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철
도
기
술

2009 vol.26

July.August. 2009 vol.26

THEMES -

방재기술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강우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방안 연구
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분당선 한강 하저 터널의 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사례
지하철 역사에서의 방재 모니터링 신기술

TRENDS
철도중심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시사점
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공법

여름 풀벌레 소리 들리기 시작하고
촘촘한 햇살에 감긴 무더위가 찾아오면
땅도 풀도 그 아래서 지쳐 녹아들지만
해바라기는 더욱 강렬한 노랑을 펼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2009.07+08 Vol.026
■ 한국철도기술
2009년 7+8월호 (통권 26호)
■ 등록번호
경기 마 000049
■ 발행일
2009년 8월 10일(격월간)
■ 발행인

태풍루사로 인한 선로피해 모습

Plastic Media를 이용한 대용량 건식세척장치

허준영/조현용/최성규
■ 발행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orail.com
http://www.krnetwork.or.kr
http://www.krri.re.kr
■ 편집위원
문대섭/서승일/양신추/유원희/이강재/이병송/임현준/조연옥
■ 편집실
전화 031-460-5194, 팩스 031-460-5139
■ 편집·제작
(주)대통기획(02-2269-3613)

04

On the rail 속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매제, 철도 대륙과 섬을 연결하다

08

Railway Museum 첨단기술과 낭만을 싣고 달리던 철도

12

Along the Rail 손운락 한국철도공사 신호제어팀장

14

Far Beyond The Rail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서 금융부문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THEMES - 방재기술
28
33

TRENDS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 신민호, 김현기, 이수형
강우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방안 연구

|

정도원
|

16

KORAIL NEWS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소식

40

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19

KR NEWS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식

46

분당선 한강 하저터널의 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사례

22

KRRI NEWS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식

56

지하철 역사에서의 방재 모니터링 신기술

|

정우성, 이덕희, 김학범
|

황승현, 김기철

박덕신, 조영민, 권순박

|

64

철도중심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시사점

70

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공법

75

Railway+ α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KTX의 시동을 걸 수 있을까?

오윤식
|

이일화

On the rail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꿈은 바로 기차를 타고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는 것이다.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유난히
강한 예술가들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기를 특히 좋아한다. 하지만 예술가들에게 기차는 낭만적인 꿈을 실현하는 교통수단
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탐구심과 실험정신을 자극하는 창작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 중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의 몇몇 작품에서의 기차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명옥│사비나미술관 관장

기차,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다

르네 마그리트의 <정지된 시간>속에서는 칙칙폭폭 증기를 내뿜으면서
선로를 달려야 할 기차가 난데없이 벽난로를 뚫고 실내로 진입한다. 벽
난로 위에는 거울이 걸려있고, 그 앞에 시계가 놓여있다. 시계는 12시 43

속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매제,

철도 대륙과 섬을 연결하다

분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서 분명 당혹감을 느끼게 되리라.
일반인들이 가진 지식과 상식에 따르면 기차는 철로를 이탈해 벽난로를
뚫고 실내로 들어올 수 없으니 말이다. 자, 마그리트가 수수께끼 같은 그
림을 그린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림을 낯설게 보이도록 만들어 감상
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편 상상력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동하게 된다.‘그림 속 기차가 KTX처
럼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혹은‘기차가 돌발사고
로 선로를 이탈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실외와 실내를 관통할 수 있는 기
차를 개발하고 싶은 인간적인 갈망을 표현한 것일까’
,‘기차와 벽난로의
공통점은 불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려는 것일까?’등등의 수많은 생각
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그리트는 평범한 기차와 실내공간을 교묘하
게 배치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경이로운 그림을 창조했다.

마그리트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매로 기차라
는 소재를 사용했다. 고정관념을 버리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그의 또 다른 작품 <나이팅게일>을 살펴보자. 그림을 구성하는 중요한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소재는 노인과 기차다. 과연 이 소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
래를 부르는 새 중 하나인 나이팅게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의 이성은 나이팅게일과 기
차, 노인의 조합은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단언한다. 반면 우리의 본능은 이 엉뚱한
조합이 꿈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라잡이라고 속삭인다. 왜냐하면‘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를 듣
기 위해 기차를 타고 산과 풀밭을 찾아가는 노인’
,‘기차소리가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처럼 아
름답게 들리는 자연(나이팅게일)과 인간(노인) 기술문명(기차)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등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그리트의 그림은 감상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편 삶에 지
친 사람들을 동화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꿈의 교통수단이다. 벨기에 출신의 마그리트가 세계인
들의 사랑을 받는 거장이 된 것도 그가 진부한 일상을 마법의 세계로 바꾸는 연금술사였기 때문
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 익숙한 사물이나 대상을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힘! 그 점이 바로 마
그리트 그림이 지닌 독특한 매력이다. 마그리트가 상식과 지식을 전복시키는 그림들을 제작한
까닭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혹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사물에는 관심을 기울
이지 않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눈에 익숙한 대상도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하면 색다르고 경이롭

Time TransfixedRene Magritte

게 보인다. 즉 마그리트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매로 기차라는 소재를 사용
한 것이다. 마그리트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그의 신념은‘내게 있어 이 세상은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
라는 그의 어록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기차와 철로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자
극하는 경이로운 대상이었다.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예술가들은 첨단기술의 상징인 기차가 인
류에게 빛나는 미래를 약속한다고 확신했고 그런 자신의 믿음을 예술작품에 담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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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 마그리트와 같은 초현실주의 스타예술가를 배출시킨 벨기에는 어떤 나라일까. 우선 가장
주목할 점은 도버해엽의 해저터널을 통해 영국과 이어지는, 즉 섬과 유럽대륙을 잇는 유럽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해저터널건설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야 말로 철
도라는 상상력의 촉매제를 통해 현실화된 산 증인이 아닐까. 벨기에는 해저터널과 함께 지리상
유럽전역으로 통하여 교통의 요지이며 중세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벨기에의
주요 도시로는 국제 연합 등 수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한 국제도시 브뤼셀(brussels)과 북쪽의
베니스라 불리는 브뤼헤(Brugge)가 있다.
고풍스런 건축과 현대적 마천루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인 브뤼셀에는 고딕성당과 교
회에서부터 우아한 왕궁의 전통적인 외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식미술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관광객을 매혹시킨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브뤼셀의 도시 상권 중심지가 그랑플라
스이다. 빅토르 위고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극찬을 한 이 곳은 2년에 한 번씩 8
월 15일에 열리는 꽃 축제 때에는 광장 전체를 꽃으로 덮어서 화려한 융단을 만들어 장관을 이
룬다. 광장을 들어서면 고딕첨탑이 화려한 시청사건물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 주위로

4

1

5

3

6

브뤼셀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90m가 넘는 첨탑과 그 외에 광장의 나머지 부분을 감싸고 있는
바로크 양식의 Guild House가 광장을 한층 화려하고 고풍스럽게 장식하고 있다. 시청사를 바

7
2

라보고 왼쪽 골목 입구에는 중세 브뤼셀의 영웅이었던 Everard't Serclaes의 동상이 있는데 손
목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손목만 유난히 황금색으로 반짝인다. 동상 앞을

1. 벨기에의 영웅 everard't 2. 브뤼셀의 전
경 3. 북쪽 베니스라 불리는 브뤼헤 4. 왕의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선물가게나 벨기에 특산품인 수예품들이 진열된 아기자기하게 예쁜
가게들과 유명한 벨기에 수제품 초콜릿 가게들이 줄지어 있다. 이 골목 안 왼쪽 모퉁이에 오줌
싸개 동상‘Manequin-pis’
이 있다. 1619년 어느 조각가가 만든 이 동상은‘꼬마 줄리앙’
이라
는 애칭으로 불리는 브뤼셀의 마스코트이자 최장수 시민이기도 하다.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분
수를 많이 볼 수 있으나 유난히 이 오줌싸개 동상이 유명해진 이유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브
뤼셀 시내의 불을 꼬마 소년이 오줌을 누어서 껐다는 설이 있다.

집 5. 브뤼셀 시내 6. 브뤼헤의 종루에서 내
려다 본 시내전경 7. 그랑플리스의 야경

the kingdom of Belgium

섬과 대륙을 잇는 꿈의 기차, 벨기에로 통하다

아름다운 조각들로 장식된 건물들의 외관을 볼 수 있는 한낮의 광경도 멋지지만 환하게 밝혀놓
은 불빛 속에서 보는 그랑플라스의 야경도 환상적이다. 브뤼셀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브뤼헤를
자주 찾는다. 브뤼셀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인 브뤼헤는 세계
에서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에 하나로 뽑히
고풍스런 건축과 현대적 마천루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인 브뤼셀
에는 고딕성당과 교회에서 부터 우아한 왕궁의 전통적인 외관에 이르기까
지 많은 장식미술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관광객을 매혹시킨다.

며 북쪽의 베니스라 불린다. 운하로 연결되어 있어 만큼 도보
여행을 하여야 진짜 구경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반나절 정도면
도시 전체를 돌아볼 수 있다. 작은 골목, 골목마다의 상점은 마
치 동화 나라 이야기 같이 예쁜 수예품, 인형 그리고 벨기에 특
산품인 초콜릿이 먹기엔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으로 진열
되어 있다.
벨기에는 작은 나라이지만 도시 구석구석 볼거리들이 가득하
다. 마켓 광장을 걷고 있다 보면 중세로 돌아온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고색창연하고 조용한 분위기와 풍차와 운하 그리로 종
탑들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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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1950

1951~1960

1961~1970

1971~1980

1981~1990

1990~

Railway Museum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촌스럽기 그지없던 70년대의 모습. 자정을 알리는 통금사이렌 소리와 장발을 단속하던 가

현대화

위를 들고 치마길이를 재기 위해 자를 든 경찰들까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조차 할 수 없었던 엄격한 규제와 제

지난 60년대가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70년대 이후는 본격

제가 있었던 시절이 불과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던 시대이기에 그 시절

적으로 철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우선,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

이 낭만의 시대로 회자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쩌면 기차가 낭만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된 것도 이 시기였을지 모른

계를 위한 변화가 있게 된다. 1973년 3월 13일 철도의 현대화와 전철화에 따

다. 철도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 여가생활이라는 문화를 불렀고 이 때의 가장 대중적인 여행

라 철도청의 직제도 공전국을 차량국과 전기국으로 분리하였으며 이듬해에
수도권 CTC 사령실 준공

수단은 기차였기 때문이다.

는 차량국의 동력차과를 디젤기관차과와 전기기관차과로 다시 분리하여 업

정리│편집실

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지방철도국은 지방철도청으로 개칭하였다. 1975년 12

첨단기술과
낭만을 싣고 달리던 철도

월에는 4차 IBRD차관 사업으로 새마을호 객차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해 서울
~광주간 초특급 새마을호를 5시간 40분에 운행하였다. 1977년에는 경부선
에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망을 개통하였으며 수도권 CTC를 완공하여 안전하
고 신속하며 정확한 열차 운행의 표본이 되었다. 그리고 1979년 4월 2일 철도
창설 80주년 기념사업으로 태평양지구관광회의 총회를 경주 보문단지에서
개최할 즈음하여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서울~경주간 새마을호를 4시간 30분
경부선 새마을호

에 걸쳐 운행하게 되었다.

서비스

1977년도에는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철도여
객의 취향도 고급화되어 여객서비스 설비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기에 이르
렀다. 또 육로 수송 수단으로 냉난방화된 리무진 버스가 도입되어 철도와 경
쟁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철도청에서도 특급 통일호의 냉난방화를 추진하게
된다. 수송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좌석수는 통일호와 같은 72석의 전환식
의자로 하고 대차는 종전 통일호와 같은 구조형으로, 최고속도는 120km/h
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지붕에 에어컨을 탑재하는 형식으로 특급
통일호객차와 새마을호객차의 복합형을 창안하게 되었다. 이 차량이 출현
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통일호나 새마을호와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우등객차 무궁화호로서 우리나라의 고유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지하철

수도권 도로교통수단의 한계해소를 위해 전동차와 지하철운행 계획을 수

1971~
1980
08

립, 추진하면서 서울~수원간, 서울~인천간, 서울~성북간에 전동차를 운행
하고 서울시는 서울역~청량리역간에 지하철 1호선을 시공해 1974년 8월 15
일 개통하게 된 것이 역사적인 도시간 전동차 수송의 효시가 된다. 수도권
지하철의 개통은 당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처음에
는 1호선 지하철 차량을 일본에서 60량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1975년부터는
대우중공업이 자체 개발, 납품하였다. 그리고 2호선은 1980년에 일부 개통
했는데 대우중공업과 현대정공이 제작했다.
70년대 철도의 발전은 본격적인 철도차량의 현대화, CTC라는 최신식 신호
설비의 도입, 그리고 지하철의 출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만으로
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는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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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고고열풍 70년대 봄날이면 어김없이 청량리역 교

<이별의 부산정거장> <추풍령> 등을 즐겨 부른다. 또한 그들의 가슴

외선 열차에는 통기타와 야외전축을 든 장발의 청춘들이 있

에 완행열차에 대한 진한 향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었다. 큼직한 손잡이가 달려있는 야외전축은 당시 가장 매력적인 상

철도우편 전용차 운행 1972년도에는 체신부에서 (주)한
1

국기계공업과 철도우편 전용차를 2량 계약하여 1973년 2
월 24일 경부선에 첫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1974년 2월 22일에 2

3

량, 1975년에 2량을 추가로 제작하여 호남선, 중앙선에서 운행하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 이별의 정을 나누는 소리가 뒤

하는 회전 조절 스위치가 달린 단순한 구조였지만 이‘움직이는 음

범벅이 되어 기차역은 소란함 그 자체이다. 울어서 눈 주위가 벌겋게

악실’
은 고고열풍을 야외로 확산시켰다. 그런데 한껏 고조된 흥분이

된 사람들이 하나 둘 기차 안으로 올라탄다. 기차 밖에서는 그들의

진정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이들은 열차 안에서도 고고춤을 췄고 다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가족, 친구, 연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대한민

른 승객들과 시비가 붙는 일이 잦았다. 1978년에는 열차안의‘고고

국의 중년 남자라면 대부분이 타보았을 입영열차가 떠나는 역의 풍

족’21명이 즉심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이다. 지금은 추억으로 사라진 단어가 된 입영열차지만 아직 그때

는 풍경, 여행을 떠난다는 즐거움에 마냥 재잘거리던 그 시

8

철도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는 1950년대에 개교하여 1986

절 그 열차는 누구에게나 가슴 한구석에 진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년 폐교 될 때까지 30여 년 간 철도계에 종사하는 인재들을

완행열차가 종적을 감춘 지금 더 이상 열차는 낭만의 상징만이 아니

양성하여왔다. 지금은 한국철도대학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1976

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어 날랐던 완

년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철도고등학교는 실습실

행열차에 관련된 유행가도 많다. 지금도 중년층들은 <대전 블루스>

을 마련하기까지 하는 등 국내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다.

5
7
6
8

냉난방 차량 철도차량의 냉방장치는 과거 인도에서 지붕

의 기억들은 남아 우리의 향수를 자극한다.

4

였다. 이로써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대량의 우편물을 수송할 수 있

2

완행열차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

2

사진과 함께하는 이야기

게 되었다.

입영열차 역 플랫폼을 새까맣게 채운 인파들. 여기저기서

품이었다. 스테레오가 되지 않는 모노 스피커와 곡의 빠르기를 선택

6

1

7

첨단기술과
낭만을 싣고 달리던
철도

에 두꺼운 면포를 덮어 씌우고 물을 뿌려 증발열에 의해 차
내의 온도를 낮추는 원시적인 방법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철도국에
서도 1918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얼음, 대기압, 차축의 회전 등에
의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오다 선풍기가 설치되고, 특정 열차
에는 에어컨이 장착되기도 하였다.

4

마지막 남은 협궤열차

수인선은 1937년 8월 5일 일제

시대의 철도회사인 조선경동철도회사에서 내륙을 달리던

새마을호 살롱카 열차가 고속화되어 감에 따라 운행시간

수려선과 연계하여 용인, 여주 지방의 쌀과 소래포구의 소금을 인

이 단축되고 열차에서의 식사가 불필요하게 되어가자 여객

천항으로 수송하기 위해 부설된 협궤철도였다. 당시 남한지역에는

의 합리적인 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것이 살롱카이다. 이 살롱카가

좀 더 많은 협궤철도가 부설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표준궤로

있는 관광호에서는 차내의 높은 분위기를 위해서 차내 판매제도를

개수되어 해방 때까지 남아있던 것은 이 수인선과 수려선밖에 없

폐지하고 살롱카를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었다. 이후 수려선은 1972년 3월 31일 폐선되어 수인선이 대한민

전망이 좋은 차창가에서 사업상의 상담, 가족 친지간의 환담으로 즐

국의 마지막 협궤철도가 되었다. 작고, 당시로서는 빠르지 않은 교

거운 여행 분위기를 느끼도록 디자인돼 당시로선 최첨단 설비의 호

통시설 이었지만 안산과 인천, 수원 주민들의 발이 되어준 고마운

화로운 달리는 레스토랑이었다.

철도였다.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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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the Rail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따라 철도기술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속철도 선진국들은 속도경쟁에 뛰
어들어 계속해서 속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기차가 얼마만큼 빠른가는 과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 빠르기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신호안전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화려한 속도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한 운행을 책임지고 그
속도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이끄는 손운락 한국철도공사 신호제어팀장을 만나보았다.

차상신호방식 시스템 완공의 쾌거를 눈앞에 두다
“109년 동안 사용하던 지상신호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신호시스템 체계인 차상
신호방식(ATP)으로 전환되면 안전은 물론 속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
다.”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차상신호방식 시스템을 기다리는 그의 얼굴엔 기
대 가득한 미소가 어려 있다. ATP시스템이란 고속열차의 기존선 운행 구간의

안
전
함
으
로

열차운전 신호제어체계를 기존의 지상신호방식에서 첨단 컴퓨터 및 통신 기술
을 활용하여 차상신호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철도기술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21세기에 들어서 IT

우리나라가 분명 다른 철도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임에

관련 기술산업이 화려하게 진보하여 철도 신호가 전적으로 전자통신으로 이루

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기술의 발전을 꾀하기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체계가 도입되면 열차의 운행효율, 속도, 에너지절

보다는 하나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으며 체계적인 발전을

감, 안전도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철도 기술 선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 및 철도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점이 있다. 그동안은 신호제어시스템이 지상에

손운락 팀장

설치되어 있어 기관사가 육안으로 확인했다면 이제는 차상의 컴퓨터에서 모든
신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서 더욱 안전한 운행을 위한 진로를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빠
름
을

34년 동안 철도의 안전을 책임지다

손
운
락

지
킨
다

한

이 같은 쾌거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신호제어팀을 주축으로 철도인 모두의 노
력이 있었겠지만 그 중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손운락 신호제
어팀장일 것이다. 그는 1975년 철도에 발을 들여 지금까지 줄곧 신호제어팀에
국

철

도

공

사

신

호

제

어

서 34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나라 철도 신호제어발전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가 분명 다른 철도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
팀

장

만 조급하게 기술의 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하나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으며 체계
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점점 빨라지는 철도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신호제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 손운락 팀장의 설명이다. 모든 열차의 운행을 관리, 통제하기 때

.

문에 작은 결함 하나라도 큰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34년 동안 한 부서
에 있었기에 그동안 손운락 팀장이 관여한 시스템은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
다. 선로전환기, 계정기룸, 건널목보안장치, CTC(열차집중제어체계), 지진감시
장치, 차축온도검사장치 등 여태껏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거의 모든 신호제어장
치들이 손운락 팀장의 손길을 거쳤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에
는 분당선 도시철도 CBTC의 성공적인 완공과 1년 앞둔 ATC의 완공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후진양성을 위해 인재개발원에서 교수로 활약하기도 했으며 또한 자신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엔지니어로써는 최고의 라이센스인 철도신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 손운락 팀장. 그가 철도에 몸담고 있는 한 앞
으로의 우리나라 철도 신호는 언제나 푸른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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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Beyond The Rail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서
금융부문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우리의 철도관련 산업은 이제 국내시장을 뛰어 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기술력과 철도 운영

능력 보유만으로 우리 철도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는 없다. 대

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의 입찰에서는 좋은 조건의 금융 패키지

20세기 말부터 지구촌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라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연현상이 지구촌 어디에서나 가장 큰 화
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한 발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앞장서서 여러 정책을 내 놓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야말로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의 철도기술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업계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된다.

최경화│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획실장

금융제공능력이 기술력만큼 중요하다

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상 0.01~2.5%의 이자율로 최

그렇다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막대한 소요자

장 40년까지 제공되는데, 2008년에는 개도국 정부가 추

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

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한 대규모 은행들도 이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될 특별목적법인(SPC; Special

종 위험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프

Purpose Company) 에서 직접 대출하거나 출자하는 방

경쟁력 있는 금융 조달이 사업수주에 결정적

이 대종을 이루어 가고 있다. 즉, 사업의 주체는 일정 부분

로젝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식의 민자사업지원을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얼마 전 필자는 브라질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자료를 읽어

의 자본금 납입을 제외하고는 프로젝트 완공 후 운영과정

(ADB), 중남미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또는 각국

EDCF 자금의 활용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도 했다. 우리의

볼 기회가 있었다. 브라질 동남부 깡삐나스(Campinas)로

에서 발생될 수익을 담보로 부채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정부의 수출신용기관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철도관련 산업은 이제 국내시장을 뛰어 넘어 세계시장으

부터 상파울루(Sao Paulo)를 거쳐 히우데자네이로(Rio de

건설에 충당하고, 향후 발생되는 수익으로 조달된 부채의

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신용기관이면서 필자가 속한 수출입

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물론 해외에서

Janeiro)에 이르는 총 연장 520km의 고속철도 건설사업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이 투입한 자본에 대한 배당금

은행의 역할이 절실해 지는 대목이다.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력과 철도 운영능력을 보유해야 함

으로 총 사업비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였

을 수령해 간다.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수출입은행은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입찰에 참여하는 한

은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필수조건만으로 우리 철도산업

다. 요즘 같은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 같은 대형 프

금융조달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기업이 감당해야 할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상업

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는 없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로젝트를 국내 기업이 수주한다면 우리경제 성장을 위한

방식의 자금조달 책임은 사업주가 아닌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제공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입찰에서는 좋은 조건의 금융 패키지를 제공할 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PC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즉, 동 입찰에 참여하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조선소

있는 기업이 한 발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질의

기술적 타당성과 우리의 기술수준, 사업 경험 등의 면에서

고자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하는 입찰계획서를

하나 없이 배를 수주하던 1970년대 초반 그 필요성을 절

금융 패키지 제공능력은 한국철도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우리기업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의 경

실히 느껴 1976년 설립된 후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

충분조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기업체가 각

였다. 하지만, 필자와 같은 금융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 브라질 정부의 자금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찰참가

화학공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약 40여년

종 금융기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20조 원으로 추정되는 사

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설계됨으로써 이 사업에 참여

이 지난 지금 우리의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

면 더욱 좋겠다.

업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토가 의문으

할 기업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금융을 조달할 수

키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지금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로 남았던 것이다. 사실 최근에 발주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있는가가 사업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87년 대외경제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 오른 지금이야말로 친

경우, 사업주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보유하고서

인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 20조 원 중 75%인 15조 원을

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 ent Coopera-

환경교통수단인철도산업이전세계시장으로뻗어갈수있

단순히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EPC; Engineering Pro-

부채로 조달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라면, 금리 1%

tion Fund) 설치 이후에는 지원대상국가(2007년 1인당

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1970년대 황무지에서 시작된

curement Construct)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차이로 인해 약 1.5조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국민소득 기준 6,465달러 이하의 국가)에서 추진되는 도

조선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탰던 수출입은행 직원으로서 한

극히 드물다. 중남미 등 정부의 재정문제나 외채문제가 이

다. 기술력 및 사업수행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

로, 전력 등 경제 및 사회 인프라사업을 중심으로 장기·

국 철도산업이 앞으로 당당한 세계 1위의 산업으로 발전하

슈가 되어 있는 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흔히 SOC

결국 양호한 금융조달 패키지를 제시하는 업체가 수주할

저리 차관을 개도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동 차관은 수

는데에수출입은행이일익을담당할수있기를기대한다.

사업이라고 하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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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로’친환경 열차 시대 열었다
코레일, 6월부터 서울~온양온천·신창 구간 운행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5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UIC(국제철

반세기 동안 국민의 발이 되어온 무궁화호를 대체할 차세대 친환경 열차‘누리로

도연맹)아시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국제철도연합(UIC : Union Internati-

(Nooriro)’
가 운행을 시작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친환경 경영에 적극 앞장서고

onale des Chemins de fer) 아시아의장에 당선됐다.

고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속 150㎞로 달리는‘누리로’
를 6월부터 서

UIC 아시아의장 취임과 더불어, 오는 11월‘고속철도 워크숍’
과‘UIC 아시아총

울~온양온천·신창 구간에 운행을 개시했다. 열차명‘누리로(Nooriro)’
는 일반 국민과

회’
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이번 아시아의장

내부직원, 각계 전문가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누리로는‘누리(세상)’
와

당선으로 한국철도의 위상강화는 물론, 현재 허준영 사장이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길( )’
의 합성어로‘온 누리를 달리는 열차’
라는 의미를 담았다.

해외철도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로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친환경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또 누

허준영 사장은 2010년까지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허준영 사장은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과 이번 UIC 아시아 상트페테

리로의 좌석 규모는 총 263석(4량 1편성, 객실당 61~70석)으로 간선도시를 이동하는 여행객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한다. 누리로의

르부르크 총회기간중 별도 면담을 통해‘나진~핫산 프로젝트’
를 포함한 양국 철도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깊이있고 폭넓은 의견

열차운임, 운영방식 등은 현재 무궁화호 열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코레일은 단거리 출퇴근객을 위해 무궁화호열차의 정기권

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 누리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누리로 열차는 서울·용산·아산·온양온천 등 모두 13개역에 정차한다.
이번에 도입된 누리로 열차는 기존의 무궁화호와 당분간 병행하여 운행하지만, 무궁화호의 차량 내구연한이 종료될 때마다 추가로
도입되어 2020년경에는 대부분 누리로로 바뀌게 된다.

“경의선에 웰빙·첨단 전철 달린다”
LCD모니터 고객승하차확인

한편, 코레일은 1974년부터 운행하던 새마을호 열차도 오는 2011년부터‘비츠로(Vitzro)로 개명하고, 신형열차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
다. 비츠로는‘빛’
과‘길( )’
의 합성어로 최고시속 180k/h로‘빛처럼 빠르게 달리는 열차’
라는 의미를 담았다.

경의선을 운행하는 웰빙전철경의선에는 웰빙·첨단 전철이 달린다. 코레일(한국
철도공사)은 7월 개통한 경의선에 기존 통근열차에 비해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최
신형 웰빙 전동열차를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다.

구형 철도신호장치 역사 속으로

이 열차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주행장치에 양방향성 공기스프링을 설치해

인천역의‘그룹형 연동장치’35년 수명 다하고 5월부터 전자연동장치로 교체

승차감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다. 객실을 연결하는 이동통로문도 통유리로 된 자

1970년대 유럽 차관(借款)으로 들어와 인천역에 마지막으로

동문으로 교통약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원하게 고객의

남아있던 철도신호시스템, 그룹형 연동장치가 전자연동장치

시야가 넓어진 것도 웰빙 전동차의 장점이다. 특히 환경부가 고시한‘대중교통수

개량사업에 따라 지난 5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단 공기질 가이드라인’
(객차내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관리 권고기준)에 따라 객

인천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그룹형 연동장치(Interloc-

실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자동감지, 환기시켜 고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전동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난방설비 외에 냉방장치에 난방설비를 추가한 냉·난방장치를 설치해 겨울철 발생하는 고객난방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했
으며, 차내에는 LCD 모니터를 설치해 열차운행 안내정보는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그룹형연동장치

전자식연동장치

king system)’
가 35년 수명을 다하고‘전자연동장치’
로교
체 됐다. 이 연동장치는 1974년 독일 지멘스(Siemens) 사(社)

에서 제작된 철도신호시스템으로 국내 회사인‘금성통신공사’
가 도입해 경부선·경인선·경의선·호남선 등 국내 전역에 설치됐다.
연동장치는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등을 상호 연동해 동작·제어하는 철도신호시스템이다. 그룹형 연동장치는 전기연동
방식으로 회로가 복잡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호설비의 전자화·전산화에
따라 국내 신호기술진이 100% 독자적으로 전자연동장치를 개발해‘그룹형 연동장치’
를 대체해왔다.
손운락 코레일 신호제어팀장은“긴 세월 동안 철도인과 함께 해온 그룹형 연동장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점은 아쉽지만, 국내 순
수 기술의 전자연동장치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신호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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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철도혁명 선도 선언!

코레일 전기기술단, 철도신호유지보수 매뉴얼과 동영상 자체 제작

‘2020 KR 미래비전’선포식 개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6월 철도신호의 유지보수 기술력 향상과 성능 표준화를 위해 매

한국철도시설공단(기획조정실 전략경영처)은 6월 2일 본사 18층 강당에서 이사장

뉴얼(책자)과 동영상(UCC) 자료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자료는 열차의

을 비롯한 본사 및 지역본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안전하고

진입여부를 지시하는 신호기 장치 등 10개 시스템에 관하여 사고장애 사례, 복구 절차, 유

편리한 녹색철도시대 실현을 다짐하는「2020 KR 미래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보수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정리했다. 자료에는 동영상 25편, 장애사례 54건, 유지보

이번에 새로 구축된 미래비전은“철도의 미래가치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수 매뉴얼 11종을 담겨 있다. 특히, 신호설비 유지보수 UCC 동영상은 고속선에서 KTX를

파트너”로서, 공단의 핵심역량인 철도건설 및 사업관리 역량을 토대로 사업영역

실시간으로 자동제어 하는 열차자동제어장치(ATC)와 각종 안전설비 등 25개 세부 장치

을 확장, 2020년까지 글로벌 철도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날

에 관한 것으로 현장의 유지보수 담당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그 방법과 절차를 시현했다.

행사에서 조현용 이사장은“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선제적으로 타개하여 21세기 녹

손운락 코레일 신호제어팀장은“이번에 제작된 교육 자료가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의 유지보수 품질을 향상시켜 열차의 안전운행에 크

색철도혁명을 선도하자”
고 주문했다. 전략경영처는 이번 달부터 가동될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래경영 전략체계를 효과적으

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작된 매뉴얼은 내부 인트라넷(업무포털)‘E-book 센터’
란에 게재해 자료를 공유하고, 유지보

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전략실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수 동영상 CD 100개를 복제해 현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함께하면 행복해요 !!

제3대 코레일 청렴홍보대사 위촉

연구원,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이남주 한국외국어대학 이사장·김태현 변호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카메룬 외교부 차관 일행 공단 방문

경부 2단계 장대레일 제작 완료

아프리카 철도사업진출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

1732개 장대레일 제작 100% 목표 달성
한국철도시설공단 중

고영신 경향신문 논설고문 등 3명

앙기술단(단장 이규태)

연구원(원장 임현준)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궤도시설팀은 6월 12

6월 18일 전북 김제시

는 이남주 한국외국어

일 경부고속철도 2단

공덕면 마현마을을 찾

대학교 이사장(제2대

계(대구-부산)에 부설

아 농촌일손돕기 봉사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은 6월 2일 카메룬 외교부 푸만

될 장대레일의 제작을

활동을 시행했다.

장 역임), 김태현 변호

차관 일행을 본사로 초청하여 공단의 사업 소개 및 상호 의견교

최종 완료했다. 기술단은 2005년 2월 1일 고속철도2단계 궤도

금번 봉사활동은 농번

사(前 법무연수원장),

환을통해양국의철도발전을위한교류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

공사용 장대레일 용접을 시작하여 지난해 5월 23일 궤도4공구

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 및 어려움에 공감하여 나

고영신 경향신문 논설고문을 제3대 코레일 청렴홍보대사로 위

카메룬의 푸만 차관은“카메룬은 아프리카의 중심국가로 정치

에 장대레일을 첫 운송하고, 현재 696개 운송을 완료했다. 그동

눔경영 실천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

촉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청렴홍보대사들은 앞

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부존자원이 많은 나라”
라고 소개하며

안 용접설비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품질을 더욱 향상 시켰으

해 천 여평의 밭에서 복분자를 수확하는 농촌봉사활동을 전개

으로 대국민 청렴홍보활동과 청렴비전·전략·제도개선 등에

“자원개발과 연계한 철도건설사업에 공단이 그동안의 경험과

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체 1,732개의 장대레일을 제작하

했다.

대한 지원 및 자문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이남주 한국외국어대

기술을 살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고 방문 소감

여 100% 목표를 달성했다.

이 날 봉사단은“알알의 복분자가 우리의 건강을 튼튼히 받쳐주

학교 이사장(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3대 청렴홍

을 밝혔다. 이에 조현용 이사장은“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1998년 9월 3일 장대레일 첫 용접을 시작으로 2004년 4월 1일

듯, 개인의 충실한 업무수행이 코레일의 발전을 지지할 수 있도

보대사를 대표해“공기업 청렴문화를 선도하며 3년 연속 부패

먼저 공단이 입찰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카메룬 국가철도 마스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2010년 12월 대망의 경부고속철도2

록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고 결의를 다졌다.

방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을 향해 달려가는 코레일의 청렴 의

터컨설팅용역 등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신중히 고려하

단계 완전개통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에 부설된 장대레일은 약

지와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겠다”
고 답했다. 제1차 한-카메룬 정책협의회 참석차 우리나라

5,000개이며, 25m레일(UIC60)로 환산하면 60,000개나 된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청렴 순회 특강 등 청렴홍보대사 여러분

를 방문한 카메룬 정부 대표단은 한국의 고속 성장과 그 배경

2014년 호남고속철도 1단계 조기개통을 위한 장대레일의 적기

들의 활발한 청렴홍보활동을 통해 청렴문화가 코레일 전 소속

및 성장 동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을 모델로 국가발전을 이

공급은 물론, 향후 동서고속철도까지 장대레일의 도전은 계속

에 착근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루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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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신기술 등록을 위한 기술심의회 개최

선진화된 안전네트워크 구축

총20건 우수신기술 채택, 현장활용 유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은 6월 24일 본사 14층 상황실에서 안전관리 전문

KR연구원 신기술개발처(처장 박광수)는 6월 15일~16일 양일간 토질/터널분야, 전철전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약(MOU)’
을 체결했

력/환경분야, 토목시공/궤도분야에 대한 신기술 등록을 위한 ’
09년 상반기 기술심의위

다. 양 기관은 앞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 교류 ▲재해정

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심의위원회는 철도건설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발굴하여

보 공유 및 기술교육 지원 ▲자료개발·보급 ▲건설안전 관련 합동세미나 및 워크숍

효율적인 현장적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운영중인‘신기술 등록제’
에따

추진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 지원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 및 안전의

라 마련됐는데 환경친화적 사면보강법 등 총 25건이 심의대상이 됐다. 심의결과 토질/터

식 제고 등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한국산업안전

널 8건, 토목시공/궤도 10건, 전철전력/환경 2건 등 총 20건이 철도 적용성, 안전성, 시

공단과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선진화된 안전네트워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

공성, 경제성, 유지보수성 등에서 우수한 신기술로 평가받아 채택됐다. 신기술개발처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과 채택된 신기술을 설

상하며, 안전관리 능력 제고는 물론 건설현장의 재해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계 및 시공부서에 통보하여 활용을 유도하고,‘신기술 내역서’
를 작성하여 공단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EPMS, CPMS)에 등록
하여 설계 및 시공업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외철도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예산의 70% 조기집행하여 목표 초과달성

철도협회를 중심으로 공동노력 강화

경부2단계 침목균열 최종결과 발표

경의선 성산~문산간 복선전철 개통

40cc 이상 침투수의 결빙압으로 원인 밝혀져,

대륙연결철도의 전진기지 확보 및 수도권 서북부

2010년 완공 이상 無

지역의 교통난 해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조현용)은 글로벌 경제난

사장 조현용)은 6월

을 극복하기 위해 ’
09년

24일 서울 엘타워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

도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

서 국토해양부 후원

도사업단(단장 김병호)은

키로 하고「재정조기집행

으로 한국철도협회,

합동조사단(단장 김수삼

비상상황실」
을 가동하여

철도공사와 함께 철

한양대 교수)이 약 4개월

일일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
09년 상반기에 4조

도협회 회원사, 철도분야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

간 현장에서 매립전 침투

2,911억 원(09년 사업비의 70.4%)를 집행하여, 당초 목표 4조

관계자들을 초청,‘해외철도시장 진출 사업설명회’
를 개최했다.

량 조사, 침목 비파괴 조

1,382억 원(09년 사업비의 67.9%) 대비 1,529억 원을 초과 집행

이번 설명회는 해외 철도사업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사, 인발시험과 동결시험 등 실내모델시험을 시행한 후 산·

하여 목표 대비 103.7%를 달성했다.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로 7

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

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6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고양, 파주시를 이어주는 경의선은 1906

월 1일 경의선(성산∼문산) 복선전철을 조기 개통하는 등 철도

다. 한국철도협회장인 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1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년 4월 신의주까지 개통이래 103년만에 한반도 역사의 파란과

건설사업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여 국민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진행되고 있는 여러 해외 철도사업을 소개하고, 해외시장 진출확

합동조사단은 침목균열 보수방안으로 균열부위를 제거하고, 특

질곡을 가슴에 묻고 복선전철로 다시 태어나 7월 1일 성산∼문

동시에 철도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를 위한 산·학·연 공동 노력과 건설·차량·궤도·전기 등

수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철재 매립전(스틸볼트카바)을 설치하

산간을 우선 개통했다.

공단이 이처럼 재정을 조기 집행하여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에

여러 공종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설명회는 아제르

는 공법을 최적안으로 제안했다.

기대효과로는 파주∼운정지구 및 고양시의 대규모 택지개발 입

기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공단 고유의 사업별 관리책임제

바이잔 철도개량사업을 비롯하여 브라질, 미국 고속철도 사업 및

고속철도사업단은 조속한 시일내 합동조사단의 보수방안에 대

주시기에 맞추어 성산∼문산간을 우선 개통함으로써 고양시,

도(PM; Project Management) ▲건설현장까지 실시간으로 관

베트남, 사우디 등 우리공단과 민간부분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하

해 검증시험을 실시하고, 상세 매뉴얼을 마련하여 균열침목을

파주시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복선전철 지역으로 편입될 뿐만

리하는 사업관리시스템(PMS; Project Management System)

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 철도사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졌

완벽히 보수할 것이며, 보수공사와 궤도공사를 병행 추진함으

아니라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에 의한 실시간 집행관리 등 철저한 준비와 집행관리를 통해 성

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한국철도의 해외진출 확대 필요성에

로써 2010년 완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1일 운행 회수 150회 중 46회는 문산에서 서울역까지 연장운행

과를 이루어냈다.

대해 공감을 표하고, 철도협회를 중심으로 해외 철도사업 개발을

하게 되고 출근시간에 급행열차도 1회 운행할 계획이며 운행시

위한정보공유및공동노력을강화하기로했다.

간도 일반 전동차는 12분, 급행전동차는 26분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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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수송 분야 넘버원!

제13회 연구성과발표회 개최

철도연,‘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서 철도기술의 현재와 미래전망’국제세미나 개최

기본연구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발표

철도연은 6월 25일‘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서 철도기술의 현재와 미래

철도연은 6월 3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09년 제13회 연구성과 발

전망’
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산업기술연

표회’
를 개최했다. 1996년 창립이후 매년 개최되어 13회를 맞이한
‘연구성

구회의 후원으로 개최했다.

과발표회’
에는 산업기술연구회 한욱 이사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내외빈

세미나에는 국내외 철도 환경 분야 전문가 7인 및 산·학·연·정 관계

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한 해 동안 진행된
「초고속철도 및 안전기반

자 200여명을 초청해 국내외 철도의 현재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장래

기술개발(권태수 책임연구원)」
등 기본연구사업 5개의 연구결과와 국가연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수송 분야 리더로서

구개발사업 3개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철도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기본연구사업으로는 △철도 친환경 및 에너지 기술개발(정우성 책임연구

이번 세미나를 위해 특별 초청된 해외 철도 환경 분야 전문가 Mark P.
Stehly(미국 BNSF Railway), 서승원 박사(호주 CSIRO), Robert Kohn(TUV), Hiroyuki Sakai(RTRI)와 카이스트 양지원 부총장, 국
토해양부 방윤석 과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철도분야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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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철도물류 및 운영효율화 연구(문대섭 책임연구원) △철도 산업기술
지원 기반 구축(오지택 책임연구원), △미래 철도기술 기획 및 창의연구(곽재호 선임연구원)에 관한 성과가 발표됐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첨단 신교통시스템 기술개발(목재균 책임연구원 외), △철도시스템 고속화 기술 개발(김기환 수석연구원 외), △철도종
합안전기술개발(조연옥 수석연구원) 성과가 발표됐다.
한편,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기술을 전시하여 보유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2009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에서
연구 성과 전시

철도연, 1사1촌 자매결연 지역에서
농촌일손돕기 실시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1단계 성과보고회 개최

철도연은 6월 3일부터 6
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7월 1일 철

개최된‘2009 부산 국제

도연 오명홀에서 열린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1단계 성과보고회를

철도 및 물류산업전’
에

통해 그동안 개발된 설계 및 핵심부품 등 30여 종류를 발표했다.

참가하여 연구원의 주요

이번 연구성과 발표회에 전시된 개발품 들은 최고시험속도 400Km/h 열차

연구성과를 전시했다.

의 영구자석 전동기, 주회로 차단기 및 진단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제

연구원은 400km/h 차세대 고속열차, 한국형 틸팅열차, 철도종

어기기 등 30여 종류로 앞으로 전문가의 기술검토와 성능확인 시험을 거쳐

합안전기술개발 사업, 차세대 전동차 등 주요 기술 개발 성과와

차세대 고속시제열차에 적용될 계획이다.

화재감지시스템, LCD 승객안내표시판을 전시했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기존의 KTX 와는 달리 동력이 분산되어 있어 가·감속

특히 직접 체험이 가능한 한국형 틸팅열차의 시뮬레이터와 국

철도연 직원들은 6월 11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사1촌 자매

능력이 우수하고 열차의 차량수를 여객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최신제어 기술을 적용해 운행시간을 크게

책사업으로서 우리 연구원이 개발한 시속 400km/h 차세대 고

결연 지역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가정3리에서 농촌일손돕기

단축할 수 있어 미래 고속철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최첨단 그린수송 시스템이다.

속열차(HEMU-400X)의 모형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큰 관심

를 실시했다.

최성규 원장은 철도연이 개발한(HEMU-400X)가“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 철도시장에 대한민국의 대표상품으로 진출

을 받았다. 부산 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은 올해로 4회를 맞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로 적기 영농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밝혔다.

대규모행사로 국내·외 철도전문가가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밭작물 파종, 고추밭 지지대 설치 등

번 산업전엔 국내·외 철도전문업체 124개 사(국내 65곳, 해외

여러 일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59곳)가 참여, 597개 업체별 홍보전시관이 운영됐다.

최성규 원장은“농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농촌의 현실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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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무게는 줄이고, 속도는 높이고!

철도연, 출연연 기관 중 윤리경영 실천의지도 역시‘으뜸’

철도연, 하이브리드 자기부상기술 개발

전 직원,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 및 실천 서약서 작성
철도연은 에너지 소모를 절감하고, 차량을 경량화시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철도연은 7월 6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을 위

자기부상열차용 하이브리드 자기부상기술을 개발하고, 축소형 차량모델을 이용

한 윤리경영 실천결의대회’
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명홀에서 개최했다.

한 부상시험에 성공했다.

이날 실시된 결의대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및 전 직원 윤리실천 서약서 작성, 윤

하이브리드 자기부상기술은 외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차량 부

리경영 특별강연(철도연 송춘규 감사, 주제 :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부패방지 및

상이 가능한 영구자석을 활용한 기술이다. 기존의 부상기술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

공직기강 추진), 윤리나무 가꾸기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윤리경영 공감대를 형성

해야 하는 전자석으로만 부상이 가능하지만, 이 기술은 전자석과 영구자석을 동시

하고, 부패방지 및 윤리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뜻 깊은 시간이 진행됐다.

에 사용해 전기 에너지 소비를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결의문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렴을 생활화 하여 부조리한 관행과 행태

자기부상열차에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차량의 부상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크게

를 타파하고 윤리적 연구 활동 및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문화를 확산하자는 철도

줄일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대표 신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부상 전자석과 주변

연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 각 부서장들이 대표로 윤리나무에 전 직원의 윤리경영 의지가 담긴 윤리사과를 달아 윤리실천 의지를 표명

전원 장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경량화할 수 있으며, 속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했으며, 윤리적 연구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최성규 원장은“이번 결의대회는 전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점검과 다짐의 장으로
써 의미가 크다”
면서 전 직원이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철도연이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선도기관이 될 수

친환경 미래교통수단 바이모달 트램, 성과발표 및 시험선 준공식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7월 7일 밀양 시험선에서 바이모달 트램 시험차량 공개 및 시승

한편, 철도연에서는 지난 해 12월 출연연 최초로 외부 고객 300여명을 초청하여 고객만족·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여 윤리의지를

국토해양부 연구개발사업인 친환경 미래교통수단 바이모달 트램의 사업개

대외에 천명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2009년 윤리경영 추진계획’
을 수립(’
09.1.29)하여 실천하고 있다.

요 및 경과보고회와 시험선 준공식이 7월7일 밀양 한국화이바 제2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공식에는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 조춘순 종합교통정책관, 김우철
신교통개발과장, 현대엔지니어링 및 한국화이바 관계자 등 20여 명의 인사

철도연의 경영혁신, 중간관리자들이 선도
KRRI 중간관리자 혁신역량 강화 워크샵 개최

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목재균 바이모달수송시스템 연구단장의 사

철도연은 7월 7일과 8일 양일간 대천 한화리조트에서‘KRRI 중간관리자 혁신역량 강

업개요와 경과보고 및 사후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의 자리도 마련됐다.

화 워크샵’
을 개최했다.

보고회를 마치고 진행된 시험선 준공식에서는 바이모달 트램 시험차량을

중간관리자의 혁신적인 선도역할을 정립하고, 주요 현안 공유 및 혁신 아이디어를 도

탑승 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샵에는 혁신 TFT팀원 및 선임, 책임급 중간관리자 40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 이용권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도로의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퓨전모드 대중교통수단인 바이

여명이 참여했다.

모달 트램은 2003년 개발을 시작으로 2009년 2월에 제작됐고, 이어 2010년까지 시험 운행 및 연구를 진행하여 성능평가가 이뤄질

워크샵에 참석한 직원들은 바람직한 조직문화 및 고객지향 R&D 체계 정립을 위한 현

예정이다.

안 진단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핵심역량 강화 교육 및 토론을 통해 부서
간 협력 기반을 다졌다. 철도연 최성규 원장은“이번 워크샵을 통해 연구원 체질개선 및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연구원이 세계
일류 철도전문연구기관(WCI)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들이 혁신을 통한 선도역할을 수행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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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 구축

신민호│철도연 철도구조연구실 수석연구원 (mhshin@krri.re.kr)
김현기│철도연 철도구조연구실 선임연구원 (hkkim@krri.re.kr)
이수형│철도연 철도구조연구실 선임연구원 (geoxlee@krri.re.kr)

(a) 특허출원도면

(b) 시작품

1. 서론

2. 센서응용기술개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등의 사회적 충격을 거치면서,

철도시설물에 대한 최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철도특성을

기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필

반영할 수 있는 센서응용기술의 특화가 요구된다. 철도시

요성이 심각하게 부각되었으며, 교량·터널·사면 등과

설물은 기본적으로 고압선 전철주와 함께 시공된 노선이

같은 대형 구조물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적절

많아 전자기적인 영향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않는 센서

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기법의 연구와

의 선택과 적용이 필요하다. 광섬유 케이블, FBG 광섬유

부착하고, 설치된 FBG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레일의 온도

이를 이용한 실시간 계측기술의 확보가 최근 연구 및 기

센서 등의 광관련 제품은 전자기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

와 변형률의 정도에 따라 철도 레일의 변형 발생 및 크기

술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

으므로 철도시설물에 계측시스템 적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그림 2>).

기후로 철도시설물의 안전은 자주 위험에 노출되고 있

중요한 이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철도

(c) 강우량 적산 프로그램 개발

철도재해의 대부분은 지반관련 재해이며, 가좌역 지반붕

다. 철도시설물은 주행하는 열차를 지지하는 구조체로

특성을 반영한 센서응용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 전

<그림 1> FBG 광섬유센서 강우량계

괴사고와 같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져 인적, 물적 손실이

대량 수송매체인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기식 센서를 광섬유센서 기반으로 전환 개발하여 시스템

발생하게 된다.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이후

국가 시설물이므로 열차진동·지형/지질조건 등과 같은

구축에 따른 예산의 저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검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철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이 요

계측시스템의 센서 및 시스템이 광섬유센서를 이용하게

궤도의 대변형 발생여부를 FBG 센서 또는 전기식 센서를

구된다.

될 경우, 기상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는 광관련 장비 이외에

이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궤도의 레일부 또는 침목부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안전위협요인에 대해

기존 제품군인 전기식 관련 장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하므

설치하여 궤도의 대변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시설물의 안전을 효율적으

로 비용증가가 수반된다. 이점에 착안하여 FBG 광섬유센

그림 3>).

로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시설물에 대한 상시감시 및 조기

서를 이용한 강우량계를 개발하였으며, 시작품 제작을 거

경보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국가

쳐 상용화 모듈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그림 1>).

개발하였다. 광섬유나선을 터널벽면에 부착하고 균열에

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도시설물 센서응용기술 및 센서

철도의 레일은 온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장

따라 단락되는 위치를 OTDR(Optical Time-Domain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USN 기반 철도시설물 안전관

대레일의 경우 장출, 좌굴 등의 요인에 의해 궤도 안정성

리 네트워크 Test Bed를 구축하였으며, 철도시설물 안전

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도 레일에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FBG(Fiber Bragg Grating) 온도 센서와 변형률 센서를

28

<그림 3> 궤도 대변형 검지시스템

(a) 시작품

최소 예산으로 구현이 가능한 철도터널 균열검지시스템을

Reflectometer)을 이용하여 검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
(b) 개념도
<그림 2> 레일변형-온도 측정센서

다. 콘크리트와 광섬유나선 사이의 부착강도를 평가하고,
균열 폭에 따른 센싱 감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열 발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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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제작하여 시스템의 성능 검증시험을 실내에서 수행
하였다. 현재 경부선 밀양터널에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 계측을 통해 현장 유효성을 검

<표1> ○○○ 사면의 안전관리기준

더불어 열차 운행 정보가 축적된다면 기존의 관리기준에

안전관리기준

안전율

파괴확률

파괴확률 변화속도

비고

Step I

-

-

6.4%/hr

경보발령

Step II

1.3

about 50%

-

열차정지

대한 합리적인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할 예정이다.(<그림 4>).
천
단
높
이
(mm)

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파괴확률 변화속도는 약 3.6%/hr
의 값을 나타낸다. 또한, 기준 안전율에 도달하기 전에 파
괴확률 변화속도는 최대값(peak value)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사면의 안전관리기준을 <표 1>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a) 균열발생장지

(b) OTDR을 이용한 균열 위치 검지예

<그림 4> 광섬유나선과 OTDR을 이용한 균열검지

<그림 8> 괴곡터널에서 균열폭을 레이저빔 내공변위계로
측정한 천단변위

3.2 철도교량의 이상상태 감지 기법 개발

확률적 인공 신경망(Probabilistic Neural Network, PNN)
기법을 이용하여 철도교량의 이상상태 감지 기법을 개발하

3. 철도시설물의 안정해석기술 개발

였다. 전체 구조물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부재에 대하여

3.1 신뢰성해석 기반 철도사면의 안정해석

효율적으로 센서를 배치함으로서 국부 손상 평가를 효율적

<그림 6> 강교량에 대한 무선 임피던스 노드의 적용 및 손상 탐색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건교부, 2006)’
에 따르면 현

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모니터

행 사면의 안전관리는 건기시와 우기시 안정해석을 시행

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손상 패턴을 고려할 필

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계측관리기준을 선정하였으며,

하도록 하며, 우기시는 완전포화조건 또는 강우침투조건

요가 있다. 학습 데이터 및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PNN

이들 기준과 계측 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

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괴확률의

기법으로 손상 평가를 수행한 결과, 상관계수 값과 RMSD

정·보완하고자 한다. <그림 7>과 <그림 8>은 1차 테스트

변화속도가 안전율이 우기시 기준에 도달하기 전 피크값

값의 상관도를 보면 볼트 풀림에 의한 손상과 균열에 의한

베드인 괴곡터널에서 각각 진동현식 균열계로 측정한 균

을 갖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됨에 기초하여 사면의 안전관리

손상과의 차이점이 확연이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열크기와 레이저빔 내공변위계로 측정한 천단변위를 나타

3.4 지하철의 안정해석기법

를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실제 구조물에서 다양한 손상 패턴에서 실제 균열에 의한

낸다. 현재까지 8개월 동안의 계측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지하철의 안정해석을 위하여 600kN 액츄에이터를 이용하

그림 5>는 안전율과 파괴확률 및 파괴확률 변화속도의 신

손상 유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판단은 부적절하지만 향후 2년 이상의 장기 계측 결과와

여 반복하중재하시험을 시행하였다. 최대설계하중 23kN

뢰성 파라미터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파괴확률은 약 50%

<그림 9> 사용피로하중하에서 반복횟수에 대한 강성변화와
균열폭의 이론치/실험치 비교

서 발생할 수 있는 진폭의 크기를 다양하게 각각 변화시켜
100만 번까지 재하시켰다. 하중재하에 따라 균열이 발전하

터널의 안전성 판단을 위하여 시공 및 운용 중 변형에 대한
계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변형의 정도에 따라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현재까

균
열
폭
(mm)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복횟수가 증가하면서 균열
폭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용하중의 크

지 합리적인 관리기준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

기를 종합해서 공용기간에 건전성 및 안정성을 평가함과

구에서는 국내외의 안전관리 기준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

동시에 철근콘크리트의 균열발전을 반복횟수에 따라 계산

써, 운용중인 터널에 대하여 계측 가능한 항목에 대한 관리

30

(b) B25,μ=0.5%, 2Φ10,
Pu/P0=0.1;0.4;0.7

을 정적으로 재하한 이후에 피로하중(6Hz)을 철도하중에
3.3 철도터널의 안전관리기준

<그림 5> ○○○ 사면의 안전율과 신뢰성 파라미터

(a) Harex, B25, 2Φ10,
Pu/P0=0.4

기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된 값

<그림 7> 괴곡터널에서 균열폭을 진동형식 균열계로
측정한 균열크기 측정 결과

할 수 있도록 이론식 및 실험에 의한 경험식을 도출하여 비
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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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시설물 Test Bed 구축

량 3개소, 사면 5개소, 터널 3개소, 지하철 2개소로 총 13개

본 연구에서 시범 구축되는 철도시설물 Test Bed는 철도교

소이며, 연차별로 Test Bed를 구축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6개소의Test Bed가구축되어시범운용중에있다.

25.0

화상분석카메라
와이어센서(OTDR)

10.0
와이어센서
(OTDR)

12

적외선센서

0.0
연직거리(m)

<그림 10> Test Bed 설계안(철도사면의 예)

THEME

강우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방안 연구

선진화된 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실시간 감시시스
템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 특성 및 현장 상황 차이에 따른

트워크 Test Bed를 구축하여 잠재적 위험요소와 불안전
성을 종합적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경제성 분석 수행으로

1. 서론

센서응용기술 및 센서 네트워크 기술 적용 극대화를 도모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 강우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

하고자 하였다.

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대표적

향후, 철도시설물의 Test Bed 운영에 따라 개발된 센서응

이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량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용기술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행하고, 안정해석기법 및 모

하나인 태풍은 북서태평양의 열대해상에서 연간 약 27개

듈의 시스템 적용성 평가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철도시설

정도가 발생되지만, 1998년에는 16개의 태풍이 발생한 반

물의 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 1967년에는 이보다 2배가 넘는 39개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발생빈도나 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태풍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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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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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안전관리 방안을 제공하며, 철도 시설물 안전관리 네

<그림 11> Test Bed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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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역사에서의 방재 모니터링 신기술

국가 주요기반시설물 중 하나인 철도시설물을 대상으로
낙석사면

낙석방지책
5.0

△ 분당선 한강 하저 터널의 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사례

5. 결론

20.0

15.0

2

△ 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❾ Padilla, J. D. et al. (1974),“Settlement of Structures on ShallowFoundation, A Probabilistic Analysis”
, Res. Rep. R74-9, MIT,
Cambridge, Mass

해마다 변동의 폭이 크다. 특이한 것은 매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일수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반
면,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는 물론 최근 전 지구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
로 생각된다.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던 2002년 태풍‘루사’
때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태풍‘루사’
는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상으로부터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면서 초속
30~50m의 강풍과 일 최고 강수량 871.0mm라는 경이적
인 기록을 세우며 전국을 초토화시켰다.
<그림 1> 태풍 루사로 인한 선로피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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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분당선 한강 하저 터널의 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사례
△ 지하철 역사에서의 방재 모니터링 신기술

THEME

K O R E A N

태풍 루사로 인한 홍수는 한강 유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
생하였다. 낙동강 유역의 안동댐이 1977년 댐 준공 이후

다. 그래서 전국 주요역사에 207개(표준거리 8~15km)의
우량계를 설치하고 관제실 및 시설사업소에 24개의 전광판

R A I L

T E C H N O L O G Y

에 없다. 그래서 기존의 강우경보시스템에서 제시한 운전
시간강우량[mm/hr]

규제기준에서 안전율을 10%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낮춰

(누적강우량, 시간강우량)
120

25년만에 처음으로 홍수조절을 위하여 방류하였다. 이는

을 달아 실시간으로 강우량을 측정하여 철도공사 LAN망을

서 총 5단계로 운전규제기준(안)을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100

태풍 루사로 인한 강우량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홍

통해 강우량 데이터를 전송하고, 누구나 쉽게 웹상으로 강

열차정지

이것을 가지고 각 지사별 재해업무 담당자 및 시설사업소

( , 80)

80

수로 주요 철도망이 또다시 전면 마비되었다. 이는 1995

우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강우가 발생

서행운전

직원들과 검토회의를 통해 각 우량계별로 적절한 운전규

( , 60)

60

년 8월 25일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재니스(Janis)에 의한

할시에는 관제실에 경보음을 발생하여 열차의 주의운전 및

제기준(안)을 조사하였다.
40

홍수 이후 2번째이다. 루사의 홍수로 경부선, 영동선, 정

서행운전, 열차정지의명령을발령하도록구축되었다.

주의운전
( , 30)

(200, 30)

(400,

도노선 207개소에서 노반이 유실되거나 철도교가 붕괴되

0

100

200

300

제기준(안)의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선로 조건이 좋

)
(450, 10)

(70, 10)
0

그 결과 강우시 수해발생 위험이 가장 적은 1단계 운전규

(100, 20)

20

선선, 전라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선, 함백선 등 13개 철

)

(450,

400

(500,
500

)
600

700

은 경부선 위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호남선이 4개소,

누적강우량[mm]

었다. 또한 설계빈도가 100년 이상인 국가하천 낙동강,

기타 4개소가 있었다.

감천, 황강, 남강, 금강, 탐진강 등의 22개소에서도 제방

<그림 3> 현재 강우경보시스템의 운전규제기준

이 유실되거나 누수가 발생하였다. 태풍 루사에 의한 철
시간강우량[mm/hr]

도의 피해 집계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2 효과적인 강우경보시스템 운영 방안
사령실

웹서버

시설반

총 280개의 피해 개소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영동선에서

강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우량계별

167개소의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 유형으로

로 강우에 대한 지역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운전

는 노반 유실이 20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선로 침수가 34

규제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재해

열차정지

100

( , 110)

서행운전

( , 90)

80
주의운전
60

개소, 교량유실이 11개소, 기타 16개소의 피해가 있었으며

1 단계

(누적강우량, 시간강우량)
120

<그림 2> 강우경보시스템 계통도

( , 60)

이력과 그 당시 그 지점의 강우량을 정확히 알고, 이러한
40

(200, 40)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강

이는 모두 열차 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임을 알

)

(600,

(350, 60)
(250, 50)

(550,

)

20

수 있다.

또한 웹상의 철도강우경보시스템(http://trainfall..egeit.

우량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운전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500,
0

<표 1>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현황
구 분

계

교량유실 노반유실 선로매몰 선로침수

계

280

11

207

경부선

18

1

2

영동선

167

7

129

경전선

23

20

경북선

20

정선선

9

기 타

43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재해이력은 있으나

우량 및 전국의 운전규제 발령 현황을 알 수 있으며, 각 우

그 당시의 정확한 강우량을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강우

량계별로 과거의 강우이력 및 운전규제 이력 데이터도 조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강우량은 기상청 정보에 의한 것으

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본부 시절에 구축된 강우경보시

로 기상청 우량계는 선로와는 상당거리 떨어져 있으며 지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누적강우량[mm]

- 경부선성환, 천안, 내판, 매포, 회덕, 심천, 영동, 황간, 김천,
신암, 아포, 구미, 약목, 신동, 대전, 옥천
- 호남선흑서리, 개태사, 논산, 강경
- 기타4 개소

34

16

8

7

18

1

스템이 철도공사의 지사체제 개편으로 관리의 소홀 및 무

역적으로도 한정되어 있어 수해발생 지점의 정확한 강우

1

2

인역의 확대 및 운전규제의 목적보다도 그저 강우량을 측

량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지역본부에서 지사체제로 바

15

2

3

3

2

1

정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207개의 우량계도 현재

뀌면서 과거 강우대장 기록도 상당수 소멸되었다. 따라서

38

3

2

는 156개소만 동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과거의 수해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확한 운전

또한 강우경보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운전규제는 <그림 5>

규제기준의 마련은 불가능하다. 단지 각 지역별 수해우려

1단계보다 안전율에서 10% 정도 감소하여 적용한 2단계

2. 강우경보시스템 실효성 향상 방안

와 같이 전구간에 획일적인 규제로 적용되어 있어서 강우

개소 및 홍수위 위험교량의 유무, 철도절개면 위험지역,

운전규제기준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검토된 개소는 주로

2.1 강우경보시스템 개요

에 대한 취약성이 노선별·지역별도 다른 기존선에서는

낙석우려개소 등을 고려하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시설사

경부선의 수도권 전철구간을 비롯하여 전국에 고루 분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04년 11월 강우시 열차의 운전을 규

실용적이지 못하여 경보가 발령하여도 실제로 운전규제는

업소 직원들의 경험과 각 지사의 재해업무담당자들의 의

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 강우경보시스템의 운전규

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강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견을 수렴하여 강우시 운전규제기준(안)을 정립하는 수 밖

제기준이 너무 안전을 의식한 소극적인 기준인 반면에 2

34

3

12

기 타

co.kr/)에 접속을 하면 각 주요역사에 설치된 우량계별 강

)

12

<그림 4> 강우시 운전규제기준(안) -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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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 강우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방안 연구
△ 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2

△ 분당선 한강 하저 터널의 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사례
△ 지하철 역사에서의 방재 모니터링 신기술

THEME

K O R E A N

단계 기준은 어느정도 한국철도 실정에 맞는 기준이라는

T E C H N O L O G Y

템이 적절하게 동작하여 수해발생 직전에 열차의 운전을
시간강우량[mm/hr]

시간강우량[mm/hr]

것을 의미한다.

R A I L

3 단계

(누적강우량, 시간강우량)

중지할 것을 정확히 경고한 사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5 단계

(누적강우량, 시간강우량)
120

120
열차정지

이러한 사례보다는 운전규제 경보는 울렸지만 실제로 수

( , 90)

100

100

해가 발생하지 않고, 열차의 운행을 중지해야할 상황도
80

시간강우량[mm/hr]

80

서행운전

2 단계

(누적강우량, 시간강우량)
120

열차정지

( , 70)

60

60

서행운전

40

주의운전

( , 70)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지금의 강우경보시
스템 운전규제기준이 너무 안전성에 치중해 다소 소극적

( , 50)

열차정지

주의운전

( , 110)

100

40
서행운전

(250, 40)

( , 40)

(500,

(150, 30)

( , 80)

80

)

(450,

( , 30)

)

(400,

(100, 20)

20

20

(400,

(100, 20)

(450,

(200, 30)

(350,

)

)

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조사했듯이 각

)

)

우량계별로 차별화된 운전규제를 세팅하여두고 매년 모

(70, 10)
60

주의운전

0

(3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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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2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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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2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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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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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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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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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0

300

400

)

600

200

300

400

500

600

700

<그림 6> 강우시 운전규제기준(안) - 3단계

<그림 8> 강우시 운전규제기준(안) - 5단계

700

- 경부선가리봉, 금정, 수원, 오산, 병점, 서정리, 평택, 중앙,
소정리, 전의, 상동, 밀양, 삼랑진, 물금, 구포
- 중앙선덕소, 양수, 양평, 용문, 석불
- 경춘선금곡, 마석, 상천, 춘천
- 기타33 개소

운전을 중지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운전
- 영동선현동, 석포, 철암, 통리, 고사리, 신기, 미로, 동해, 옥계, 정동진, 강릉
- 장항선온양온천, 도고온천, 예산, 삽교, 홍성, 광천,
주포, 남포, 간치, 판교, 장항
- 기타2 개소

누적강우량[mm]

규제기준을 조금씩 올리고, 이와 반대로 경보가 울리지
않는데도 수해가 발생하거나, 운전을 중지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기준을 점차 낮추어서 매년 우량계의 운전
규제기준을 업그레이드하면 차츰 불필요한 경보발령은
줄어들고 조금씩 그 지역에 알맞는 운전규제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수해데이터에 근거한 운전규제기준
시간강우량[mm/hr]

<그림 5> 강우시 운전규제기준(안) - 2단계

니터링을 실시하여 경보는 울리나 실제 수해발생이 없고,

누적강우량[mm]

- 호남선함열, 황등, 익산, 부용, 김제, 신태인, 정읍, 노령
- 중앙선양동, 간현, 원주, 제천
- 전라선삼례, 전주, 신리, 관촌, 오수, 서포, 주생
- 동해남부선해운대, 기장, 월내, 남창, 덕화, 효문, 모화
- 기타7 개소

)

500

100

)
누적강우량[mm]

20

0

0

이 아니라, 각 지역별 담당자들의 경험에 의한 정성적인

4 단계

(누적강우량, 시간강우량)
120

기준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운전규제를 시행하는 것
100

3단계 기준 적용이 적합하다고 검토된 개소는 주로 호남선

열차정지

( , 80)

서행운전

( , 60)

80

(8개소)과 전라선(7개소), 동해남부선(7개소)의 대다수 개소
60

은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현재로선 가장 근접한 운전규
제기준의 접근 방법이고 이러한 기준으로 각 우량계별 운

40

주의운전

단계 운전규제기준의 적용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다고 검토된 개소는 주로 중앙선(14개소)과 태백선(6개

05. 09. 06.
18:00

전규제 경보발령 기준을 다시 세팅하여 놓고 실제 운전규

가 있었으며, 그 밖에 중앙선(4개소)과 기타 7개소에서도 3

기존의 강우경보시스템에서 제시하는 4단계 기준이 적합

남창열차안전규제(안) 그래프

( , 30)

(200, 30)

(450,

제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매년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 필

)

(100, 20)

20
(400,

(7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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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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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2005년 9월 6일 18시경 동해남부선 남창역

누적강우량[mm]

과 덕하역에서 강우로 인해 강우경보시스템에서 운전정

소), 영동선(4개소)이 있었으며 기타 3개소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우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서 5단계 운전규
제기준 적용이 적합하다고 검토된 개소는 주로 영동선(11
개소)과 장항선(11개소)이였으며, 기타 2개소의 의견이 있
었다.

- 영동선영주, 문단, 봉성, 춘양
- 중앙선풍기, 평은, 마사, 안동, 운산, 의성, 탑리, 우보,
화산, 치악, 연교, 도담, 죽령, 봉림
- 태백선송학, 연당, 탄부, 예미, 증산, 고한
- 기타3 개소

<그림 9 >남창역 운전정지경보발령

지 경보가 발령된 기록이다. 당시 18시경 강우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 강우경보시스템에서 운전정지 경보가 울

이밖에도 수해발생시 수해발생지점 인근 우량계의 강우량

렸고, 이후 19시경에 실제로 남창역과 덕하역 사이에서

을 체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화물열차 2량이 탈선하고 5개 열차가

2005년 9월 6일 18시 40분경 동해남부선 호계역과 호문

운행이 중단된 사고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 강우경보시스

역 사이에서 수해로 철로 7m가 유실된 당시의 누적강우

<그림 7> 강우시 운전규제기준(안) - 4단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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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임용현, 철도 수해 백서, 철도청, 2002-2003

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 예산편성 및 유지보수 등의 어려움으로 실용화

시스템의 운전규제기준은 한가지 기준으로 전 우량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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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종합방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선과 같은

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의 수해데이터

선로조건이 좋은 선구에서는 경보가 발령하여도 사고 확

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강우에 대한 열차 안전성이

률이 낮아서 운전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태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 철도공사에서도 수해 위험지역에

백선과 영동선, 경전선 등의 일부 구간에서는 경보가 발령

알맞은 홍수위 감시시스템 및 세굴 검지시스템, 철도절개

되지 않는 소량의 비가 내려도 열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면 감시시스템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면 강우경보시스템

구간이 있다. 이것은 지금의 강우경보시스템이 지역별로

과 함께 완벽한 철도종합방재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사

강우에 대한 취약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료된다. 또한 종합방재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상시

경보가 발령되어도 운전규제를 시행하기에는 신뢰성이 부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해데이터 관리와 함께 자연재해에

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우경보시스템의 실효

대한 장기적인 열차안전운행 확보방안을 수립하는데 노력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규제기준을 지역별·노선별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화하고 이를 각 우량계별로 적용하여 강우경보를 발
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신뢰성 있게
강우경보가 발령되어 강우시 열차의 안전성 향상을 기대

2차년도[가평전교랑]
홍수위감시시스템및
세굴검지시스템설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적절한 운전규제기준을 정립
하기 위해서는 수해 발생시 정확한 강우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각 지역별로 강우경보시
스템의 웹사이트에 기록되는 수해 발생시 강우량을 철저

<그림 10> 강우경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강우데이터

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교량과 하천 주변에 있는 선로에서 수해 발생시

3. 강우에 대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강우경보시스템만으로 강우시 열차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
은 아니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타

3차년도[양지전교랑]
홍수위감시시스템및
세굴검지시스템설치

열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수위 감시시스템과 세굴
검지시스템, 철도 절개사면 감시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

지역에 내린 비가 유입되어 그 지역 선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강우경보시스템의 실효성 증진과

경우가 있다. 특히 교량이나 선로 주변에 하천이 있는 지

함께 홍수위 감시시스템, 세굴 검지시스템, 철도 절개사면

역이 그러하다. 이러한 곳에는 홍수위 감시시스템이나 세

감시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면 강우에 대한 종합방재시

굴 검지시스템 및 철도절개사면 감시시스템의 도입이 필

스템이 완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강우시 열차의 안전운

요하다. 이런 시스템은 이미 국가 R&D사업으로 개발이

행을 확보할 수 있다.

완료되었으며 홍수위 감시시스템 및 세굴 검지시스템은

38

<그림 11> 홍수위 및 세굴검지시스템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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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안전체계”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

SmallScale test

Temperature

Real-Scale test

는 것이 중요 목적 중 하나다. 이를 위하여 차량분야의
Fire Modeling

‘철도차량 화재위험도 평가 지침서’
와 시설분야의‘철도
터널 화재위험도 평가 지침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Fire Scenario
Flame
Spread

Egress
Modeling
Smoke
Movement

를 통하여 철도안전법의 시행 체계인 철도차량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과 시설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운영

Fire
Growth

Toxicity

Fire Safety
Evaluation

<그림 1> 철도차량 화재위험도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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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중화된 체계이므로 종합적인 화재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적으로 동일한 시나리오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
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

1. 서론

방하여 설계할 수 있는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안전한

침의 목적 중 하나다.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

에너지효율성이 높고 정시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철도교

자재와 구조가 설치 되도록 시험 검사할 수 있는 평가 설

절차와 시나리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실

통은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의 대중교통으로서

비를 구축하며, 지능형 화재감지나 배연설비 등 일부 핵심

질적인 평가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성 데이터베이스와 해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철도교통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석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본 과업의 목표 중 하나다. 구체

시스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으로 가정된 사고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을 확보하지 못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대책 기술의 혁신 또한 지속적

2. 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확률분포 그래프와 통계적 처

으로 요구된다. 이를 목적으로 하는 철도종합안전기술개

본 과제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철도시스

리 기법도 그 것 중의 하나다. 그 외에도 발생될 수 있는

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템 화재안전도 예측 기법 정립, 화재안전성능 평가 설비

사고의 심각도를 산출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공학 시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과제’
는 철도분야에서 중대사고의

구축, 안전설비 표준화, 화재제어 장치 성능평가 방법 및

뮬레이션에서의 주요 설정요소 대한 지침도 연구되고 있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철도 화재사고 분야의 기술개발 과

통합화재 제어체계 개발이 그것이다. 과제에서 추진하고

다. 이러한 모든 절차에서 최대한 공학적 검증이 가능한

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제는 2005년 11월부터 5년 8개

있는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과 성과물에 대하여 간단히 소

방법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침이 수

월간 150억원 규모의 연구비가 투자되어 한국철도기술연

개하고자 한다.

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자는 것이 이 과업에서 진행되

구원을 핵심연구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현대로

연기거동 가시화 장치

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템을 포함한 8개 세부과제에서 12개 국내 산학연 연구기

2.1 철도시스템 화재안전도 예측 기법 정립

보면 될 것이다. <그림 1>은 위험도 평가 절차에서 화재사

관, 매릴랜드 대학을 포함한 3개 외국대학, 6개 참여기업

모든 사고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

고의 심각성으로 진전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시험결과와 결

이 출연하고 있으며 연평균 8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이 최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과적인 사고결과의 표현에 요구되는 해석 체계를 나타내

있다. 이 과제의 최종목표는‘철도화재 안전도 예측기법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선진화 되

고 있다. <그림 2>는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개발 및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과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

어 있다. 바로 철도안전법이다. 우리 과제에서도 철도화

하는 모델해석이나 축소 모형 시험 등의 다양한 방법론의

발’
이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철도에서 다시는 대구참사

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만들기 위

사례를 보여준다.

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예

하여 철도안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위험도 예측기법에

40

철도차량 축소모형 시험

화재 거동 기류속도 벡터장
<그림 2> 다양한 방법의 화재해석 방법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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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설비 구축

나가는지 평가하는 화염전파 시험, 탈 때 얼마나 많은 열

재는 도로터널에 비하여 발생률이 낮지만 우리나라를 포

안전성능 평가 설비 구축 세부 분야에서는 정부가 제안하

이 나와서 다른 재료가 이차적으로 타도록 도와주는지 평

함한 각 국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일단 철도터널

고 있는 각종 화재안전 기준과 안전도 평가 지침에서 제안

가하는 발열량 시험, 얼마나 많은 연기나 유독성 가스가

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

하고 있는 성능검사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설비를 구

나와서 사람들을 질식하게 하는지를 평가하는 연기밀도와

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각국의 경제성장과 교통시스템 증

축하고 있다. 특히 화재분야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지

가스유독성 시험 등이 직접적인 규정사항이다. 이보다 상

가에 따른 철도터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산악 및

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긴급한 안전

세하게 설명하려 치면 지나치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관련

하천이 많은 국내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규정 정비와 관련 평가 설비의 구축을 요구받았던 터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외면하고 말 것이다.

터널길이도 점차 장대화 되고, 심대화 되어짐에 따라 터널

철도화재안전분야의 성능평가설비 구축사업은 철도차량

<그림 3>을 통하여 한번 눈 여겨 보는 것으로 족하다.

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위험률은 더욱 높아지게 된 것

에 대한 중대 규모의 화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

이다. 따라서 다양성이 해악될 수 있는 핵심안전 설비에는

화재안전성능 평가 설비를 비롯하여, 차량 및 철도시설에

검증된 표준 설계사양을 제안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사용되는 각종 내장재의 난연특성, 발열량, 연기발생량,

것이다.

독성가스 발생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10여 종의 시험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핵심기술은 상기에서 언급한 화

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2009년 7월 까지 전체 계획의

재위험도 평가 기술과 연계되어 있다. 실험과 컴퓨터를 이

약 7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다양한 사양에 대한 설계검증

화재 사고가 방생하지 않도록 요구되어 오던 고전적인 원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여기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표준

칙은 불이 나더라도 탈 재료가 없게 하자는 불연재료 규정

<그림 4> 중형화재성능설비 및 응용시험 사례

사양으로 채택하는 안전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차량의 중량을 무겁게 하여

지금까지 차량의 내화성능 기준, 지하역사 승강장 매점 등

수송효율을 저하시키거나, 차고 딱딱한 금속 의자를 사용

에 관한 표준 설치 기준이 제안되었으며 향후로는 10km

하도록 하여 안락함을 떨어트리거나, 불필요한 건축 비용

이상의 초장대 터널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난역과

을 늘이는 등 경제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볍고

경사통로 등의 표준설계 기준이 제안될 예정이다. <그림

따듯하면서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거

6>은 2009년 4월 수행된 지하철 간이매점 모델의 화재시

<그림 3> 철도차량 난연성능 평가 시험 장비

나 불이 나더라도 초기에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대응능

험 사진이다. 이 시험을 통하여 조사된 승강장 매점의 화

력을 가지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최근의 안전관리 방

<그림 4>는 지금까지 설치된 설비 중 가장 대표적인 중형

재규모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 대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향이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

화재성능시험설비의 설치 장면이다. 이 밖에도 철도시설

이 연구부분에서 수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구난역의

는 점을 위험도 평가절차를 거쳐 공학적으로 입증하고 사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95호)에서 규정

용하라는 것이 이를 허용해준 보상 논리다. 이를 입증해주

하고 있는 터널의 제연, 배연성능시험의 수행을 위한 제연

는 다른 방법론의 대표가 각종 화재시험 기준을 통과하는

배연설비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9년 5월에

것이다.

는 구축된 계측 설비를 이용하여 신규 개통한 9호선 지하

2.3 철도시스템 안전설비 표준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난연재료 기준은 2003

철 터널에서 배연성능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본 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번째 세부 분야는 철도차량

년 12월과 2004년도에 개정된 차량안전기준에 따르고 있

환기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철도터널에서 본 장비를 이용

및 역사, 터널 등에 설치되고 있는 각종 화재안전설비에

다. 시험 대상인 재료가 타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농도를

하여 성능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대한 표준화 작업이다. 안전설계 사양에 대한 표준화 작업

평가하는 산소지수 시험, 화염이 얼마나 빠르게 멀리 타고

42

<그림 5> 철도터널 배연성능 측정 시스템

역시 사고 예방측면에서 효과가 높다. 철도터널에서의 화

<그림 6> 지하승강장 매점의 표준설계를 위한 화재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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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자기부상열차와 같은 초고속 열차에 적용할 예
정으로 개발되고 있는 철도차량용 지능형 복합식 화재 감

CO2

지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지능형 배연시스템은 현재 설치

유/무선통신감지제어모듈

되어 있는 역사 및 터널의 배연설비를 감지시스템과 연동
하여 합리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
는 장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철도차량용 지능형 화재감
(지능형) 감지기개발및성능평가

지 시스템은 연기, 불꽃, 온도 3중 복합식 조기감지 센서
와 오작동 방지장치를 탑재하여 개발되었으며 지난해 단
제연설비의한CO2 차단

교행터널에서의압력 분포

<그림 7> 구난역 해석을 통한 설계요건 분석 연구

통합제어시스템
성능평가

품 성능 시험을 거쳐 현재 경산에서 시험 운행 중인 경량
전철에 시범 적용되어 실차성능 평가 중에 있다. 시범 적
용중인 시스템은 무인 운전되는 경량전철의 특성을 고려

표준 설계 지침은 특히, 향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

하여 화재제어시스템과 경량철도 통신체계(TCMS)와 연

다. 철도 고속화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선로 직선화는

동하여 차량 화재 감지 시 사령실로 열, 연기, 불꽃 및 이

산악지대가 많은 나라에서는 수많은 장대터널 건설이 불

미지 정보를 전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장치는

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구난역간 거리 구난역

지난 4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2009 하노버 산업박람

내의 안전지대 규정과 그리로 통하는 통로간격, 외부 안전

회에 출품되어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자동) 소화설비성능평가

성능평가예비시험사례
자동소화설비성능평가
시험예측

지대로의 대피 수단 등과 구난역에 진입한 화재차량의 소
화대책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Camera Cable
Camera Cable

2.4 철도 화재제어 장치 성능평가 방법 및 통합화재
제어체계 개발

<그림 9> 화재 감지 및 소화설비 성능평가 연구 체계

Camera Cable
Camera Cable

장치의 경우를 중심으로 철도차량용 소화설비의 성능평가
<그림 8> 철도차량용 지능형 화재감지 시스템 구성도

지침이 2010년 제안될 예정이다.

화재 피해는 대부분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화재진화가 안
되거나,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 등에 의해 화재 발생에 대

그 밖에도 철도차량과 역사 설비 등에 범용으로 적용될 수

3. 결론

해 늦어진 인지, 화재 시 발생하는 독성 연기에 대하여 부

있는 소화설비의 성능평가 방법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설

지금까지‘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기술개발’

적절한 제연 및 피난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화재

비기준에도 구체적인 제품의 사양을 정해주는 사양적 지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가 발생한 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침(prescriptive guide)과 설비 전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소개하였다. 다른 프로젝트에 비하여 복잡한 체계를 가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성능적 기준(Performance-based regulation)이 있는데

고 있고, 연구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얇은 물이 되지

본 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 번째 세부 분야가 화재피

최근 화재 안전기술의 요구에 맞도록 하는 성능적 기준을

않도록 늘 경계하는 것이 책임자나 연구자들의 하나같은

해저감을 위한 철도화재 제어장치 성능평가 방법 및 통합

지향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를 위해

고민이다. 우리가 목표하는‘완전한 철도’
는 한 번에 얻어

화재제어 체계 개발이다.

서 철도차량과 역사 방호 대상공간에서의 엄밀한 화재시

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우리 철도가 달려

핵심적인 화재안전장치 개발 대상으로는 장대철도 터널이

나리오에 따른, 실물화재 실험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철

갈 꿈의 언덕을 실현하는 데 큰 삽으로 보태는 것이기를

나 지하철 구간에 적용하게 될 지능형 배연시스템과 무인

도차량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미세물분무(Water-mist)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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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한강 하저터널의
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사례

R A I L

T E C H N O L O G Y

2.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

3. 재해요인 분석 및 설계기준

<표 1> 한강하저터널 방재설계 기본방향(SWOT)

3.1 국내·외 재난사례분석
3.1.1 사고유형분석

인간존중

구조물안전성·기능성향상

·비상방수문, 침수 방지 시설구축
·여론조사 : 승객중심의 설계
·시공중 핀난안전성 검증

·세그먼트 누수대책
·터널내 피난동선 개선
·운영중 배수 시스템 개선

·1971년~1997년까지 보고된 해외철도 또는 지하철 터널
사고 176건 중 48%가 화재로 발생되었으며, 화재예방
및 피난이 중요하였다.

안전한
하저철도
건설
·오바야시(일본),
고려대 방재 연구소와 수방설계
·라마이어(독일), 시립대 방재
연구소와 방재계획

황승현│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품질안전팀 차장, 건설안전기술사 (tapies21@korea.com)

·비상시나리오 작성
·누수·화재 감시체계 구축
·다양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

국내외 선진 기술반영

김기철│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걸선 1처 과장, 재난관리사 (kkc@krna.kr)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표 2> 터널 내 사고유형 분석
운송형태

지하철

철도

미확인

합계

총사고

126

47

3

176

화재관련

58

26

1

85

한강하저 터널의 안정성 확보

화재관련 사고분포

화재원인

1. 서 론

44m 깊이의 수직구를 만들어 장비를 조립한 후 굴착을

대구지하철화재, 홍지문터널화재 등 밀폐된 지하공간에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화재와 수해 등의 재해 등 발생

서 화재나 침수 등이 발생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

가능한 모든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계의 기본방향 및 재해

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상세한

요인분석, 설계기준, 운영중 터널누수감지 시스템 계획,

검토를 수행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방재설비 설치계획, 비상시 재난방지 시스템 등을 검토하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 왕십리에서 선릉을 잇는 분당선은

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내 최대 구경인 지름 8m의 터널을 뚫는 굴착장비인 쉴

분당선 한강하저터널의 현황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총연

3.1.2 수해사례분석

드로 공사하고 있다. 하저터널은 한강 바닥에서 약 20m

장 1,692m의 3공구 중 피난연락갱 2개소를 포함한 쉴드

<표 3>과 <표 4>에서 국내·외 수해사례 조사결과를 나타

아래 경암층을 통과한다. 터널 굴착 전 성수동에 지하

TBM 연장이 845.5m이다.

내었다. 검토결과 시공중에는 예측치 못한 불량한 지반이

미확인
2%

단락 전선접촉
5%
5% 누전
27%
철도
27%
방화
33%

지하철
71%

스파크
27%
절연불량
26%

출현하여 수해가 발생하였으며 운영중에는 정거장과 환
올림픽대로

청담정거장

청담동

·본선 방수문 설치
·수위계에 의한 누수 감지시스템구축
·고수압 대응이 우수한 시공장비 선정

기구를 통한 월류로 터널이 침수되는 피해가 주로 발생하
였다.

환기구#6

5. 정거장차수판
3. 누수감지기

강변북로

<표 3> 시공중 수해 사례

환기구#5
성수동

환기구#4

피난연락갱#2
피난연락갱#1

8. 피난유도설비

9. 피난통로

지반조건

내용

원인분석

5-18공구
(한강통과구간)

NATM
(발파, 기계)

호상흑운모
편마암, 단층존재

·시공중 붕락 발생 및 홍수시 터널 완전 침수 발생
·접속부 누수과다

·한강 홍수위 예측미비
·단층대 및 지반조건 예측미비

광주도시철도

쉴드
(EPB)

화강편마암
화강암

·접속부 누수과다
·예측치 못한 암반출현

·발진·도달부 세그먼트 지수 불량
·연결재 선정의 문제점

덴마크
Big belf해령

쉴드
(Slurry)

연악층
석회암 등

·66m의 수압작용
·3~8m3/sec 해수유입으로 침수

·고수압 대처 미비
·장비운영능력 저하

일본세이칸터널

NATM
선진도갱

퇴적암
안산암

·240m해저에 성공
·80m3/min 해수유입으로 터널 침수

·지질이상대 예측미비
·차수공법의 부재

국내

1. 본선방수문

4. 환기구차수판
뚝도정수사업소

개요

구 분

7. 방화문

6. 환기구배수시스템

해외

<그림 1> 분당선 한강하저통과구간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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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역사에서의 방재 모니터링 신기술

K O R E A N

<표 4> 운영중 수해사례
사고시기

노선

1998. 5. 12
(일강우량 77mm)

지하철 7호선

·중랑천의 임시제방 범람에 따른 침수로 도봉산 ~ 건대입구 구간 운행중단

지하철 2호선

·인근 6호선 공사 현장을 통한 합정역 침수로 일시운행 중단

지하철 7호선

·환승통로를 통한 물 유입에 따른 도봉산역, 태릉입구역 침수로 일시운행 중단

지하철 3호선

·도로침수로 출입구와 환기구를 통한 물 유입, 일시운행 중단

지하철 2호선

·분당선 3공구 공사장 연결통로의 물막이벽 붕괴에 따른 선릉역의 침수 발생

지하철 2호선

·공사장에서 우수 유입으로 인한 신당역 침수로 성수 ~ 을지로 3가역 일시 운행 중단

지하철 3호선

·출입구로 노면수 유입으로 인한 대치역 침수로 도곡 ~ 수서 구간 일시 운행 중단

지하철 7호선

·인접건물연결 통로로 우수 유입되어 고속터미널역사 침수로 청담 ~ 내방구간 일시 운행중단

구분

국
내

<표 7> 영불해협 유로터널(1999년 11월)

1998. 8
(일강우량 316mm)

사
례
2001. 7. 15
(일강우량 310.1m)

침수 피해내용

원인분석

준비된 방재시설로
피해최소화

방재시설미흡/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월류로 인한 침수

·피난연랑갱(375m 간격)
·감지시스템(연기, 적외선)
·연결송수관(ø250mm)
⇨ 인명피해 전무

·화재안전기준 미달 및 소방시설 미흡
·종합사령실의 초동조치 미흠 및 종합
방재시스템 없음

·입·출구부
수방대책 미비
·펌프용량 부족

<표 9> 홍지문 터널 화재사례(원인분석)
❷정전으로천장의환기
시설이20분간작동안됨

❸승용차탑승객
들걸어서입구쪽
으로탈출

❶미니버스와테라칸승
용차추돌후화재발생

<표 5> 수해 사례분석에 의한 설계 적용사항 검토

방향제어시추

적합한 장비 선정
커터개선

차수판설치

2단스크류톤베이어

<표 10> 화재사례 분석에 의한 설계 적용사항

·하저·해저터널 고수압 작용 위치파악 필요

·집중호우에따른 정거장, 환기구 검토 필요

·이상 지반 출현으로 공기 지연

·고수압에 적합한 장비검토 필요

·차수대책 필요

·고수압대응에 뛰어난 EPB 쉴드적용

·수리·수문 검토를 통한 환기구 높이 계획

·장비부위별 누수대책 및 특수부품적용

·빗물, 오물 유입 차단을 위한 환기구 형식 계획

3.1.3 화재 사례분석

·터널내 탱크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
·폭발상황에서 24시간 연소

2명

1968년 1월
일본영단지하철

·역과 역사이의 전차바닥에서 연기발생
·회송도중 운전불능 및 불길확대

11명 부상

1988년 9월 21일 일본近畿 철도
1979년 1월 14일
미국센프란시스코만 해저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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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상황

·침대차 식당칸에서 발화
·정전과 연기, 열기로 인해 다수 사상자 발생

사망 30명
부상 714명

인명피해상황
·소방시설없음

·화재위치까지의 소화용수 공급필요

·비상시 피난을 위한 유도, 조명시설 필요

·소방서, 병원, 경찰서 등과 신속한 연계

·화재발생 예측을 통한 충분한 호스길이 산정

·비상전원 체계 구축

·비상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화재대비 교육/훈련
·비상시 관련기관 자동통보

·연결송수관 및 50m 간격의 방수구

·유도음부 점멸형 유도등

·집수정 지하수를 소화용수로 활용

·무전원의 발광띠

<표 12> 터널 내 비상시 수위기준

일본터널협회와 서울지하철 설계기준을 검토<표 11∼13>

·터널내 맨홀 송전케이블에서 발화
·전차는 터널내 연기확인직후 정차

사망 1명
부상 57명

·감시설비 미비
·발화성재료 적용

·차량 회로차단기의 고장에 의해 발화후 터널에서 비상정지
·승객은 반대편 열차로 구출함

사망 1명
부상 10명

·2차사고 대책미비
·비상설비 불충분

구분

수위(cm)

비고

주의단계

3

경보단계

30

일본터널협회(1999)
경보단계 : 사람이 걷기 힘든
수위

하여 터널 내 허용누수량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표 13> 터널내 비상시 수위기준(문을 열 수 없는 수위)

·비상차계 미구축
·안전교육 미흡
·초기진화 실패
·2차 사고 대책 미비

정전방지/비상통신시설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필요

3.2.1 수방기준
화재개요

1971년 11월
프랑스국유철도

1972년 11월
일본JR북륙터널 (L=13.8km)

소화수공급

3.2 설계기준검토

<표 6> 해외 화재사례(원인분석)
화재사례

·남산터널에 화재시 소방방재본부
로 자동통보 가능한 자동화재감지
기 설치 및 추후 피난 연락갱 신설
·방화문 설치 예정

50x50 알미늄바

·단층대, 파쇄대 예측 미비로 침수

⇨ 정밀·정확한 지반현황 예측

사건이후 서울시 조치사항

환기구, 정거장 수해 대책

방재시스템

·파쇄대 확인을 위한 방향 제어 시추

·관리자의 제연팬 작동미숙
·과부하로 전력 차단됨
·환기시설 19분간 미작동
·피난통로 간격 750m
·방화문 없음

구동축개선

단층대L=60

·3D 전기 비저항 탐사

T E C H N O L O G Y

<표 8> 국내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2003년 2월)

❹15분후반대차선
터널로소방차진입

정확한 지반 예측

R A I L

<표 11> 터널 내 허용누수량
구분

허용누수량(m3/km/min)

쉴드터널

0.5

환기구구간

2.0

정거장구간

2.0

NATM구간

3.6

비고

구분

수위(cm)

안에서 밖으로

26

밖에서 안으로

37

비고
일본터널협회(1999)

일본터널협회(1999)
서울지하철
설계기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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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방설비 사례

수직강하식
(SECTION)

<표 14> 터널 내 허용누수량
구분

설치장소

서울지하철

5-18, 42, 43 공구

부산지하철

230, 311 공구

대구지하철

2호선 3공구

비고
롤러게이트형
수직하강식

FLOW

Swing식

<표 15> 해외 적용사례
수문명

설치위치

中野 兩基地
DORTAL

九 內線 中野 兩基地
內基点

大手町

半感門善 起点

新川

東西線 中野基点

新富町

Swing 식
(그림 2)

FLOW

수가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배수대책이 요구된

한강하저통과구간이 세그먼트 라이닝에 의한 방수터널로

다. 파쇄대 위치를 감안해 수위계를 배치하여 누수 위치

계획되어, 고수압이 작용됨 따라 세그먼트 이음부, 시공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누수량이 Q=0.2㎥

불량개소, 연약파쇄대 등에서 누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min/km이상일 경우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이러한 누수발생시 궤도부 침수, 연결부 부식 등에 의한

하였다. 누수로 인한 터널내 수위가 20㎝이상이면 경보발

강성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초기대처

령을 내리고 CCTV 및 육안으로 누수상태를 최종확인 후,

가 늦어질 경우 침수 등의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이

필요시 비상 방수문이 작동하도록 방재시나리오를 구성

러한 하저구간의 특성상 누수감지 시스템이 필요하며, 누

하였다.

<표 18> 터널 누수감지시스템
수위계를 이용한 누수감지 시스템

선형 누수·뉴유 감지기

초음파 우쉬 감지기

고성능 수위계

수직 강하식
(그림 2)

有榮町線 和光市基点

T E C H N O L O G Y

4. 운영중 터널누수감지 시스템 계획

구분

有榮町線 和光市基点

巳

(PLAN)

수문형식

R A I L

<그림 2> 수문형식
감
지
기

3.2.3 화재기준

누수

국·내외 화재관련 설비 기준을 조사하여 방재시설물 설치 및 배치시 기준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16> 국내·외 화재관련 설비기준
적용항목

구분
국내

서울지하철

제연설비

제연풍속 2.5m/s 이상, 본선 환기팬 겸용

정거장 관련

외부출입구, 계단, 승강장 관련 기준제시

제연설비
NFPA
130
(미국)
해
외

일본

영국

·지하수위 장기 관측에 적합

·초음파 반사를 이용한 수위 감지

·극소량의 누유·누수감지

특징

·최소 설치 공간 필요

·케이블 연장용이

·액체에 의한 저항 변화로 누수 감지

·높은 정밀도, 내구성

·설치 공간 비교적 큼

·선형설치로 누수위치 파악 용이

적용성
평가

·뛰어난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

·설치용이, 유지관리 용이

·소량 누수 감지에 적합

·높은 정밀도로 비상대처 능력확보

·수위감지에 널리 쓰임

·하저구간 고습으로 빈번한 오작도 예상

적용

·하저구간 적용(8개소)

환기구 집수정(2개소)

-

상세기준내용

대피시 본선 환기팬 기류제어, 250°
C에서 1시간 이상 작동

피난 연락갱

244m 이하 간격, 1.5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 설치

비상탈출구

381m 이하 간격

연결송수관

직격Ø100mm 이상의 건식, 모든 지하철에 설치

비상조명

비상시 2.69lux 이상

터널조명

1,000m 이상 터널에서 44m 간격으로 설치

유도표시

최대 100m 간격

통신설비

경보·통신설비 250m 이내 설치, 불연성 전선 사용

피난통로

터널내 피난통로 설치

수직구

3,000m 간격으로 설치, 경제성 고려

5. 방재설비 설치계획
·국내 철도 관련 방재시설규정은 모두 동일한 규모의 방재설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한강하저터널통과구간의 방재시설은 국내외의 통상적 설치규정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계획
방광띠

피난연락갱

CCTV

유도등

3.2.4 화재관련 설비사례
<표 17> 국외 화재관련 설비사례
Lotschberg

Veglia(이)

터널연장

54km

50km

57km

18km

제연설비

급·배기

50km

57km

18km

구난역

2개소

X

X

1개소

서비스터널

X

O

O

O

구분

50

Gotthard(스) Channel(영)

방화문

·장대터널 중심으로 방재설비 증가
·국내에서는 영동선이 유일하게 방재설비 구비(대우건설 시공)

선형, 화재감시기
대피통로
연결송수관, 방수구

<그림 3> 분당선 하저터널 방재설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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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환기구내 피난계단 검토 (안전지대로 설계 ⇨ 비상탈출구로 활용가능)

안전
지대로
탈출

피
난
계
단

수해

·피난계단으로 연기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본선과 환기구 피난계단 사이에 방화벽(갑종방화벽)을 설치

수위 Date

누수감지·위치

·신선한 공기의 유입과 연기의 유입의 2차방지를 위하여 피난계단용 환기팬을 별도로 설치
온도(화재) Date

·피난계단을 통하여 안전한 외부로 연결되도록 설계함 ⇨ 비상탈출구로서의 활용 가능

<그림 4> 피난통로
<표 20> 피난연락갱 및 비상탈출구 검토

화재

·이상여부감지

화재 감지·위치

·사고지점, 규모파악

영상 Date

비상방수문가동

소화용펌핑(집수정)

연결송수관을 통한 화재진압

비상제연시스템

비상조명, 피난 유도 시스템

터널내 영상정보

전동차 운행정보
설치사유

(사고인지)

배수펌프가동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등 연락

재해본부연락
터널내 운행속도·위치

적용간격

전동차 운행여부 판단(기관사)

비상방송

·방화문 설치로 1차 피난개념 적용
피난연락갱

T E C H N O L O G Y

<표 21>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개요도

·환기통로(제연통로)와 완전분리로 화재 발생시 절대로 연기, 열의 유입이 없음

구분

R A I L

200m

·열차의 길이 200m를 고려하여 어떤경우에라도 최적의 피난이 되도록 계획함

다양한 방법으로 이상징후 감지

유관기관 협동, 긴급구난체계 구축

승객대피
구조/진압

승객대피

화재대응시설의 자동연동

·추가 피난(2차탈출)이 필요하므로 최소의 간격 적용으로 피난 안전성 확보
·환기구 #4, #5에 피난계단을 설치하여 안전한 외부로 이어지도록 설계
비상탈출구

323m

·환기구 #4, #5를 비상탈출구로 활용

<그림 5> 환기구내 피난계단

·비상탈출구까지의 거리기준(NFPA 130 기준, 381m)을 적용하여 계획

<표 22> 누수 및 화재감지 시스템 개요도
누수 감지 시스템

통합 제어반

누수 감지 경보발생

외부안전지역

외부안전지역

누수 감지

누수 감지기

CCTV 제어반

경보발령(관리자인식)

상태 확인
846m

피난
완료

피난
완료

배수 탱크 고수위 발생

수 위
변화 확인

YES

CCTV 확인(누수확인) YES

사령실통보

배수 탱크 수위 확인
환기구[#5]내
피난계단

방수문제어기

환기구[#5]내
피난계단

방화문
1차탈출완료

방수문 CLOSE

추가탈출필요
323m

200m

323m

비상탈출구까지거리적용
[NFPA : 381m]

피난연락갱간격적용
[NFPA : 244m]

비상탈출구까지거리적용
[NFPA : 381m]

NO

유관 기관 전파(열차 정지)

상황종료

화재 감지 시스템

통합 제어반

화재 감지기

<그림 6> 피난연락갱 설치간격
제어반

경보발령(관리자인식)

화재감지기 경보 발생

6. 비상시 재난방지 시스템

되어야 한다. 한강하저 터널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6.1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개요

와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한 상시 자동감지시스템을 구축

통합관리시스템은 비상사태시 조기감지 기능이 우수하여

하였으며, 통합제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계획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

여 비상시 대처능력을 개선하였다.

52

YES

유도동제어기

화재확인

환기팬제어기

NO

환기팬 가동

상황종료

YES

사령실통보

유관 기관 전파(열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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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터널내 수해발생시 대처요령

6.3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환기구#6

누수시
Q > 0.2m3/min/kin
⇨ 긴급 보수 등
·수위 > 20cm ⇨
비상수문 가동

B
A

A

A

A

A

B

성수
정거장

청담
정거장

환기구#5

환기구#4

A

: 환기구 - 정거장
(환기구)사이

관리자

배수펌프가동, 대량누수시
비상방수문 가동

관리자

그라우팅 긴급보수(그라우팅)
대량 누수시 비상방수문 가동

환기구#3

B

C
환기구#5

환기구#4

감지기
승객,
승무원
CCTV

감지기

환기구#6

A
성수
정거장

화재통보
자동
속보기

<그림 7> 수해발생시 시나리오

T E C H N O L O G Y

7. 결 론

집중호우시 정거장
및 환기구에서 월류시
환기구#3

R A I L

청담
정거장

: 피난연락갱
- 환기구사이
: 피난연락갱
- 피난연락갱사이

승객대피 / 화재진압

유관기관 출동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

한강하저터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재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외 설계기준 및 화재사례 등을
통하여 터널내 대피통로, 환기구내 피난계단, 피난연락갱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밖에도 유도등, 발광띠, 피난계
단, 안전손잡이 등의 유도설비를 설치하여 피난시간을 단
축시켰다. 누수나 화재 등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이

화재진압
및
구조

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단계별 상세한 대
응방안을 계획하였다.

<그림 8> 화재발생시 시나리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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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서의 방재모니터링 신기술

박덕신│철도연 철도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dspark@krri.re.kr)
조영민│철도연 철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 (ymcho@krri.re.kr)
권순박│철도연 철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 (sbkwon@krri.re.kr)

1. 서 론

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 및 터널에서의 화재, 독가스 테러,

이유를 다른 시설에 비해 역사의 감시가 덜한데다 자살을

국내 지하철의 모니터링시스템은 몇 개의 유선센서를 이

시도할 경우 막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용하여 온도, 습도, 화재감지기 혹은 특정 대기오염을 모

국토해양부는 승강장에 스크린도어와 선로 변에 안전울타

니터링 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소지점에 대한 유선 방식

리를 설치했다. 특히 총 486개 지하철 가운데 2005년까지

은 <그림 2>의 지하역사와 같이 공간구조가 복잡할 경우

102개역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으며, 2006년에는

측정지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대표적인

44개역, 2009년 이후에는 195개역에 추가로 스크린도어

모니터링 값을 추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측정센

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를 설치하여 통계적인 환경측정값이 필요할 경우 무선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

광역 방식의 USN 기술이 필요하다.

행해 시민 2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국내 지하철의 재난예방 및 대처시스템은 <그림 3>에 나

바 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영등포역과 롯데백화

타낸 것과 같이 화재감지기와 제연 팬의 운영현황을 파악

점 사이 공용통로에 설치된 것으로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지하 역사를

터가 역방향으로 작동하여 타고 있던 시민들이 넘어지면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서 작동되는 화재감

서 다쳤다고 소방 당국은 보고하였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

지기의 위치를 파악한 후 구역별로 급기와 배기를 실시하

승객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2. 지하철 사고사례 분석

이터에서는 2005년에도 백화점 직원의 실수에 의한 오작

는 방식이다. 주로 화재발생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구성

다. 따라서 주변 지하철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피해

도시인구의 증가와 과밀화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동으로 70대 노인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되었다.

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재난 감

급증하고 있다. 지하철은 지하역사 시설물의 노후화 및 운

방화 및 환기실내의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행 장애에 따른 사고, 투신 및 추락에 의한 사고, 화재 등

했으며,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멈

은 무선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기술이다. 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춤, 엘리베이터의 고장 등 다양한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재난 감시를 위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고, 저

위해서는 지하철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

있다.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와 시설물의 장애에 의

속의 센서 네트워크로도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다.

는 통합방재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사고가 증가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

그리고 감시해야 할 환경이 한정된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지하철 사고사례로는 2007년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환기

하므로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

저 전력 무선통신기술인 무선센서네트워크가 가장 적합한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3층 승강장에 있던 승객 30

가 필요하며, 통합방재모니터링시스템의 설치로 지하철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기존의 RS-232c 등을 이용한 유

여명이 위층 대합실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재, 침수, 휘발성 물질의 폭

선통신기술의 경우, 통신을 위한 케이블과 전력 공급을 위

역무원이 곧바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여 별다른 피해

발 등 각종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설비가 필요하므로 설치,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든

가 없었으나 상행선과 하행선 전동차가 각각 1대씩 안암

다. 반면 무선센서네트워크의 경우, 무선통신과 배터리 전

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환기

3. 방재시스템

원을 이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설

실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담뱃불이 옮겨

3.1 국내

치하고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지하철에는 역무실에서 승강장, 대합

본고에서는 철도 운영처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화재,

철도역의 선로에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고가 최근 크게 늘

실, 터널 등 지하역사의 주요 시설물들을 상시 모니터링하

추락, 투신, 시설물 장애 등 사고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지

고 있다. 2007년 국토해양부가 철도사고 발생건수를 조사

고, 수집된 데이터를 유선네트워크를 통해 역무실로 송신

하철에 설치된 방재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

한 결과 2005년 460건에서 2006년 429건으로 6.7%가 줄

한다. <그림 1>에 역무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원하는

고 철도 선진국에서 지하철에 적용하고 있는 방재시스템

었지만 자살 사고는 122건에서 134건으로 10% 증가했다

지점의 영상과 공기조화기 및 제연 팬 등 설비의 운전현황

을 조사하고, 국내에서 USN을 철도에 적용한 사례를 소

고 보고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자살사고가 급증하는

을 모니터링 하는 장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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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지하철의 복잡한 지하공간 구조(지하4층)

3.2 핀란드 헬싱키 지하철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4. 방재모니터링 개발 동향

핀란드 헬싱키 지하철에는 종합방재시스템인 Enviscreen

역사모니터링 상황에 대한 세부정보는 <그림 7>과 같이

최근 지하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는 한국철

(핀란드 Environics사)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시

표시된다. 지하역사의 공기흐름 방향과 속도를 화살표로

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무선 CCTV

스템은 지하철 테러에 사용되는 화재, 화학가스, 미생물,

나타내며,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을 표시한다. 연두

카메라 (u-카메라), 유독가스 모니터링시스템, 화재감지

방사능가스, 핵물질 등의 위험에 대한 조기감지와 위험상

색의 네모난 표시는 생화학 및 독가스 센서로 연두색은 이

시스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황 발생 시 관리 및 통제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와 같은 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정보이다. <그림 8>은

현재 지하철, 빌딩, 항공모함, 여객선, 올림픽 경기장 등의

연두색 표시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을 때, 즉 특정 가스성분

4.1 u-카메라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검출되었을 경우의 알람 창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무선 CCTV 카메라는 도플러 효과로 움직이는 물체를 감

특정가스에 대한 예상피해, 중대성, 가스의 과학적 정보창

지하는 센서를 이용한다. 모션 센서 장비는 움직이는 모든

이 자동으로 링크되며, 관련 구역의 CCTV화면을 볼 수 있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데, 정해진 주기 간격으로 ADC를

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용해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지 감지한다. 이 방식은 주기

Systems Integrations
CCTV
Fire and Smoke Detection
Ventilation Control
Smoke Removal

Detection and Monitoring
Chemical Warfare Agents (CWA)
Toxic Industrial Compound (TIC)
Biological Agents
Radiological/Nuclear Detection
Air Quality
Tunnel Air Flow
Meteorological Measurements

가 짧아질수록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고, 주기가 길어지면
전력 소비량은 줄지만 정확한 추락 감지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인체 감지 적외선 센서를 연동해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한다.

<그림 3> 화재 관련 정보 수신기

모션 센서는 RF 통신으로 CSS (chirp spread spectrum)
이 시스템은 국부유선 화재감지기 센서를 설치하여 운영

방식을 이용한다. u-카메라가 높은 전송 대역폭을 요구하

<그림 5> 헬싱키 지하철의 Enviscreen 시스템

기 때문에, ZigBee의 250 Kbps의 통신 속도에 비해 4배

하므로 화재 외에 독가스살포, 지진, 생물학적 테러 등 재
난 발생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림 4>는 화

의 전송 속도인 1Mbps의 통신 속도로 통신할 수 있는

Quick View Buttons to move
between stations

CSS 방식의 RF 통신을 이용한다. 모션 센서 장비는 추락

재관련 정보수신기와 같은 위치에 제시되어 있는 승무원
의 조치요령이다. 화재발생시와 독가스 살포시에 대한 내

<그림 7> 헬싱키 지하철의 모니터링 모습

이 감지되면 자신의 ID와 함께 추락 사고를 보고한다. 이

용으로 현장 확인, 승객대피, 자기보호 등의 초기 조치를

정보는 라우터를 통해 게이트웨이로 전송되고, 게이트웨

주목적으로 하며 종합사령실, 119, 112 및 군부대 등에 위

이는 모니터링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여 추락 사고를

치를 신고하게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승무원이 직접 조치

관리자에게 전달하며, 모션 센서 장비의 ID로 사고 장소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인적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를 인식하고 u-카메라 장비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u-카메라는 저 전력을 기반으로 하며, RF 통신은 모션 센

<그림 6> 헬싱키 지하철 관제실의 PC 화면

서 장비와 마찬가지로 CSS 방식의 RF 통신을 이용해 동

<그림 4> 화재 및 독가스 살포시 승무원의 조치요령

<그림 5>의 Enviscreen 시스템은 CCTV, 화재 및 연기감

영상 전송에 필요한 대역폭을 확보한다. 일반적으로 640

지기, 환기시스템, 제연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화학가스,

×480 이상 해상도의 영상을 전송한다.

독가스, 생물학적 공격, 방사능 및 핵공격 감지, 공기질 모

u-카메라는 알카라인 1차 전지보다는 대용량의 전지를

니터링, 터널공기흐름감지, 기상조건 측정을 위한 센서가

사용한다. 일반적인 센서네트워크 장비보다는 많은 전력

있다. 각각의 센서는 유선 및 무선으로 연결되어 <그림 6>
과 같이 관제실에서 모니터링되며, 노선을 따라 해당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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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상시 모니터링화면의 구성

을 소비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는 카메라의 전원을 끄
고, RF 통신은 1초에 한번 씩 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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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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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방안 연구

5

▽ 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 분당선 한강 하저 터널의 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사례
▶ 지하철 역사에서의 방재모니터링 신기술

하는 사고는 주로 화재, 투신, 시설물 장애 등을 들 수 있

현된다. <그림 12>에서 왼쪽의 노드 트리 창에는 현재 네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도쿄지하철에서 발생한 유형

트워크에 등록된 노드들이 표시되고, 그 아래의 받은 정보

민 독가스에 의한 테러는 아직 발생한 적이 없지만 외국의

창에는 센서 노드들로부터 전달받은 감지 값의 정보와 데

사례를 교훈삼아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락사고

이터 전달 경로의 ID가 표시된다. 오른쪽 센서 정보 창에

핀란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화재감지, 위험지역 감시

중앙분리대

는 네트워크와 노드정보 탭이 존재한다. 네트워크 탭은 네

등을 목적으로 유, 무선 겸용의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

트워크 내부의 노드와 네트워크 연결 상태 등을 윈도우를

여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유독가스, 미생물, 방사능가

통해 표현해 주고 노드정보 탭은 센서 노드들의 센서 데이

스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을 예측하여 통합 관리할 수

터 값을 그래프를 통해 표현해 준다.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국

추락감지위치로
카메라이동

철도차량관재센터

U-Camera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바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

Sensor Network 서버
Platform
움직임과인체를
감지하여추락사
고감시

움직임, 인체감지센서

선로

Gateway

<그림 9> u-카메라를 이용한 추락감지시스템

을 한다. 추락 사고가 보고되면 카메라에 전력을 공급하

며, 최근 USN 기술을 적용해서 역사에서 이들 가스를 포

유독가스 모니터링시스템에는 특정 가스의 농도가 기준치

내 지하철에 설치된 방재시스템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 사고 지점을 비추도록 제어한다. 카메라로 영상 전송

함한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술이 개발

이상일경우알람기능을설정하고있다. 알람이울리면환기

향후 우리가 구축해야 할 통합방재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이 시작되면 모니터링 응용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전송

되어 적용하고 있다.

를 긴급모드로 전환하여 가스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승객들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다.

<그림 10>에서 센서노드는 감지, 데이터 프로세싱, 무선

이신속하게대피하여인명피해를줄이도록구성되어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인명피해를

CSS 게이트웨이는 모션 센서와 u-카메라가 전송하는 정

통신 등이 가능하며, 싱크노드는 센서네트워크 서버로부

줄이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승객의 추락을 조기에 감지 할

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이더넷 통신을 이용해 모니

터 센서노드를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스케쥴을 관

수 있는 지능형 무선 CCTV 카메라(u-카메라), 유독가스

터링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모션 센서 장비

리하고 통제하며,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 화재감지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는 모니터링 응용 프로그램이 전송하는 명령을 u-카메라

한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장치들을 조만간 국내지하철
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개발 중인 시스

로 중계한다. 이더넷 통신은 TCP/IP 통신 프로토콜 스택
Sensor Network Server

이 내장되어 있는 칩을 이용한다. MCU는 CSS RF 통신
칩과 이더넷 통신 칩을 제어해서, TCP/IP 통신과 이더넷
통신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모니터링 응용 프로그램은 게이트웨이와 연결하여 모션

Coordination
Application

Sensor
Node

<그림 11> 역사 대합실에 설치된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선센서네트워크인 USN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비교적

DBMS

적은 예산으로도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의

Sink Node
File System
Wireles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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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철도를

SCSI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센서가 전송하는 추락사고 정보를 관리자에게 보여주고,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u-카메라 제어 정보를 전송하여 사

Congre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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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중심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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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중심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시사점

오윤식│코레일(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경영연구팀 대리 (202367@korail.com)

중인‘5+2 광역경제권 전략’
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인 증가는 도심권 교통난과 교통혼잡을 야기시켰으며, 사

개발 광역경제권 내의 핵심 성장거점의 하나로 KTX 역세

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도로교통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권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유럽주요 국가들은 도

문제는 현재 KTX역세권 개발의 계획과 추진을 검토하고

로중심에서 철도중심의 교통정책을 1990년부터 추진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소극

오고 있으며, EU는 Trans-European Transport

적인 자세로 추진하기 때문에, 명확한 개발계획방향을 설

Network 계획에 따라 30개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추진하

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특히,‘고속철도중심 교통연계

는 가운데 철도교통과 관련하여 2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

환승체계’
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

다. 이에 따라 EU국가들은 도로보다 철도에 투자를 더 많

중심의 역세권 개발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발전전략이 될

이 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철도가 고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철도투자의 필요성과 철도중

가 및 에너지 자원부족에 대비한 고효율의 교통수단으로,

심 연계환승체계의 개념, 해외 철도중심 연계환승체계 사

교토의정서 발효 및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규제 강화에 따

례 및 기대효과에 따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뛰어난 운송

1. 서론

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역세권별 지역의 산업특성을

2008년 12월 18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정부는 6대

살린 차별화 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둘째, 전국시장을 겨

분야에 걸친「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
를 실시하였

냥한 정책수립 및 발전, 셋째, 고밀개발과 대중교통 중심

2. 철도 투자의 필요성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 및 파급효과는

다. 공모결과 총 9,22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4월

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전국 역세권을 각 광역경제권의 교

현재 한국철도 총연장은 3,390㎞로 1960년 3,022㎞ 와 비

크게 증가할 것이다.

22일 대통령 주재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영예의 대상은

통과 경제활동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하면, 약 50년 동안 불과 370여 ㎞늘어났다. 이는 북한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라는

총연장 5,235㎞보다도 월등히 적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

보면, 도로와 철도의 부문별 비용을 비교해 볼 때, 도로는

제목으로 KTX 네트워크 경제권 개발 방안이 수상하게 되

간 자동차도로는 일반도로가 2만7,169㎞에서 9만9,325㎞

철도 대비 대기오염 비용이 3.1배, 온실가스 비용은 3.6배,

었다. 한국형 고속철도인 KTX의 개통으로 지역간 이동성

로 약 3.6배 증가하였고, 고속도로는 313㎞에서 2,968㎞로

소음 비용은 2.1배, 교통사고 비용은 646배 높게 나타났

은 개선되었으나, 지방에 거주하는 철도이용자들이 서비

약 9.4배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에 대한 투자가

다. 또한, 2000년 기준 도로의 사회적 비용(대기오염, 온

스 수준 및 만족도가 높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예기치 못

확대되고, 철도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철도의 국내 여객

실가스, 소음, 토지이용, 교통사고, 혼잡비용 등)은 48조

한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경제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수송분담율은 도로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

3856억 원인 반면, 철도는 1조1749억원에 불과하여 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에서는 지자체 역세권 개발이 지지

있다. 이렇듯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하여 낙후된 철

와 비교할 때, 약 4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영

부진한 상태라고 언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다

도시설은 여객 및 화물철도의 수송분담율을 철도산업 구조

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철도에 비해 750배나 많았고,

개혁 이전인 2003년도까지 여객은 8.2%(도로76%), 화물

자가용 승용차는 철도에 비해 무려 1500배나 많은 것으로

6.2(도로75%)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타났다.

최근 도로교통은 국제 유류가격 상승과 연동하여 자동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수의 사람을

운행비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

철도로 수송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는 철도가 1이라고 볼

<그림 2> 전국 KTX경제권 개발계획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원 등과 고속철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EU를

도(KTX) 역세권별 특성화 개발방안에 대한 지역정책 토
론회를 전국 권역별로 5개 도시에서 개최하였다. 이에 따

<표 1> 도로와 철도의 사회적 비용비교

라,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각각 2010년, 2017년
구 분

완전 개통되면 전국 주요 대도시가 1~2시간 안에 연결가
능해져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규모의 상권이 열
<그림 1> 국민아이디어 공모 대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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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

2000
2010(예측)

대기오염
도로

철도

(단위 : 억원)

온실가스

소음

토지이용

교통사고

혼잡비용

계

도로

철도

도로

철도

도로

철도

도로

철도

도로

철도

도로

철도

11조3,310 2,865

5조7,518

1,249

1조8,766

677

8조9,939

6,947

9조1,788

11

11조2,525

0

48조3,856

1조1,749

9조6,404

5조4,569

1,148

3조4,499

897

14조5,584 8,044

5조4,340

3

17조3,784

0

55조9,180

1조1,883

1,791

자료: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한국환경정책평가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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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중심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시사점

KOREAN RAIL TECHNOLOGY

▶ 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공법

<표 2> 단위수송량당 에너지 소모

남쪽 출입구를 통과 후,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면 동남쪽

연계환승서비스

구분
여객
(1인·1㎞당㎉)
화물
(1t ·1㎞당㎉)

출입구로 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쪽 출입구를 통해

운송수단

소모량

철도대비비율

철도

76.0

-

버스

415.4

5.5배

택시

1192.2

15.7배

line으로 연계된다. 남쪽출입구와 동남쪽 출입구외에 루
미네 출입구라고 있는 출구는 역사에 위치한‘루미네’
백

철도

106.0

-

도로

1674.2

15.8배

연계서비스

환승서비스

오다큐 line의 개찰구와 게이오 신선 신주쿠역 및 오에도

화점으로 연결되어 쇼핑과 교통의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자료: 철도환경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5)

되어 있다. 또한, 남쪽 출입구로 나오면 고슈 가도가 가로
때, 버스는 5.5, 택시는 15.7로 나타났다. 같은 양의 화물

지르고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신 남쪽 출입구 및 서던테

<그림 3> 연계환승체계 개념도

을 철도로 운송할 때도, 도로는 철도에 비해 15.8배에 이

<그림 6> 신주쿠역 중심 주변지도

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또한,

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본격화하는 요즘 시대에

기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교통체계’
로 정의 하고 있다.

라스 출입구 쪽 청사로도 환승이 가능하다. 이 곳에서 택
시와 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하다.

중요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도로가 철도의 80배에 달
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철도투자를 방치하는 것은

환승주차장

Kiss & Ride

정거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자전거보관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밖에 없다.

3. 철도중심 연계교통체계의 개념

<그림 7> 신주꾸역 내부 연계환승체계

연계교통의 정의는 교통수단(철도, 버스, 지하철, 택시, 승
용차, 자전거 등) 간의 상호 연결상태(Connectivity)를 말
하고, 환승은 한 교통수단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

<그림 8> 상부에서 본 역전경

<그림 9> 건설중인 철도중심
환승센터

동쪽 출구들은 중앙 홀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홀에는 많
<그림 4> 철도중심 연계교통

<그림 5> 철도중심 환승체계

기 위한 이동행위(Transfer)를 말한다. 이로 볼 때, 교통연

은 지하상점들이 위치하고 있다. 동쪽 출구는 지하철(마루

이와 같이 신주쿠역은 각 철도노선과 타 교통수단(사철 및

노우치 선)로 환승할수 있는 지하통로로 이동이 가능하며,

지하철, 버스, 택시, 자전거 등)과의 환승은 평균 보행거리

계의 주체는 교통수단인 반면, 환승의 주체는 대중교통을

4. 외국의 철도중심 연계환승체계 사례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3개소나 된다.

가 100m 내에서 환승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승시설은 일반

4.1 일본(신주쿠역)

지하통로를 따라 서쪽 방면으로 진입하면 마루노우치선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도달 할 수 있으며,

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신주쿠 역(新宿 )은 도쿄 도 신주쿠 구와 시부야 구에 위

및 세이부 신주쿠역 방면으로 환승되는 지하도와 연결되

환승센터에서 편리한 환승뿐만 아니라 쇼핑 및 식사와 같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 도시철도역, 정류장, 여객

치한 철도종합복합역으로 JR 동일본, 오다큐 전철, 게이

어 있다. 중앙 동쪽 출구를 나오면 지상으로 환승할 수 있

은 여가생활도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연계환승시스템을 갖

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

오 전철, 도영 지하철, 도쿄 메트로로 철도회사 6개 노선

는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추고 있다.

하는 시설로 정의 한다. 환승시설의 유형은 연계교통수단

이 교차하고 있는 철도역이며, 약 30개의 철도노선으로

JR선 개찰구를 통해 홀을 통하여 오른쪽 통로로 진입하면

의 종류와 환승필요시설의 구비정도에 따라 환승주차장,

하루 이용객 수는 JR만 해도 157만명으로 일본 제1위, 각

마루노우치 선의 신주쿠역 및 오에도 선의 신주쿠니시구

4.2 프랑스(파리 북역)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환승터미널, 환승정류소등으로

전철 회사의 이용객을 전부 더하면 364만 명으로 세계 제

치 역으로 환승할 수 있다. 왼쪽방면은 수많은 상점가와

프랑스 Paris Nord역은 열차이용자 수와 연계교통체계

구분하고 있다.

1위의 이용객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 역은 JR의 고속철도

오다큐 및 게이오 전철역으로 환승할 수 있다. 홀 중앙에

부문에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로, 일평균 열차 이용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의 필요성, 구성요소에 관한 내용을

중심의 연계환승체계로 역을 중심으로 동쪽 출입구, 서쪽

서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연

자수는 약 48만명 정도가 철도로 이용하며 연간 약 180만

포괄적으로 정의하자면‘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출발역으

출입구, 남쪽 출입구의 각 방면으로 나누어져 수많은 연결

결, 환승시설인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홀 서

명이 이용하는 유럽 최대의 역사로 손꼽히는 역이다.

로 가고 또, 도착역에서 최종목적지로 이동하는데 필요로

통로가 뻗어져 있고, 역의 지하도는 광범위하게 퍼져있으

쪽 출입구와 지상으로의 연결로 대규모 버스로 환승할 수

SNCF(프랑스국유철도)2)는 파리 RATP(대중교통공사)3)의

하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그리고 그 교통수단과 교통시

며, 200여 개 이상의 출구가 산재해 있다.

있는 정류장이 있으며, 고속버스 정류장도 있다.

협력과 파리수도권 행정부(IDF)의 지원으로 Paris Nord

1)

1) 권영종 (2007),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통기술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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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중심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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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공법

<표 3> 야마카타 신간선 개통에 의한 야마카타현 세수입 증대현황

원칙으로 하였으며, 역

구분

증가액

비고

템의 구축이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고용증가에 따른 주민세

3억 2,180만엔

현민세 :
9,760만엔
시민세 : 2억 2,420만엔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국을 하나의

상업 및 업무활성화로 인한 주민세

2억 8,720만엔

현:법인 현민세 : 2,910만엔
사업세 : 1억 8,640만엔
시:법인 시민세 : 7,170만엔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입

8억 3,320만엔

주택지: 3억 2,750만엔
상업지: 5억 570만엔

기반시설정비로 인한 세수입

23억 4,400만엔

법 인: 11억 5,300만엔
시 민: 11억 9,100만엔

계

37억 8,620억엔

사 주변을 통과하기 위
해 지하 보행전용통로
를 설치하였다. 대중교
통적용은 도심 교통망
으로부터 고속철도로
직접 환승할 수 있도록
<그림 10> 파리의 철도노선도

<그림 11> 파리북부역 환승 위치도

고려하였으며, 여객의

보할 수 있는 교통수단별 환승시스

환승편익 제고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도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연계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간선의 역
할이 극대화 될 때, 지선을 담당하는
KTX 고속철도가 그 위상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통집결지로
서 KTX역 중심의 환승체계 시스템

자료: 박정욱,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효과와 그의 귀속, 월간교통, 1999.3

역의 재개발에 착수하여, 2001년 11월에 준공(공사기간 4

특히, 자동차 주차장으로의 환승은 진출입시 일방통행 방

년)되었다. 이 역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계교

식을 적용하여 동선을 분리하였고, 주차장과 플랫폼의 원

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

환승동선체계가 확보될 때 고객중심의 교통체계가 원활

통체계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로 고

활한 연계를 위해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설치하였다. 또한,

는 교통수단별 수송능력을 증감 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

히 이루어 질것이다. 이는 유동인구의 집중으로 또 다른

속철도, 간선철도, 파리북부지역 교외선, 파리 수도권 급

역사 전면광장에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타교통수단과의 환

원 연구에 의하면 철도투자는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

생활공간과 문화공간의 발전으로 역세권 활성화 자립의

행전철(RER), 파리지하철, 파리버스의 교통연계체계가

승 시 정차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법적조치를 도입하여

과, 부가가치유발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경제에 큰

발판이 될 것이다.

이루어 진 역으로 유명하다.

운영하는 독창적인 연계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 세계10위, 석유소비량 세계 6위, 온

이 역의 특징으로는 환승체계를 적용한 이동통로 재배치,

구축으로 집중된 유동인구의 편리한

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에스컬레이터 설치, 장애자용 시설확충, Paris Nord역 내

5. 철도중심 연계환승체계의 기대효과

6. 결론

배출량 증가율은 1위이고, 누적배출량도 세계 23위를 기

부의 RATP와 SNCF의 관할 공간통합으로 철도와 지하철

철도연계환승체계에 대한 기대효과는 크게 직접효과와 간

철도 건설은 포화된 도로 교통수요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록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4)과 교토의정서에 의하

도보 연계 거리 단축 등의 환승시설을 고려하였다. 또한,

접효과로 나눌 수 있다. 직접효과로는 이용자와 운영자에

자 추진되었으며 무엇보다 물류비절감과 지방활성화 차원

여 의무가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온실가스배출량이 도

모든 조명시스템의 최적화, 효율적인 CCTV 설치, 평온한

대한 것이고, 간접효과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건설하였다. 하지

로가 철도의 80배임 수준임을 고려하면 철도중심의 교통

실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색채 선택, 소매점과 생동감 있

적 효과와 철도중심 국가교통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정책

만, KTX 도입 이후, 인구이동이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되

체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는 환경 조성 등으로 고객중심의 안정감을 최적화 하였으

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직접효과 중 이용자 측면에서는

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비전과 더불어 철도중심의 연

며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투명유리 천장 시공, 통합된 승

통행시간단축 및 교통수단 전환에 따른 통행비용 감소, 교

설된 고속철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경제가

계환승체계 구축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교량

객 정보전달체계 도입 등으로 승객편의를 향상 시켰다.

통연계간 교통사고 위험율 감소 등 편리성, 접근성, 정시

위축되는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었다. 초기 철도건설이 지

(bridge)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역의 연계체계로 지하철 3개 노선(2, 4, 5호선)과 지

성, 안전성의 확보효과가 있으며, 운영자 측면에서는 수요

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등장하

참고문헌

역간 급행전철(RER) 3개 노선(B, D, E선)이 연결되어

증대에 따른 수입증가, 연계교통체계에 따른 새로운 사업

였으나, 경제발전 그 자체를 촉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

있어 파리 도심, 부도심, 교외 및 공항들과 직접 연결이

의 발생 및 이용자 증가에 기인한 새로운 사업의 발생 유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능하다. 또한, 4개의 버스노선이 역사와 파리의 주요

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접효과 중 공간적 효과로는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
에 대상을 차지한‘KTX

지역을 연결하며, 정류소는 역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역세권중심의 지역발전을 들 수 있다. 특히, 역세권중심의

역세권 특성화 개발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라는 아이디

이에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및 버스의 대중교통수단 평균

새로운 상권발달, 지가상승에 따른 지역 활성화, 교통거점

어는 KTX 역세권 거점으로‘지역별 특성화된 비즈니스

환승시간은 5~15분으로 최적화 되어 있다.

으로서의 통행 인구증가로 신사업 개발, 관광객유치 효과,

모델 개발, 역세권고밀개발, 대중교통중심개발’
을그대

Paris Nord역 재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적용사항은 보행자

학술·문화적 교류에 따른 지역특성화 거점으로 지역을

안으로 제안하였다. 문제는 KTX역 중심의 거점과 지역

접근을 우선으로 도로와 동일한 레벨에서 접근하는 것을

공간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정책적 효과는 수도권으로

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수단과 역세권 개발의 위치를 확

❶ 문대섭외, 2003,‘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한
국철도학회
❷ 권영종, 2007,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통기술과
정책 제4권 제1호
, 한국교통연구원
❸ 이재훈 외, 2007,‘철도역중심의 연계교통 활성화 방안 연구’
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3, 경부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3권
❺ 서울대,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2006
❻ 한국교통연구원, KTX역세권 특성화개발 정책토론회, 2009
❼ http://tong.nate.com, 시민사회노동대책위원회
❽ www.mltm.go.kr, 국토연구원
❾ http://www.krri.re.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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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장궤도의 궤도구성 및 설계조건

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공법

콘크리트 포장궤도
궤도구성

궤도개량용 건설신기술(NET) 소개

비고

설계조건

침목

폭360mm 광폭침목

MTT작업이 가능한 범위

체결구

[상하30mm, 좌우±25mm]조정가능형 체결방식

저탄성력를 가지는 기성제품

충전재

고유동 초속경 무수축 시멘트모르터

2시간강도 10MPa이상 J로드 6초이내

토목섬유

장섬유 니들펀칭 경량 부직포

누출방지, 탄성부가기능

노반

7≥K30[kgf/cm3]

분니구간 제외

도상조건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세척자갈사용

기존 도상자갈 재활용

이일화│철도연 철도구조연구실 선임연구원 (iwlee@krri.re.kr)

3. 적용 대상

지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궤도는 노후된 자갈도상궤도의 유지보수 합리화를 위

일본의 경우, 포장궤도를 최초로 상용화한 JR동일본이 동

1. 서론

2. 포장궤도의 원리 및 구성

하여 적용한다. 적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터널, 교량뿐

경 도시철도 150km 구간에 기 시공하였으며, 제3기 시공

우리 연구원과 쌍용양회공업(주), (주)화성궤도가 공동 개

포장궤도는 프리팩 콘크리트의 응용공법이다. 일반 콘크

만 아니라 토공구간까지 시공이 가능하며, 현재 분기기 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설중이다. 특히 노반분니가 심

발한“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

리트는 골재, 물, 시멘트를 동시에 혼합하여 사용하지만

상개량공법으로도 적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도시철도

한 구간까지 특수팽창성재료를 사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공법”
이 건설신기술(제573호, 2009.4.7)로 지정되었다.

프리팩 콘크리트는 골재를 먼저 채운 후 물과 시멘트로 혼

혼잡구간이 주요 대상이 되겠지만, 향후에는 일반철도까

현재 JR동일본연구소에서는 고중량의 화물전용선용 포장

포장궤도 공법은 유지보수 합리화 등을 위해 제한된 작업

합된 모르터를 나중에 충전한다.

궤도를 개발중이다.

시간(2~3시간) 내 일정 구간의 노후 자갈도상궤도를 콘크

포장궤도는 표면마감에 따라 아래 <그림 4>와 같이 3가지

리트궤도로 개량하는 기술로서 열차가 운행중인 영업선에

로 구분된다. (a)골재노출형은 포장궤도의 기본구조로서

적용한다. 건설 가능 구간이 터널, 교량, 토노반, 분기기
등으로 적용의 제한이 없다.

토목섬유

골재가 노출되어 있어 소음저감효과가 있다. 또한 모르터

모르터
프리팩콘크리트

가 골재사이에 갇혀 있어 양생균열 발생이 없고 종곡선부

골재

및 캔트부 시공에 유리하다. (b)골재폐쇄형은 도상노출형
(a) 골재노출형
<그림 2> 모르터의 충전 개념

보다 모르터를 높게 충전한 구조로서 관리 및 미관이 우수
하나 마감이 취약하다. (c)아스콘포장형은 골재노출형에
아스콘을 포장한 구조로서 관리 및 미관이 매우 우수하다.

시공방법은 기존 자갈을 표면이 깨끗한 세척자갈로 교체

(a) 개량 전 자갈도상궤도

한 후, 침목 아래에 부직포로 감싼 일정 자갈도상층을 모르

4. 포장궤도의 주요 기술

터로 충전, 고결하여 슬래브 구조로 만든다. 부수적으로는

본 기술개발에서는 재료개발, 장비제작, 설계기술, 시공

침목을 대형화(폭 360mm)하여 도상압력의 분포를 촉진시

기술, 해석기술을 비롯하여 유지보수기술까지 종합적으

키고 저탄성체결장치 등을 적용한다. 충전 2시간 후 열차

(b) 골재폐쇄형

의 정상운행이 가능하다. 기본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모르터충진층

같다.

360mm 광폭침목

4.1 고유동 초속경 시멘트 모르터

장섬유부직포

저탄성체결장치

로 연구, 제시하였다. 이중 핵심적인 기술사항은 다음과

시멘트 모르터 충전재료는 국내에서는 처음 개발되는 재
료로 작업 특성상 일정 시간내에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하
재생자갈도상

(b) 개량 후 포장궤도
<그림 1> 포장궤도공법을 이용한 노후된 자갈도상궤도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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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반

(c) 아스콘포장형

기 때문에 초속경성, 고유동, 채움성, 고강도성을 확보하

<그림 4> 시공된 포장궤도의 표면형식

여야 한다. 제조 기술은 모르터재 조성물과 특수 첨가재의

<그림 3> 포장궤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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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모르터재가 의소성유체
(Pseudo-Plastic Flow)의 물성을 갖게 제조하여 자갈 공
극 사이에 빈 공간 없이 채우게 하여 충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속경성의 경우 작업(가사)시간이 문제가 되
지만, 가사 시간이 확보되도록 유동성 유지제를 개발하여
과대한 지연에 의한 조기강도 악화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

① 시공전 자갈궤도

② 기존자갈 및 침목 철거

③ 도상자갈 재활용

④ 노반 다짐

⑤ 모르터 누출방지 부직포 설치

⑥ 세척자갈 및 광폭침목 설치

⑦ 선형정정

⑧ 갱환완료 후 안정화

⑨ 모르터 충전

⑩ 자연유하방식 모르터 충전

⑪ 마감 및 피막양생제 도포

⑫ 충전 직후의 표면상태

<그림 7> 포장궤도용 광폭침목 설계도

하는 문제점 없이 필요한 시공 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
다는 특징이 있다. 유동성유지제에 의해 가사시간을 20분

4.3 선로 차단시간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 시공 공정

이상 유지하고 재령 2시간 후의 압축강도가 10MPa 이상

시공공정은 포장궤도의 경제성 및 시공성에 가장 중요한

인 특성을 발휘한다.

요소이다. 고밀화된 선로의 경우, 차단시간이 3시간에 불
과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철저한 공정계획이 요구된다. 포장궤도의 시공공
정은 크게 인력시공과 기계화시공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선에서 포장궤도가 완성되기까지에는 크게 도상교환, 궤
광교체 및 모르터 충전의 3단계를 거친다. 충전은 별도 공
정으로 진행하며 충전시까지는 몇 주 정도 안정화 기간을

<그림 5> 모르터 충전 장면

<그림 6> 공시체 절단면

거쳐 궤도의 마감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인력시공 위주의
공정은 <그림 9>와 같다.

4.2 하중분산효과 증대를 위한 360mm 광폭침목

포장궤도에서 광폭침목은 자갈도상궤도에서의 침목 역할

4.4 모르터 충전장비

과 콘크리트궤도에서의 상부슬래브(TCL층) 역할을 동시

충전재는 고유동성과 급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

에 수행한다. 주요 목적은 하중분산능력의 향상이며, 침목

선택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본 기술에서 채택한 장비

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궤도의 작업

형식은 최소 20m/h의 작업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식

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침목 지지간격을 들 수 있는데

믹서방식을 채택하였다. 장비는 사이로믹서, 믹서후드, 연

탱크는 저류하면서 발생되는 재료분리와 기포발생을 줄이

연마제 분진 발생량을 170㎥/min으로 조건을 설정하였

지지간격은 궤도의 지지계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레일

속믹서, 쿠션탱크, 펌프로 구성된다. 연속믹서는 물과 모

는 역할을 한다.

다. 철도용 트로리(1,500×1,900)와 평판(2,400×5,200)

응력이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지간격을

르터를 일정비율로 1차 배합하며, 쿠션탱크에서 잔류하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 기술에서는 국내에

서 2차 배합 후, 압송펌프에서 3차 배합 후 충전된다. 쿠션

<그림 9> 인력공정의 시공순서

에 설치가 가능하게 설계하였으며, 분당처리속도를
4.5 도상자갈의 재활용

300kg/min으로 하였다.

포장궤도에서는 기존 도상자갈을 재활용하여 프리팩콘크

서 사용되는 MTT 장비에 대해 작업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목의 폭과 지지간격을 각각 360mm,

리트의 골재로 사용한다. 재활용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믹서후드
연속믹서

650mm로 결정하였다. 초기 생산모델은 RC(Reinforced
concrete)침목으로 제작하였으나, 초기균열에 취약하여

사이로믹서
연결구

자갈을 충분히 깨끗하게 세척하여 모르터와의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활용 방식은 시공단가의

쿠션탱크

절감, 품질 확보, 오폐수, 분진 및 소음에 대한 대책 등을

포스트텐션형 침목으로 변경하였다. 침목의 단면설계는
압송펌프

<그림 7>과 같다. 광폭침목은 포장궤도 뿐만이 아니라 하

고려하여 건식 세척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설계조건은 연

중분산이 요구되는 특수개소(접속부 등)에서도 효과적으

속식 작업이 가능하도록 연마제를 이용한 드럼타입으로

로 적용하고 있다.

72

<그림 8> 연속식 충전장비의 모식도

설계를 하였고, 집진장치는 오염물질 종류를 석분 및 흙,

<그림 10> Plastic Media를 이용한 대용량 건식세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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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성능검증 결과

시험부설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본선 현장성능시험은 서

포장궤도 성능검증은 2005년부터 8회 걸쳐 재료의 품질확

울메트로 1호선 서울-남영역 토노반 구간에서 수행되었으

보, 공정 확보, 장비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며 주요 시험 항목 및 검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포장궤도 현장 성능검증 내용 및 결과
검증항목
모르터강도
재료시험

반복재하시험

현장성능시험

콘크리트강도

검증기준

검증결과

10MPa/2시간

18MPa/2시간

40MPa/28일

45MPa/28일

10MPa/2시간

15MPa/2시간

분석내용

30MPa/28일

35MPa/28일

건조수축

저수축성

2× 10-2

동결융해저항성

60% 이상

87%

토압

-

20~40kPa

충전층하면

탄성변위

-

2.5mm

레일두부기분

잔류침하량

-

3mm/1.2백만회

침목진동가속도

-

0.4g

차체가속도

-

0.1g

수직윤축가속도

-

± 0.3g

수평윤축가속도

-

± 0.2g

누적잔류침하량

≤30mm

Max. 2mm/8개월

수평틀림

±4mm(보수기준)

±2mm

고저틀림

±4mm(보수기준)

±2mm

궤간틀림

+7-2mm(보수기준)

+2, -0mm

레일수직변위

≤3.0mm(관리목표)

0.4~0.8mm

레일수평변위

≤2.5mm(관리목표)

0.3~0.5mm

충전층수직변위

-

0.2~0.5mm

전체수직변위

-

0.6~1.3mm

레일 변형율

-

150~250μ
ε

누적잔류침하량

≤30mm

Max. ±2mm

레일최대가속도

-

10~30g

레일RMS가속도

-

1~2g

충전층최대가속도

-

0.5~1.3g

충전층RMS가속도

-

0.07~0.15g

시험선구간
대상

본선구간 대상

6. 결론

포장궤도 시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공성의 확보이다.
2004년부터 실시한 시험부설에서는 자동화장비의 도입
이 어려워 모든 공정을 인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시공성
및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앞으로 대량
시공 및 기계화시공이 된다면 획기적인 시공성과 경제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포장궤도공법은 유지보수 대상 중 보수 빈도와 비용이 가장

<그림 11> 서울메트로 1호선에 시험부설된 포장궤도 전경

많이 소요되는 도상구조 자체를 개량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궤도개량공법이다. 현장검증 결과에서도 콘
크리트궤도에 준하는 궤도성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노후
자갈도상궤도의 개량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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