS
문서의 승인주체 및
기준의 제시여부 확인

안전확보의 최종승인자
결정 확인
RAMS문서의
승인주체 및
기준 제시 확인

안전확보의 최종승인자
결정
RAMS문서의 승인주체
및 기준 제시

차량명

MTTR

미국 뉴욕 PATH 전동차

1.8시간

[표 1] 차세대 전동차 신뢰도 목표

인증체계의 결정

RAM 목표의
제시여부 확인
기존 전동차와 비교
하여 RAM 목표치
MTBSF의 경우,
설정
MTBSF의 경우,
MTBSF의 경우,
고장 정의
기존 전동차와의 차
고장 정의 확인
고장의 정의 확인
이점 제시 필요
기존전동차 RAM
데이터 조사 필요
기존 전동차와 비교
하여 RAM 목표치
MTBSF의 경우,
설정
MTBSF의 경우,
MTBSF의 경우,
수리 시간 정의
기존 전동차와의 차
수리 시간의 정의 확인 수리 시간 정의 확인
이점 제시 필요
기존전동차 RAM
데이터 조사 필요
기존 전동차와 비교
하여 RAM 목표치
MTBSF와
MTBSR을
설정
MTBSF와 MTBSR을 MTBSF와 MTBSR을
근거로 가용도의 시스템 근거로 가용도의 시스템 근거로 가용도의 시스템 기존 전동차와의 차
범위 적용
이점 제시 필요
범위 적용 확인
범위 적용여부 확인
기존전동차 RAM
데이터 조사 필요

MKBCF

인천지하철 1호선

6,000 car-kilometer

미국 뉴욕 PATH 전동차

10,000 car-kilometer

아테네 ATTIKO 전동차

10,000 car-kilometer

대만 투챙 전동차

4,000 car-kilometer

터키 OTOGAR 전동차

1,333 car-kilometer

차세대전동차

8,000 car-kilometer

진 환경 하에서 차량의 계획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며, 가용도 계산은 다음 식(b)와 같다.
Availability =

차세대전동차

1.8시간

Ⅳ. 맺음말

차세대전동차의 RAM 적용을 위한 첫걸음으로 RAM 목표

없애는 등, 연결부품을 제거함으로써 고장률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기존 대비 신뢰성 목표치를 30% 이상 상향

= 1-

고장으로인하여소요되는총수리시간
계획된 차량 운행시간

상용운전 중 운행 중단이나 열차 지연에는 이르지 않는 차

… (b)

여 RAM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차세대전동차의 특성을

량 또는 부품의 고장이 있을 경우, MKBSF(Mean Kilo-

국내외 가용도 목표 설정 사례를 검토하여 차세대전동차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RAM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

meter Between Service Failure)에서는 고장으로 집계되

의 가용도 목표치를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으로 기대한다.❺

지 않지만, MKBCF(Mean Kilometer Between Com-

[표 2] 차세대 전동차 가용도 목표치
차량명

Availability

1. 신뢰도 목표 설정

때문에 상용운전의 투입을 전제하지 않는 연구개발차량의

아테네 ATTIKO 전동차

99%

미국 SEPTA 전동차

98%

일반적인 신뢰도 척도는 MTBF(Mean Time Between

경우, 신뢰도 평가는 MKBCF로 신뢰성 척도를 사용하는

홍콩 MTRC 전동차

96.5%

Failure)로 표시하나, 차량시스템의 경우 주행 중에 발생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MKBCF는 차량의 총 누적

아일랜드 동차 (DMU)

95%

하는 고장수로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

주행거리를 그 운행거리 동안 발생된 고장의 수로 나눈 값

차세대전동차

99%

MKBF(Mean Kilometer Between Failure)를 사용한다.

이며 계산 공식은 식(a)와 같다.

신뢰도 값을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스템차원에서

3. 유지보수도 목표 설정

차량의 총 누적 주행거리(car-km)

유지보수도는 차량의 영업운행 중 발생된 고장의 수리를

차량의 총 고장건수

위해 투입된 총 고장정비 시간을 총 고장건수로 나눈 값으

ponent Failure는 차량이나 주요 부품 등의 제품을 기준

여기서 차량의 총 고장건수는 규정된 설계조건 및 환경에

조정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모터 자체 만을 변경함으로써

전동차 내 타 구성품과의 인터페이스에서 고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앞으로 RAM 목표치를 근거로 RBD,
FMECA(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등 RAM 예측 업무에 대해 정리하고, 차세대전동차의 제작

ponent Failure)는 고장으로 집계하여 신뢰도를 평가하기

… (a)

신뢰도 목표치의 경우 차세대전동차가 직접구동모터

계획된 차량 운행시간

진행하였다. 현재는 기존 유사시스템의 데이터에 근거하

열차 지연을 초래하는 결함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Com-

유지보수성)에 대해서는 기존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차량 운행시간

로써 수리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고장을 대상으로 한다.

MKBCF(car-km) =

1.32시간

(DDM : Direct Drive Motor) 방식으로 기존의 기어박스를

RAM 예측의 첫 번째 작업으로 RAM 목표치 설정업무를

운전에 있어서 열차의 운행 중단이나 정해진 시간 이상의

1.8시간

대만 DORTS 전동차

거로 작성 하였으며, 신뢰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가용성,

가용도란 차량이 필요로 하는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주어

으로 그 제품이 일시적이거나 영구히 그 기능을 손실함으

Failure의 종류도 서로 상이하여 Service Failure는 상용

아테네 ATTIKO 전동차

치를 설정하였다. 기존에 납품한 차량의 RAM 목표치를 근
2. 가용도 목표 설정

<그림 3> RAMS 점검항목

Ⅲ. 차세대전동차 RAM 목표 설정

차량명

에 맞추어 RAMS 입증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❶ IEC 62278,“Railway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and
demonstration of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RAMS)”
, 2002
❷ EN50126,“Railway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and demonstration of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RAMS)”
, 1999

로 MTTR(Mean Time To Repair)로 표기하며 계산식은

❸ CLC/TR 50126-3“Guide to the application of EN50126 for
rolling stock RAMS”
, 2006
❹ CLC/TR 50126-2“Guide to the application of EN50126 for

다음 식(c)와 같다.

safety”
, 2007
❺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08)“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기술개발사업 3
차년도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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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K O R E A N

R A I L

T E C H N O L O G Y

시 발생한 회생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저장하고,
저장된 에너지를 전동차 역행 시에 전동차에 공급하는 것
①

속 도 [km/h]

THEME

차세대전동차 RAM 적용방안 고찰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으로 전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시스

③

④

②

⑤

기
동

타
행

재
역
행

타
행

연
속
제
동

템이다. 즉 에너지저장시스템은 변전소의 모선에 연결되
⑥

어 <그림 2(a)>와 같이 전동차가 회생할 때 전동차서 발생
타
행

제
동

된 에너지에 의해 전차선 전압이 올라가면 이 에너지가 에
너지저장시스템에 저장되고, <그림 2(b)>와 같이 전동차가

거 리 [km]

이한민│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선임연구원 (hanmin@krri.re.kr)

역행을 하면 전차선 전압이 내려가므로 에너지저장시스템

김길동│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단장 책임연구원 (gdkim@krri.re.kr)

<그림 1> 전동차 운전곡선

은 이 에너지를 전차선을 통해 전동차에 공급하게 된다.

Ⅰ. 서론

따라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및 지구온난화

직류 도시철도의 전압 공급방식은 한전에서 공급받은 AC

한국의 도시철도시스템에서는 7,000량의 전동차가 운행

방지를 위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회생 에너지를 단 1%라

전압을 정류기를 통해 정류하고 DC전압으로 변환하여 공

되고 있으며, 95%가 회생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지하철

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

급하는 방식으로, 정류기는 순방향 다이오드 방식으로 회

에서 운행하는 전동차는 제동 시 발전기가 되어 전기에너

는 것이다. 본 기술지에서는 차세대전동차연구단에서 개발

로가 연결되어 있어 전동차의 회생전력은 전원측으로 반환

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회생 에너지라고 한다.

한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시스템 구성,

되지 않는 구조이며, 전동차의 회생 에너지를 전차선에 그

전동차 역행 시 소비 에너지의 약 40%가 회생 에너지이

외형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특징, 에너지저장시스템 적용 효

대로 되돌리는 경우, 회생 시 순간적으로 발생된 에너지가

다. 즉 전동차가 사용한 에너지의 40%를 발전기처럼 만들

과로서 회생 에너지 활용에 의한 에너지 절감, 전압안정화에

전차선전압을 변동하게 하여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뿐만

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회생 에너지는 주변

의한 유지보수비용 절감, 피크 전력을 줄여 전력비용 절감,

아니라, 차량의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변 전동

Ⅳ.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성

에 있는 전동차가 역행 시 공급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렇

에너지절감에 의한 CO2 배출가스 삭감 등에 대해서 설명한

차가 그 전압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된 회생 에너지는

<그림 3>은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게 역행 전동차와 회생 전동차의 오버랩인 경우 재활용되

다. 또한 에너지저장시스템 현장 적용에 따른 에너지절감 인

전차선의 저항에 의해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낭비된다.

구성은 차단부, 전력변환부, 저장부로 구성된다. 차단부는

는데 이런 오버랩이 완벽하게 된다면 에너지 재활용이 최

증시험 결과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적 조건이 되어 재활용율은 100%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a)회생 에너지 저장모드

(b)회생 에너지 공급모드

<그림 2> 회생 에너지 저장 및 공급 모드

변전소와 인터페이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차선 환경에
Ⅲ. 에너지저장시스템 개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에너지저

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역행과 회생하는

Ⅱ. 직류 도시철도시스템 개요

최근의 전세계적 정책 방향은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 높은

장시스템과 전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장부는 여러

전동차의 오버랩으로 전차선 전압은 안정될 수 없으며 전

직류 도시철도의 변전소는 순방향 다이오드 방식이며 전

효율의 운영 시스템, 에너지 절감, CO2 배출삭감이 중요한

개의 슈퍼캐패시터를 직·병렬 연결하여 구성되는데 전력

차선 전압 변동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차는 변동 부하인 동시에 이동 부하인 것이 특징이다.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수송시스템인 철

변환부를 통하여 전달받은 회생전력을 저장하게 된다. 이

실제 전차선 전압 변동 크기는 기준전압 1,500V인 경우

전동차는 <그림 1>과 같이 주행상태에 의해 역행, 타행, 제

도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며, 이 중 에너지 절감은

때 슈퍼캐패시터의 용량은 운행노선의 부하용량에 따라

1,000V~1,800V로 변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도시

동으로 나눌 수 있다.

회생 에너지의 효과적인 활용에 의해 가능하므로 현재 에

결정된다. 전력변환부는 전차선 전압의 상태를 입력받아

철도 시스템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a) 역행 : 가속상태이며 10~30초 정도 대전력을 변전소

너지저장시스템이 전기철도시스템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

회생에너지는 회생 전동차와 역행 전동차의 순간적인 오

로부터 받아들여 소비한다.

이다. 에너지 절감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 주범인

버랩 경우를 제외하고 전동차 내 저항기 또는 전차선의 저

(b) 타행 : Notch를 오프 상태로 해, 보조전력(조명이나 공

CO2를 줄이는 것이고, 회생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것은 변

항에 의해 열로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소비 에너

조용 전원)만을 변전소로부터 받아들여 소비한다.

전소의 피크전력을 줄이는 효과이며. 또한 초과 에너지를

DC traction Net

지의 40% 회생에너지 중 주변 전동차에 소비 에너지의

(c) 제동 : 공기와 전기제동을 병행하여 사용하며, 전기 제

흡수한다는 것은 높은 견인 전압에 의한 회생실효를 방지

10~15% 정도만 활용이 되고 있고 25~30%는 전차선에서

동시에는 10~30초 정도 에너지를 발생한다. 이것을 회생

하는 것이다.

열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에너지라고 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직류 도시철도 구간에서 전동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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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부

전력
변환부

저장부

<그림 3>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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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전압이 세팅 전압 이상이 되는 경우 저장모드로 전

되는 회생에너지량 및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하여 저장부에 회생전력을 저장하고 전차선 전압이 세

또한 사용자에게 현재의 상태를 전송하며 문제시 시스템

R A I L

T E C H N O L O G Y

전차선에서 낭비되었던 회
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

팅 전압 이하가 되면 공급모드로 전환하여 저장된 전력을

을 정지 또는 신속하게 고장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달 선택버튼

공급한다.

제공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

일별 회생 그래프

- 도시철도 운영기관 10개

해 터치스크린 방식의 그래픽 패널이 이용된다.

일별 회생 그래프

노선에 대하여 에너지저장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1. 시스템 외형

시스템 적용시 에너지 절감

에너지저장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슈퍼캐패시터가

(a) 일별 회생 전력 그래프

직·병렬로 구성된 저장부, 전력변환장치와 고속도차단기

로딩화면

메뉴화면

(b) 시간별 회생 전력 그래프

율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
과 평균 25%로 나타났다.

<그림 8> 일, 시간별 회생 전력 그래프 화면

가 있는 전력변환부(차단부 포함)로 제작되었다. <그림 5>
는 시스템 전면의 조작부를 나타낸다.
아날로그
상태화면

디지털 입출력
화면

시스템검사 설정모드 화면
화면

부분을 터치하면 일단위 선택 화면 창이 떠오르며 날짜 선

2. 전압안정화에 의한 유지보수비용 절감

택 후 시간별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날의 회생 전력량을

- 전동차 역행시 전차선 전압은 강하하고, 반대로 제동시

시간단위로 보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발생되는 회생에너지는 전차선 전압을 상승시켜 기준전압
1,500V인 경우, 전차선 전압은 1,000V~1,800V로 최대

SC모듈 상태 화면

고장기록 화면

Ⅴ. 에너지저장시스템 효과

약 40%까지 전차선 전압이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전압의

도시철도 구간에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적용함으로서 발생

변동은 전동차 전자기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에너

되는 효과는 회생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면서 발생되는

지저장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차선 전압을 일정하게 안정화

에너지절감이 먼저 고려되어지고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효

시켜 이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의해

또한 기본 화면으로는 월별 회생량을 그래프로 현시하며,

과가 예상된다.

전동차 전기제동의 확대 사용이 가능하여 브레이크 슈 마

이 화면에서 월별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일별 회생 전력량을

에너지저장시스템 적용 효과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모 등이 줄어 전동차 유지보수기간 및 차량기기의 수명을

확인할 수 있다.

있다.

높여 운영기관의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 회생에너지 활용에 의한 에너지 절감

3. 피크 전력을 줄여 전력비용 절감

- 현재 지하철 전동차 회생에너지는 차량 속도를 감속할

- 전기요금은 매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7~9월 중 전기

때 많은 양이 발생하지만 전차선에서 회생에너지 활용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15분간 평균 전력량을 측정

극히 적고, 다만 출발 전동차와 회생 전동차가 동시에 이

해 향후 1년간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루어 질 경우에는 일부분 활용이 되지만 이 경우는 높지

- 따라서,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가 공급되어

않아 회생에너지 활용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크치 소비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모니터 화면 구성도
누적 절감금액 화면

<그림 6> 에너지저장시스템 모니터 화면 구성도

저장부

전력변환부(차단부 포함)

<그림 4> 에너지저장시스템 H/W 구성

월별 회생 전력 그래프
월별 회생 그래프

달별 회생 비율도

달 선택버튼

피크 전력요금을 매년 절감할 수 있다.
<그림 7> 월별 회생 전력 그래프

4. 에너지절감에 의한 CO2 배출삭감

일별 회생 전력량을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달을 선택하게

-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전동차 운행에

되면 선택된 달에 해당하는 모든 일별 회생 전력량을 그래

필요한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 지구 온

2. 그래픽 디스플레이

프 화면에서 일단위로 보여주며 시간단위로도 보여준다.

난화 주범인 CO2 배출가스 삭감에 기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저장, 기록되는 현재의 상태와 누적

일별 회생 전력 그래프 화면의 날짜 부분의 일단위 표시

<그림 5> 에너지저장시스템 전면 조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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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에너지저장시스템 적용에 의한 도시철도 운영기관 에너지절감율

여할 수 있다. 삭감된 CO2 배출가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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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으로 획득이 가능하여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전

시험 결과 에너지저장시스템 동작 시 변전소 평균 소비전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도입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개

력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력은 13,957kwh이고 정지 시 변전소 평균 소비전력은

선, 시스템 안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17,588kwh였다. 따라서 평균에너지 절감량은 3,631kwh

것으로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따라서 이 에너지

였으며, 에너지 절감율은 20.64%의 결과를 얻었다.

저장시스템은 고유가 시대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에너지

5. 기타 효과

절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국가발전에

-변전소건설단계에서에너지저장시스템적용에의해변전
소간거리를확대할수있어변전소개수축소가가능하고,
- 기존시스템에대해서는변전소용량의축소가가능하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에너지절감율 측정 결과표
소비전력 [kwh]

<그림 10> 시험 구성도
구분

- 전동차는 DB unit가 필요 없어지게 되어 유지보수비가
줄어들고, 회생실효가 사라지게 된다.

7회 왕복 운행
측정 평균

- 또한, 전차선 전압 안정화로 전력계통 노이즈 저감에 긍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저장

절감량

절감율

장치 동작시

장치 정지시

[kWh]

[%]

13.957

17.588

3.631

20.64 %

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1500V 에너지저장시스템
Ⅵ. 에너지저장시스템 현장 시험

<그림 11> 경량전철 운행

국내 도시철도시스템은 750V 경량전철과 1,500V 중전철

<그림12> 에너지저장시스템
동작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1500V 에
너지저장시스템은 2009년 4월에 설계 완료되고 6월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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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750V 경량전철용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완료

1500V 에너지저장시스템은 기존의 750V 에너지저장시

하였으며, 2008년 5월에 경산 경량전철 노선에 설치하여

스템에 비해 최적 공간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원격으로 확

시험 및 운영 중에 있다. 1,500V 중전철용 에너지저장시

인 및 조작도 가능하고, 외관도 기존 갈색의 전형적인 변

스템은 2009년 6월경에 제작하여 7월에 대전광역시도시

전설비에 비해 디자인을 고려하여 미려하게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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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에 설치·시험 및 운영할 예정이다.

1. 750V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된 750V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경산 경량전철 노선에

(a) 측정 결과 분석

(b) 분석 프로그램 화면

<그림 13> 에너지 절감율 측정 사진

발생한 회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저장

설치하고 이에 따른 변전소 소비전력 절감율을 측정, 분석

된 에너지를 전동차 출발 시 전동차에 공급하는 것으로 전

하였다. 에너지절감 인증시험은 공인기관인 한국에너지

동차운행 중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험선 A-B역 1.23km

저장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구간을 6량 1편성 경량전철에 대하여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 적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

동작시 7회, 정지시 7회 왕복 시험을 하였다.

·회생에너지 재활용에 의한 전동차 사용에너지 절감

<그림 10>과 같이 A역사에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

·재활용 에너지에 의한 피크전력 절감

해 On/Off시 A-B역을 전동차가 왕복 운행을 하면서 소

·전차선 전압 안정 및 안정된 전차선 전압에 의해 전동차

비 전력량을 변전소에서 측정하였다.

전장품 신뢰성 향상 및 전동차 전기제동의 확대 사용에

다음 <그림 11~13>은 경량전철 운행시 에너지저장시스템

의해 브레이크 슈 마모 등이 줄어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기동 및 정지 조건에 따른 에너지절감율 측정사진이다.

절감

Vol.20, No.2
이한민, 김길동, 이장무,“도시철도시스템을 위한 전기이중층 캐패시터
적용에 관한 연구”
, 대한전자공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 제29
권 제1호
SIEMENS AG,“SITRAS SES, Energy storage system for mass
transit system”
, 2005

·에너지절감에 의한 CO2 배출가스 감소의 효과
<그림 14> 에너지 절감율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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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동차시스템 기술개발 방향
차세대 직접구동전동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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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동차 성능향상을 위한 차량 적용 신기술
차세대전동차 RAM 적용방안 고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 승강장 승객안전성 향상을 위한 영상처리식 검지시스템 기술

KOREAN RAIL TECHNOLOGY

승강장 승객안전성 향상을 위한
영상처리식 검지시스템 기술

오세찬│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주임연구원 (soh@krri.re.kr)
정의진│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 선임연구원 (ejjoung@krri.re.kr)

하는 승강장 안전시스템이다❶,❷.

물까지의 거리와 대상물의 높이를 계산하여 3차원 물체검

<그림 1>과 같이, 승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지를 수행 할 수 있다.

검지하기 위해 다수의 검지센서 및 카메라를 이용한다. 검

스테레오카메라를 이용한 대상물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

지센서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며, 검지카메라는 스테레오

다. 렌즈초점거리(focal length)는 f, 좌우 카메라 렌즈초

카메라 및 열상카메라를 이용한다. 각각의 검지센서 및 검

점 사이의 간격(base line)은 B이며, 좌우 카메라로부터

지카메라는 특정 감시영역이 존재하며 감시영역 안에 위험

획득된 영상에서 대상물 시차를 d(disparity)라고 표현 할

상황을 검지하여 결과를 시스템 서버에 전송한다. 시스템

수 있다. 이때 대상물까지의 거리 Z는 <그림 3>과 같이 계

서버는 검지결과를 수신하고 위험상황에 해당하는 경보메

산이 가능하다.

시지를 영상과 함께 사전에 정의된 운영자에게 제공한다.

김길동│철도연 차세대전동차연구단장 책임연구원 (gdkim@krri.re.kr)

좌영상

Q

Ⅲ. 스테레오비전기반 승강장 모니터링 시스템

고려하여 스크린도어와 함께 승강장 안전시스템으로 적용

Ⅰ. 서론

현재 승강장 승객 안전을 위한 여러 안전설비가 도입되고

할 수 있는 지능적이면서도 적은 투자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스테레오비전기반 승강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림 2>와

있다. 승강장 안전설비의 예로는 안전펜스, 점자블록 안전

을갖는새로운승강장안전시스템의개발이필요하다.

같이 크게 승강장 검지센서 및 카메라, 역무실 시스템 서

선, 비상정지버튼, 적외선 검지장치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본고에서는 스테레오비전 기반의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

버 및 표출장치로 구성된다. 다수의 검지센서 및 카메라에

러한 안전설비는 수동적인 감시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감시

여 보다 정확하고 지능적인 사고인지 및 경보가 가능한 승

서 검출된 검지정보 및 영상정보는 동축케이블을 통해 역

가 필요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어렵다.

강장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무실 시스템서버로 전송된다. 시스템 서버는 검출된 정보

최근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승객의 선로추

대상물까지
거리 Z

1. 시스템 구성
xi
좌영상
렌즈
초점거리 f
왼쪽
카메라

xj
우영상

Pi

시차 d
d = (xi-xj)
우영상

Pj

카메라
간격 B

오른쪽
카메라

거리 Z = (카메라 간격 B X 렌즈 초점거리 f) / 시차 d

<그림 3> 대상물까지의 거리계산

를 분석하며 위험도를 판단하여 사전에 정의된 운영자에

락 및 자살방지를 위해 플랫폼 스크린도어(Platform

Ⅱ. 시스템 개요

게 영상정보 및 경보메시지를 전송한다. 역무실 시스템 서

정확한 양안차 예측(disparity estimation)은 스테레오 영상

Screen Door)를 확대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는

스테레오비전 기반 승강장 모니터링시스템은 승강장 승객

버와 종합관제실 및 역무실 표출장치는 유선 네트워크로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인 양안차 예

과다한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용이 발생되며, 모든 역사에

의 선로추락과 같은 위험상황을 스테레오비전 영상처리

구성되어 있으며, 역무원 PDA 및 차상표출장치는 무선네

측 방법은 블록 매칭(block matching)이다. 좌우 영상을 일

확대설치 시 터널 내 온도 및 먼지의 증가로 인해 차량기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 검지하고 위험도를 판단하여 그 결

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눈 후에 기준영상의 각각의 블록에

열화로 인한 고장증가 및 수명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해당하는 블록을 참조영상에서 찾는 기법이다. 이러한 과정

과를 실시간으로 종합 관제실, 역무실 및 진입열차에 전송

해외 운영기관의 경우 운영기관 특성
에 맞는 다양한 승강장 안전시스템을

dν

동축케이블

dν
(χ
, y) = min

스테레오
카메라
영상 카메라
최대 100m 영역감지

승강장 안전시스템을 크게 스크린도

스테레오 카메라
최대 30m 영역감시

승객의 선로추락

영상처리 특징 추출

열상
카메라

적외선 센서
모듈

역무원 및 차상 표출장치

…(식 a)
이 때 S는 검색 윈도우 사이즈이며 I I 는 각각 좌우 영상

종합관제실 및
역무실내 표출장치

을 의미하며 양안차 백터 dv는 기준블록에 해당하는 참조
블록의 위치를 나타낸다.

지시스템(Detection System)과 같은

역무원 PDA

Open System으로 규정하여 운영기
종합사령실

진입열차

역무실

차상 모니터

표출 및 제어장치

<그림 2> 시스템 구성

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승강장 안전설
비를 채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S/2

시스템 서버
유선통신

영상정보 및 경보 메세지 전송

어와 같은 Closed System과 물체검

❻

S/2

Σ Σ ｜I R[χ+i][y+j]-IL[χ+i+dν][y+j]｜

dν
=dν i=-S/2 j=-S/2

개발 적용하고 있으며❹,❺, 특히 국제
전기협의(IEC 62267) 규정에 의하면

을수식으로표현하면(식a)과같이표현이가능하다.

승강장 검지센서 및 카메라

무
선
통
신

❷

양안차는 대상물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가지
며, 가까울수록 작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카메라에서부터
대상물까지의 거리는 카메라 사이의 간격과 렌즈초점거리

적외선 센서
50cm 영역감지

따라서운영기관이가지는운영특성을

진입열차 정지

2. 스테레오 영상처리 특징

에 비례하며 양안차에 반비례하게 된다.

스테레오 영상처리는 좌우영상의 양안차를 이용하여 대상

스테레오카메라를 이용한 대상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동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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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높이를 Hc, 대상물의 높이를 Ho, 카메라 광축이
대상물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k2, 지표와 수직으로 만
나는 점을 k1, 카메라로부터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z2, 지

[표 1] 최소 검지물체 크기

열차상태판별

구분

크기(가로 × 세로 × 높이)

위험물체

30Cm × 30Cm × 30Cm

인체

40Cm × 40Cm × 1M

No

Yes
선로영역감시
No

표까지 거리를 z1이라 할 때, 대상물의 높이 h는 삼각비에
선로추락에 대한 검지시스템 처리절차는 <그림 6>과 같

의하여 <그림 4>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무차상태?

물체추락?
Yes
ID 등록

ID 삭제

물체추적

다. 선로추락 검지 영역내 열차상태를 판별하여 무차상태
No

인 경우 선로추락영역을 감시한다. 물체가 추락한 경우 검
z2

카메라 높이
Hc

z1

k2
물체높이
Ho

k1
광축

대상물의 높이 Ho = Hc X (1-z2/z1) = Hc(1-k2/k1)

<그림 4> 대상물의 높이계산

No

위험물체추락?

인체추락?

Yes

지시스템에 물체 ID를 등록한 후 추적하여 인체추락여부

<그림 9> 스테레오카메라 및 열상카메라 설치 현황

검지결과출력

와 위험물체추락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인체추락여부를

<그림 6> 시스템 검지절차

여준다. 적외선 센서 및 카메라는 모두 승강장 제어기 함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카메라로부터 얻어진 물체위
치 및 크기정보와 열상카메라로부터 얻어진 물체의 온도

t
t≥τ

정보를 이용한다. 인체추락이 아닌 경우, 물체크기정보를
이용하여 위험물체 여부 판단이 이루어진다. 추락물체가

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검지된 정보는 역무실 시스템 서버

τ

에 전송되도록 설계되었다.

무차상태

진입상태

진출상태

위험물체인 경우, 인체인 경우에 각각에 해당되는 검지결

Ⅳ. 맺음말

정차상태

스테레오비전기반 승강장 모니터링시스템은 2005년부터

3. 시스템 검지알고리즘

과를 출력하게 된다.

스테레오비전기반 승강장 모니터링시스템은 검지영역 내

정확한 물체판별을 위해서는 정확한 전동차 상태의 판별

에서 일어나는 화재, 승객이나 물체의 선로추락, 문틈 끼

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7>과 같이 검지영역에서의 전

임 등을 검지한다. <그림 5>와 같이 시스템 검지영역은 승

동차 상태는 무차상태, 진입상태, 정차상태, 진출상태로

라의 경우 전체 승강장 길이 120m를 미검지 구간이 발생

존 2차원 검지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스테

강장영역, 안전선 영역, 전락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화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상태는 순환 반복된다. 선로추락

하지 않도록 설치하였다. 카메라 1번, 4번은 스테레오카메

레오비전 기반의 검지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지능적인 검

재발생의 경우 열상카메라에서 얻어지는 절대온도를 기준

상황에 대한 검지는 무차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정확한

라이며,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된 2번, 3번 카메라는 스테

지가 가능하다. 본 시스템은 향후 역무자동화 및 무인화에

으로 검지영역에 화재 발생여부를 판단하며, 문틈 끼임의

물체검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열차 정차, 진입 및 진출

레오카메라와 열상카메라가 함께 내장된 카메라이다. 스

대응하여 스크린도어와 더불어 승강장 승객안전시스템으

경우 열차 출발 시 안전선 영역에 승객이 완전히 침범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선로추락 물체로 오판

테레오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바로 앞에서는 시차 값이 매

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우를 검지한다. 인체 또는 물체의 선로추락 여부는 3차

하게 된다. 전동차 상태의 전이는 검지영역 내에 열차의

우 크므로 검지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약 5m 여유

원 전락검지 영역을 감시하여 전락된 물체의 크기 및 온도

크기에 해당하는 밝기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지게

거리를 두고 그 이후로 약 30m를 검지하도록 설계되어 있

정보를 이용하여 인체여부를 판단한다.

된다. 빛의 산란과 같은 갑작스런 밝기변화로 인한 오류를

으며, 여유거리에 대한 검지는 이웃한 카메라에서 수용한

검지대상은 위험물체와 인체로 구분되며, 위험물체의 경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축 t에 대해 일정 문턱값(thresh-

다. 또한 2번 3번에 설치된 열상카메라의 경우 약 60m를

우는 전동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크기이며, 인체의

old) 을 비교하여 그 이상인 경우만 전이 조건으로 한다.

검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각의 카메라는 해당 검지영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정하였다. [표 1]은 위험 물체
및 인체에 해당하는 최소 검지크기를 나타낸다.

4. 시스템 설치현황

국토해양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현

<그림 7> 열차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장설치를 완료 후 시스템 시험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기

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현재 시스템 검지성능 시험 단계에

승강장
영역

안전선
영역

선로추락
검지영역

있다. <그림 8>은 검지센서 및 카메라 설치방법을 보여준

선로

다. 적외선 센서의 경우 성능검증에 필요한 영역인 약

<그림 5> 시스템 검지영역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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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속철도 설계기준 소개

박현│철도공단 KR연구원 기술력강화팀 차장 (hyunp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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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에 따라 상응하는 기본풍속을 적용하며, 전차선의 주

⑤ 구분장치(neutral section) 중성구간은 가진 에어섹숀

요 부속품이 구조물 설계풍속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중성구간의 길이는 운행하는

야 한다.

전기차의 팬터그래프 수량, 간격, 운용방식 등에 따라 확

(2) 편성차량의 팬터그래프 두 개 사이 간격이 200m 이하

정하여야 하며, 양방향 열차운행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

일 경우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의 동적 접촉력은 0 이

야 한다.

상이어야 좋다. 최대치는 평균접촉력과 표준편차에 따라

⑥ 전차선로 본선의 선로 및 분기는 무(無)교차 혹은 교차

계산한다.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건부로 3선 무교차방식을 사

(3) 전차선의 동적특성은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이선율

용할 수 있다.

이 1% 이하이어야 한다.

(6) 전철전주 및 기초

(4) 전차선 시스템은 다음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본선 전차선로 전철전주는 기본적으로 싱글 Cantilever

① 최고설계속도와 전차선 파동전파속도의 비(比)는 0.7

전주형식을 취한다. 역구내 및 수개의 선로가 병행하는 구

Ⅰ. 개요

(4) 전철용변압기는 고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상시용

이하이어야 한다.

간에서는 비임방식을 이용한다.

중국철도부가 기존에 적용했던 <경호 고속철도 설계 임시

과 예비용으로 구성한다. 변압기의 설치용량은 운영 후 5

② 전차선의 작업하중 허용치는 최소 인장파괴하중의

② 본선 전차선로 전철전주의 측면한계는 콘크리트궤도는

시행규정>을 폐지하고, 철도신설공사의 설계기술 표준을

년째 되는 해의 수송량에 대한 수요에 따라 확정할 수 있

65%를 초과하면 안되며, 전차선의 허용온도, 최대마모,

3.0m, 또는 자갈궤도에서는 3.1m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통일시켜 철도건설 공사의 설계가 안전성, 선진화, 경제성

으며, 추후 수송량 증가분을 감안하여야 한다.

풍하중, 빙설하중, 보상장치의 정밀도와 효율 등에 따른

역구내 직선구간 본선 전차선로 전철전주의 측면한계는

감소계수를 고려해야 한다.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에 대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설철도 300~350㎞
/h급 여객전용선 설계 임시시행규정>을 고시(’
07.3.15)하

2) 변전소

③ 전차선의 지지점(hitch point)에서 최저높이는 5,300㎜

③ 전주기초는 플랜지로 연결하는 것이 시공 및 전주교체

였다. 이에 따라 중국고속철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1) 변전소의 주요설비는 신뢰할 수 있고 표준화된 설비로

이상이어야 하며, 전차선의 최저점 높이는 5,150㎜ 이상이

에 좋다. Cantilever 전주는 H형강주를 사용하고 유형은

호에 노반, 궤도분야에 대한 주요 설계기준을 소개한 바

유지보수가 필요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합

어야 한다.

통일하는 것이 미관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있다. 계속하여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당한 모델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전차선로 드로퍼의 길이는 600㎜ 이상이어야 하며, 부

④ 터널 벽에 설치하는 전차선로 구조물은 토목공사 시 라

설계기준을 여기에 소개한다.

(2) 전철변전소의 전기설비 접지장치는 공용접지시스템에

득이한 경우 500㎜ 이상으로 한다.

이닝에 사전에 매설한다.

접속하여야 한다.

(5) 전차선의 평면배치

(7) 귀선로 및 접지설비

Ⅱ. 중국고속철도 주요 설계기준

(3) 전철변전소는 통합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며, 운영사

① 본선 전차선의 경우 최대풍속에서 팬터그래프 중심의

① 전차선로 접지는 공용접지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철전력설비

령시스템중 SCADA 시스템에 포함하여 원격으로 감시 및

편위가 400㎜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500㎜이하로

역구내에 가공지선 GW를 설치하고 공용접지시스템에 연

1) 전철 급전방식

제어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본선

하여야 한다.

결한다.

(1) 전철용 급전시스템은 독립적이고 완전하여야 한다. 전

CCTV시스템에 의해 원격으로 감시·제어하여야 한다.

② 지지물 경간의 차이는 10m 이하로 하고, 본선구간 표

② 보호선은 일정간격마다 한 번씩 레일과 병렬시키며 공

철변전소는 독립된 2개의 전원을 수전할 수 있도록 구성

(4) 전철변전소, 개폐소, 구분소, 단권변압기는 무인시스

준경간은 심플커티너리방식의 경우 50~55m, 부분적으로

용접지시스템(매설접지)과 연결시켜야 한다. 귀선로 혹은

하고 상호 간에 비상용으로 사용하며, 수전전원은 220㎸

템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전철변전소는 유인시스템 조건

최대 60m까지 할 수 있으며, 탄성커티너리방식의 경우에

보호선은 1,500m 이하 지점에서 반드시 임피던스 본드

로 한다.

도 고려한다.

는 55~60m를 표준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최대 65m까지

중성점에 접속하여야 한다.

넓힐 수 있다.

③ 승객이 비교적 많은 역사에는 역사 승강장 설계과정에

(2) 전차선의 급전방식은 2×25㎸ AT급전방식을 사용한다.
전차선의 표준전압은 25㎸이고, 장시간 최고전압 27.5㎸,

3) 전차선로

③ 본선의 전차선로 섹숀길이는 2×700m 이하로 하고,

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절연

단시간(5min) 최고전압29㎸이며, 최저전압은20㎸로한다.

(1) 전차선로 설계시에는 기상조건을 감안하여야 하며, 최

부분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2×750m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전위 평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든 승강장의

(3) 차량기지는 2개의 전원 급전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근 25년 이상 정리된 선로변 기상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전차선로의 에어섹숀구간은 5경간 혹은 4경간으로 설

2.5m 격리 절연층 범위 밖의 강구조, 건축물은 모두 접지

그 중 최소한 1개는 독립된 전원이어야 한다.

(2) 운행 설계풍속과 구조물 설계풍속 계산 시 지역, 지형,

치한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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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CADA 시스템

우 여객전용선은 인접하는 선로의 정력설비를 공동 사용

② 모든 직류전원 장비의 축전지 용량은 사고로 인한 정전

템에 접속시키고 등전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SCADA 시스템은 운영사령시스템의 서브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발생 시 2h(무인의 경우 4h) 방전용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역간 전력설비는 부근의 공용접지시설에 접지하고, 선

전철 급전, 전력시설을 원격으로 집중감시 및 제어하고,

② 급전전원은 여객전용선 소재지역의 조건에 맞추고, 기

③ 계전보호와 자동장치는 통합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여

로변 전력케이블은 개별 접지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선로변의 통신, 신호, 정보, 전차선 급전 등 시설의 환경을

술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다양한 전압등급과 다양한 유

전구간 전기설비를 감시, 제어, 보호, 측량하고, 원격으로

③ 신호실, 통신실 또는 신호 중계기지국 등 건축물은 실

모니터링한다.

형의 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하며 영상신호 주파수 감시 및 제어장치를 설

내 변전 및 배전장치를 이용하여 급전하는 경우 전력용 배

(2) SCADA 시스템은 사령실, 통제실, 단말기 시스템과 통

③ 철도 전력시스템은 등급별 급전 및 배전시스템이 서로

치하여야 한다.

전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제실의 전송통로로 구성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변전소와 배전소는 유지보수 작업율 0%(무보수) 또는

(3) SCADA 시스템의 기능은 견인급전, 전력 등 기계설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신호제어설비

와 전력설비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

(2) 부하 등급

⑤ 변전소와 배전소는 무인 근무체계에 맞도록 설계하여

1) 일반규정

다. 기본기능으로는 사령 관할범위 배치, 전차선급전과 전

① 전력부하는 급전 안정성과 급전중단으로 인한 정치적,

야 한다.

(1) 신호시스템은 본선 최고운행속도에 부합되도록 시설

력 등 기계설비와 전력설비의 서브시스템 가동 및 설비상

경제적 손실 또는 영향정도에 따라 1, 2, 3급으로 구분한다.

태에 대한 실시간 감시, 사고경보, 사고추적, 자동제어, 인

② 부하등급은 300~350㎞/h급 여객전용선 부하성질에

(5) 전력선로

(2) 신호시스템은 복선, 양방향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공지능 정책결정, 사령업무 자동화관리 등이 있다.

따라 현행 설계규범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열차운행과 밀

① 전력 배전선로와 역사 전력선로는 동심케이블 선로를

본선 순방향은 자동폐색 방식 그리고 역방향은 운송수요

접한 관련이 있는 부하가 1급부하이다.

사용하여야 한다.

에 따라 자동폐색 혹은 자동 역간폐색으로 시설할 수 있다.

② 10㎸ 배전선의 전력케이블과 통신신로 케이블을 병행

(3) 신호시스템은 규정된 운전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전자간섭 및 방호

되어야 한다.

(1) 전력공급이 통신시설과 송유관 및 가스관에 미치는 위

(3) 급전전원

하여 부설하는 경우, 양자간 간격은 100㎜ 이상으로 하여

(4) 역사진출입개소에는지상신호기또는백색등이부착된

험정도, 통신시설 잡음간섭에 대한 영향의 계산방법과 허

① 급전전원은우선적으로공공배전망전원을사용하고, 필

야 하며, 전력케이블과 통신신호케이블 사이에 격벽을 설

표지를설치하고, 폐색구간에서는정차표지를사용한다.

용치, 기름탱크와 액화가스 탱크 등 가연성 폭발물질 창고

요시자체적으로구비하거나기타전원을사용할수있다.

치하여야 한다.

(5) 신호시스템은 상응하는 각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여

와 여객전용선 간의 안전거리는 국가 및 업계의 현행 관련

② 변전소와 배전소의 전원은 독립되고 신뢰할 수 있는 두

③ 교류 단상케이블이 1가닥으로 관로를 관통하면 자로

야 한다. 열차 안전운행과 관계되는 신호시스템과 회로설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의 전원(2중화 전원)으로 설계한다. 부하가 비교적 작은

(磁 )를 격리시키지 않은 강관을 사용하면 안 된다.

계 시 반드시 고장 발생에 대한 안전확보 요구사항을 만족

(2) TV중계 방송국, AM라디오 방송국, 공항관제탑, 대공

경우, 지방전원과인접하는변전소및배전소의전원상황에

(對空)정보 레이더, 무선통신 기지에 대한 방호요구는 국

의거하여신뢰할수있는1개의전원으로설계할수있다.

(6) 전력 원격설비 감시제어시스템

가 및 업계의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차량기지는 독립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원 급전을 보장

① 전력원격시스템은 운영사령시스템의 일부로 전력급전

2) CTC

(3) 선로계획 선정 시 중요한 무선기지국과 국방시설은 방

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운영사령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SCADA 시

(1) 여객전용선은 CTC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어한다. 차량

호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일반기지국은 경제성과 기술

④ 구간 부하는 2개의 10㎸ 전력 배전선로를 이용한 급전

스템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기지 내 차량 출입구간은 CTC시스템에 포함시켜 일괄적

력을 비교 후 우회하거나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방식이 좋다.

② 모든 역사, 역간, 장대터널 등 주요 건축물은 설비 감시

으로 감시 및 제어한다.

수신안테나의 개량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1급부하 중 특히 중요한 부하의 경우에는 긴급상황에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터널설비에 대한 감시제

(2) CTC시스템은 사령설비와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인터

(4) 전철전력, 신호, 통신 등 전기설비는 전자 호환성 관련

대비하여 예비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시스템은 공공 토목사업 부처의 요구에 따라 종합유지

페이스를 처리하여야 하며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생활용 전력부하와 기타부하는 공공전원으로 급전할

보수센터 혹은 인접하는 역사의 종합유지보수 공구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수 있다.

치하는 것이 좋다.

(3) CTC시스템은 사령설비, 역사 설비 및 관련네트워크

시켜야 한다.

6) 전력설비

설비로 구성한다.

(1) 일반규정

(4) 변전소 및 배전소

(7) 기타

(4) CTC시스템은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가 이중화된 구조

① 전력설계는 여객전용선 급전의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① 역간 10㎸ 배전선로를 이용하여 급전하는 변전소와 배

① 선로 양측 20m 범위 내에 위치한 역사 건축물, 통신실,

이어야 한다. 등급이 상이한 네트워크는 물리적으로 경로

과 유지보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운영관리가 용이한 경

전소는 전압조절기와 전용 모선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 중계기지국 등 건축물내의 전기설비는 공용접지시스

가 다른 독립적인 광전송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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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TC시스템은 네트워크 안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를 전송한다. 궤도회로는 폐색구역의 여유 수치, 목표속

(14) 폐색구간 경계지점, 장내 신호기(표지), 전차선로 절

도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6) CTC제어구간은 열차운행 사령구역에 따라 구분된다.

도 등 정보를 전송하고 트랜스폰더는 진로계수, 선로계수,

연구간 등에는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송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신호장과 중

(7) 인접하는 열차운행 사령구간 간에는 정확히 정보를 교

제한속도, 열차위치 등 정보를 전송하며, 폐색구간 수치, 목

장내 신호기(표지)에 자동 및 수동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

간역은 열차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환하고 경계구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어범위가 중첩되지

표속도, 진로계수, 선로계수, 제한속도 등 정보는 GSM-R

야 한다. 필요에 따라 출발 신호기(표지)에 자동 및 수동

사용할 수 있다.

않아야 한다.

를통해서도동시에전송된다.

트랜스폰더를 설치한다. 자동 트랜스폰더는 주로 임시 속

(4) 무인역의 연동설비는 현지에 콘솔을 설치하지 않을 수

(8) CTC시스템은 철도부 사령센터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

(6) 지상에는 무선폐색센터(RBC)를 설치하여야 하며 RBC

도제한, 열차 진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있지만 현지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어야 한다.

설비는 가능한 집중 설치한다.

(15) 서로 다른 CTCS급간의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5) 역사 내 전자연동장치는 기타 신호시스템과 통합 또는

(9) CTC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열차진입 및 차량시험

(7) RBC와 열차제어 차상설비 사이는 GSM-R 데이터 통

한다. 열차가 비교적 적게 제동을 거는 구간을 선택하여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어, 열차운행 감시, 열차번호 추적, 열차운행계획 조정

로를 사용하여 양방향 전송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역

예고 및 실행기능을 가진 트랜스폰더 세트를 설치한다. 예

(6) 전자연동장치는 선로전환기 장애 시 경보 기능을 갖추

및 임시 속도제한 설정 등이 있다.

사 열차제어설비와 RBC 간, 역사 열차제어설비 간에는

고지점과 실행지점간 거리는 열차가 최고 운행속도로 주

어야 한다.

(10) CTC시스템은 자동 및 수동제어 기능을 모두 만족하

물리적으로 경로가 다른 독립적인 광전송망을 사용하여

행 시 차상설비가 정확하게 식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7) 대형 분기기 개소에는 삼상 교류용 선로전환기를 사용

여야 한다.

열차제어 정보를 전송하고 두 개의 독립적인 보안전용 데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여 분기기를 전환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수동 조작기능

이터 전송선로를 구축하여야 한다.

(16) 운행방향 등 정보전송용 트랜스폰더는 최소 2개 이상

을 가져야 한다.

3) 열차제어시스템

(8) 폐색구간에는 ZPW-2000(UM) 무절연 궤도회로를 사

이어야 하며, 열차위치 수정용 트랜스폰더는 1개만 사용

(8) 대형 분기기에 외부 쇄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밀착

(1) 열차제어시스템의 지상설비는 CTCS-3급(CTCS-2급

용하여야 하며 도상이 궤도회로 전송요구를 만족시키지

할 수 있다.

검지장치를 설치한다.

호환)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차량기지 등은 열차 운용상황

못 하는 경우, 궤도검사장치 등을 사용하여 열차점유 여부

(17) 트랜스폰더 내 본선 선로계수는 이중화되어야 하며

에 따라 적합한 등급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차상설비는 여

를 검사할 수 있다. 신호장이나 중간역 구내는 폐색구간과

다음 트랜스폰더 정보 분실로 인해 차상설비의 운영에 영

5) 신호집중 모니터링

객전용선 지상설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300㎞/h

동일한 방식의 궤도회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형 역사 내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신호시스템(차상설비포함)은자체진단, 검측, 경보,

이상 차량의 차상설비는 CTCS-3급(CTCS-2급 호환)의

본선과 착, 발선은 동일한 방식의 궤도회로를 사용하는 것

(18) 본선 자동 트랜스폰더를 제어하는 지상 LEU는 이중

정보저장및현상재현등에관한기능을갖추어야한다.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을 권장한다.

화가 되어야 하며 자동 트랜스폰더 간에는 트랜스폰더 데

(2) 여객전용선은 전 구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상 신

(2) 열차제어시스템의 핵심설비는 하드웨어적으로 안전한

(9) ZPW-2000(UM) 궤도회로 반송파(搬送波)의 주파수

이터 전송 전용 케이블로 연결된다.

호설비를 원격으로 집중 모니터링 한다.

구조이어야 한다.

는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우회회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

(19) 자동 트랜스폰더, LEU 등 전송설비는 고장 발생 시

(3) 열차제어시스템은 방호기능을 갖추고, 목표-거리모델

며 열차제어 정보가 해당 궤도회로를 넘어서 전송되지 않

안전한 측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6) 기타

곡선의 연속제어방식으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감시하고 제

도록 한다. 폐색구간 경계지점의 양측 궤도회로는 상이한

(20) 열차제어시스템은 방재안전 감시제어시스템과 인터

(1) 무인역의 종합유지보수 단말기와 신호 통신구의 유지

어하여야 한다.

반송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페이스 기능을 가져야 하며 필요 시 열차를 감속 혹은 정

보수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한다.

(4) 열차제어시스템은임시속도제한기능을갖추어야한다.

(10) ZPW-2000(UM) 궤도회로 장치는 차상설비가 신뢰

지하도록 제어한다.

(2) 지상 신호설비는 인공지능화된 급전방식을 취하고,

CTCS-3급 시스템의 임시속도 제한구간 시작점과 종착점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신 감도 및 인접하는 궤도회로의 간

은 선로연장에 따라 설정하며, CTCS-3급 시스템은

섭에 대한 방호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연동장치

(3) 핵심적인 신호기계실에는 전용 에어컨을 이중화여 설

CTCS-2급 시스템과 정밀도가 동일하고, 폐색구간 단위

(11) 궤도회로장치는 최대 견인전류와 최대 레일 종방향

(1) 역사 및 중간건넘선 개소는 이중화된 구조의 전자연동장

치하여야 한다.

로 파일화할 수 있다.

Unbalanced Current에대한내성기준을만족시켜야한다.

치를사용하여야하며차량기지는전자연동장치를사용한다.

(4) 신호 케이블(광)은 여객전용선 양측의 케이블 트로프에

동일한 선로구간의 CTCS-3급과 CTCS-2급 임시속도 제

(12) 궤도회로의 사리누설 저항 값은 3Ω·㎞이며, ZPW-

중간건넘선 개소는 인근 역사의 연동장치에 포함시켜 집

수용한다.

한 값은 동일한 표준에 따라 파일화한다.

2000(UM) 궤도회로의 단락감도는 0.25Ω이다.

중 제어할 수 있다.

(5) 신호설비 접지는 종합접지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열차제어시스템 지상설비와 차상설비 간에는 GSM-R

(13) 역사와 중간기계실, 중간기계실과 중간기계실 간의

(2) 운전 조작반 표시장치는 차량이 해당 신호기(표지)를

(6) 신호기계실은 종합적인 낙뢰방지 설계기준에 따라야

무선전송방식과 궤도회로 트랜스폰더 전송방식을 통해 정

간격은 일반적으로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통과 또는 정차에 대한 표시를 제공하며, 진입방향 및 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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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를 시설하여야 한다.

KOREAN RAIL TECHNOLOGY | 2009+03+04

69

TREND 01

01 :: 중국 고속철도 설계기준 소개
▶▶▶▶▶▶▶▶▶▶

02 :: 러시아 고속철도‘Sabsan’도입과 RZD의 향후 전망

▶▶▶▶

03 :: 철도와 타 교통수단 간의 연계환승체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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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설비

4) 전용통신

6) 긴급통신

(3) 통신역, 역사, 구간 통신실의 통신설비는 1급 부하에

1) 일반규정

(1) 전용통신은 GSM-R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과 고정

(1) 여객전용선은 긴급통신시스템을 설치하고 전 구간 긴

따라 급전하여야 한다.

(1) 통신망은 운행제어 및 경영관리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사용자 접속시스템으로 구성한다.

급통신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종합접지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통신역, 역사와 구간

신뢰할 수 있으며 원활한 통신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음

(2) 전용통신시스템은 사령전화, 역사전화, 역간 운행열차

(2) 긴급통신시스템은 사건현장과 긴급구조 지휘센터의

통신실은 집중접지방식을 취하여야 하며, 종합접지시스

성, 데이터, 영상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속 및 광대

전화, 기타 전용전화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GSM-R

음성, 데이터, 사진, 동영상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역 통신 업무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스템은 운수·생산을 위하여 이동 데이터 서비스와 데

(3) 긴급통신설비는 <철도긴급통신 기술체제> 관련규정에

(2) 통신망은 철도 통신망에 부합되도록 일괄적으로 계획

이터 단말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합리적

(3) GSM-R시스템은 <철도 GSM-R 디지털 이동통신시

으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스템 네트워크 기술계획>과 <철도 GSM-R 디지털 이동

7) 지지망

선 설계>에 적용하는 고속철도 전기분야 설계기준을 정리

(3)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수요에 따라, 일

통신공사 설계 임시시행규정>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1) 여객전용선은 디지털 동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련시

하였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철도관련 전문용어와 시스템

반전화업무는 우선적으로 기존선 전화망 혹은 공중전화망

한다.

스템에 디지털 동보 신호와 표준시간 신호를 제공하여야

이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설계기준이 다소 어색한 부분도

을 활용하여야 한다.

(4) GSM-R 고정 사용자 접속시스템은 <GSM-R 고정

한다. 외부기준 시간 신호는 기존선 디지털 동보망에서 취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중국의 일반적

(4) 통신망은 정보시스템을 위하여 물리층, Link Layer,

사용자 접속시스템 기술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에 맞게 설

할 수 있다.

인 상황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기본조건이자 준수

네트워크 층에서 종합서비스의 접속, 교환 및 전송서비스

계하여야 한다. 역사의 FAS 설비와 사령실의 FAS설비

(2) 여객전용선은 통신망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여객전

하여야 할 공통사항이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이에는 신뢰할 수 있는 우회 보호 전송통로가 있어야

용선 통신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상급 게이트

엔지니어링 전문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기

한다.

웨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사령실에 통신망

술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

2) 전송시스템

(5) 수요에 따라, 전용통신시스템은 열차 및 견인급전 등

관리 단말기를 설치한다.

작금에 불어 닥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하

(1) 전송망은 구조가 차등화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장거

사령전화 단말기, 역사 근무 직원전화 등 역사통신업무 고

리(현지중계) 전송망과 접속망으로 구성한다. 전송시스템

정 단말기, 기관차 종합무선통신설비, 핸드폰 등 이동 단

8) 통신선로

은 광섬유 디지털 전송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말기, 기타 전용통신업무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간선 통신선로는 광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광케이

(2) 전송시스템은 서로 다른 물리적인 경로를 통해 보호하

(6) 공사 설계단계에서 전자 환경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블 섬유 심 수량은 관련업무 및 추후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여야 한다.

하고, GSM-R시스템과 관련네트워크가 주파수를 공동

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로조건에 따라 광섬유 모니터링 시

(3) 접속망은 멀티 전송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

사용함에 따른 전자 간섭은 국가 무선관리 관련규정에 따

스템을 설치한다.

용자가 접속하는 경우 광섬유 접속위주의 다양한 접속방

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간선 광케이블은 여객전용선 양측에 사전 제작해둔 케

식을 취한다.

(7) 여객전용선 객차는 열차 방송 및 열차 승무원 전화 등

이블 트로프 내부에 포설하고, 지역 및 역사 통신선로는

열차통신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전 제작한 케이블 트로프 내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1) 데이터 통신망은 각종 응용정보시스템 데이터의 교환

5) 화상회의 시스템

9) 기타

및 전송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에 대한 수요에 따라, 여객전용선은 화상회의

(1) 여객전용선은 전원 및 기계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2) 데이터 통신망은 기간망·접속 차등화 네트워크 구조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존선 화상TV시스템과 상호 연결할

설치하여야 한다.

여야 하며, 핵심 설비는 이중화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보

수 있도록 한다.

(2) 여객전용선은 종합주파수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

호수단으로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2) 화상회의 단말기는 여객전용선 발주처, 사령실, 종합

고, 역사 중심부위 및 선로면 주요 시설에 대하여 실시간

(3) 데이터 통신망은 TCP/IP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활용하

유지보수센터, 차량기지, 역사 등 관리기관 소재지에 설치

으로 감시·제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행위분석설비

여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Ⅲ. 결언

이상과 같이 중국의 <신설철도 300~350㎞/h급 여객전용

여 철의 실크로드를 재구성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철도 분
야를 이해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신설철도 300~350km/h급 여객전용선 설계 임시시행규정(중국철도부
고시 ; ’
07.3.15)

3) 데이터통신

70

KOREAN RAIL TECHNOLOGY | 2009+03+04

71

01 :: 중국 고속철도 설계기준 소개

TREND

02

02 :: 러시아 고속철도‘Sabsan’도입과 RZD의 향후 전망
03 :: 철도와 타 교통수단 간의 연계환승체계 현황

러시아 고속철도‘Sabsan’도입과
RZD의 향후 전망

에 따라 러시아의 과학기술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 상태
에 있었고, 그에 따라 러시아철도공사는 고속철도 도입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
스, 일본이 러시아 고속철도 건설 입찰사업에 참여하였
고, 각 국별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면서 과열양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영토가 넓고 지역
간 이동거리가 긴 장점으로 고속철도를 운영하기에 이들
국가들의 러시아 진출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 더
욱이 러시아의 경우 도시간 이동이 항공수요 보다 철도수

조지현│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팀 주임 (trainrussia@korail.com)
이진호│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팀 차장 (rail1208@korail.com)

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만큼 철도차량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도 더 컸으리라 짐작이
된다.

Ⅰ. 서론

도는 오래 전부터 도시간 급행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에 관

러시아 급행 및 고속철도 운영국의 최우선 과제는

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러시아철도는 고도

2. 독일 고속철도와의 계약

250~300km/h로의 속도 향상이었다. 이에 러시아에서는

화된 자국의 과학기술과 연계하여 1960년대 철도의 고속화

2006년 5월 러시아는‘Moscow~St.Petersburg’고속철

새로운 고속철도 건설 및 도입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

에 뛰어들게 되었고, 1990년대 말까지 러시아의 고속철도

도 건설 프로젝트의 선정과 관련하여 독일의 Siemens社

2007년 4월 러시아철도공사는 Velaro RUS의 도입과 관

며, 2008년 12월 26일에는 러시아 제2의 도시 St.Peter-

는 연구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세계철도시장

가 선정 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독일과 체결한 내용은

련한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추가로 계약한 내용은

sburg에서 러시아 철도차량 중 최초 시속 300km/h 이상

에 고속철도 운행실험을 마치고, 실용화 및 상용화를 함에

Velaro RUS 타입으로 고속열차 8대, 납품 가격은 2억

납품할 차량에 대해 30년간 기술서비스, 즉 정비서비스에

의 속도를 가진 고속철도‘Sabsan(원어 : Сапсан)’
에

따라 러시아철도는 선진 철도운영국들을 따라잡는 데 한계

7,600만 유로였고, 열차의 표준속도 250km/h, 최고속도

대한 것이었다. 특히 추가적인 계약사항에서 독일의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 2009년 2월 28일 고속철도 운전요

를 느꼈다. 또한 고속철도 운영사들은 1,425mm의 유럽형

330km/h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특히 러시

Simens社는 차량의 정비, 기술 노하우, 운영방법, 인증

원 10명이‘Sabsan’
운전규정 습득에 대한 인증서를 획득

표준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아철도공사와 Siemens社의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 실험결과, 세관 등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납품까지

했다.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철도공사가 고속철도 도입 및

1,520mm의 광궤에서 운행할 수 있는 기술 노하우를 보유

차량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로 에너지효율성과 여객의 요

의 모든 스펙들에 대해 제공하기로 계약을 함에 따라 러시

운영을 위해 진행한 독일과의 계약 내용과 RZD의 향후 전

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철도청의 고속철도 도입

구에 부합하는 안전성 및 편리성, 철도차량 전문인력의 교

아는 자체적으로 고속철도 생산 및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

망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고민으로 나타나기 시

육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열차는 하루에 1,450km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계약에 대한 비용은 총 3억

작했다. 결국 러시아철도청은 여러 고속철도 운영국에 전

의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하루에 16~18시간 사

5,410만 유로로 알려지고 있다.

Ⅱ. 본론

문가를 파견하였고, 전문가들은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노

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계약사항에 포함 되어 있었다.

2007년 6월 20일 독일에서는 Velaro RUS의 첫 번째 생산

1. 고속철도 도입의 배경

하우를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 철도기술 전

납품계약은 현재의 러시아 철도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해

및 출고에 따른 기념회를 가졌다. Velaro RUS는 10개의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과학기술과 철도분야의 기술이론 및

문가들은 당시 철도청장인 파데예프에게 고속철도에 대한

‘Moscow~St.Petersburg’구간을 운행할 250kph 3kV

차량이 1편성으로 구성되었고, 열차의 총 길이는 250m로

원천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러시아의 한계에 대해 보고하게 되었다.

DC인 Single system 고속철도 4대와“Moscow~Niznyi

1회 운행에 여객 600명 수송이 가능한 열차로 이루어졌다.

철도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면,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영토

이후, 러시아철도청이 구조개혁을 통해 공사화 되었고,

Novgorod”
구간을 운행할 250kph 3kV DC/25kV AC의

열차는 러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1,520mm 광궤로 제작

가 넓은 이유로 하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의

블라지미르 야쿠닌 사장은‘러시아철도발전전략 2030’

변경이 가능한 Dual System인 고속철도 4대를 인수한다

된 독일의 최신기종인 ICE3 와 Velaro RUS의 차이는 무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었고, CIS국가와 철도가 연결되고 있

을 통해 러시아철도를 성장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

는 것이었다. 납품계약은 2009년 12월 이전까지 첫 번째

엇보다 궤간이 다르다는 것이며, 두 개의 전기 공급 시스템

다는 점에서 철도분야가 다른 육상운송보다 더 발전할 수

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철도는 고속철도 숙원사업에 대

고속열차를 인도받는 것과 2010년에 나머지 차량들을 납

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 외에도 러시아 기

있었다.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세계와 연결된 러시아 철

해 또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 하였으나, 이미 구소련 해체

품받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후에 적합하도록 차체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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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고속철도 설명회 개최와 고속철도 명칭

2008년 12월 26일 러시아 제2의 도시 St.Petersburg에서
시속 300km/h 이상의 속도를 가진 러시아 고속철도
‘Sabsan(원어 : Сапсан)’
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표 1] 러시아 고속철도 Sabsan의 좌석

“Sabsan”Version 1. 모스크바~상트.뻬쩨르부르크 구간 (DC 3kV)

Legend

Type of Car

Class

SR B

Power converter car

Business class

DR T

Inductor car

Tourist class

MW T

Intermediate car

Tourist class

SR T

Power converter car

Tourist class

BAT T

Battery car

Tourist class

Simens社가 참여하여 독일의 교통시스템을 응용한

BAT R

Battery car

Restaurant

Velaro RUS 시리즈‘Sabsan’
이 언론에 처음 실물로 공

SR T

Power converter car

Tourist class

SR T

Power converter car

Tourist class

행사에는 러시아교통부 장관, 철도공사 임직원들 및 독일

개되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는 도시간 운행하는 열
차 및 특수열차에 대해 열차고유의 이름을 정하는데,

‘Sabsan’
은 10량으로 구성되며, 차체는 알루미늄으로 다

‘Sabsan’
은 최고 322km/h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초속

른 나라 고속철도의 차체와 동일하나 러시아의 강추위에

90m/sec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어의

따라 재질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운전석의 경우 단독 승

‘Sabsan(가장 빠른 새, 매의 일종)’
으로 열차이름을 부여

무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2인

받았다. 초기 열차의 명칭에는‘Sabsan’
과‘Sokol(독수

승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든 차량에는 제동

리, 매)’등이 거론되었으나,‘Sokol’
은 과거 러시아에서

장치가 있어서 비상시 열차의 운행을 멈추게 할 수 있으

자체 개발하다가 실패한 고속철도의 옛 이름이라는 점에

며, 여객을 위해 열차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서 탈락되었다. 또한 러시아를 대표하는 새는 황금 쌍두독

인터넷 수신기의 탑제와 객실 및 복도에 Video System을

수리로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고속철도‘Sabsan’
은 러시

설치할 예정이다.

아철도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 러시아 고속철도 Sabsan 차체구성
Version 1

4. 러시아 고속철도‘Sabsan’
의 특징

러시아 고속철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 구간별로
다른 시스템을 가진 열차(set)가 주문되었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Sabsan”Version 2. 모스크바~니즈니노브고로드구간(DC 3kV/AC 25kV)

<그림 1> 러시아 고속철도 Sabsan 구간별 시스템

우선‘Sabsan’
은 향후, 비즈니스석 및 일반석으로 운영될

Version 2

Number of Cars

10 량

Car width (mm)

3,265

Track gauge (mm)

1,520

Car body meterial

Aluminium

Car body length (mm)
25,535

End car
“Sabsan”Version 1. 모스크바~상트.뻬쩨르부르크 구간 (DC 3kV)

24,175

Intermediate car
Train length (m)

250.3

Max. axle load (kN)

170 / 180 ± 4%

Weight (t)

651

Floor height (mm)

1,360

Accessible platform heights

1,100 and 1,300

Voltage syatem (kV)

DC3

DC3/AC25, 50Hz

Performance at wheel rim(kW)

8,000

Max. starting effort (kN)

380

Max. braking effort (kN)

378

Max. speed (kph)

250

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로 St. Petersburg 와 Niznyi

Temperature range

(-50) -40 ~ +40

로 발표되었다.

74

<그림 2> 러시아 고속철도 Sabsan 구간별 시스템 구성 및 설치

667

계획이다. 고속철도가 운행하는 구간이 러시아인 및 관광

Novgorod를 왕복운행함에 따라 일반석이 Tourist class

“Sabsan”Version 2. 모스크바~니즈니 노브고로드 구간 (DC 3kV/AC 25kV)

Driver cab operation

1(+1 Standing)

Seating in tourist class

2+2

Number of seat

604

<그림 3> 내부 좌석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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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러시아 주변국 철도 총 길이와 전철거리(km)

<그림 4> Sabsan의 전체차량 내부 좌석 배치도

국가

총 길이

전철거리

국가

총 길이

전철거리

러시아

85,245

42,920

라트비아

2,269

257

우크라이나

22,001

9,407

리투아니아

1,771

122

카자흐스탄

14,205

4,136

에스토니아

958

130

아제르바이잔

2,122

1,269

투르크메니스탄

2,523

-

벨러루스

5,518

897

몰도바

1,038

-

우즈베키스탄

4,014

593

타지키스탄

616

-

아르메니아

749

748

끼르기즈스탄

417

-

동인구가 많은 Ekaterinburg~Novosibirsk, Novosi-

향후 러시아고속철도‘Sabsan’운행이 본격화 되면, 러시

birsk~Irkutsk 등에서 고속철도 운행이 향후 이루어질

아 철도이용자들의 이용패턴 변화와 한국고속철도 도입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2013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후에 나타난 교통 이용패턴에 대한 비교 등에 대한 연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러시아 고속철도 도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개최되는 러시아의 Kazan의 경우에도‘Sabsan’
운행 시

러시아 철도기술은 고속철도 도입에 따라 빠르게 발전할

특히 러시아는‘Sabsan’도입과 관련하여 고속철도 원천

약 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Moscow 근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이 고속철도를 도입하고, 5년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고속철도 시장에서 급성장할 수

대도시권역으로 고속철도는 빠른 시간 안에 여러 노선을

내에 우리 기술로 KTX-II를 개발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이미 구소련에서 독립

운행할 것이다.

2009년 말에 운행예정인 러시아고속철도‘Sabsan’또한

한 CIS국가들과 발틱 3국(라트비아, 리투아이나, 에스토

빠른 시간 내에 러시아철도의 자체 기술로 고속철도를 개

니아)은 러시아와 동일궤간인 1,520mm의 사용 및 시스템

Ⅲ. 결론

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러시아는 고속철도

사양, 철도규정 등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러시아 철도시

지금까지 독일에서 수입하는 Velaro RUS인‘Sabsan’
에

‘Sokol’개발과 관련하여 실패한 원인을‘Sabsan’
의도

스템과 동일하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러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Moscow~St.Petersburg’노선

입을 통해 기술적 문제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시아에서 고속철도가 성공적으로 운행을 기록할 시, 러시

에 운행하고 있는‘ER-200’
과‘네프스키 익스프레스’
는

높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과거 러시아철도청은 1960년

아는 CIS국가로 수출 및 기존선로를 개량한 고속철도의

4시간 30분 소요됨에 따라 비즈니스 및 관광수요가 항공

대부터 러시아식 고속철도‘Sokol’
을 러시아 순수기술로

국제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서 철도로 많이 흡수 되었으며, 두 도시가 일일생활권으

개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겐나디 파데예프 철도청장은

또한 주변국들과의 고속철도 운행체계가 구축된다면,

로 바뀜에 따라 지역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1993년‘Sokol 프로젝트’
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 하였

Moscow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Kiev까지는 약 5시간 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고, 이후 러시아철도청은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

만, 벨러루스의 수도 Minsk까지는 5시간 미만, 라트비아

독일에서 제작된‘Sabsan’두 번째 열차는 러시아 화물선

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교통부는 우주정거장까지

의 수도 Riga까지는 약 4시간 20분, 에스토니아의 수도

‘Vilius호’
에 적재되어 2009년 2월 28일, 러시아 깔레닌

개발한 러시아의 과학기술에 대한 자존심의 부담감에 따

Tallin까지는 약 4시간 30분, 리투아니아 Villius까지는

그라드‘Rosmor Port’
에 도착하여 세관통관을 마친 후,

라 파데예프 철도청장의 입장과는 달리 철도유관기관을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시 러시아 선박“Baltisk”
호로 St.Petersburg에 있는

통해‘Sokol’
프로젝트를 1999년까지 계속 진행하였으며,

이미 CIS국가들은 러시아가 제안한 E-티켓을 일정 범위

‘Ust'-Luga’
항으로 이동 되었다. 또한 고속철도 운전요

이후 러시아의 경제적 위기로 답보상태인‘Sokol’프로젝

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모스크바 공항철도 개통

원 10명이‘Sabsan’운전규정 및 안전운행에 대한 인증서

트 연구는 중단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중단에 따라 러시

이후, 성공적 운영에 따라 자국 내 러시아식 공항철도 운

를 수여하였고, 이들은 ER-200을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

아고속철도주식회사(BCM) 및‘Sokol’
은 러시아철도史에

영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의

들에게 3월 16일부터‘Moscow~St.Petersburg’구간 및

서 자취를 감추게 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Sabsan’도입
과 러시아철도기술의 전망은 이미 한국의 사례와 같은 결

76

‘Sabsan’도입은 주변국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미 러시아 국내 노선의 경우, 결정된 2개 노선 외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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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ow~Niznyi Novgorod’구간에 운전 실무교육 및
고속철도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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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타 교통수단 간의 연계환승체계 현황

접근
수단

출발역사 외부

출발역사 내부

계단

도보
승용차

환승주차장
보행
통로

지하철

지하철 하차

버스

보행통로
외부
계단

도보
버스 하차

분산
수단

도착역사 외부

에스컬
레이터

매표소

내부
계단

대기공간
화장실

승용차

지하철 승차

지하철

버스 승차

버스

계단

에스컬
레이터
철도역
진입

환승주차장

철도역
진출
도보

개찰구

백화점 등
도보

이진호│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팀 차장 (rail1208@korail.com)

택시

승강장계단

택시 하차

승강장
도보

자전거

Ⅰ. 서론

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계 환승 체계를 통하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자동차로

여 공공 교통수단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까지 확대하는
도보

에스컬레이터

택시

택시 승차

KTX
탑승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도보

자전거

도보

도보

인하여 교통정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것이 가능하고, 인접한 공공 교통수단까지 자동차를 이용

출퇴근 시에 도심지역에서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 여러

하여 이동한 후 자동차를 주차한 후에 공공 교통수단을 이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하여 자신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연계환승의 필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 교

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하지만 저밀도 지역에서는 적정한

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위하여 첫 번째 교통수단에서

면 그 효과는 감소하게 되어 있다. 교통시설의 체계 개념

통수단의 이용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공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

다음 교통수단에 승차하기 위한 갈아타기 행위를 말하며,

도는 다음 표와 같고, 교통연계의 기본 요소로는 보행공간

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

은 문제점이 있으며 산업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자동차

갈아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전철(지하철), 철

및 거리, 종합교통센터, 연계 교통 수단, 연계 주차 시설,

인 운영방안이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두

로 인하여 교통 체증,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

도,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택시, 승용차,

역의 정보화, 교통 안전 등을 들 수 있다.

되고 있다.

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행기, 트럭, 자전거 등에 의해 지점 간 이동을 위하여 교

여기에서는 연계 교통망의 개념 및 교통연계의 기본요소

효과적인 연계환승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계 환승

통수단 간 갈아타는 행위도 포함한다. 환승시설은 교통수

를 통한 연계 환승 체계에 대한 개념 정립, 연계 교통망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연계 환승 시설의 위치에

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

정의 및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외국에서의 연계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이익 극대화와 사회적 비용의

여 철도역, 정류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의 기

교통 체계에 대한 운영사례와 연계 교통 체계 운영의 기대

최소화를 고려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연계 환승 시스템

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 최적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주

간선교통시설에 접근하는 연계교통시설인 연계교통망은

차장에 대한 정보제공,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실시간 정

간선교통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해당지역의 교통을 담당하

Ⅱ. 본론

보 제공, 각 주차장에 대한 주차비용 및 기타 정보를 제공

는 지역 또는 권역 내 교통시설의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1. 연계환승체계의 필요성

하는 주차 예약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는 권역 내의 이동성을 높여 중심교통시설로서 매우 중

연계교통시설

지역간 교류 확대

전 국토

접근 교통 개선

교통권
간선교통시설
영향권역 확대

구축

접근 권역 확대

정
비

연
계
교
통
시
설
건
설

·

간
선
교
통
시
설
건
설

·

최근에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

<그림 1> 연계환승의 개념도

정
비
지역·권역
교통체계 구축

<그림 2> 교통시설 체계 개념도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같은

정체가 도시지역에서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러

2. 연계환승시스템의 개념

간선교통시설의 양적 증대는 간선교통시설이 담당하는 서

3. 연계교통망의 정의

한 도시지역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

환승이라는 용어는 한 지점에서 다른 목적지로 이동할 때

비스권역의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지역간 이동

연계교통망을 교통시설의 기능별 단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자동차

한 교통수단으로부터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행위이

시간 단축, 여행경비 절감 등의 직접효과가 발생되지만,

간선 교통시설, 광역 교통시설, 지선 교통시설로 분류할

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

며 이는 통행자가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발

간선교통시설에 접근하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하지 못하

수 있으며 간선 교통시설은 전국 각 지방 및 대도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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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거점 연계 교통시설로서 국가 기간 교통시설이

외부로 갈수록 교통시설의 밀도가 낮으며 교통량에 영향

독일 베를린 중앙역은 2개층에 선로를 설치(1층 8개 선로,

일본 신주쿠역은 동경 중심부와 서쪽지역의 철도수송을

이에 해당하며 광역 교통시설과 연결되어 간선 교통시설

을 덜 받는 교통시설이다.

2층 6개 선로)하여 수직환승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6년

연결하는 주요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 간

에 교통수요의 공급 및 처리를 담당하며 고속철도, 고속도

도시구조 측면에서의 형태를 분류하면 대도시형, 내륙형,

5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역으로 재건축되어 운영되

철도, 통근열차, 그리고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으며 동경에

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이 간선 교통시설에 속한다. 광역

임해형, 중소도시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대도시형은

고 있다.

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에 위치하여 대규모의 초고층 시설

교통시설은 동일권역 내 및 동일교통권역 내 도시를 연결

도시구조가 단핵구조, 다핵구조, 위성구조인 경우에 적합

이 밀집되어 있다. 도보 이용객은 역사 각 방향에 설치된

하는 교통시설로서 전국 간선교통시설과 연계되어 교통의

하며 방사형과 환상형이 결합한 형태로 대도시인 중심도

보행자 전용 데크, 선상도로교 및 육교, 지하자유통로 및

접근 및 처리를 담당하며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망으

시가 있고 주변도시들과 결합한 형태로서 중심도시 내에

광장을 통하여 역사 접근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승강장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도, 도로 등 전용시설을 포함한다.

는 격자형의 도로, 철도 등이 필요한 형태이다. 내륙형은

연결된다. 도로교통에 의한 역사접근은 지상 1층의 역사

한편 지선 교통시설은 광역 교통시설과 최종 목적지인 생

지형적 조건 등으로 인접도시가 별로 없는 경우에 적합하

출입구 근접 도로상 및 지하 1층의 로터리에 설치된 버스,

활지역과 연결되는 단말 교통시설을 말한다.

고 단핵구조로 소규모의 권역이며 격자형이 형태적으로

택시 정류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복잡한 도로

서비스 제공의 형태적 측면에서 연계 교통망을 분류하면

유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 대전, 천안이 이에 해당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철도 이용객들이 쉽고

선적 측면과 면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적 측면에

한다. 임해형은 지형적 조건으로 한 면이 도시발전에 제약

편리하게 역사를 진입하도록 하게 한다.

서의 분류는 통과교통을 위한 교통시설로 통과하는 지역

을 주는 경우가 해당되고 연계 교통망이 형태적 측면에서

홍콩의 공항철도 급행 노선(Airport Express)은 홍콩에

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으며 간선 교통시설이 대부분 이에

일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교통시설이 일부 혼잡해

서 운행중인 MTR(Mass Transit Railway) 중의 한 노선

속하고 고속도로, 고속철도 또는 기존철도가 대표적인 교

지는 면이 있고 부산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중소도

으로서 홍콩 국제공항과 시내를 연결한다. 공항철도 노선

통시설이다. 면적 측면에서의 연계 교통망은 그 지역을 대

시형은 대상형 도시 구조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몇 개의

은 1998년 7월 6일 영업개시하였으며, 노선 연장 35.3km

상으로 하는 교통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간 교통

중소도시 형태가 결합되는 형태로 경주, 포항 등의 지역은

시설과 광역 교통시설로 분류되며, 지역간 교통시설은 대

이러한 형태들이 서로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도시권과 같은 교통권, 생활권 간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이

<그림 3> 독일 베를린 중앙역

이고 정차역수는 5개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어진 차

일본 동경역은 신칸센 고속열차 대부분의 출발역이며 수

량을 이용하여 1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일반 지하철과는

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간선 교통시설로서 국가기간 교

5. 외국의 연계 환승체계 사례

많은 지하철과 통근열차도 동경역을 경유하고 있으며, 10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항철도 노선은 기존 노선인

통망의 일부를 담당하며, 광역 교통시설은 대도시권과 같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Montparnasse) 역의 경우 대합

개의 플랫폼과 20개의 선로가 있고 역의 서쪽 부분 지하

Tung Chung 노선과 대부분 나란히 건설되었지만, 모든

은 교통권, 생활권 내를 연결하는 교통시설이며 광역간선

실에서 TGV와 지하철, 도시 내외 도로교통 수단(택시, 승

에는 4개의 선로에 두 개의 플랫폼이 있으며, 환승하는 승

역에서 별도의 선로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홍콩역에

교통시설로 지역 간 교통시설과 연결하는 연계 교통망의

용차, 시내버스, 공항연계버스)등이 대단위 역사 내에서

객들을 위한 시설로 무빙 워크를 통해 역사의 남쪽으로 지

서 공항까지 운행시간은 24분이 소요된다. 공항철도 이용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수단별로 출입하도록 구분하

하 4층에 두 개의 플랫폼과 4개의 선로가 있다. 역사 전체

고객은 홍콩역과 Kowloon역에서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여 이용객의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는 넓은 지하통로를 통하여 상업시설과 쇼핑센터로 바로

자신의 항공편에 대한 체크인 업무와 탑승권을 받을 수

4. 연계 교통망의 형태

주출입구에 버스,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보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도보 이용자는 역사 전면과 후면에

있다.

연계 교통망의 형태를 크게 분류하면 공간적 형태에서의

관소와 주차장에서 열차환승이 바로 가능하도록 엘리베이

위치한 지상 출입홀 7개소와 다양한 방면의 개소에 지하

측면과 도시구조 측면에서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지하철

역사 출입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서의 다양한 이동

6. 연계환승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공간적 형태에서의 측면은 환상형과 방사형 연계 교통망

과 시내버스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하여 역 승강장으로 연

설비를 이용하여 빠르게 역내로 연결된다. 역사 앞 교통광

연계환승체계에 대한 기대효과는 크게 이용자 측면 및 운

이 있으며 환상형 연계 교통망은 시종점이 없는 폐쇄형태

결되며, 승용차는 승강장과 옥외휴식공간인 옥상정원 사

장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여 도심 및 부도심과 수도

영자 측면의 효과, 지역 경제적 효과와 국민 경제적 효과

로 방향성이 없으며 다핵구조로 위성도시의 도시형태에

이의 중간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이 주차장에서

권 주변지역 및 다른 지방과의 편리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이용자 측면의 효과를 살펴보면

적합하며 교통량 등에 영향을 받아 도심을 우회하거나 도

승강장으로 연결된다. 택시는 택시전용도로를 통하여 승

있으며, 택시 정류장이 역사 출입구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통행시간의 단축과 교통수단 전환에 따른 통행비용의 감

심통과 회피의 필요성이 있는 교통시설을 말하며, 방사형

강장 층으로 출입하여 수평이동보도를 통하여 승강장으로

편리하게 연결되며 리무진 버스가 나리타 공항과 연계 운

소를 기대할 수 있고 아울러 편리성 증가, 접근성 향상 및

연계 교통망은 교통 권역의 중심과 외곽을 직접 연결하며

진입하며, 역과 공항 간에는 공항연계버스가 운행된다.

행하고 있다.

정시성 확보의 효과가 있다. 운영자 측면에서의 효과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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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수송수요 및 운영수입의 증대가 기대되고 연계교통

철도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체계 운영에 따른 새로운 사업의 발생 가능성과 종합 교통

는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에

센터화에 따른 유발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 등에서 다른 교통수단보다 월등

지역 경제적 효과로는 도시 내·지역 간 교통개선, 지역주

히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에 대한 범국민적인

민의 교통비용 감소, 에너지 효율 및 환경개선 효과와 지

관심과 투자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철도

역의 교통체계 정비를 통한 지역환경 개선, 관광산업의 발

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효과적인 연계환승 시스템은 향후

전 및 학술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

여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 경제적 효과는 국내

으로 기대된다.

산업의 생산량 증대, 지역생활권의 확대, 생산유발과 임금

향후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 간의 연계 환승체계에 대한 효

유발 및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교통

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철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우월

수단별 수송능력 증강, 운행비의 절감 그리고 물류비용의

성을 확보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전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효
과적인 연계환승 시스템을 통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

Ⅲ. 결론

에 대한 편의증진 제공 및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통 문제를 해결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교통수단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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