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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기차역

바다 위에 뜬 기차역

두 대륙의 욕망이 만나는 곳,

기차역은 놀랍게도 땅이 아니라 바다 위에 있었다. 이란의

이스탄불 하이다르파샤 역

수도 테헤란으로 가는 기차를 찾는다고 했을 때 왜 사람들
이“먼 바다로 나가서 알아봐야 해.”
라고 말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테헤란행 기차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출발하

글 _ 김미정(여행작가) 사진 _ 권 재 혁(꾸꾸)

는 것이다.
01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을 바라 보며 아시아의 땅 끝에 서 있는 기차역. 하이다르파샤 너머엔 더 이상 길이 없다.
대륙을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기차는 드디어 망망 대해 바다를 마주하고 멈추어 선다. 이곳에는
오로지 시작과 끝만이 존재한다. 여행의 시작과 끝. 역사의 시작과 끝.

터키의 동부 국경지대와 멀리 이란까지 장거리 기차를 출
발시키는 하이다르파샤는 기차역이면서 항구이기도 하다.

Haydarpasa Gari

이스탄불의 유명한 갈라타 다리 아래 에미노뉴 선착장에
서 출발한 배는 40여 분의 항해 끝에 하이다르파샤 기차역
바로 앞에 정박했다. 배가 닿기 전 저 멀리 해안가의 전혀
이스탄불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유럽식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는데, 설마 그 것이 기차역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
했다. 배가 닿자 차이(터키식 홍차) 잔을 거둬가는 선내 식
당 종업원들과 남은 차이와 케밥을 분주히 입에 넣고 짐을
내리는 승객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유
02

03

럽의 궁전 같은 화려한 건물 속으로 차도르를 쓴 무슬림
여인들과 이슬람식 빵모자를 쓴 남자들이 짐을 메고 걸어
들어가는 풍경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하이다르파샤 역은 정확히 바다가 아시아 대륙을 만나는
땅 끝에 서 있다. 아니, 가슴은 이미 유럽을 향해 내민 채
다리를 바다 깊숙이 담그고 오로지 몸의 한 쪽만을 육지에
내려놓았다. 땅으로 내놓은 이 한쪽 몸으로 아시아 내륙을
향해 뻗은 길고 긴 철길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하이다르파샤 역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1872년이다. 수
십 년간 이 역에는 근거리의 국내선 열차만이 운행되고 있
었다. 지금의 하이다르파샤 역을 고안해 낸 건축가는 독일
인 오토 리터(Otto Ritter)와 헬무트 쿠노(Helmut Cuno)
이다. 그들은 터키에서 유일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기차
역을 다시 설계했고 이탈리아로부터 유럽의 석재들을 운
반해 왔다. 바다 위에 기차역을 세우기 위해 무려 1100개
의 21미터 길이 나무기둥을 해저에 박아 넣었고 땅을 개간
했다. 하이다르파샤 역은 국경너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라크까지 장거리 국제선 열차를 발차시키는 꿈을 품고
1906년부터 1909년까지 3년여에 걸쳐 완공되었다. 기차
역의 몸채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육지가 아니라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다. 그리고 저 멀리 오래된 이슬
람식 집들과 모스크의 첨탑들 사이에서 홀로 낯선 광채를
뿜어내는 희귀한 기차역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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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커다란 돔과 뾰족한 모양의 미나레가
인상적인 블루 모스크.
02 해질무렵, 석양이 아름다운 하이다르
파샤 역.
03 바닷 속에 설치된 1.700개의 말뚝 위에
세워진 하이다르파샤 역.

두 대륙이 만나는 기차역
이 역에는 기차도 서고 배도 선다. 그리고 버스도 사람도 선다. 그리고 그들은 모
두 떠난다. 아시아를 향해서, 혹은 유럽을 향해서. 이 역은 유럽 대륙의 끝에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아시아에 첫발을 들여놓는 곳이자,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다다르는 아시아의 종착지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사람을 실어온 배는 다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싣고 유럽으로 건너간다. 이
곳은 기차와 기차,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가 만나고 배와 기차가
만나며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이 만나는 놀라운 기차역이다.

06

07

08

하이다르파샤 역이 있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한 도시 안에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을 함께 품고 있다. 콘스탄티노플 시대의 화려한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는 유
럽 지역과 대부분의 이스탄불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보스포러스 해

04 이스탄불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갈라타 탑.
05 블루모스크는 터키를 대표하는 이슬람 사원이다.
06 콘스탄티노플을 먹어버린 작은 성, 루멜리 성.
07 그랜드바자르 물담배.
08 일요일마다 열리는 벼룩시장, 오르타쾨이.

협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비단길이 열린 2세기 무렵부터,
아니 역사가 전해지기 이전 까마득한 옛날부터 유럽과 아시아는 바로 이 도시에
서 만나 서로의 존재와 서로의 시간을 확인했다. 비단, 차, 도자기, 향신료, 직물
등 바다와 사막과 고원을 넘으며 먼 길을 건너온 동서양의 문물들이 이 곳에서
만나 국제적인 시장을 열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인종과 종교와 문화가 부딪
히고 뒤섞이며 세계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군림해 온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다.

05

Haydarpasa Gari

그러므로 이 도시에는 수천 년 간 두 대륙의 욕망이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역사 속으로 잠들어버린 기차역

있다. 15세기에는 오스만제국이 콘스탄티노플(현재의 이스탄불)을 정복하며 유

이상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하이다르파샤 역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 먼 바다에

럽 대륙으로 세력을 떨쳤고, 19세기 이후에는 유럽의 열강들이 이스탄불로 밀려

서 보았던 그 웅장함과 화려함도,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을 모두 움켜진 그 위풍당당한 도도함

들어왔다. 그들은 이스탄불을 발판으로 아시아내륙까지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으

도 모두 사라져버린다. 거대한 건축물의 몸속에는 오로지 이스탄불 시민들의 소박한 삶이 웅

며, 그 욕망의 산물이 바로 하이다르파샤 기차역이다.

성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오랫동안 하이다르파샤는 멀리 시리아의 수도‘다마스커스’
와 이라크의 수도‘바그다드’
,사
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메디아’
까지 연결하는 국제정거장이었다. 그러나 아시아를 향
한 유럽인의 도도한 욕망을 품고 출발했던 국제선 기차들은 지금 모두 멈춰서고, 단지 테헤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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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욕망을 품은 아시아의 기차역

으로 가는‘트랜스 아시아 특급열차’하나만 남아있다. 그것도 이스탄불에서 테헤란까지 3박4

전 세계의 철로는 맨 처음 지구의 서쪽에서 뻗어왔다. 철로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산업혁

일에 걸쳐 느릿느릿 움직이는 낡고 비좁은 협궤열차가 일주일에 한 번 운행될 뿐이다. 기차는

명과 식민지 건설의 욕망을 싣고 지구의 동쪽으로 뻗어나갔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지대인

매주 수요일 밤 11시 55분 하이다르파샤를 출발한다. 이틀 후 금요일 오후 2시 쯤 동부 국경지

이곳에는 아시아를 향한 전초기지가 될 기차역이 반드시 필요했다. 특히 이스탄불을 둘러싼

대의 반(Van) 호수에 도착하면 다시 배나 미니버스를 갈아타고 반의 기차역으로 가야한다. 그

중동지역은 당시 새로운 대체자원으로 부상한 석유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미

리고 저녁 9시 30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 다음 날인 토요일 밤 8시 반 쯤에 테

국, 러시아 등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다른 열강보다 일

헤란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 곳에서 기차는 다시 승객을 싣고 하이다르파샤로 되돌아온다.

찍 오스만제국의 술탄 압둘하미드 2세와 손을 잡은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그에게 새로운

하이다르파샤의 국제적인 명성은 이제 과거의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역에는 지금도 분주히

하이다르파샤 기차역을 선물했다. 그리고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세

새로 생겨난 국내선 열차가 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이다르파샤에서 출발한 기차는 수도인

르비아-불가리아-그리스-터키-시리아를 거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연결하는 야

앙카라, 중부의 콘야 등 터키 전역으로 달려 나간다. 서구열강의 손에서 실현되지 못한 욕망으

심찬‘베를린-바그다드 철도 프로젝트(Berlin-Baghdad railway project)’
에 착수한다. 그

로 뒤척였던 하이다르파샤는 이제 터키 국민의 평온한 일상 위에서 활기차게 숨 쉬고 있다.

러나 전쟁이 끝난 후 오스만투르크는 붕괴되고(터키 공화국이 탄생한다.) 승전한 영국이 중

매표소의 남자는 영어를 하지 못했다. 단지“에스터데이”한 마디만을 반복하며 손을 내저었

동의 석유개발권을 확보했으며, 패전한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그리고 30년

다. 테헤란 행 기차는 이미 어젯밤에 출발했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 테헤란으

간 출발이 지연된 바그다드행 기차는 1940년에서야 드디어 하이다르파샤에 기적소리를 울

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내일 나는 테헤란으로 직행하는 고속버스에 오

렸다.

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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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철도기술을 말하다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철도의 역사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즉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차를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어 다양한 에너지가 기차에 사용되어 왔다. 기차에 사용된 에너지는
기술의 발달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석탄이나 석유, 전기 등이 사용되어 왔다.
최초의 기차인 증기기관차는 석탄과 같은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켜 물을 끓일 때
발생한 수증기를 이용해 달린다. 디젤기관차는 디젤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기차를 움직이는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이처럼 증기기관이나 디젤기관처럼 열에너지
에서 열을 얻어내는 기계를 열기관이라고 부른다. 열기관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
할 때 일부의 열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기계로 항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실 때문에
증기기관의 경우 7%, 가솔린엔진의 경우 25%, 디젤엔진의 경우 35% 정도의 에너지효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100이라는 열에너지를 공급하면 아무리 효율을 높여도 증기기관의
경우 7% 이상의 일을 얻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증기기관차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 자주 정
차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매연이나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
라도 낮은 열효율로 인해 증기기관차는 퇴출될 운명일 수 밖에 없었다.
디젤기관차는 증기기관차에 비해 높은 효율과 강력한 힘으로 한때 미국 기관차의 99%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자동차와 비교해도 디젤기관차는 디젤엔진에서 나온 강력한 힘과
스피드를 자동차처럼 기어박스를 통해 낮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디젤기관차는
디젤엔진에서 얻은 운동에너지로 발전기를 작동시켜 이때 생긴 전기에너지로 전동기를 돌
려 기차를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현재 세계 철도 차량의 80%를 점하고 있는 고효율의 디젤
기관차도 그 점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바로 언젠가는 고갈될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
다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철도,
이제는 에너지다
글 _ 최 원 석(과학칼럼니스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계의 몸을 찾으러 가는
한 소년의 성장 드라마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3,40대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증기기관차처럼 연기를 뿜으며 우주를 날아
다니는‘은하철도 999’
호 일 것이다. 물론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먼 우주까지 달려
가기 위해서는 석탄이 아닌 핵융합이나 반물질과 같은 지금의 기차와는 전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했을 것이다. 지금의 기차가 우주로 갈 일이 없으니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철도도 오늘날 인류가 처해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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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에너지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시킬 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 따라 항상 불
안정한 수급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이에
대한 사용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97%를 석유에 의

존하는 수송연료도 대체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자
동차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나 바이오디젤, 전기, 수소연료전지 등 연료를 다양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비해 철도는 상대적으로 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 이것은 철도가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1/18
로 작지만 수송에너지 효율은 월등히 높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

특히‘에코-레일2015’
에서 주목해야

하지만 석유는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기에 디젤전동차도 다양한 연료를 소비하는 형태

할 것은 기차가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로 바꾸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

디젤전동차를 전기기차로 바꾸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디젤엔진을 가스엔

은 전기기관차라는 것이다. 디젤기관차 1대를 전기기관차로 교체할 경우 에너

진으로 교체하거나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디젤엔진을 가스엔진으

지 효율은 20~30% 늘어나고, 1대당 연간 9억7000만원의 동력비를 절약할 수 있을 정도로

로 교체한 가스철도차량은 천연가스, DME(디메틸에테르),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사용하기

전기기관차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기관차는 디젤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바이오디젤(보통은 순수 바이오연료와 디젤을

기관차에 비해 고속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점차 전기기관차의 비율이 높아질

혼합한 형태로 사용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형 없이 바로 사용가능하며, 매연을 최대

전망이다. 전기기관차는 디젤전기기관차와 달리 발전을 위한 장비와 연료가 필요 없어 그

50%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의 생산원가가 비싸 현재로서는 널

만큼 중량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것이다.

리 확대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환경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현재로서는 바이오메탄이

다른 에너지보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바로 회생전력 이용을 통해

나 DME를 사용하는 가스철도차량이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석유고갈에 대비

에너지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전력은 기차가 정지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

하기 위해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에너지로 바꾸면서 얻어지는 전력을 말한다. 원래 발전기와 전동기는 구조가 거의 같기 때

코레일에서는2008년‘에코-레일2015’
을 발표한것과 같이 여러 가지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문에 공급하는 에너지에 따라 운동에너지나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발전기는 운동에
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며, 전동기는 전기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를 얻는 점에서 다
를 뿐이다. 달리는 기차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기차의 운동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하지만 전동기에 전기를 차단하게 되면 기차의 운동에너지가 전동기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자기력에 의한 제동력이 생겨 기차의 속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 발생한 회생전력은 변전소에 보내져 다시 주변의 다른 기차에 공급되어 에너지로 사용
되게 된다. 하지만 정지하는 기차 주변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차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전력의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 비약적으로 향상
된 축전지 기술을 도입해 회생전력을 기차에 그대로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뿐 아니라 속력의 장벽을 허문 것도 자기부상열차와 같은 전기기관차
이다.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바퀴와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소
음이 적고 시속 600km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달릴 수 있어 미래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가 고갈되면 비행기의 경우 운행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튜브트레인이다. 앞으로 등장할 튜브트레인은 진공에 가까운 튜
브 속을 기차가 달리기 때문에 비행기에 필적할 만큼 빠른 속력으로 대륙을 누비고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기차가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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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the Rail

약동하는 철도에의 삶
도전에서 도약을, 바람에서 실천을
탄생시키다
어린 시절, 마당에서 먼 곳에 있는 논밭을
바라보면 한 시간에 한 번, 높다랗게
세워진 다리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지나
가던 열차의 덜컹거림을 볼 수 있었다.
열차에 올라타면 이 세상 어디든 탐험
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그때의 애잔한
마음. 열망이자 동경이었던 철도, 이제는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주축이 되었다.

●
철도는 도전의 표상

신교통사업처는 철도의 미래기술의 가시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KTX. 2004년 4월 1일

것과 같다. 그들의 역량이 기존 바퀴식 철도의 기술적 고도화

개통 이후, 전국 반나절 생활권의 주축으로 부상하면서, 교통

는 물론 자기부상 철도로 대표되는 新철도시스템인 미래철도

문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2004년 KTX가 첫

선도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출발할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철도청 전기사무소, 전기국 등 다년간의 실무경험이 밑바탕

●

되어 고속철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개통에 이르기까지 내 손

일상에서 역사까지,

으로 직접 만지고 형태를 갖추어 나갔지요. 그 당시 마음속에

철도는 삶을 관통한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보자’
라는 신념
이 있었어요.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첫 운행에 아무 탈
없이 질주하던 KTX, 그것은 제 신념과 노력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철도 발전은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다른 나라
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지금의 철도 강국에 이르렀
습니다. 하지만 세계 미래철도 기술선도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과 자기부상철도와 같은 새로운 철도시스템의 기술을 향

KR 유승위 처장의 삶에는 온통 철도가 점철되어 있다. 고향
마을에 철도가 지나다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 퍼지던 특
유의 경적소리와 덜컹거림은 그를 꿈꾸게 만들었다. 그것이
흔히들 느끼는 바깥 세계에 대한 호기심일 수 있었지만, 그에
게는 철도 그 자체의 탐구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1973년

글 _ 박 세 란 사진 _ 최 재 만

노선 건설사업’
의 연구 및 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철도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하자마자 바로 철도청에 입
사했다.

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2020년까지 철도의
미래가치와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철도 총 연장
5,000km 구축, 신사업 수익 3,000억/년 달성, 한국철도품질
국제수준 3위 달성이다.
철도는 세계적인 과업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기술이다. 도로와 항공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교통흐름에서

그로부터 37년의 시간이 지났다. 유승위 처장은 삶의 전부를
차지한 철도 안에서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있다. 고비도 많았
지만, 철도는 그의 노력을 고스란히 돌려줬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도전정신을 키워 줘, 투철한 사명감과
각오를 갖게 했다.

벗어나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기류에
힘입어 지난 2010년 9월 1일 정부에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로 대폭 전환하여, 철도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녹색 성장과 친서민 정책을 실현하는‘KTX 고속철도망 구축
계획’
을 발표했다. 이로써 KTX 고속철도망 확대 구축을 계
기로 기술수준의 고도화와 핵심자재의 국산화 개발, 지식의

●
기술 선진화로 이루어낸
미래 철도 기술의 가시화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신교통사업처

유승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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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화를 꾀해 철도 강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초창기 때,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

유승위 처장은 현재 KR 연구원 신교통사업처에 몸담고 있다.

았고, 부실공사 논란과 같은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었습니

경전철 및 자기부상철도 건설이 주 업무다.“신교통사업처는

다. 하지만 지금의 고속철도는 국민의 사랑을 한 몸 가득 받

두 개의 팀으로 나뉩니다. 우선 경전철 팀은 각 지방자치단체

고 있지요. 탄탄하고 미래지향적인 우리나라의 기술브랜드로

에서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경전철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

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경

원과 함께 경전철 엔지니어링 수주 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

험은 이제 저에게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뼛속까지 철도로

습니다. 교통난 해소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만 가득한 철도인 유승위 처장, 그에게 철도는 희망이며 도약

의 경전철 사업은 101개 규모로, 노선연장 1,420km, 사업비

이다. 철도 기술의 세계는 무한하고 그가 펼칠 역량 또한 무

는 약 66조입니다. 그리고 자기부상철도 팀은 국토해양부가

궁무진하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 속에, 우리나라의 미래철도

주관하는 국가 R&D 사업인 자기부상 실용화 사업 중‘시범

가 탄생할 것임이 분명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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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바이오메탄 생산공정과 연료 적용 연계도

바이오메탄을 철도차량에 실제적용한 것은 스웨덴내 링쇼핑시
에서 운영 중인 아만다라는 철도차량이다. 이 바이오메탄 철도
차량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원만을 사용하는 철도차량으로, 기존 디젤철도차량의 엔진을
바이오메탄 연료에 맞도록 설계되었고, 1981년 이태리 Fiat社
가 제작한 철도차량을 바이오메탄을 사용하도록 디젤엔진을 볼
보사 가스엔진으로 대체하였고, 바이오메탄을 저장하는 연료용
기도 신규로 장착하였으며, 기타 전장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하
였다. 현재 이 차량은 Linkoing~Vatervik구간의 비전철화 노

철도와 바이오기술의 융합

선을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지역가스사업자이다.
<표 1> 바이오메탄 철도차량 데이터
Owner
Operator
Littra
Train number
Length
Service weight
No. of seats
Engines
Engine data
Max speed
Gas tank volume
Range

글 _ 김 기 동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책임연구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하루 1회 배설하는 배설물 그리고 하수 등으로 철도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철도일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현실에서 가능하고 또한 운영 중이라고 답변할 수 있다. 음식을 먹고

<그림 3> 바이오메탄 철도차량 구성완료된 사진(Wiki)

가는 철도차량은 음식물 그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Svensk Biogas AB
SJ
Y1G
1334
24,4 m
47 tons
54 st
2 Volvo GH 10 B
210 kW / 1200 Nm
130 km/h
530 Nm3
600 km

<표 2> 바이오메탄 철도차량 배출가스(Emissions) 데이터

●

G/kWh
CO carbon monoxide
NOx nitrogen oxides
NMHC hydrocarbons
Particles
Complying with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물과 물은 먹거나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와 하수가 되며, 이를 유기성폐기물이라 한다.

유기성폐기물은 혐기소화공정인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세균이 유기성폐기물을 분해하여 바이오가스와 액체비료의 2가지
유용한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바이오가스는 에너지원인 메탄(40~60%), 이산화탄소(40~60%) 그리고 미량가스로 구성되

새로운 가스엔진
0.01
2.00
0.10
0.01
Euro 5

디젤엔진
0.60
6.15
0.35
0.16
Euro 1

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바이오가스를 처리하지 않고, 그 자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었고 근래에는 이를 가스

<표 2>를 보면, 철도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수준이 자동차

엔진이나 가스터빈을 통해 발전하는 시스템을 주로 적용하였다. 바이오가스 자체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열량이

기준과 같은 수준의 초저공해이며, 바이오메탄 특성상 온실가

낮고 메탄농도 변화에 따라 열량변화가 많은 단점이 있으나 한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면 계속 생산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

<그림 1>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메탄 제조공정

에너지원인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과 달리 순수한 국산 바이오매스(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농수산물 폐
기물, 나무, 작물계 등 혐기소화와 가스화를 할 수 있는 모든 바이오매스 포함됨) 자원으로만 만들 수 있어서 100%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근간이 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부지와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 별도의 에너지투입이 없어 엄밀한 의미의
탄소중립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일정한 열량을 가지면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바이
오메탄을 통한 연료화 기술이다. 바이오메탄은 바이오가스로부터 비에너지원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순수한 메탄이 96
±1%이상 되는 혼합가스를 말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이오가스에 함유된 불순물인 황화수소, 실록산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공정기술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업그레이딩기술이 주이며, 나머지는 바이오가스와 같이 고효율 바이오
가스 생산기술로서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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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배출이 거의 0수준이어서, 완전한 그린철도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철도회사, 가스사업자

바이오메탄은 자원순환 에너지이면서 순수한 메탄가스로만 구

등이 참여하였고, 이 차량에 대하여 우리나라 MBC방송의「W」

성되어 있어 기존의 천연가스와 호환성이 되며, 해외에서는 천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연가스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고 100% 신재생연료를 사용하

현재 우리나라는 가스엔진 기반기술이 확보되어 있고, 바이오

고 싶은 곳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바이

메탄 생산 기술도 개발 중에 있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

오메탄이 연료로 활용되는 분야는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천연

연구원 그리고 가스사업자 공동의 노력이 합해지면 가까운 시

가스버스, 천연가스승용차, 천연가스철도차량 등의 적용이 가

일내에 가장 그린(green)하고 음식으로 가는 철도차량이 우리

능하다.

앞에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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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민간기업 참여 GLORY 철도녹화운동 전개

코레일,‘품질경영’11년 연속 대통령상 획득

명품 철도 이미지로 탈바꿈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2, 은3, 동6 입상
코레일은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 지자체와 연계하여 녹색 환

코레일은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10년 전국품질분임

경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까지 철도역이 위

조 경진대회’
에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금상 2, 은상 3, 동상 6개를 획득했다.

치한 지자체(32개 시·군·구)가 참여한 47개소의 녹화사업을 포함

이번 대회에 코레일은 기술 분야 11개 팀이 공기업 및 사무 간접 분야에 참가했다. 현장

해 화단 98개소 약 11만 그루의 나무와 벽면녹화 1개소 약 2천 그루의

실무를 바탕으로 연구된 품질개선 효과를 통해 참가한 11개 팀은 총 6억 7천만원의 비용

나무, 꽃단지 122개소 약 4백본의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절감효과를 냈다.

코레일은 전국 지역에서 (주)대림건설, (주)현대건설, 윈토피아, (주)

특히, 코레일은 2000년 처음 출전해 대통령상(동상 1개) 획득을 시작으로 매년 대통령상을

세방 등 총 12개 민간기업의 투자 및 기증을 받아 화단조성, 실내외

수상했으며, 올해는 철도 개통 111주년에 11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조경사업 등을 완료했다. 또한 용산구 관내의 경원선 용산-서빙고 구간 선로변은 용산구청의 지원으로 화단을 조성하는 등 많은 철도역이 지자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이 품질경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

<용산-서빙고 구간 녹화사업 완료 후>

<함창역 녹화사업 완료 후>

체의 협조로 녹화운동을 진행 중이다.

다”
면서“지속적인 품질경영을 통해 열차안전운행 확보와 고객만족을 통해 국민에게 계속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향후 국내 대기업, GLORY 실천단, 코레일 유관기업, 지역 향토기업 등과 연계하여 조성부지 총면적 65,437㎡, 56개 사업개소의 철도변 공한

한편, 코레일은 12명 내외로 구성된 347개의 품질분임조가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역광장, 선로변, 역구내, 맞이방 등)에 꽃단지, 꽃길, 화단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류현희 코레일 건축시설팀장은“이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철도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코레일과 기업, 지자체 간에 녹색
WIN-WIN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며“친환경적인 철도녹화사업을 적극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코레일, 세계최초 다지형침목 열차운행선 부설완료
충북선 오근장역(상선) H자형 다지형침목 40정(50m) 부설
코레일은 열차가 운행하는 충북선 조치원 기점 21km400m~

코레일‘GLORY 해피트레인’운행

21km450m에 오근장역 부근 선로 50m의 다지형침목을 8일 세

소외계층 어린이 931명 초청, 전국 21곳 역에서 일제히‘행복열차’출발

계 최초로 부설 완료했다.
코레일은 앞으로 철도공사 연구원과 공동으로 약 3개월간 새로

코레일은 여행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부설한 침목의 데이터 수집과 성능분석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

‘GLORY 해피트레인’행사를 오늘(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GLORY 해피트레인’행사는 철도회원 및 코레일 임직원이
기부한‘러브포인트를 활용해 문화·여행에 소외된 어린이들

<다지형침목사진>

<다지형침목부설사진>

할 계획이다.
H자형으로 된 다지형침목은 열차운행이나 기온변화로 인한 궤도

에게 철도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코레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의 변형, 레일의 장출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자갈도상의 종저항력·횡저항력을 크게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레일의 종강성과 횡강성을 증대시

이다.

켜 궤도의 유지보수 주기를 늘려 유지보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오늘 행사에는 소외·취약계층 어린이 931명이 초청돼, 전국

또한, 궤도틀림 및 유동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어서 열차운행의 안전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소음과 진동을 억제하고 승차감을 향상시켜

21곳 역에서 전국 각지의 철도 체험장, 환경생태 체험장 등 명소를 방문했다.
특히,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선로 주변 취약계층 초등학생 약 250명이 초청돼, 증기기관차·레일바이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차여행의 명소
섬진강 곡성기차마을로 떠났다.
곡성기차마을 여행에는 코레일과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녹색어머니회 봉사단원 20여명과 코레일봉사단원들이 함께 했다.
한편, 코레일은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해피트레인’
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00여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차여행의 기회를 제공해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다지형침목 부설구간에 9월 8일 오전 4시40분 화물열차 제3216호가 60km/h의 속도로 최초로 서행 통과한 후 현재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김헌 사업개발본부장은“철도의 안전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은 대폭 절감시키는 환경친화적인 다지형침목이 코레일의 다원사업
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왔다.
강칠순 코레일 고객가치경영실장은“함께한 아이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눠줄 것”
이라면서
“Glory 해피트레인 행사를 통한 코레일의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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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 중앙회 발대식 개최

코레일, 부산신항 철송장 운영사업자로 선정

코레일, 9월 15일 본사서 내외부 인사 800여명 참석, 뮤직페스티벌도 개최

철도·항만 연계모델 구현으로 최적의 물류서비스 제공

코레일은 9월 15일(수) 본사 대강당에서 내외부 인사 8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

코레일은 지난 9월 16일, 12월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철송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데“GLORY 중앙회 발대식”
을 개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GLORY 발대식을 갖고‘저탄소 녹색성장

이번 코레일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부산신항 철송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

시대’기차타기 생활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온 코레일

한 부산신항만(주)이 111년 철도운영기관으로서 코레일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 고객서

은‘111주년 철도의 날’
(9.18)에 즈음하여 15일 녹색생활 실천역량을 총결집하

비스 품질 이행방안이 담겨진 제안서를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는 GLORY 중앙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GLORY 중앙회 공동대표인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이제는 철도시

부산신항 철송장은 145천㎡ 규모로 연간 573천 TEU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대”
라고 선언하고“글로리는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미래지향적 실천운동’
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철도를 중심으로 해결

최초로 컨테이너 부두내에 설치되어 있어 운영능력 여하에 따라 획기적인 철도수송 증

하고, 철도의 영광을 재현하자는‘철도를 열망하는 녹색생활’
이라고 강조했다.

대가 가능한 입지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KTX로 90분 생활권으로 묶는‘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을 발표한 바 있고, 철도는 미래

코레일은 이번 철송장 운영권 확보로 단순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송기업에서 항만과 내륙의 물류기지를 함께 운영하며 운송, 상·하역과 보관

녹색성장시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큰 전략이라 밝힌 바 있다.

등 물류분야 전반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 이어 코레일 뮤직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코레일 직원과 전국 GLORY회원 및 외부 초청 인사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다.

허준영 사장은“부산신항 철송장을 코레일이 운영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인 항만과 철도가 하나가 되어 세계적 수준의 안전과 서비
스를 실현하는 항만·철도서비스 연계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밝혔다.

코레일, 11월부터 KTX 운행 대폭 확대!
KTX 운행 시간 단축에 따라 운행 횟수 늘리고! 막차 시간 늦추고!

허준영 사장, G20 계기 CSR/SRI 국제 심포지엄 참석

코레일은 오는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및 12월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개통으로 KTX 운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

UNGC 한국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지난 10월 8일, 유엔글로벌콤

고 9월 16일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11월) 및 경전선 복선전철화(12월)가 완공되면 KTX는 11월에는 주중 156회, 주말 198회, 12월에는 주

팩트 한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주최한‘G20 계기 CSR/SRI 국제

중 170회, 주말 222회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김천(구미)역, 신경주역, 울산역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경부고속선의 KTX는 평일 100회, 주

심포지엄’
에 참석했다.

말 130회 운행된다. 현재 KTX가 운행되고 있는 기존 경부선으로 서울에서 동대구역, 구포역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KTX는 평일 18회, 주말 24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사회책임 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부제 : 글로벌콤팩트 원칙

회 운행되며, 기존 이용객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경전선(서울~마산)은 KTX-산천이 운행될 예정으로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운행

과 상생의 관점)라는 주제로 열린 금번 행사에는 이승한 UNGC 한국협회 회장을 비롯,

되는 KTX-산천과 하나로 연결(2편성을 하나로 연결)한 복합열차 형태로 운행될 예정이며, 운행 횟수는 평일 14회, 주말엔 24회 운행될 계획이

UNGC 한국협회 회원사의 대표와 관련 외국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다. 한편, 호남선 KTX는 현재 평일 38회, 주말 38회 운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일 38회, 주말 44회로 운행될 예정이다.

허준영 사장은‘Glory! Sustainable KORAIL(부제:글로리 운동을 통한 UNGC 4대영

코레일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라 KTX 막차 시간을 조정하는 등 이용객이 더욱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조정한

역 실천)’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중요성과 코레일의

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KTX 막차 시간을 현재 22시 30분 출발에서 23시 출발로 연장하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막차 시간도 23시에서

GRORY운동 실천사례를 전파했다.

23시 30분으로 연장됨에 따라(이용객이 서울에서 23시에 출발하는 부산행 KTX를 타면 다음날 01시 30분 부산에 도착할 수 있다. 월요일 부산

한편 코레일은 2007년 7월 UNGC에 가입한 이후 UNGC 4대원칙(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준수 등 글로벌 윤리기준에 맞는 윤리경영활동을

에서 새벽 4시 30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하여 서울에 아침 7시 32분, 7시 42분에 도착하던 열차를 부산에서 5시, 5시 20분에 각각 출발하여

활발히 펼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다.

도 서울에 7시 38분, 7시 49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열차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월요일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부산, 대구, 대전 지역 이용객들이

허준영 사장은“앞으로도 코레일은 지속적으로 Glory 운동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며, 글로벌 윤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사회

아침을 한결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

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된다.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고속신선 개통으로 소요시간이 현재 1시간 10분에서 40분으로 약 30분이 단축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운행 시간도
현재 2시간 40분에서 2시간 18분으로 22분 단축된다.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역이 새롭게 KTX역사로 신설되어 철도교통이 개선됨에
따라 KTX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신경주까지 2시간 2분(현재 약 3시간 30분), 서울에서 울산은 2시간 11분(현재 4시간 10분)이 소요된다.
이천세 코레일 여객본부장은“세계1등 국민철도를 위해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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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홍보관 '테크노피아' 개관

2010 09•10

한국철도시설공단소식

중국 장사~곤명 여객전용선 운남·귀주구간 시공감리 계약체결
부산역에 한국철도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

총연장 191km로 170억원 수주

용 이사장은 경부 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을 맞아 대국민 홍보 및 철도공단 브랜드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9월 2일과 9월 3일 이틀에 걸쳐, 중국 서남부

지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관을 9월 9일 부산역 구내에 개관했다.

지역을 가로지르는 350km/h급 고속철도 장사(長沙)~곤명(昆明) 여객전

홍보관은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

용선(1,175km) 중 운남(雲南省) 제2구간과 귀주(貴州省) 제2구간에 대한

사 참가자 및 해외철도 관계자들이 방문시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시공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립되었다.

공단에서 금번에 계약을 체결한 구간은 운남성에 위치한 제2공구(약

홍보관의 정식명칭은“철도 테크노피아(Korea Railway Technopia)"로 명칭 공모를

97km)와 귀주성에 위치한 제2공구(약 94km)로 총연장 191km, 총수주 금액은 약 170억(1위엔≒175원 기준)에 달한다.

실시하고 선호도 조사해 거친 끝에 결정되었다.

공단은 지난 7월에 해외사업본부를 출범시키며,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철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중국 고속철도사업

홍보관은 IT기술이 접목된 첨단 디지털관으로 한국철도의 비전과 고속철도 운행 및

의 성공적인 감리·자문용역 수행, 중국철도부 등 중국철도관련 기관 및 중국 철도전문업체와의 끊임없는 교류협력 등에 힘입어 또 하나의 열

건설현장 탐방 가상체험 등이 가능토록 구성됐다.

매로 되돌아왔다.

부산역 3층 남쪽 승강장 연결통로에 위치한 홍보관은 396㎡ 면적에 건립되었으며, 수용인원은 약 65명, 관람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된다.

금번 시공감리용역사업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철도업체들과 치열하고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며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소중하

홍보관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다.

며, 한국철도의 기술력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개관식은 허남식 부산시장을 포함한 각계 주요인사와 철도공단 관계자, 기자단, 낙도 어린이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단은 금번 수주를 계기로 더욱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공단의 동남아, 중동, 미국, 아프리카 등 세계철도시장 진출
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놀드 슈워제너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KTX 시승

경부선 상동구교 확장으로 지역주민 불편해결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광물자원공사

공단, 부산시와 협약 체결

해외사업 공동진출 협력 MOU체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효율적 활용키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

현용 이사장은 9월

남본부(본부장 오병

15일 한국을 방한중

수)는 국민권익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광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

인 아놀드 슈워제너거

회에서 주관하는“경

물자원공사(사장 김신종)는

시(시장 허남식)는 지난 13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부선 상동역 구내 상

지난 8일 서울 힐튼호텔에

일‘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지사와 KTX를 시승

동구교(경남 밀양시

서 해외 사업진출의 유기적

활용을 위한 협약’
을 체결

하고, 미국 캘리포니

상동면 금호마을) 확

인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위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철도 건설을 위한 업무지원을 제안하는 등 수주를 위한 전반적인

장 및 방음시설설치”민원에 대하여 밀양시장(엄용수)과 주민대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단과 부산시는 폐선부지

의견을 나누었다.

(박문규)가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

하였다.

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에 서로 긴밀히 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조종실에 탑승하는 등 한국 고속철도

결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공단과

현재 부전-울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동해남부선은

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내에서 캘리포니아

본 현장조정회의는 경부선 열차운행이후 1940년 복선화되며 밀양

자원공사는 해외 철도건설

2015년에 준공될 예정인데 우동-기장간 약 12.7Km는 폐선이 예

고속철도 건설구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시 상동면 금호마을이 분단되어 상동구교 및 유천강의 소교량으로

및 광물자원에 대한 공동진출 협력, 시장동향 및 프로젝트 정보교

정되어 있다. 이 구간은 해안을 끼고있어 그 경관이 수려하며 해운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고속철도 지원계획에 따라 새브라멘토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확장

환, 연계방안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와 송정 해수욕장을 연결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커다란 잠

~LA~샌디애고에 이르는 1250km 고속철도의 단계적 건설계획을

을 결정하는 조정을 이끌어 내었다.

이번 협약체결로 철도건설과 광물개발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이 해

재력을 가지고 있다.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차운행선 주변

외 자원 및 철도건설 분야에 상호 협력키로 함으로써 자원과 인프

협약식에서 조현용 이사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은 동해남부선 폐선

의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이다.

라구축이 연계된 Package Deal 방식의 해외사업 추진이 한층 가

부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알리고 고속철

속화되는 한편 양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자원외교

도 2단계 개통, 역세권개발사업 등 철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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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소식

부산~울산 복선전철 해운대터널 관통

공단, 공공기관 최초『명예의 전당 헌액』
수상

휴일없는 공사로 2년만에 완료

2010년 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품질부문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본부(본부장 신용선)는 지난 9월 14일 신용선 본부장을 비롯 영남본부, 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월 1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0년 한국의 경

리단 및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울산 복선전철 해운대터널 관통식을 가졌다.

영대상에서 공공기관 최초로‘경영품질부문 명예의 전당 헌액’
을 수상하였다.

동해남부선 해운대터널(연장 3,685m)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중 최장터널로 주거밀집지역

'한국의 경영대상'은 매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총체적 경영품질활동의 합리적 추진을 통해 국

과 도로, 저수지, 주요 국가시설 하부를 관통해야 하는 난공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기

가경쟁력 강화와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기업·기관을 선정하고, 모범적 사례를 발굴해 이를 전 산

술, 신공법을 적용한 최첨단 터널공법으로 무재해, 무사고 현장목표를 달성하며 공사를 마무리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하였다.

특히 이번 수상은 공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6시그마 혁신기법, 설계VE 등을 통한 비효율적

이번 해운대터널이 관통됨으로서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탄력

업무개선 ▲예산 절감, 효율적 자산관리, 해외철도사업 진출 등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화 ▲저탄소 녹색성장 등 새로운 정부정책 및 경영환경변

을 받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부산권 광역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수송 능력

화에 부합되는 '2020 KR 미래비전 수립' 및 실행력 강화 ▲ERP 및 소리샘 시스템 등 전사적 자원의 통합으로 혁신시너지 효과를 높인 부문 등

증대로 부산, 울산권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향후 통일을 대비한 동해안축 간선철도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뤄졌다. 조현용 이사장은 "공단은 경영품질부문 명예의 전당 헌액사로서 현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품질 활동을 조직
문화로 승화시킴과 더불어 경영품질 우수기업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KR, 고객중심경영의 글로벌 리더 인증

공단 철도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길을 열다

공공기관 최초 VOC관리체계 최고등급 취득 인증 수여식 거행

철도건설의 공정한 동반성장 모델 구축과 상호 Win-Win체계 강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9월 3

한국철도시설공단은 9월 28

일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

일 본사 대강당에서 협력사

로『고객의 소리를 우선하

와 임·직원 등 300여명이

는 기업』최고등급(AAA) 인

참석한 가운데‘KR·협력

증 수여식을 가졌다.

사 상생협력 Win-Win 전

공단은 지난 2004년 출범이

진대회’
를 개최하였다.

밝혔다.

자연환경 대상 수상 쾌거!!

공단-일본JRTT간의 철도교류협력회의 참석

환경부 주관 제 10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상호 기술교류 및 협력증진

후 철도의 미래가치와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이

이날 철도트윈타워 대강당에서 공단은 철도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전사적으로 고객만족경영을 추진

발전과 해외철도사업 공동진출을 위해 발주처, 원·하도급사 간 상

해왔다.

생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대천천 폐선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외사업본부(본부장 이강재)는 10월 4일부터 7

2006년 CS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맞춤형 CS교육 시행과 공기업 최

행사에서는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상생협력의 우수 및 모범

교량 주변 생태계복원사업」
(2009년 시행)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일까지 일본에서 개최한 공단-일본철도운수기구(JRTT)간의 제2

초『9분 만남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고객마인드를 제

사례로 (주)선구엔지니어링, 코오롱건설(주), (주)지이티피씨 등 공

본 사업은 폐구조물을 자연관찰시설물로 탈바꿈함으로서 예산절

차 철도교류협력회의에 공단 대표단(단장: 신철수 해외사업계획처

고하였으며, CS경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고객만족경영시스템

단 협력사에서 각각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협력기업 130여개사를 초

감, 폐기물발생 저감, 지역경관 미화 등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장)을 파견하여 양국 철도정책과 건설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

(소리샘)을 구축하여 대외에서 공인 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하고 동

청하여 이 중 25개 협력사 대표이사를 대·중소기업 상생협의체 위

평가받고 있다.

하며 철도분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시스템을 공단의 모든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가동·운영 중

원으로 위촉하고, 공단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게 하

이번 자연환경대상 수상은 공단이 공기업으로써 그간 적극 시행해

우리 공단 발표의제로는 사업관리체계, 고속철도 건설현황과 기존

이다.

였다.

온 친환경 철도건설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폐선철도교량을 생태

선 연계활용 실태, 철도 강아치교 설계적용 사례 및 GIS기반 철도

공단은 앞으로 VOC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공단의 서비스품질

조현용 이사장은“상생협력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는 물

관찰로와 환경친화적 주민 편의시설로 복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증

건설사업관리 시스템이었으며, 일본 JRTT측 의제로는 신칸센 건

및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

론, 공정한 사회질서 구축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설현황, 신칸센 슬래브궤도, 신칸센 교량, 나리타 공항철도 개통에

공기관으로 자리매김과 특히, 특허를 통해 공인된 소리샘을 공단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나가자”
고 강조

조현용 이사장은“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철도

관한 것이었다. 이번 교류협력회의는 양국 철도사업발전을 위해 상

대표 브랜드화하여 타 기관 및 기업에 소리샘의 우수성을 널리 알

했다.

구석구석 숨어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발굴과 추진을 강화하는

호 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활발한 의견 교류가 있었으며 상호 협력

노력을 지속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려 고객중심 경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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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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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소식

한국형 틸팅열차 TTX 최고속도 222km/h 주행 성공

주요 거점도시간 90분대 연결로 국가균형발전 포석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의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한‘한국형 신소재 틸팅

9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

열차’
가 경부2단계고속선(미개통구간)에서 최고속도 222km/h 주행시험에 성공했다.

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진행한“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

틸팅열차는 2009년 11월 처음으로 200Km/h 주행시험에 성공한 이후, 계속된 시험

략 보고회의”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운행을 통해 열차의 주행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했다. 또한 기존 선로 조건에 대한

이날 보고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홍순만)의“KTX 고속철

직·곡선부 속도향상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시험운전에서는 종전

도망 구축전략”보고와 그에 따른 위원회 및 외부위원들의 토론으로 녹색 국토를 위한 철도의 정책방향

대비 10%의 속도를 더 향상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틸팅열차는 2013년 중앙선을 시작으로 태백선-영동선 등에 본격 투입될 예정
이다. 중앙선(서울 청량리~경북 영주)에 무궁화 대신 틸팅열차를 투입하면 종전 3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말씀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을 대비하고 녹색성장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철도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KTX고
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통하여 사고의 전환과 글로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본 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보고된‘KTX고속철도망

간 35분 걸리던 운행시간을 2시간 55분으로 40분정도 단축할 수 있다.

구축전략’
은 철도라는 녹색교통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지역거점을 연결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90분대로 연결하여 전 국토의 단일 도시권

또 선로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에는 운행시간을 1시간 55분으로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고 속도 시험과 주행

통합으로 지역균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정성 및 신뢰성까지 인증받은 한국형 틸팅열차는 국내철도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발표회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공단 이사장일행 방문

‘제111주년 철도의 날’
기념,
철도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InnoTrans 2010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
수송기계 박람회)’전시 참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9월

로롭 반 아크(Roelof Van

10일“차세대고속철도기술

Ark)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9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9월

개발사업 연구성과 발표회”

공단 이사장 일행이 9월 15

17일‘제111주년 철도의 날’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를 연구원 오명홀에서 실시

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을 기념하여‘글로벌시대에

Exhibition

했다.

방문했다.

서의 국제철도교류협력’
을

Berlin에서 개최된‘Inno

이번 발표회에는 고속철도

로롭 반 아크 이사장은 최성

주제로 철도국제학술심포지

Trans 2010 (베를린 국제

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 사업관리책임자 및 실무자, 사업추진관련

규 원장과의 담화를 시작으로 우리 연구원이 개발한 차세대 고속열

엄을 개최했다.

철도차량·수송기계 박람

업무 담당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진행된 차세대고속

차, 한국형 틸팅열차, 경량전철 K-AGT, 차세대 전동차, 바이모달

철도연과 한국철도대학이

회)’전시에 참가했다.

철도기술개발사업의 각 핵심과제별 주요 성과 발표 및 향후 추진계

트램 등의 기술개발 현황을 듣고 연구원의 주요 연구시설들을 견학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DynKin Boris(딘킨 보리

세계 42개국 약 2,200개의 철도관련 기관 및 업체가 참가한 이번

획 등을 발표했다.

했다.

스) 러시아 극동교통대학 총장과 Le JianDi (러 지엔디) 중국철도

전시회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관 내 전시부스에 △바이모

차세대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은 최고속도 시속 400km급 동력분

최성규 원장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건설에 필요한 전 영역

제4설계원 궤도설계원장, 이승호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신동춘

달 트램 및 핵심소재 △틸팅열차 및 복합소재 △에너지 저장장치

산식 고속철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국형 고속

의 기술과 경험,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협력, 컨설팅 등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

등을 전시하여 세계 많은 철도기술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열차의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6년간 국내 30여개의 산학

고속철도 사업 전 단계를 일원화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권태수 정책전략연구실장이‘한국철도 기

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철도기술을 선보임으로써 한국 철도기술에

연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있다”
며 연구원의 기술력을 피력했다.

술의 Global 전략’
을 주제로 미래 녹색국토 실현을 위한 △고속철

대한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시장에 국내 철도기술을 실

이번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3차년도 과제별 연구성과 공유 및 4

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경기부양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도 글로벌 브랜드 실현 △철도 고속화 네트워크 구축 △철도물류

용화·상업화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차년도 추진계획을 점검, 각 과제별 4차년도 목표설정 및 목표관리

위해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혁신 기술개발 △도심내부순환 급행열차 사업 △도심철도 신공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수송기술, 철도차량

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고속철도차량설계 진행현황과 향후 시험

고속철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및 부품 전시회인‘Inno Trans’
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

계획을 점검했다.

등 13개 노선에 1만 3760Km규모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이번 사

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된‘제111주년 철도의 날’기념식에서 연구원

제철도전시회로 199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주로 철도차량 중심으

업은 총 430억달러(약 49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계획이며

서승일 선임연구부장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철도분야

로 전시회가 개최됐고, 전 세계 유수업체와 바이어들이 참석하는

오는 2013년경 공사에 들어가 2018~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유공자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등 세계 최대 철도전시회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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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중앙정부 관계자 방문

2010 09•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소식

제10회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개최
Tasong N. Paul 카메룬 경제·기획·지역개발부 차관 및 중앙정부 관계자 일행이 9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국철도과학연구원(이하 CARS), 일본

월 2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

철도총합기술연구소(이하 RTRI)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제10회 한중일 철도기술

카메룬 중앙정부 관계자 일행은 연구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연구원 소개 및 무가선 저

교류회’
를 진행했다.

상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원의 주요 연구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연구원의 주요 연구시설 투어와 함께 공동연구과제 및 신규연구과

이번 방문은 카메룬 철도망 구축마스터 플랜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 프로세스를

제에 대한 협의와 세미나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는 3개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카메룬 중앙정부 관계자 일행은“이번 방문을 통해 카메룬에

있는 각종 시험장비의 운영노하우를 비롯한 철도정책과 기술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

맞는 철도시스템을 발굴하여 철도연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메룬 철도망 구축 마스터플랜은 지역 및 인근 국가와의 철도 연결계획이며, 철도의

최성규 원장은“공동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동북아 철도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

현대화 및 기존철도의 속도향상방안을 연구하고 야운데(카메룬 수도) 및 두알라(경제도시)의 신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축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각국의 철도강점 교류 및 연구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북아 철도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우리 연구원과 CARS, RTRI가 매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다. 다음 제11회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는 2011년 9월 일본

캐나다 코퀴틀람(Coquitlam) 시장 방문

제8회 어린이 철도과학기술체험

RTRI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캐나다 코퀴틀람 市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Richard Stewart 시

은 10월 22일 경기도

장 일행이 10월 12일

광주시 광주초등학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학생 30여명을 초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을 방문했다. 이번 방

하여 어린이 철도과학

은 10월 25일부터

문은 캐나다 코퀴틀람

기술체험 행사를 진행

29일까지 부산 벡스

시의 교통상황 개선

했다.

코에서 개최된‘제17

‘제17회 부산 ITS 세계대회’
전시 참가

2010 KRRI 워크샵 개최

및 경전철 확장 사업을 앞두고 있어 향후 철도건설 계획 논의 및 연

이번 어린이 철도 과학기술체험 행사는 과학문화 확산활동 강화 및

회 부산 ITS 세계대

구원과의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지식탐구 향상을 위하여 계획

회’
에 참가했다.

코퀴틀람 시장 일행은 최성규 원장을 비롯한 연구 책임자들이 참석

됐다.

ITS 세계 대회는

한 가운데 연구원소개와 연구원에서 개발한 경량전철과 바이모달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륜궤도연구실 함영삼 책

1994년 제1회 파리 대회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미주 3개 대륙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0월 20일, 21일 양일간 충북 충주호리조트

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량전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임연구원의 강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증기기관차부터 현재 개발 중

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능형 교통 체계분야 세계 최대

에서‘2010 KRRI 워크샵’
을 개최했다.

이어서 KRRI R&D PARK 견학을 한 코퀴틀람 시장 일행은 연구

인 자기부상열차까지 국내 철도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견학하

학술 대회다.

부서 간 상호이해 증진 등을 통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정

원의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행사에 참석한 연구원들

고 체험함으로써 철도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또한 자

‘Ubiquitous Society with ITS’
라는 주제로 17회를 맞는 올해 대

에게 코퀴틀람 교통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실시하는 경량전철 확장

석의 반발을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등 과

회는 세계 80개국의 약 3만 명이 참가해 ITS 첨단기술을 선보였다.

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학에 대한 호기심을 높였다.

우리 연구원은 △틸팅열차 및 복합소재 기술 △틸팅열차 실시간 원

또한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정립을 위한 현안 진단을 통해 개선사항

이날 어린이들은 연구원에서 시속 350km/h 한국형 고속열차와 경

격 모니터링 시스템 △차세대전동차 및 직접구동전동기 △에너지

을 발굴하였으며, 핵심역량 강화 교육 및 토론을 통해 부서 간 협력

량전철, 바이모달 트램 등 철도연이 개발한 신 교통시스템들을 보

저장장치 △바이모달 트램 및 핵심소재 등을 전시하여 세계 교통전

기반을 다졌다.

고,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미래를 예측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

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최성규 원장은“이번 워크샵을 통해 연구원 체

다. 또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철도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철도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첨단 철도 시스

질개선 및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연구원이 세계일류 철

창의적 사고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템 등의 기관의 주요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철도산업 분야의 해외

도전문연구기관(WCI)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고

진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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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박 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철전력연구실 선임연구원(ypark@krri.re.kr)

2.1.1 미국
국가 전력망 측면에서 볼 때 Grid 2030에 따라 전력망 현대화에 45

2.1 국외 기술개발 동향

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스마트 계량기 5만 여개, 전기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직류 서비스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직류 배전
기기의 성공적 개발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1. 서론

위와 같은 국가 차원의 친환경 녹생성장을 위해 철도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선진국
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재편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억 톤으로 배출규모는
세계 10위, 배출 증가율은 세계 1위로 온실가스 저감이 국가적인 주
단에 비해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
동차의 경우에도 내연기관방식에서 전기자동차로 기술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IEA는 2050년까지 299조불(연평균 7조불)이 에너지 관련 R&D, 보
급, 설비 등에 투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 시장은
향후 10년간 15.1%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lobal Leading 기술의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존 철도전력망과 신재

•에너지 단가 실시간으로 변화

•획일적인 철도 전력 공급

•다양한 철도 전력 공급

에너지
구현

•신재생 에너지 적용 미비

•신재생·회생에너지 계통 연계

•에너지 생산-저장 미비

•충전·방전에 따른 발전 추가

에너지
활용

•운용 위주 활용 기능 없음

•철도 차량시스템 다각화
•철도 충전시스템 운영

〈그림 1〉Smart 철도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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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ing
Other

good quality of current
taken from the ac mains
good dc voltage regulation
ac grid disturbance rejection

생전원을 연계하는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과 지능형 계량기 개발을

loads

high-power
dc-dc converter

loads

통해 에너지 20%절감과 이를 활용한 역사연계 전기충전소를 구축
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Smart 철도시스템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방
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회생에너지 신에너지 계통
연계기술
운영기술

DC/DC Network
기술

Smart 철도시스템
통합 플랫폼 개발

Central
Unit Control

Multi-Powering
기술

지능형
추진시스템

AMI 및
수요반응 기술
역사 연계용
충전인프라 구축
기술

하이브리드 추진
제어기술

지능형 전력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

〈그림 2〉Smart 철도시스템 통합 플랫폼

그린인프라
구축

generation storage

〈표 1〉DC 적용 관련 규격
DC Power Systems-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Protection
Voltage Levels for DC-Powered Equipment Used in
ANSI T1.315-1994
the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Valve-Regulated Lead-Acid Batteries Used in the
T1.330-1997
ANSI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R2002)
Grounding and Bonding of Telecommunications
ANSI T1.333-2001
Equipment
T1/TIA J-STD-607-A- Commercial Building Grounding (Earthing) and
ANSI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2002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Powering and
IEEE Std.1100-2005
Grounding Electronic Equipment
National Electrical Code (NEC)
NFPA 70-2005
Standard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NFPA 75-2003
Technology Equipment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Electrical
Telcordia GR-1089-CORE 2006 Safety-Generic Criteria for Network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solated and Mesh Bonding Networks: Definition
Telcordia GR-295-CORE 2004
and Application to Telephone Central Offices
TIA/T1 J-STD-607- A- Commercial Building Grounding (Earthing) and
T1A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2002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tandard for
T1A
TIA 942
Data Centers
UL 60950-1-Edition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UL
Part1:General Requirements
04/03
ANSI

지능형
철도전력망

generation storage

〈그림 3〉직류 배전시스템 구축 예

하여 철도 그린인프라를 역사단위로 세계 최초 실증을 통한 철도 그

변환 단계 감소로 전력사용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한전으로 전기에너지 수전·운용

LV dc network

Exploration
and
development

있는 기술개발이 절실하며, 에너지 절감과 TEST-BED 실증을 통한

AC/DC변환, 역사 인근 내의 IT기기 집중배치로 인한 DC배전으로

에너지
운용

MV dc network

Network와 상호 연계하여 획기적인 철도에너지 저감을 실현할 수

가하고 대량으로 소모함에 따라 에너지 과다 소비로 인해 빈번한

미래

상되어진다.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능화된 철도 전력망을 개발하고 ICT

또한 철도 역사 및 선로 등의 작은 면적에서 직류전원 사용기기가 증

현재

Cumulative Investment in Energy Infrstructure
in the Reference Scenario by Fuel and Activity, 2005-2030(in year-2005 dollars)

T1.311-1998

LNG chai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46%

Power
generation

54%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11.3
trillion

$4.3
trillion

Biofuels
1%
Exploration
and
development

Electricity
56%

73% Oil
21%
18%
9%

rillion
$0.6 t

요 정책으로 이슈화되었다. 철도교통은 이러한 측면에서 타 교통수

도 에너지 활용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한 신시장 모델의 발굴이 요구

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

6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3.9
trillion

56% Gas
19%
7%
37%

Cool 89%
3%
11%

Mining

Shipping
and ports

Total investment=$20.2 trillion(in year-2005 dollars)

Cumulative Power-Sector Investment by Region in the Reference
Scenario,2005-2030
Brazil
Middle East
Other Latin America
Africa

Developing dountries=57% of world total

Rest of developing Asia
India
China
Transmission economies=5% of world total

Transition econcrnies
OECD pacific
OECD Europe

OECD=38% of world total

OECD North America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billion dollars(2005)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06)

〈그림 4〉전력부문 투자규모(〜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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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RI에서는 직류 공급이 가능한 지능형 다기능 변압기(IUT;

운전시격을 조정하고 있으며, ALSTOM Transport-Systems에서

또한, UIC 에서는‘Energy Efficiency Technology for Railway'

차별요금제를 통한 직류 서비스 공급이 검토되고 있으며 초전도케

Intelligent Universal Transformer)의 Prototype을 2007년에 개

는 열차의 실시간 운행제어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두 개의 하부 주제인

이블을 이용한 고밀도 디지털부하 공급에 관한 타당성 연구논문이

발완료 하였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IT전문 업체인 Intel,

개발 사례(SOTRELE: Real Time Power and Energy

‘Evaluation of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for Rolling

Microsoft, Sun, IBM등과 통신업체인 AT&T, NTT 및 전력업체인

Optimization System)가 있으며, 독일 DB에서 시행한 Energy-

Stock and Train Operation of Railways (EVENT)’과

친환경차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

GE, Siemens, Emerson등이 연계하여 표준화 미비로 각자 자사의

efficient driving 프로그램의 결과 5%의 견인전류를 감소시켜

‘Knowledge Management for Energy-Efficiency Technologies

드 전기자동차에 사용 중인 니켈수소전지(Ni-MH)를 대체할 리튬이

제품, 기술을 표준화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102,000[MWh]의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였으며, 단거리 구간에서는

of Railways (EVENT ComTool)’
를 갖고 있으며 참여 기관은 UIC,

온 이차전지(Li-Ion) 시장의 고성장이 예측되며, 친환경 차량인 플

전기 자동차 및 디젤동차의 에너지 3% 효과를 얻었다. ABB 회사 등

DB, IZT 등이 있다.

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양산시점이 2010년에서 2015년 사

에서는 회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개발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의 단가를 낮추고

이에 걸쳐있고, 2015년을 전후해서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갈

고압 지선계통의 일부를 1kV의 직류전압으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방

CO2를 저감하는 미래 철도 기술 개발로 On Board Metering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Ni-MH 기술을 보유한 일본계 업체들이 친

식의 경제성 검토결과를 학계에 발표하고 있으며, 기존의 교류 케이

system과 고효율 에너지 관리 시스템(Integrated energy

환경 차량인 초기 하이브리브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

블을 여러 가지 직류공급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Management system)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시스템은 에

하고 있는 반면, 비일본계 업체인 JESC(자동차 부품업체인 Jonson

너지 공급자와 철도간의 유기적인관계 향상과 에너지소비에 대한

Control과 전지업체 Saft와 합작사)와 A123가 있다.

2.1.2 유럽
국가 전력망 측면에서 볼 때 유럽에서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20% 확대 및 온실가스 20% 감축을 목표로 스마트 계량기 보급,
실시간 요금제 도입,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열차 운전시격 등을 평일, 토요일, 휴무일에 따라 에너지 측면에서

발표되고 있다.

투명하고 표준화된 과금 체계를 구축하고 차량에서의 에너지효율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위한 것으로 EN 50463 표준 사양을 수립하고
있다.
2.1.3 일본
국가 전력망 측면에서 볼 때 태양광 발전의 계통연계, 마이크로 그리
드 등 민간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스마트 그
리드 시범단지를 10여 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회생에너지 활용
을 위해 메이덴사를 비롯한 여러 전력회사에서 회생인버터를 개발
하였으며, 동경메트로 등에 설치 운영 중이며, APF를 설치하여 대
용량 고조파 부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류 철도의 경우

(출처 : EPRI US)

〈그림 6〉Li-Ion Energy Storage Road-map '09

SVC, SVG등을 적용하여 전력 품질을 개선하는 장치와 RPC
(Railway Power Conditioner) 장치와 같이 교류급전시스템의 단상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려 장치 등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일본

〈표 2〉세계 플러그인 HEV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세계시장 전망

철도총합연구소에서는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를 저장 매체로 한 직

항목

류 400V계 전력 저장 시스템의 미니 모델에 대한 연구 사례가 있으

에너지량 (MWh)

며, 플라위 휠을 적용하여 10%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한 연구사례도

단가 ($/kWh)
금액(억원)

500

있다.

2008년

2014년

2020년

50

420

5,070

1,000

500

500

2,100

25,350

(출처 : TS August Journal, 2006)

〈그림 5〉유럽 철도시스템 에너지 관리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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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며, 철도 교통분야에서도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

생산과 공급,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다.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의 분산

용하기 위해서 회생인버터, 회생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형 신재생에너지원과 전기자동차의 운영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

공하며, 또한 소비자가 품질별 전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력의 가

며, 향후 철도기관에서도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회생에너지를 회수

격에 따라 소비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지식경제부

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Eco-driving 기술 등

에서는 2030년까지의 로드맵에 따라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

과 같이 에너지 측면에서의 운전패턴 최적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축할 계획이며,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송, 지능형

있다. 또한 역사 등에서 활용하는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피크부하

신재생, 지능형 서비스 분야에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관리 및 조명등 교체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

이와 같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 에너지는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상대적 수준(100%)

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역사, 선로변에 설치하여 다양한

국가 전체 에너지의 11%를 공급할 전망이며, 출력이 불규칙한

스마트 미터, 솔루션

에너지원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Inconsistent) 신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대규모로 연결되기 위해서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상대적 수준(100%)

또한 국내의 전력계통망은 기존의 공급 중심의 망에서 스마트 그리

는 전력망의 지능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철도시스템의 전

스마트 미터, 솔루션

드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로드맵 작성, 대형 연구사업 추진, 시범단지

력망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에 한계 및 개념설계 이루어진 적은 없다.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상대적 수준(100%)

구축 및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스마트 Home, 스마트 Building, 스마트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전기를

Factory를 중심으로 제주도 통합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계획을 수립

공급하기 위한 단순한 망이 아니라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제어

하고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공장, 주택, 빌딩, 학교의 스마트

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와 각종 센서시스템, 지능형 설비, 계측 장비

그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확충하고 전력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연

등으로 구성된 지능형 통합 에너지 네트워크이며, 이를 통해 전력의

계 계획을 구축하고 있으나 철도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표 3〉국외 보유 기술 또는 특허
기관명

UIC

보유 기술 또는 특허

Intergrated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수준

비 고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for
Rialiways

On Board Metering system 개발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상대적 수준(100%)

히타찌

리튬전지식 회생전력흡수장치
회생인버터

300kVA, 고조파능동제거 PWM방식

메이덴

액티브 필터

ABB

직류송전기술, FACTS, AMI

지멘스

AMI,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미쓰비시,
Bombardier

비접촉 급속충전형/무선전력공급충전

Better Place,
ECotality, NEDO
Toyota/Honda

500kW, IGBT 방식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상대적 수준(100%)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상대적 수준(100%)
HVDC, 배전자동화 기술

배터리교환시스템, 충전인프라 통합관리, 비접촉 무선충전(마이크로파)
충전인프라 및 충전장치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상대적 수준(100%)

IMA, CVT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어기술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상대적 수준(100%)
(출처 : TS August Journal, 2006)

2.2 국내 기술개발 동향
본 철도 교통은 CO2 저감 및 철도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고 있다.
〈표 4〉한국철도공사 연도별 전기 사용량

전철화가 확대되고 있어 기존의 화석연료의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
들고 있으며, 전기사용량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

구분

전력사용량(천kwh)
전철전력

일반전력

합계

증감율(%)

철도 개통시점(2004년) 등 대규모 철도시스템 도입으로 한국철도공

2003

956,621

167,308

1,123,929

-

사의 경우 2007년 한국전력공사 전기 판매량 대비 0.55%의 전기를

2004

1,408,045

246,776

1,654,821

47.2

2005

1,652,055

254,841

1,906,896

15.2

2006

1,700,724

254,377

1,955,101

2.5

2007

1,767,584

263,601

2,031,185

4.0

사용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경
우에 전체 한전전력판매량의 1%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대용량 부
하이다.
향후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등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

비고

KTX개통

(출처 : 전기업무자료, 한국철도공사, 2008)

※ 한국전력공사 총 판매량 : 368,605,433천kwh(2007년 기준, 한전통계)

으며, 각 지자체의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심도 열차, 경량
전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선이 폭발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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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철도분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그림 7〉AMI 시스템 구성도

〈그림 8〉차세대 전력 시스템의 예(철도분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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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이동 수단용 전기에너지 저장 수단인 2차 전지에 대하여

〈표 6〉국내 보유 기술수준

최종 양산용 자동차에 적용될 Li-ion 2차 전지를 생산하여 현대자
동차와 GM에 양산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디지털 휴대용 기기용

현재 기술수준
기술명

Li-ion 2차 전지의 생산업체인 삼성 SDI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Bosch와 협력사인 SB-Limotive를 설립하여 자동차용 전지를 개발
진행 중이다.
〈표 5〉Li-Ion Cell 기술트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기술수준 기술격차
(%)
(년)

비고

기술개발 완료시
국내 기술수준
기술수준 기술격차
(%)
(년)

비고

여 정부단위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배출저감 인프라 확보가 가능

시스템 동작 조건 분석 및 제어기술, 보호 협조 시스템의 동작에 따

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이와 같이 1. 철도전력망 통합지능화 기술,

른 R-EMS 동작 알고리즘 개발과 철도 스마트 미터링과 충전 시스

2. 철도 그린인프라 구축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템을 통합한 운영 체제 신뢰성 검증 기술이 있다. 이외에도 Eco-

이 가능하겠다. 녹색기술의 철도 접목은 세계적으로도 그 계획과 이

Driving 및 회상에너지 관리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및 저장장치 적

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이고 세부 계획 작성

용 기술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연계기술이 있다.

회생인버터 기술

90

2

성숙단계

100

0

상용화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80

3

도입단계

90

1

경쟁단계

Eco-driving 기술

60

4

도입단계

80

2

경쟁단계

AMI 및 스마트미터 기술

70

3

도입단계

90

1

경쟁단계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기술

50

5

도입단계

80

2

성숙단계

하이브리드 추진 제어

20

10

도입단계

80

3

성숙단계

철도 전력망 통합 지능화 기술은 철도시스템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1 철도 전력망 통합 지능화 기술

양극

고안전성, 고신뢰성 비Co계 양극활물질 개발 및 양산

회생제동 시스템

60

5

도입단계

90

1

경쟁단계

위하여, 철도전력망을 최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지능형 철도전

음극

저가 및 고출력 특성을 위한 음극활물질 개발 및 양산

대용량 2차전지 집적/제작 기술

90

1

성숙단계

100

0

상용화

력망 플랫폼 구축 기술을 개발하고 철도 계통의 안정성 구현하는 것

고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해질 조성 개발

급속충방전 기술

70

3

도입단계

90

0.5

상용화

저가 및 고신뢰성 확보를 위한 격리막 개발 및 양산

연료전지 제작기술

30

6

도입단계

85

2

성숙단계

비접촉 유도급전 기술

60

3

도입단계

90

0.5

상용화

전해질
중대형
격리막
에너지
Li-Ion
저장
Cell Packaging
장치
개발
Cell 설계
Cell 공정

저가 및 고신뢰성 확보를 위한 Packaging 부품 개발
및 양산 체제 구축

(출처 :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지식경제부 2009.5)

대면적 및 고전류밀도 CELL 설계 기술 확보
CELL 특성 평가 및 열화기구 분석 기술 확보
CELL 양산 공정 개발 및 설비 기술 확보

(출처 :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에너지저장, 지식경제부 2009.5)

3. 기술개발의 세부 전략방안
현재 철도 전력망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능형 철도 전
력망은 현재 철도 분야에 이와 관련된 녹색에너지 적용 기술이 없어
낭비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지능형 철도 전기에너지 저장·제어

국내에서는 직류공급방식 적용에 필요한 각종 전력전자 소자의 핵
심기술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핵심부품의 가격이 고가임
에 따라 확대적용에 한계를 보인다. 일반 수용가에서 직류 배전의 타
당성 검토를 위해 가전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력
을 통한 적정 공급전압 각종 부품의 개발 가능성과 경제성 검토 등이
추진 중이다.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력산업연구개
발사업 중‘대수용가 서비스 모델 및 시장전략 개발, 시범사업 수
행’
,‘배전계통에 연계된 분산전원의 운영기술 개발’연구과제에서
고밀도 대수용가 직류서비스와 직류 공급시스템 개발에 관해 연구
할 예정이며, 한전에서는 경영정책과제로 직류 공급시스템의 타당
성 검토 기획조사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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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의 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절감하며, 절감된 전기에너지를 활
용하여 철도 역사에 세계 최초의 전기충전소(Energy Station)를 구
현함으로써, 녹색교통을 위한 Smart Infra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철도건설,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
단위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CO2 배출저감이 필요함에 따라 대
응이 가능해지며, 신에너지 교통수단 및 산업기기의 에너지 제어기
술로 확산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가전략에 따라 전기차 충
전인프라를 적기에 기존철도 인프라를 이용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전기차 확대기반 마련 및 조기 창출된 세계최초 철도시스템 비즈니
스 모델을 내수시장의 Test-bed 완료로 세계시장 진출에 용이할 것
으로 보여진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철도건설, 수요에 대응하

이다.
철도 전력망 통합 지능화 기술은 첫째, 철도 계통 해석 및 철도 계통

〈그림 9〉지능형 철도전력망 핵심기술

보호 협조 기술로 세부적으로는 철도 DC 시스템 과전압 해석 및 절
연 내력 설계, 철도 충전 시스템 적용시 계통 안정도 해석 기술 개발,

3.2 철도 그린인프라 구축 기술

철도 계통 보호 협조 기술 개발, 철도 DC 시스템 과전압 해석 및 절

철도 그린인프라 구축 기술은 철도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

연 내력 설계, 역사 내 충전기 연계점 계통 분석 개발이 있다. 둘째로

수요 모니터링 및 제어 기반의 철도 Smart Metering기술과 시작품

는 AC 및 DC 충전기 계통 연계 기술이며 세부적으로는 충전기 용량

을 개발하여 철도인프라, 차량, 전력설비에 Meter인 정보수집장치

선정 및 설계 기술 개발, 충전기 동작 최적 알고리즘 개발, 충전기

와 Service Gateway를 포함하는 AMI를 개발하며 향후 신규 시장

DC 입력망 설계 및 구축이 있다. 셋째로는 철도 스마트 미터링 기술

확보를 위해 바이모달, 트램, PRT, 전기자동차 등 충전기반의 새로

이다. 스마트 미터링이란 전력 IT와 스마트 그리드에서 필수적인 요

운 철도차량의 충전인프라 핵심기술과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소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치로

구현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충전시스템 구축 기술로 지능

세부적으로는 역사/스마트미터 간 상호 통신 운영 체제 설계 기술,

형 전력망을 이용하여 절약된 에너지를 전기 기반 즉 배터리 기반의

계량 정보의 유무선 통신 전달 방식을 위한 DCU 기술, 차량용 인프

구동형 차량에 충전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DC 전원

라용 스마트 미터링 요소 기술 개발 및 인증 기술이 있다. 넷째로는

용 급속 충전기 타당성 검토 및 설계, AC 및 DC 전원용 급속 충전기

철도 전력 Smart Management 기술개발이 있다. 이는 지능형 관

제작 및 성능시험, AC 및 DC 전원용 급속 충전기 실증 테스트, 충전

리기술로 전력의 사용량을 AMI/AMR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

인프라 설계와 충전기용 DC-DC converter 설계가 있다. 둘째로는

링하고 이를 제어하여 최적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로

충전 시스템 운영기술 개발이 있다. 실제로 철도 전력망은 이전 약

세부적으로는 부하량 예측/측정 및 계통 피크 부하시 핵심 부하 선

백년간 철도차량 운행을 위해서만 전력망을 개발하였으며 충전 및

정 기술, AMI/AMR/R-EMS 연계 운전 기술, 철도 계통 보호 협조

저장 등 다양한 용도로 발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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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활용 전략

•전기철도 전력에너지 최적활용 전략
•전기차운전기법에 의한 에너지효율화
•철도인프라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시범구축
•전기철도의 축소판‘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

2010 September + October

•PRT 시스템 운행 시뮬레이터 개발
•집전 전압 향상을 위한 단권변압기 탭 변환 구성
•해외철도산업진출과 스마트그리드

이러한 이유는 독립적인 전력망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철도 전력을

철도차량 충전시스템을 구축한다.

Eco-driving 기술을 개발하고 철도전력시스템의 최적운영기술,

공급하기 위함이었으나 향후 전력망을 안전하면서도 최적으로 활용

에너지 효율 향상용 DC 배전 케이블 절연 설계 및 시험, DC 급전 케

CO2 저감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며 이를 통합하는 철도 에너지 관리

하고 남는 전력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영 기술 개발이 필수

이블용 접속재 설계 및 초기성능 시험, DC 과전압 해석 및 절연 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적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남는 에너지를 전기차량과 베터리 베

력 설계, DC 배전 아키텍처 설계, DC 급전 배전 케이블/접속재 장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개발은 현재 전력시스템을 총괄 제어하는

이스의 철도차량에 활용하는 것으로 피력하였으나 새로운 비즈니스

신뢰성 시험, DC 배전 시스템 설계 및 시범사업용 시제품 제작, DC

SCADA 시스템과는 별개로 철도 전기설비 지능화에 핵심이라 하겠

모델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급전 배전 케이블/접속재 장기 실증 테스트, DC 배전 시스템 실증

다. 또한 철도시스템의 에너지 수요 모니터링 및 제어 기반의 철도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전력을 연계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테스트, DC 급전 보호계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 및 실증테스트,

Smart Metering기술을 개발하여 철도인프라, 차량, 전력설비에

모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기술의 세부 기술로는 유무선 계

철도역사용 Smart DC 배전 시스템 종합실증을 통해 DC 플랫폼 구

Meter인 정보수집 장치와 Service Gateway를 포함하는 AMI를 개

량 정보 전달이 가능한 철도형 Smart Meter/ DCU/GUI Prototype

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발하고 철도 전력설비를 친환경화 고효율화 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제작 및 성능시험, 차량용, 인프라용 Smart meter 시작품 실증시험

개발하여야 한다. 철도 전력의 수요예측과 현재 에너지 사용을 모니

및 평가/인증기술, 계량 정보를 응용하기 위한 DCU 제작 및 실증 테

터링 하는 지능형 철도 에너지 메터링 기술은 수요 반응에 기반한 철

스트, 철도형 Smart Meter, DCU 상호연동 시험, 철도 역사용 R-

도 운영에 핵심 요소이다.

EMS 개발, 철도 역사용 Smart AMI Proto Type 제작 및 평가, 철

마지막으로 다양한 철도차량의 차상용 추진에너지로 이용될 에너지

도 역사용 AMI/R-EMS Proto type 제작 및 연동시험, 철도 역사용

저장장치의 추진제어기술의 개발과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

AMI/R-EMS Proto type 실증 테스트, 차량용, 인프라용 Smart

여 차세대 신에너지를 이용한 수송 및 대중교통수단에 핵심 기초기

meter 시작품 시험 및 AMI 적용기술이 있다. 이외에는 DC 배전망

〈그림 10〉철도 그린인프라 핵심기술

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을 활용하는 DC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과 철도 핵심 부하제어를 위
한 제어시스템, 철도계통 급전 보호 협조 시스템, 통합망 구축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이 있을 수 있다. 본 기술의 핵심세부사항으로 다시
한번 Smart Meter기술이 있다. 철도 Smart Metering 기술은 계량
정보의 유무선 통신 전달 방식 및 정보를 취합하는 DCU(Data
Collection Unit) 통신 설계, 계량 정보를 응용하기 위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충전 과금 시스템 알고리즘 등이 포
함된 철도형 Smart Meter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술이다.
AMI/AMR 기술은 철도용 EMS 운영기술과 철도 역사용 AMIEMS 구축 및 운영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이다.
신재생에너지원 계통 연계 시스템을 시작으로 철도역사용 Smart
DC 배전 시스템, 통합 운영 솔루션 개발등을 통해 차량-인프라-에
너지 시스템 연계를 한다.
DC 전원용 급속 충전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 및 제작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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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최근 철도시스템에 녹색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구현
기술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그린철도기술 이라는 새로운 개념
의 통합기술 아래 신재생에너지, 지능화, 차량경량화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복합되어지고 있다. 이중 철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력시
스템을 지능화 하고 효율화하기위한 연구는 최근 지능형 전력망 구
축 사업과 별개로 계획되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기철도 전력망 에너지 최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전략
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지금까지의 철도시스템의 전력망은 발전회
사로부터 수전받아 이를 차량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전력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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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적인 환경오염문제 등을 이유로 전기에너지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

최근의 유가 급등을 계기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의 주요
기조로 내걸었으며,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 운전시 단위 전력당 소요비용도 매년 인
상됨에 따라 철도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요구된다.

Programming) 등의 수치해석적 기법을 통해 목적함수에 대한 최

용이 수월하고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철도에도 비교적 단기간내에

적해를 구하는 방식, 퍼지,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등의

적용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환경

지능적 기법들을 이용하여 복잡한 수학계산이 없이 최적해를 구하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열차 및 자동 열차 주행 시스템

는 방식들이 있다.

등에 새로운 열차운전 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기

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열차 운전 최적화 기법들에 대

위한 효율적인 열차운전(Energy efficient driving)을 위한 다양한

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실제 적용 사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외국의 사례들을 요약하

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

였다.

조되어 몇 가지 연구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전체 철도 구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국내 차량의 특성과 운영 실정에 적합한

3. 열차 성능 시뮬레이션(TPS) 모델

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

한편, 하드웨어 관련분야는 에너지 저감 효과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의 정서가 2005년에 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새로운 설비가 요구되어 비용이 상승하며 기

표되고 한국은 2차 감축대상국에 포함되어 2017년까지 감축 계획을

존의 시스템에는 적용이 어려운 점 등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

실행해야 한다. 한국은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는 반면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들은 비교적 적용이 수월하고 적은

2. 에너지 효율적인 운전(Energy efficient driving)외국 사례

는 식(1)에 포함된 열차저항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보이고, 식(3)은 이

이 산업분야(32%) 다음으로 교통분야(20%)가 높고 온실가스의 운송

비용으로 기존의 철도에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들을 지닌다. 특히, 에

철도에서의 에너지 저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걸쳐

들 중에서 주행저항을 나타낸다. 식(4)는 열차가 주행하는 동안 열차

부분 배출증가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서 교통 분야

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중에서 하드웨어 관련분야는 에너지 저감 효

에서 소비된 총에너지를 보이는 것으로 제동시는 에너지가 회생됨

에서 친환경 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 및 자동 열차 운행 시스템 등에 새로운 열차운전 기법을 적용하여

과가 크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을 가정하였다. 열차의 운전모드는 견인력과 제동력의 인가상태에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단위 수송량당 에너지 소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요되고 새로운 설비가 요구되어 비용이 상승하며 기존의 시스

따라 역행, 타행, 제동모드로 분류되고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적은 친환

열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열차소

템에는 적용이 어려운 반면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들은 비교적 적

같다.

경 교통수단으로서 <표 1>과 같이 철도가 크게 부각되어 국내에서도

비에너지와 열차운행시의 제반조건들을 이용하여 목적함수를 설정

지하철에 이어 2004년 KTX의 개통과 함께 철도노선에 대한 전철화

하고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열차 운전모드를 도출하는 형

구간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연간

태를 취하는데, Lagrange 배수를 이용한 목적함수를 설정하여 해석

The Siemens

전기사용량도 국내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1%를 차지하는 대규모 소

적으로 최적해를 계산하는 종래의 방식을 비롯하여 계산부담을 줄

Metromiser

비자로 성장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철화구간 증가와 전 세계

이기 위해 DP(Dynamic Programming), NLP(Nonlinear

에너지 절감 대책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실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선로를 주행하는 열차의 운동방정식을 나타내면 식(1)과 같다. 식(2)

〈표 2〉철도에너지 저감을 위한 외국의 사례

DB ESF

〈표 1〉단위수송량당 에너지소모와 CO2 배출량
단위수송량당 에너지소모
구분

여객(kcal/인km)

화물(kcal/톤km)

단위수송량당 에너지 소모

철도대비 소모량

철도

76

1.0

버스

415.4

5.5

택시

1,192.2

15.7

철도

106

1.0

도로

1,674.2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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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energy

단위수송량당 CO2 배출량
구분

여객(gㆍCO2/인km)

화물(gㆍCO2/톤km)

단위수송량당 CO2 배출량

철도대비 소모량

3.1 열차운동 방정식

EETROP

철도

3.0

1.0

승용차

40.8

13.6

버스

15.1

5.0

철도

7.1

1.0

Driver Assistance System

도로

150.7

21.2

ENAflex-S

DB Driving Efficiency

- Siemens와 Technical University Berlin 개발한 driving advice system
- Siemens에 의하면 기존의 타임 테이블에서는 평균 10%의 에너지 저감효과를 보이고, 별도의 타임테이블 최적화를 통해서 평균 15% 에너지 저감
효과를 낸다고 주장.
- Hannover University와 공동으로 German DB AG가 개발한 driving advice system
- 독일 ICE에서 평균 5% 이상의 잠재적인 에너지 저감효과를 확인 함.
- EC에 의해 지원된 통합프로젝트
- Energy Efficient Driving (EED) 방식별 에너지 저감효과 도출 (2008)
- RailEnergy 의 워킹그룹인 "Energy Efficient Timetabling and Driving"에 의해 수행됨.
- 경제운전이 적용가능한 모든 열차에 대해, 5%의 타임-마진을 설정하는 경우에 15%의 에너지 저감이 가능함.
- DB에 의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자 교육 방식
- 정시도착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5%-10%의 에너지가 저감됨을 보고함.
- 독일 Dreseden University에서 개발
- 실제 운행에서 소비에너지 15%가 저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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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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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설계

s = sD , t = tD
s D :역간 거리, t D :역간 목표시격

본 연구에서는 Simulink의 그래픽 툴박스들을 이용하여 윈도우상
에서 전체 시스템 블록들을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하므로서 시스템
의 설계와 변경 및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 제동점 결정
열차가 목표역에 정확히 정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동 개시지점
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역행과 타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견인력[N],

:제동력[N],

:열차저항[N],
:열차속도[m/s],
:구배[‰],

:에너지[kWh]

통해 먼저 열차의 전방향 속도궤적을 구한 다음, 제동에 대한 시뮬레

:열차유효질량[ton]

이션을 통해 열차의 후방향 속도 궤적을 계산하고, 두 궤적의 교차점

:시간[s],

을 제동 시작지점으로 결정한다.

:열차주행시간[s]

:곡선반경[m],

:주행저항 계수

:출발저항[N],

:주행저항[N]

:구배저항[N],

:곡선저항[N],

다음과 같다.
4.1 전-후향 속도궤적 산출 블록
〈그림 3〉전향 속도궤적블록 (Forward(Powering/Coasting)의 내부 구성

2) 타행점 결정
주행시간(t)과 목표 주행시간(tD )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적합도
(Fitness) 함수를 설정하고 이를 최소로 하는 타행 개시지점을 찾기
위하여 GA(Genetic Algorithm)를 적용한다.

〈표 3〉열차 운전모드

Simulation)블록, GA블록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동작을 설명하면

<그림 2>는 Simulink로 구성한 전-후향 속도궤적 산출 블록을 보이

열차가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열차의 실제
:터널저항[N]

은 크게 전후향 속도궤적 산출블록, 통합 TPS(Train Performance

는 것으로, 최대 역행과 타행을 통해 열차가 출발지로부터 목표지점
을 향해 주행하는 동안의 속도궤적을 산출하기 위한 전향 속도궤적
산출블록(Forward(Powering/Coasting)), 최대 제동력으로 열차가
목표지점으로부터 출발지점을 향해 거꾸로 후향 주행하는 속도궤적
을 산출하기 위한 후향 속도궤적 산출블록(Backrward(Breaking)),

3) 최적 프로파일 결정

열차 운전모드

견인력(T(v))

제동력(B(v))

에너지(B(t))

역행

+

0

증가

한편 열차 주행 모드에 따라서, 동일한 주행구간 동안에 두 가지 제

타행

0

0

불변

한 요소를 만족하는 타행점과 제동점, 즉 속도 프로파일이 여러 개

제동

0

+

감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 GA를 반복 수행하여 속도 프로파일

순차적으로 전-후향 속도궤적 산출블록을 동작시키고 두 속도궤적
의 교차점을 계산하여 제동 개시지점을 구하는 Supervisor 블록으
로 구성된다.

〈그림 4〉후향 속도궤적 블록 (Backward(Breaking))의 내부 구성

들을 구하고 이들 중에서 열차 소비에너지를 최소로 하는 타행점과
3.2 열차 주행 에너지 최적 알고리즘

4.2 통합 TPS 블록

제동점을 가지는 속도 프로파일을 최종적인 열차 속도 프로파일로

타행지점과 전-후향 속도 궤적의 교차점으로부터 제동지점이 결정

결정한다.
지하철구간과 같이 거리가 짧은 역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운행

되면 이들을 이용하여 목표지점까지 일정하게 주행 거리를 증가시

모드는 대략적으로 최대 역행, 타행, 최대 제동으로 간략화 시킬 수

키며 속도 궤적, 주행시간, 소비 에너지 등을 재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있고, 이 경우 열차의 에너지 소비도 최소가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열차의 운행모드를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최대 역

에서 DeltaS, Coasting, Co2Br 은 각각 주행 거리 증가분, 타행 개
시지점, 제동 개시지점을 나타낸다. <그림 6>은 <그림 5>의 TPS 블

sB :제동거리

절하여 전체 운행구간 동안에 열차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때, 열차의 속도 프로파일이 정해진 역

tD :역간목표시격,

록 내부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견인력 테이블과 제동력 테이블이 모

tp :역행시간,

두 포함되고, 각 구성 블록들은 전-후향 속도궤적 블록에서 사용된

tC :타행시간,

간 거리( sD )를 정해진 운전시간( tD )에 운행하여야 하는 다음의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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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는데, 이를 위한 Simulink 블록을 <그림 5>에 나타냈다. 그림

sp :역행거리,
sC :타행거리,

행, 타행, 최대 제동으로 간략화 시킨 후, 타행이 시작되는 지점을 조

지 제한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sD :역간거리,

블록들과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진다. <그림 7>은 <그림 6>의 Speed

tB :제동시간

〈그림 1〉열차 운행 모드

〈그림 2〉전-후향 속도궤적 산출 블록

& Distance 블록의 내부를 보이는 것으로 가속도와 거리의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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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열차의 주행속도를 계산하는 블록이다. <그림 8>은 전

Speed[km/h]
Speed
energy*10
limit speed

체 TPS 흐름도를 보이는 것으로 흐름도의 각 단계를 <그림 2>와 <그

〈그림 7〉Speed & Distance 블록 내부구성

Stop

〈그림 9〉GA 블록

Time[sec]

Speed[km/h], Energy*10[kWh]

림 5>에서의 Simulink 블록들과 연관시켜 표시하였다.

time
target time

gradient(m)
gradient(mil)

TPS (신설·용두·신답·성수 : 780(m)·1908(m)·2856(m)·3798(m)·6150(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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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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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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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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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용두(Coast:1219(m) Break:1624(m) Stop:1908(m) Time:91(sec) Energy:1.9kWh)
용두-신답(Coast:2178(m) Break:2802(m) Stop:2857(m) Time:87(sec) Energy:4.4kWh)

200
150
100
50
0

10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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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신설-용두(Coast:3078(m) Break:3724(m) Stop:3799(m) Time:89(sec) Energy:2.4kWh)
용답-성수(Coast:4542(m) Break:5054(m) Stop:6151(m) Time:181(sec) Energy:8.7kWh)

100
Gradient[m]

Gradient[m]

Time[sec]

50
0

10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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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Distance(m)

〈그림 11〉Limit speed nomal (Case1)
〈그림 5〉전향 속도궤적과 후향 속도궤적 통합 TPS 블록
〈표 4〉Simulation results

〈그림 8〉전체 TPS 흐름도

속도제한

신설-용두
1128[m]
90[sec]

용두-신답
948[m]
90[sec]

용답-성수
2352[m]
180[sec]

GA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C-코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함수

신답-용답
942[m]
90[sec]

Energy/Epeak[kWh]

1.9 / 5.9

4.4 / 5.8

2.4 / 4.4

8.7 / 10.3

들을 작성한 후, Matlab 의 Legacy C-코드 생성툴을 이용하여 C-

Time[sec]

91

87

89

181

4.3 Genetic Algorithm 블록

코드 GA 함수들로부터 Simulink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c-

6. 결 론

sfunction 블록들을 생성하였다. <그림 9>는 이들을 서로 연계하여
구성한 GA 블록을 보이는 것으로, 열차의 타행지점들로 구성된 모

〈그림 10〉GA 흐름도

집단으로부터 랜덤하게 초기 타행지점들을 선정하고, GApickchroms
블록에서 이들을 이용하여 TPS를 행하며 적합도를 계산한 후 계산
결과에 따라 부모와 자식염색체 (타행지점) 들을 선택하여 출력하면,

〈그림 6〉그림 5의 TPS 블록의 내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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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열차운전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
하여 먼저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5.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열차 운전시 소비 에너지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일반적인 방안으
로서 최적 알고리즘을 통해 열차의 타행운전을 체계적으로 활용함

GAcrossover 블록에서 이를 입력받아 랜덤하게 교배시킨 후 교배

다음 결과는 실제 열차편성(신설-성수)운행 중인 2호선 차량의 파라

으로서 상당한 에너지 저감을 이루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구현

된 염색체들을 GAmutation 블록으로 출력하고, GAmutation 블

미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열차운전모드는 최대역행,

하기 위한 제어기법으로서는 종래의 해석적 기법들보다는

록에서는 랜덤하게 염색체 돌연변이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염색체들

타행, 최대제동으로 설정하고 속도, 시간 및 구배의 시뮬레이션을 볼

GA(Genetic Algorithm)를 비롯한 경험적(heuristic) 기법이 더욱

을 출력한다. <그림 10>은 GA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냈다.

수가 있다.

효과적임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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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전 모드를 최대 역
행, 타행, 최대 제동으로 간략화 시킨 후, 타행지점을 조절함으로서

•정호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철전력연구실 선임연구원 (hsjung@krri.re.kr)

주행기간동안에 열차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시키는 방식을
기본 알고리즘으로 설정하고, 열차 운전시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의
두 가지 제한 조건을 동시 만족하면서 소비에너지를 최소로 하기 위
한 열차 속도 프로파일을 찾아내기 위하여 전-후향 열차 속도 궤적

1. 서론

2. 철도인프라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화석연료 고갈,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 환경오염 심화, 고유가 문제

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산출방식과, GA를 결합한 최적의 열차 속도 프로파일 생성 알고리
즘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등으로 인해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전통적

한편, 열차 운전시 최적 에너지 효율을 얻기 위한 속도 프로파일을
찾아내기 위한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서, 종래의 해석적 방식에 기반
을 둔 동적 프로그래밍(Dynamic Programming)을 적용하고 시뮬
레이션을 행하였다. 열차 운행 에너지와 열차운행 시간을 포함하는
순환식을 정의하고,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매 열차 진행 스
텝마다 순환식을 풀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에너지 최적 속도 프로
파일을 구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GA의 결과와 유사한 최적 속도 궤
적을 구할 수 있었고 제안된 GA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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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nd Signal Processing, Springer Verlag, 1997.

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1일 평균주행거리가
50km 이하인 차량의 비율이 60~90%로 단거리주행 및 주·정차가
잦은 사용 환경이 조성되어 전기자동차의 효용성이 증가되고 있으
며,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분위기로 볼 때 2년 내에 약 120개 정
도의 전기자동차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2020년경에는 전체
자동차의 약 20%정도가 전기자동차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어진
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긴 충전 시간과 발전소, 충전시스템 등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충전인프라 구축 미비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지에는 차량의 운행량이 많
아 대규모 충전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전을 위
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수
적이다.

11. MathWorks, Simulink 7 Writing S-Functions.

본고에서는 대규모 충전인프라를 기존의 도심구간에 구축하기 위해

12. 철도청, 1994, 과천/분당성 인버터제어 전동차 정비지침서, pp.146-151

도심에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철도 전력인프라와 역사 환승

13. Bellman R., Dynamic programm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57.

주차장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용량의 전력공급을 가능

14. S. Y. Askey, Design and Evaluation of Decision Aids for Control of High-Speed
Trains:Experiments and Model, Doctor's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Jun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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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오염 유발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그린에너지화가 부각

하도록 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을 살펴보면 미국, 이스라엘, 일본의 경우 Better Place사의 배터리
교환방식과 충전 스탠드 설치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를 비롯한 유럽권 국가에서는 충전 스탠드 설치 방식을 이용하고 있
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보급 수량과 충전인프라의 규모도 점차 확대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충분한 전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철도전력망을 이용하는 충전인프라는 현재 구축되거나 구축 예정인
나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표 1>은 국외의 충전인프라 현황에 대한
비교표이다.
국내의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는“그린카 충
전인프라 인터페이스 핵심부품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인렛, 컨넥터, 충전스탠드, 충전인프라 기반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시범단지에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지역을 선정하고 운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저탄소 그린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 콘센트 시설,
배터리 교환소 등의 충전인프라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부
는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SB리모티브, LG화학, SK에
너지, 삼성전기, LS전선, GS칼텍스, 롯데마트, LS산전의 참여기업
과 함께‘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
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충전방식별 효율, 적정 충전시설 규모, 비
용편익을 분석·평가하고 주차장소별 적정 충전 시스템 구축 모델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제주, 서울 2개 구와 경기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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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국외의 충전인프라 현황
항목

미국

규모

·conductive : 441 spot
·inductive : 664 spot

운영

·Better Place
·Columb Technologies
·AVCON 등

제품

·다양

영국
·충전스탠드 : 250개소
·EV : 2,600대(NEV)

·런던시 / EDF

·Elektromotive

프랑스

이스라엘

·충전스탠드 : 200개소
· EV : 76대 전기버스 등

·파리시(운영보수)
·EDF(충전소 설치)

일본

·충전스탠드 : 15만대
·배터리교환소 : 100개
·EV : 5,000대(계획)

·충전스탠드 : 100개소

· Better Place

·Better Place
·동경전력/미쯔비시상사
·파크24 주식회사

방법 1은 직류 급전계통을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을 공급

이상 충전 기준으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방식으로 정류기 2차측의 직류 1500V 급전모선에서 인출하고

완속충전기의 경우 출력용량 7.7KW, 최대전압 AC220V, 최대전류

DC-DC 컨버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에 요구되는 다

35A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은 약 8시간 정도 소요된다.

양한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방법 2는
일반전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배전계통에서 배전용 변압기

2.2 철도 전력망을 이용한 충전인프라 구성

를 이용하여 6,600(22,900)/380V 또는 6,600(22,900)/220V 전압

철도 전력망을 이용한 충전인프라의 구성을 위한 방법으로 <그림 1>

·Better Place
·Panasonic
·HASETEC

·Better Place
·Renault-Nissan

·VM's / Autolib
·DBT사, SGTE사

DC450V, 최대전류 110A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은 배터리 80%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직류 급전계통과 일반전력계통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특징

·캘리포니아 지역에 집중(ZEV)
·사용자 개조차량 다수

·차량 Lease
·도심 혼잡통행료 면제

·Parking Lot 위주 설치
·민간업체 운영참여제한

·국가 Project

·세계최초 배터리 교환식 택시

과금

·무료
·조건별 정액제
·선불카드 방식

·초기 : 충전무료제공
·현재 : 연간정액제

·무료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무료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비고

·급속은 자동차사별 공급

·단순충전기능

·단순충전기능
·정부 네트웍 개발
·스탠드 : EDF/르노/PSA

·충전스탠드/EV=2.5/1
·1일주행 70km(90%)
·도시간 거리 150km

·50km간격으로 설치
·구청, 경찰, 우체국 등
공공부문 보급 추진 중

으로 변환하여 기존의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이다. <그림 1>은 전기철도 급전망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
라의 기본 개념도를 나타낸다.

(자료 : 국내외 전기자동차 교통충전인프라 동향 세미나자료, 2010. 08.)

개 시 등 전국 3개 지역을 2010년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지역으로 선
정하여 운행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범적인 충전인프라는 소규모의 충전이 가능한
규모이며, 대규모 충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2009년 지식경제부 발표 자료 <표 2>에 따르면 2020년에 국내 전기
자동차 보급대수가 전체 차량의 약 10%, 2030년에는 약 30%로 가
정하여 충전인프라의 필요규모 및 소용예산을 추정한 자료를 보면
2020년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에 필요한 규모의 소요
예산은 약 17.9조원이며 2030년의 경우 634만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되고 전력인프라의 필요 규모의 소요예산은 약 62.1조원으로 큰
예산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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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충전 인프라 필요 규모 및 소요 예산 추정
전기차 소요전력
보급대수 (MW)

전력인프라 규모
원전

변전소

송전탑 배전회선

급 속
충전기

소요예산

173만대

2,776

3기

16개

1,580기

634만대

10,150

10기

57개

5,779기 1,015회선 634천대 62.1조원

278회선

173천대 17.9조원

(자료 :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확대 추진전략, 지식경제부, 2009. 07.)
* 전기차 보급대수 : ’
20년 국내 보유차량 대수의 10%, ’
30년의 30% 가정
* 소요예산(1기당 단가) : 원전 3.5조원, 변전소 103억원, 급속충전기 3,900만원 가정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경우 크게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로 나뉘
고, 국내의 경우 KEPCO와 LS전선에서 각각 개발하여 시험 테스트
중이다. 전기자동차용 충전기인 KEPCO 급속충전기, LS전선 LSC50K 급속충전기의 스펙을 보면 출력용량 50KW, 최대전압

〈그림 1〉철도전력망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공급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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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직류 1500V 급전계통을 이용한 급속충전 방식

은 모든 역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변전소가 없는 역사의 환승주차

1500V 급전계통망 또는 일반전기설비 전력공급망을 이용할 수 있으

조사를 통해 충전인프라 설치가 가능하고 예상되는 역사를 선정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을 위한 직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DC

장 및 대형주차장에 충전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압

며, 기존의 중앙 원격감시제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변전소 및 전

였다. 예상 역사로 강남역, 삼성역, 신천역, 강변역, 시청역, 서울역,

1,500V 급전모선에서 전력공급선을 인출하고 DC-DC 컨버터를 이

레벨이 일반 부하설비에 전력공급과 같기 때문에 일반 가정 또는 주

기실에 설치된 RTU을 이용한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어 최소한의 추

한양대역, 성내역, 길음역, 옥수역, 수서역등 총 11역사를 선정하였

용하여 급속충전을 위해 요구되는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전력을

차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완속충전기 및 급속충전기

가 설비를 통해 충전기의 전력공급 및 제어/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고, 선정 후 현장답사 및 관련 담당자와의 회의 등을 통하여 충전인

공급한다. 또한 충전 부분에서의 고장으로 인해 전동차 운행에 지장

를 적용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는 3상 6,600V(22,900V) 전력을 3상

기존의 철도 통신망은 대부분 광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충

프라 설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11개 역사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 없도록 DC-DC 컨버터 일차측에 직류 고속도차단기 및 보호계전

380V, 완속충전기는 6,600V(22,900V) 전력을 220V로 변환하여

전기에 요구되는 차량인식, 사용자인식, 전력량계량, 데이터통신,

수서역 1번 출구 근처 대로면에 접한 대형 환승주차장이 존재하며,

기 등의 보호설비를 구성한다.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충전기에 전력을 관리 및 제어하기 위

요금정산, 충방전제어, 계통보호, 안전장치, 장치보호를 위한 각종

서울메트로 기능실로부터의 거리가 약 300m 정도로 양호하였다.

직류 1500V 급전전압을 이용한 급속충전시스템의 경우 전기자동차

해 차단장치를 각 충전기마다 연결하여 전력량과 충전기의 On/Off

대용량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중앙 원격감시제어시스

주변 유동인구도 많아 홍보효과도 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속충전을 위해 기존의 급속충전기 내부에 설치한 대용량의 전력

제어를 할 수 있으며, 주차단기를 연결하여 비상사태 시에는 충전인

템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전인프

관리하는 주차장 내에 설치한다면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

변환장치를 제거 할 수 있어 충전기의 가격 및 유지보수 등을 간소화

프라의 전력공급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림 3>은 일반전기

라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 운

을 것으로 판단하여 충전인프라 시범설치 적합장소로 선정하였다.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는 직류 1,500V 급전계통을 이

설비 전력 공급망을 이용한 급속 및 완속충전시스템의 구성도를 나

영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4>는 충전전력 관리시스템(통

<그림 5>는 수서역 주변지도이며, <그림 6>은 주차장내 설치 예정

용한 급속충전시스템의 구성도이다.

타낸다.

신기능) 개념도이다.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5〉수서역 주변 지도
〈그림 4〉충전전력 관리시스템(통신기능) 개념도

2.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범 설치
〈그림 2〉직류 1,500V 급전계통을 이용한 급속충전시스템 구성도

〈그림 3〉일반전기설비 전력공급망을 이용한 급속 및 완속충전시스템 구성도

2.3.1 시범설치 대상 구간
2.2.2 일반전기설비 전력 공급망을 이용한 충전 방식

2.2.3 충전인프라의 제어 및 관리방식

충전인프라 시범설치에 적합한 장소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

도시철도의 경우 역사 및 터널 등의 신호, 조명, 냉난방 및 환기 등을

일반 전력계통의 경우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배전계통 선

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장답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였으며,

위한 전력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2,900V 또는 6,600V의 전

로를 신설해야 하며, 기존의 배전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충전기

조사대상은 전원을 인출할 수 있는 역사 기능실 및 역사 주변, 조사

력을 각 전기실에 공급하고 전기실에서 일반전기설비용 전압인

의 제어 및 전력량 검침 등을 위한 별도의 통신 인프라를 추가로 건

내용은 기능실과의 근접성, 설치 후 관리가 용이하며 향후 확장성이

380V 또는 220V로 변환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실

설해야 한다. 이에 반해 철도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직류

있고 일일 수송량이 많아 홍보효과가 좋은 곳으로 하였다. 우선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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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충전인프라 시범설치 위치

2010 09 | 10•51

03 철도인프라를 이용한
THEMES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시범구축

•전기철도 전력에너지 최적활용 전략
•전기차운전기법에 의한 에너지효율화
•철도인프라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시범구축
•전기철도의 축소판‘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

2010 September + October

•PRT 시스템 운행 시뮬레이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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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수서역에 설치될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조감도이다. 국제

〈표 3〉블루온 사양표

전기 안전 규격 및 법규를 만족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고려하였

구 분

풍기 등 동력부하 수용률 범위 50~80%, 국철 및 기타 철도 부하율

〈표 4〉충전설비 사양
HMC 블루온

항목

사양

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주변환경과의 디자인을 고려한 캐노

용 량

50KW

피를 설치하고 홍보효과를 위해 홍보영상 출력용 LCD TV를 캐노피

전 압

DC450V

전 류

DC110A

출력

외관

상단에 부착하였다.
제원(크기)

3585 × 1595 × 1540

모터출력

61 kW / 210 Nm

배터리 용량

16.4 kWh

1회 충전 주행거리(FTP 모드 기준)

140 km

충전시간(완속/급속)

6시간 / 25분

동력성능(0~100km/h)

13.1 초

최고속도

130 kph

입력

본체

기타

효 율

〉
90%

전 압

3∮380V

전 류

〈92A

주파수

60㎐

역 률

〉
0.9

크 기

870㎜ × 638㎜ × 1620㎜

중 량

〈300㎏

냉각방식

강제 공냉식

IP등급

IP44/IEC60529

절연방식

Galvanic 절연

통신방식

LAN, CAN, CDMA, RS232, 485

범위 45~65%(기술계산 핸드북 PAGE I-9 참조)되어 있다.
〈표 5〉수서역 변압기 용량
구분

일반 및
상시부하

효율

여유율

조명 1호계

104.99

0.90

1.10

128.32

조명 2호계

95.49

0.90

1.10

116.71

150KVA

동력 1호계

570.89

0.90

1.10

697.75

1000KVA

동력 2호계

585.01

0.90

1.10

715.02

750KVA

변압기용량

비고

150KVA

※ 변압기용량 산출서 (KVA / 효율 * 여유율 =)

충전설비의 현장설치 부하용량은 동력 1호계 부하율은 약 60%정도로
아직 여유용량이 있어 충전설비의 설치에 양호한 수준이라 하겠다.

3. 결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범구축은 예상 역사 11개를 비교 검토한

〈그림 7〉수서역 충전인프라 시범설치 조감도

결과 수서역은 대로면에 접한 대형 환승주차장이 존재하며, 서울메
트로 기능실로부터의 거리가 약 300m 정도로 양호하다. 주변 유동

2.3.2 충전설비 사양
충전설비의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사양과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인구도 많아 홍보효과도 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림 8〉현장설치 충전단말 설비

주차장 내에 설치한다면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최근 발표된 현대자동차의 소형 해치백 모델인 i10을 기반으로 한 전

전기차의 충전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속충전과 급속

판단하여 충전인프라 시범설치 적합장소로 선정하였다. 현재 시범

기차‘블루온(BlueOn)’
의 사양을 기준으로 충전인프라 시범설치를

충전방식이 있다. 이번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충전기는 본 시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경에는 설치가 완료되어 철도 역사를 이용한

결정하였다.

범설치에 사용된‘블루온’
의 급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선택하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범운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표 3>의 사양을 보면, 전장 3,585mm, 전폭 1,595mm, 전고

다. 전기차의 배터리로 바로 충전하는 것으로 충전시간이 30분 이내

1,540mm의 차체 크기를 갖춘 블루온은 고효율의 전기모터와 함께

로 완속충전 6~8시간에 비해 짧은 시간에 충전을 완료할 수 있다.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16.4kWh의 전기차 전용 리튬이온폴리머 배

현재 시험설치 중인 충전설비의 사양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3.3 수서역의 전력용량 검토

분을 없애고 중앙에서 집중으로 전력을 변환, 제어할 수 있어 전력공

터리를 탑재했다. 또한 전자식 회생 브레이크를 적용해 1회 충전으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운영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Operating

이번 수서역내 전력을 이용한 현장 시범설치에서는 동력배전반에서

급의 운영 및 제어가 효과적이며 충전인프라가 구성되는 위치 및 충

로 초기 목표 130km 대비 10km 증가된 최대 140km까지 주행이 가

System은 IT 부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의 편의에 맞게

환기실 부하의 연결된 전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전 수요에 따라 완속, 급속 충전기를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

능하다. 가정용 전기인 220V을 이용한 완속 충전시 6시간 이내에

최적화가 가능하다. 제공 가능한 부가서비스로 Mobile, Navigation,

수서역 전기설비 용량을 보면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변압기용량의

이 있다. 그리고 철도 배전망의 경우 전력공급이 이중화 되어있어 충

90% 충전이 가능하고, 380V의 급속 충전 시에는 25분 이내에 약

결제, 긴급 충전, 주차관리 등이 있으며 <그림 9>은 제공 가능한 부

합은 2050KVA이다. 동력부하의 예비기는 부하율을 0% 적용하고

전인프라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철도

80% 충전이 가능하다.

가서비스 항목을 나타낸다.

예비동력부하(MCC별 전체부하)의 부하율은 70~80% 적용하며 송

전력망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추가적인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충전인

사양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우선 결정된 전기자동차의 사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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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스템은 급속 충전
〈그림 9〉충전기 제공 부가서비스 항목

을 위해 각각의 급속충전기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전력변환장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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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를 중앙 또는 운영자가 원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기철도 급전망을 이용한 EV 충전인프라 구축

•권삼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철전력연구실 책임연구원 (sykwon@krri.re.kr)

은 AC-DC 전력변환장치가 필요없으며, 기존의 철도 전력망을 이용
하여 최소한의 추가적인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충전인프라 구축시
수반되는 비용을 절약하고 전기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서론
현재 철도에서는 전기철도가 큰 흐름이자 지향점이다. 이 흐름을 거
스를 것은 없다. 전기철도는 녹색 철도이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며, 편리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대용량이나 소용량에 모두 적합한
점을 비롯하여 두루 많은 장점을 가져 지속가능한 수단으로 자리잡
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즈음에 우리 연구원에서는『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
를
구축 완료하였다. 이 시험기는 전기철도의 특징적인 면을 그대로 가
진 전기철도의 축소판의 성격을 가져 앞으로 전기철도 분야의 연구
에 기여할 바가 기대되어 본 기회에 소개한다.

2. 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의 건설 경과 및 추진 동기

험기를 건설하고 참고문헌 1과 참고문헌 2와 같은 논문을 발표하였
다. 이 시험기는 500m 주행선로에 실물 전차선로를 근간으로 하여
시설하되 무게, 장력, 경간 등의 파라미터를 축척다운(Scale Down)
또는 업(Scale Up)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또 다양한 전차선로 설비
와 금구도 설치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그 선로를 최대
150km/h까지 운행할 수 있는 리니어 모터(Linear Motor) 구동 주
행대차에 실물 팬터그래프를 탑재하여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의
집전 역학적 특성과 집전 성능을 실험, 측정할 수 있도록 장치한 시
험 설비였다.
<그림 1>은 참고 문헌 2 논문에 소개된 장면으로서, 실험 주행에서
팬터그래프 부근의 전차선 변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속 카메라
로 촬영한 장면들이다.

이 시험기는 국가 R&D 사업에서 지원하는 철도기술 선진화 연구 기
• 참고문헌 •
1. 손홍관, 2010,“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와 스마트그리드”
, 대한전기학회지 제
59권 제4호, pp.47-53
2. 지식경제부, 2009,“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확대 추진전략”
3. 국토해양부, 2010,“국내외 전기자동차 교통충전인프라 동향,”기술세미나 자
료집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09,“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그린카”
, 지식경제부
5. 서울특별시, 2009,“서울시 친환경 그린카 보급전략 및 추진계획”
6. 이기승, 강현일, 김윤식, 심재석, 임형길, 유기선, 2010,“전기차 충전시스템을
위한 도시철도 DC 전력의 활용방안 연구,”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
집, pp.306
7. LS Cable, 2010, EV Chargers Management System
8. 서울메트로, 2010,“전기차 충전설비 구축 기술검토 용역 최종보고서”
,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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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한동안 건설할 부지가 없어 많
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연구원 인근 의왕역 유
휴 부지를 확보하여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부지에는
300~500m 정도의 곡선반경을 두 군데 정도에 가진, 400m 길이의
오래된 선로가 있었고, 이 선로의 레일을 50KG 표준 레일로 갱환하
였다. 선로의 중간 구역에 터널이 있으며, 터널의 길이는 190m이고
터널의 높이는 레일면으로부터 약 5.9m 정도 되어 전차선을 4.6m
높이로 하여 가공 커티너리를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이 시험기 구축의 추진 동기는 일본의 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의
‘집전시험장치(Current Collection Test Equipment)’
에 대한 벤치
마킹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본에서는 1987년이나 1988년경에 이 시

〈그림 1〉팬터그래프 부근의 전차선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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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m/h나 400km/h 정도의 실제계의 시험선로를 건설하는 데에

이 시험기는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400m선로를 갖는다. 주행로

시험기는 우리의 독자적인 설계와 제작으로 완성하였다. 본 시험기

는 최소한 30km 내지 40km 이상의 선로가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

길이는 400m에서 앞뒤에 약간의 안전 여유를 두어야하므로 약

의 급가감속 성능은 4㎨로서(참고 : KTX 0.4 ㎨, 전동차 1 ㎨) 최고

과 시간을 필요로 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얻기 힘든 우리의 조건에서

370~380m가 실제 주행할 수 있는 길이이다.

의 수준으로 실현하였다. 1차측 전원을 850V로 한 것은 차량의 가감

속도 축척 모형 실험을 통한 상사칙 수법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는 얘

주요 구성품은 주행대차(집전 대차, 일명‘Pantograph Car’
)와 전

속 성능을 고려하여 차량의 무게를 줄이고자 큰 중량물인 변압기 탑

기는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주어 본 전차선로-집전계 주행 시

차선로(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250km/h급 전차선로(일명

재를 생략하고자 한 이유 때문이었다.

험기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CaKo250’
) 및 이단적재열차(DST)용 터널 브래킷 시작품을 위주로

<그림 2>는 RTRI 집전시험장치의 현재의 사진으로서, 2002년경에

시설)와 팬터그래프(KTX 1 대체용 개발품으로 개발된 300km/h급

시험기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경량화 및 부품 고성능화를 통하여 최

싱글암 팬터그래프)이며, 여기에 전차선로 가진기와 계측기가 추가

대 속도를 200km/h로 향상시키고, 최신 시제 모델의 초고속 팬터

설치되어있다. 주요 사양 및 관련 데이터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래프를 탑재한 후의 설비의 모습이다.

<표 1>과 같다.
〈표 1〉상세 사양 및 데이터

〈그림 2〉RTRI의 집전 시험기의 최근 전경

3. 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 내부 들여다보기(상세 사양)

참고문헌 1과 2에서 이 시험기를 이용하여 속도를 Scale-down한

우리의 순전히 자체적 기술로 구축한 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

실험을 실시한 결과 어느 정도의 오차는 나지만 집전 성능의 속도 축

(Catenary-Current Collection Run Tester)는 곡선이 있는 표준 철

•속도 : 최대 80km/h

척 모형(速度縮尺模型) 실험 방법을 통한 상사칙(相似則) 수법의 유

도 레일을 가진 400m 선로에 건설되었다. 중간에는 터널이 있다. 아

•주행대차(집전대차) 무게 : 7.7톤

효성을 일부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속도

래 <그림 3>에 전반적인 Layout을 형상화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주행로 : 1435mm 표준 궤간 레일, 길이 390m, 단선, 양방향 주행 가능하나 단방향
주행으로 운영, 주행 방향과 회송 방향이 있음

•주행대차(집전대차) 추진 방식 : LIM
•전차선 높이 : 4.6m
•전차선로 전기 공급 : AC 단상 850V, 500KVA
•전차선로 진동 발생용 가진 설비 : 특수 제작한 Vibration Generator, 2 Sets,

〈그림 4〉집전 대차 외관 전경

Motor Driven, 0.5~10㎐, 50-200㎜ 진폭
•EN50317에 따른 전차선로 이선아크 계측기
•Measuring Devices : 전차선 변위(0~200㎜), 드로퍼 동적 하중(1000N), 전차선 가
속도 및 응력
•활선 전차선로 온라인 계측용 텔리메트리 장치
•제작/(설계) : ㈜정설시스템(Main) 외 10개사 컨소시움

이 시험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집전 대차(Pantograph
Car)이다<그림 4, 5>. 집전 대차의 추진 동력은 선형 모터 방식인
LIM(선형 유도 모터)으로부터 얻어진다. LIM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모터로서 회전형 모터를 잘라 펼쳐놓은 것과 같은 구조이고,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다. 따라서 선형유도모터(LIM)를 채용하였던 것이며
〈그림 3〉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 전체 Layout

56 •KOREAN RAIL TECHNOLOGY

우리나라에서는 용인경전철에 LIM 경전철이 들어오고 있으나, 이

〈그림 5〉뒤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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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 대차(Pantograph Car)에는 운전자가 탈 수 없으므로, 무인 운

<그림 6>에 제어실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제어 및 Data Acquisition

전할 수밖에 없어 무선 제어 방식(팬터그래프 제어 포함)으로 구현하

화면의 예를 보여준다. 운행은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 운전이 있으

였고, 운행 중 인버터, 컨버터를 비롯한 각종 실시간 상태 감시 및 데

며, 자동 모드는 운행 속도 프로파일을 입력하면 여기에 추종하여 운

이터 취득(Data Acquisition)도 무선 통신으로 실현하였다. 아래

행하게 된다.

4. 앞으로의 활용 방향
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는 전차선로, 집전장치는 물론이고 각
종 집전 Monitoring & Measuring 장치들에 대한 연구, 개발 실험,
특성 시험, 가혹 조건 시험 및 성능 시험, 인증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서, 필드 테스트 대응 또는 대체 시험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새로 개발된 브래킷을 시험하고자 한다면 현재 설치된
250km/h급 한국형 전차선로 시스템(CaKo250)이나 DST(Double
Stack Train) 브래킷 대신에 새로 개발된 브래킷을 설치하고 집전
대차를 운행하여 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만일 보다 높은 장력을 인가

이 있다. 따라서 초고속 시스템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오버랩 설
비에 대한 제약요소를 극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를 극
복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메커니즘의 오버랩이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Feasibility Study 차원에서
실험해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전차선로 집전계 주행시험기에서 수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시험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기획중인 400km/h 전차선로 개발 과
제에서 전선, 금구 개발품의 Test Bed로 본 시험기를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하여 시험하고 싶으면 지금 설치된 1.4톤을 대체하여 보다 높은 장
력을 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시험기를 설치하면서 전주나 지
지물 등을 설계할 때 이미 장력을 1.5배 내지 2배까지 더 인가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차선로 가선 파라미터 Study에 대하여 국제 규격은
UIC 799OR, EN 50119, EN 50318 등에서 성능이나 품질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팬터그래프에 대해서는 주행 집전 시험에 대한 실
시 근거나 요구사항이 UIC 791R, IEC 494, IEC 1133, EN50206 등
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커버링하
고, 아울러 각종 집전 Monitoring & Measuring 장치에 대한 시험
으로서 온라인 모니터링 계측 장치 시험나 텔레메트리 무선 특성 시
험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차선로와 팬터그래프의 Real or Down Scaled Impact
Factor Parameter Study나 특정 관심 사안에 대한 특성 연구 및
속도 축약 상사 실험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전차선로에는 오버랩 구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 오버랩 구간은 전차선로에서 필할 수 없는 설비이다. 이 오버랩

〈그림 6〉제어실 Display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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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전차선로의 오버랩 개관

그 외에도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 전차선로-팬터그래프 사이의 집전 악조건 모의시험(특히, 고의
가진을 주어 시험 가능)
- 팬터그래프 동특성 평가 시험
- 전차선로 및 금구류 특성, 신뢰성, 내구성 평가 시험
- 도시철도용 전차선로 부품(예 : 섹션인슐레이터)의 성능 평가 시험
- 이선 아크 계측기, 텔레메트리 등 전차선로 계측, 모니터링 장비
검증
- 전차선로+팬터그래프 조합의 집전 성능(이선율) 평가

구간에서 팬터그래프는 새로운 전차선과 충격적으로 만난다. 주행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으로서, LIM 시스템에 대한 시험 및 연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충격력은 매우 커진다. 특히 속도가

구를 빼놓을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본 시험기는 LIM(선형유

400km/h 정도로 높아지면 이 충격력은 집전 성능이나 장기적 설비

도모터) 방식의 추진시스템을 가지며, 이 추진 시스템은 우리나라 독

건전성이나 유지보수성 측면에서 거의 지배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

자 기술로 최초로 설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아직 그 특성을 속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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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하고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다

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정상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철전력연구실 수석연구원(sgchung@krri.re.kr)

양하게 파라미터에 변화를 주어 실험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주행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백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열차제어통신연구실 선임연구원(bhkim@krri.re.kr)

상태에서 실험하는 것도 가능하여, LIM 특성에 대한 실제 시스템

부지 마련 및 예산의 문제 등으로 고속을 위한 긴 시험선로를 얻기가

Scale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어려운 우리나라 형편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구축한, 전기철도의 축

•정락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열차제어통신연구실 책임연구원(rgjeong@krri.re.kr)

소판 시험선로 격인, 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를 전기철도에서
널리 활용하여 좋은 연구 결과를 얻게 되고, 실제계와 같은 조건의

1. 서론

신뢰성이나 내구성 시험 및 인증 시험을 실시하여 현장 시험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용도 등으로 앞으로 점점 다양하게 활용하여 전기철
도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PRT(승객 여정 선택형 대중교통수단) 시스템을 기존의 궤도수송시
스템과 구별지을 수 있는 큰 특징은 Off Line의 정차장과 네트워크
non stop으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네트워크로 된 노선은 자기가

에너지 사용, 예외상황 발생 시 시스템 복구능력, 역사 및 승강장 규

원하는 곳 어디나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원하는 곳에 non stop

모의 평가와 차량 운전제어, 공차관리, 역사관리 등 운행제어 및 관

으로 갈 수 있는 미래 도시 대중교통 수단이다. PRT 시스템은 이미

리 알고리즘의 분석을 위함이다. 시스템의 성능 중 헤드웨이, 승객평

해외에서 상용화가 시작 되었으며 여러 시스템이 건설 혹은 계획 단

균여행속도 분석 및 차량운전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2010년에 수행

계에 있다. PRT 차량은 무인 자동 운전되는 차량으로 국내에서도

되었으며 나머지는 2011년에 개발될 계획이다.

각 역사에 설치된 충전장치를 이용해 역 정차시간에 수행된다. PRT
네트워크상에서 각 역사의 평균거리는 500m 내외로 추정된다. 즉

이제까지 우리 연구원에 새로이 구축된 전차선로-집전계 주행기험
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시험기는 고속화 추세에 부흥하기 위하
여 개발이 요구되는 전차선로 및 팬터그래프분야의 작은 금구에서
부터 전체 조립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설비나 부품의 연구, 실험,
성능 확인, 평가 및 인증을 위한 필드 테스트 트랙의 역할을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험기는 전차선로를 통하여 전기
를 공급 받아 팬터그래프를 통하여 집전하고, 차상의 추진 모터를 통
과한 전기는 레일을 통하여 다시 공급단으로 되돌아가는 Flow를 가
져 전기철도와 같은 Configuration의 축소판 구성이다. 따라서 이
시험기를 통해 전기철도의 핵심 분야인 전차선로나 집전 파트에서
설비나 부품의 신뢰성 검증은 물론이고 각종 Parameter의 Real or
Down Scaled Impact Factor 연구 및 속도 축약 상사 시험 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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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은 (수십~수백) 충전시스템이 도시 내에 설치되고, 이 충전
• 참고문헌 •
1. Railway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of
Railways”(일본철도총합기술연구소 홍보 책자), 2010
2. Katsushi MANABE,“架線 • パンタグラフ系の高速性能(第1報, 速度縮尺模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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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크기는 출퇴근 시간대에서 심야 시간대 사이에 급격한 차이
가 나타나므로 전력 공급망 및 제어(스마트제어)에 대한 사전검토가

2.2 시뮬레이터의 구성
시뮬레이터는 <그림 1>과 같이 ①노선(트랙), ②차량, ③승객, ④역
사, ⑤중앙 운행제어시스템의 5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행제어시스템은 중앙에 위치한 제어시스템을 의미하며 여기서 루
트제어, AVO(automatic vehicle operation), AVT(automatic
vehicle protection)등을 담당한다. AVO, AVT는 자동 피플 무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RT 시스템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기술적

(APM, automatic people mover) 시스템의 ATO 및 ATP에 해당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차적으로 운행제어 시뮬레이터가 필요하

다. 역사 및 역사제어시스템은 역사의 승강장 관리 및 승객의 출현

며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터 개발 현황 및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및 퇴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차량이 승강장에서의 출

의 알고리즘 및 기본 설계 방안이 제시된다. 제시되는 주요 알고리즘

발을 허가하고 승강장으로의 도착을 허가하는 일을 한다. 또한 승객

에는 최적경로선택, 차량주행, merge 제어, diverge 제어 등이 포함

의 승하차를 위해서 door의 open/close 제어를 한다. 승객이 역사에

된다.

도착하여 티켓을 구매하면 역사의 대기승객 명단에 기록하고 승강

5. 財團法人 鐵道總合技術硏究所 鐵道技術推進センタ-, 社團法人 日本鐵道電氣
技術協會,“わかりゃすい鐵道技術[鐵道槪論 • 電氣編]”
6.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기술선진화 연구기반 구축 사업 보고서”
, 국토해
양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5~2010

실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의 성능 즉 headway(승객 수송 능력), 승객의 평균 여행속도,

템 없이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로 추진될 예정이고, 배터리 충전은

5. 결론

웨어 시뮬레이터이다.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운영제어 알고리즘이

로 구성된 노선이다. Off Line 정차장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시스템의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PRT는 별도의 급전 시스
〈그림 8〉LIM 세부 모습(형상적 그림)

개발되는 시뮬레이터는 시간에 따라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소프트

장에 대기 차량이 있을 경우 승객의 탑승을 허가한다. 만일 대기 차

2. PRT 운행제어 시뮬레이터

량이 없을 경우 중앙 제어시스템에 공차의 배차를 요구한다. 중앙제

2.1 개념

어시스템은 각 역사로부터의 배차요구에 응하여 각 역사의 대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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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수 및 대기시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배차한다. 각 역사마

2.3 중앙 운행제어 시스템

객 혹은 PRT 운영자가 무엇을 최적으로 할지 선정하는 것이 더 적

트 1의 2번째 인덱스에도 트랙 3이 있다 이 경우 루트 1의 트랙 1 및

다 승강장의 수는 다를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입력 자료이다. 모의

중앙 운행제어 시스템은 본 시뮬레이터의 핵심부분으로 PRT는 자

절하다고 생각된다. 마치 어느 승객은 가장 빨리 가는 루트를 원하고

2의 합(거리 1)과 루트 3의 트랙 1, 4, 5, 6의 합(거리 2)을 비교하면

되는 승강장은 일렬로 배치되는 소위 "Single Platform on a

동운전을 담당하는 제어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운전제어 시스

또 어느 승객은 가장 요금이 적게 나오는 루트를 원할 수도 있는 것

거리 2가 거리 1보다 크므로 위 알고리즘 ③에 의하여 루트 3은 탈락

Siding with One Entrance" 타입이다. 마치 택시 승강장처럼 승객

템은 3가지 level로 구분되어진다. Level 1은 루트선정, scheduling

과 유사하다.

된다. 루트 4도 탈락된다. 루트 4내에 트랙 8이 2번 나타나므로 위

을 태운 차량이나 빈 차량이나 동일한 입구로 들어와 동일한 플래트

처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부분의 제어이다. 이 기능은 차량

(1) 최단거리 루트 선정

알고리즘 ④에 의하여 탈락된다. 루트 5도 루트 3과 동일한 이유로

폼에 정차한다. 차량 및 차량제어시스템은 중앙의 운행제어 시스템

의 구동시스템의 제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최단 루트 선정 방법은 다음의 ① ~ ⑤의 rule에 의해 선정된다.

(즉 트랙 8이 루트1과 루트 5에 포함되므로 위 알고리즘 ③에 의하

에서 제시한 속도 및 가속도, 저크로 운전한다. 또한 트랙관리시스템

부분에 fault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① 출발지점에서 시작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때 까지 가능한 모든

여 탈락) 탈락된다. 최종까지 남은 2개의 루트는 각 루트의 총 거리

을 통하여 차량의 실시각 위치를 중앙제어시스템에 통보한다. 역사

적 시스템의 성능에 차질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이 레벨의 fault

트랙 번호를 루트 배열에 기록한다. 단 한 번에 한 트랙만 추가

내에서는 역사 관리시스템의 관리 하에 승강장 내에서의 이동, 승객

는 safety critical 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비상제동으로 연결되지

한다.

의 승하차, 역사 대기 등을 수행한다. 트랙 관리 시스템은 트랙 내에

는 않는다. Level 2는 차량의 구동제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

서의 차량의 위치를 감지하여 차량 위치정보를 중앙 운행제어시스

분이다. 분기기 제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레벨의 제어는 주어

템에 통보한다. 승객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수송수요 표(O.D.

진 조건 하에서의 안전주행 제어이다. 안전주행은 주행 중 앞 차와의

Origination and Destination Table)에 의하여 해당 역사에 출현하

안전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레벨은 safety critical 한 레벨이며

되 random하게 출현한다.

이 레벨 제어의 fault는 바로 비상제동과 연결된다. 이 레벨의 제어
는 APM에서 언급되는 ATO(Automatic train operation)에 해당된
다. 마지막 제 3 레벨은 안전 주행을 감시하는 레벨이며 마약 어떤
차량의 주행이 안전 주행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 비상제동 등의 적
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레벨의 제어는 APM에서 언급되는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에 해당된다. 시뮬레이터에서 중
앙안전운행시스템은 이러한 3가지 레벨의 제어시스템을 모두 가지

PRT 노선은 2차원적으로 모의된다. 따라서 위치는 x y 좌표로 표시

② 한번에 1개 트랙씩 추가한 후 검토한다( 즉 루트 배열에서 인덱
스를 1 증가 시키고 검토하고 또 1 증가시키고 검토하고 하는
식으로 수행하여 모든 잔여 루트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
지 수행함)
③ 각 루트를 비교하여 동일한 루트가 나오면 그때까지의 거리를
비교하여 거리가 긴 루트는 버린다.
④ 각 루트 내의 트랙번호를 점검하여 동일한 트랙이 2번 나오면
그 루트는 버린다. 이는 동일한 원형 트랙을 계속 도는 루트이
〈그림 2〉최단거리 루트 선정 알고리즘을 위한 노선 예

기 때문이다.
⑤ 모든 루트가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루트 탐색을 수행하
여 루트 배열에 추가한다.
⑥ 남은 모든 루트가 최종목적지에 도달하면 각 루트의 총거리를

〈표 1〉최단거리 판정을 위한 루트별 트랙 명단 배열
인덱스

0

1

2

3

4

5

6

9

12

루트 1

1

2

3

8

10

루트 2

1

4

5

7

12

2.3.1 최적 route 선정

다음은 <그림 2>의 노선을 예로 위의 루트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루트 3

1

4

5

6

3

시뮬레이터의 중앙 운행제어 시스템은 레벨 1의 제어와 관련하여 최

다. <그림 2>에서 A에 위치한 차량이 J로간다고 할 경우 최단 거리

루트 4

1

2

3

8

10

9

적의 루트를 선정한다. PRT의 노선은 마치 시내 택시의 주행 노선

루트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우선 A에서 출발하여 갈 수 있는 모든

루트 5

1

4

5

7

11

8

과 유사하다.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그때 그때 최적의 루트를 선정해

루트를 루트 배열에 기재하되 한 번에 한 트랙씩 추가 하고 각 루트

고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림 1〉시뮬레이터 구성(기능별)

를 계산하여 총 주행거리가 짧은 루트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계산하여 제일 짧은 루트를 선정한다.

7

비고
최종목적지 도달
최종목적지 도달
중간탈락

11

8

중간탈락
중간탈락

…
루트 n

된다. 노선은 트랙으로 세분된다. 트랙은 노드(node)와 노드를 연결

서 가는 것이다. 이는 모든 정차장이 off line에 위치하고 차량이 개

를 비교 검토하여 탈락되는 루트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하는 구분 노선이며 반드시 직선이 아니고 곡선일 수도 있다. 노드는

인 혹은 여행 그룹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최적의 루트는

모든 탈락되지 않은 루트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병합지점(merge point), 분기지점(diverge point), 역사 및 제한속

최단거리 루트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최소의 cost를 의미할 수도

<표 1>은 본 예에 대해 작성된 루트 배열을 보여준다. <표 1>에서 루

(2) 최소 비용 루트 선정

도를 달리하는 노선상의 지점을 의미한다.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최적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승

트 3은 중간에 탈락된다. 루트 3의 4번째 인덱스에 트랙 3이 있고 루

여행비용은 여행거리와 여행시간의 함수로 표시된다. 여행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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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는 각 트랙의 혼잡도에 따라 달라진다. 트랙 n의 혼잡도를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여 그 후 출발전 모든 블럭이 사전 확

2.3.4 Leader - follower 관계

t(n)으로 표시하면 총 여행 비용 C는 아래 식 (1)에 의해 계산된다.

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법에

PRT 운행제어 시뮬레이션에서 주행하는 모든 car는 다음의 2가지

서는 당연히 병합지점에서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병합 노선에서 차

이유로 자신의 leader car와 follower car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갖

량이 한 블럭 전진 혹은 후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충돌을 피하는

고 있어야 한다. 첫째, 비동기식 운행제어 방식은 일명 Car Follower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유사동기제어(quasi synchronous

방식이다. 모든 차는 앞의 차량(leader)과의 안전거리 관계를 유지하

n=k

•t(n)
c =Σℓ(n)
n=0

(1)

control) 방식이라 부른다. 이 방법은 가이드웨이(최소한 일부구간)
의 모든 차량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어야 한다는 비효율적 측면이

2.3.2 안전주행 제어 방법

〈그림 4〉동기제어방식, merge line이 merge point에서 slot이
서로 일치하도록 slot 구성이 되어 있다.

있다. 다음의 방법은 일반 열차제어 시스템의 디스턴스투고우

면서 주행한다. 중요한 것은 앞의 차량 즉 자기가 따라가야(follow)
하는 차량이 어느 차량 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
량(car)의 속성에는 leader car, follower car가 명시되어 있다. 병합

안전주행이란 앞의 주행 차량과 혹은 병합지점(merge point)에서

(distance to go) 방식과 유사한 비동기식 안전운행제어 방식이다.

옆의 차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에서 블록의 개념은 없다. 다만 앞 차량과 항상 안전거리를

PRT의 자동운전에서 안전주행을 위한 밥법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3

유지하고 운행하는 것이므로(<그림 5> 참조) 앞차의 위치, 속도 등을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동기제어(synchronous control), 유사동기

참조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제어

제어(quasi synchronous control) 및 비동기제어(asynchronous

방식을 일명 카펄로우어(car follower)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 안전

control) 방법이 그것이다. 동기제어는 모든 차량이 함께 동일한 속

거리의 개념이 일반철도 시스템과 PRT 시스템에서 해석의 차이가

2.3.3 비동기식 안전운행 제어

도로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같다. 슬랏이란 철도시스템

있다. 일반철도 시스템에서는“앞의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즉시 정

앞절에서 언급되었듯이‘비동기식 안전운행 제어’방식에서는 앞차

에서 말하는 블록의 개념이다. 즉 <그림 3>과 같이 가이드웨이를 블

지(소위 dead wall stop)하였을 경우에도 뒤차가 앞차와 충돌하지

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는 방식이므로 이 안전거리에 관

록으로 나누어 한 블록 내에서는 한 개의 차량만 존재하고 이웃한 블

않고 정차할 수 있는 거리”
를 의미한다. 하지만 PRT 시스템에서는

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2에 의하면 안전운행에 관해

록에는 차량이 존재하지 않도록 운행하는 개념이다. 또한 병합지점

제안되는 알고리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선행 차량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 본 시뮬레이터에서도 이 정의를 적용하였

에서는 병합지점에서 병합 노선의 블럭이 서로 일치하도록 블럭이

이 즉시 정지하는 상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행 차량

다. 즉 안전운행이란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참조). 이 제어 방법에서는 모든 블럭이 동

의 정지(혹은 사고) 시에도 일정한 사고 감속도로 정지한다고 가정하

① 정상운전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앞

병합구간의 운행제어는 병합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량의 충돌

기속도로 움직이고 블럭의 한가운데에 가상의 점(point <그림 3> 참

고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차량이 최대 운전 파라메터(최대 감속도, 최대 저크)를 적용하

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합 구간에 있는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조)을 찍고 차량은 항상 그 point와 위치를 맞추도록 운행하면 되는

최소 안전거리로 해석하고 있다. 본 시뮬레이터에서 모의하는 안전

여 감속하고 최대한의 데이터 통신 시간지연(latency)이 있을

의미한다. <그림 6>에 병합구간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나타내었다.

것이다. 동기제어 방법을 다른 표현으로 포인트 펄로우어(point

운행제어에서는 마지막 운전제어 방식인 비동기식 안전운행제어 방

경우에도 뒤 차량은 정상상태 운전이 허용하는 운전 파라메타

일반 트랙이라면 ②, ③ 차량은 각각 ①, ② 차량과 또한 ⑤, ⑥ 차량

follower)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실 모든 블럭이 동일한 속

식은 카펄로우어(car follower) 방식을 선정하였다.

를 적용하여 앞차와 충돌없이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안

은 각각 ④, ⑤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면 된다. 그

전주행법칙 1”이라고 함.

러나 이 경우 병합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른 트랙에서 접근하는 차량

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격(headway)를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구간에서는 leader car가 2개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car의 속성
에도 leader2 car, follower2 car가 함께 명시된다. 둘째, 실제 시뮬
〈그림 5〉비동기식, 카 펄로우어(Car Follower) 방식 운전제어

레이션의 진행에 있어서는 디스크리트(discrete) 한 시간 마다 시스
템의 변수를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타이스텝이 1초인 경우 5초
에 car의 위치를 계산하였으면 다음에는 6초에 car의 위치를 계산한
다. 따라서 follow car의 다음 1초간의 주행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는 leader car가 다음 1초 동안에 어떻게 주행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이 조건에 의해 어느 car의 주행 계산은 항상 leader
car의 주행 계산이 선행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2.3.5 병합구간의 운행제어

표현이 정확하다. 즉 차량이 많아져서 블럭의 속도가 느려지면 블럭

② 사고를 포함하는 비 정상 정지 시에도, 즉 앞 차량이 최대 사고

과 충돌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행제어 시스템은 병합

의 길이가 짧아져서 결국 한 개의 블럭을 통과하는 시간은 같아지도

감속도로 정지할 경우에도,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충분히 유지

구간에 있는 차량의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 동기제어(synchronous

록 한다. 처음 이 방법이 제안 되었을 때 차량은 출발역에서 도착 시

되어, 뒤 차량은 최소 비상제동 감속도를 적용하여 또한 최대

control)식 방식에서는 각 병합 트랙의 블록을 서로 일치시키고 다

까지 전 시간에 걸쳐서 각 시간대에서 자신이 어느 블럭을 점유하게

시간의 기기반응 시간을 적용하여 앞차와 충돌 없이 정차할 수

른 트랙에 있는 차량을 자신의 트랙으로 가상적으로 옮겨와 최소한

있어야한다. 이상“안전주행법칙 2”라고 함.

한 블록의 빈 블록을 사이에 두고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제어한

되는지를 미리 확보한 후 출발 역사를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림 3〉동기제어 운전방식, slot(혹은 블록) 중심(point)에 차량이 위치함

다. 이 방식은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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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예에서 ⑤번 차량의 속도가 ④번 차량의 속도에 비해 매

① leader 차량과 leader2 차량에 대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 빠르다면 ⑤번 차량이 ④번 차량보다 늦게 가기 위해서 일부러 속

② leader 차량에 대해서는“안전주행법칙 1”및 “안전주행법칙

도를 감속하여야 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다. 병합지점에 빨리 도착

난다 각 역사는 역사 나름대로 대기 승객의 명단을 역 도착 순서대로

2”
에 의거 안전주행한다.

할 수 있는 차량부터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

③ leader2의 병합지점 통과 예상시간을 계산한다(t1). 이때 통과시

또한 병합 구간의 양쪽 트랙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한다는 것도 비효

간뿐 아니라 병합지점 통과 시의 예상속도(v2)도 함께 계산한다.

율적인 것이다. 본 시뮬레이터에서는 일반 승합차가 고속도로 램프

④ 자기 차량이 앞으로 t1시간 동안 주행할 거리와 속도, 위치를

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즉 상대편 트랙에서

<그림 10>은 역사의 속성을 보여준다. 승객은 생성 시 출발역에 나타

계산한다.

유지하고 있다. 대기 승객 수는 station.wperson_no 로 표시되며
station.wperson_no 는 초기에 0에서 승객이 도착할 때 마다 1씩
〈그림 8〉분기(diverge) 구간 내 차량(타임=n+1)

다. 대기 승객은 도착 순서대로 station.wperson[] 배열에 저장되며

2.4 승객관리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로서 병합지점에 도달하는 시각을 예측하고

⑤ ③ 및 ④의 결과 leader2 car 및 자기차량의 t1 시간 후 위치,

승객의 속성은 <그림 9>와 같다. 승객은 고유한 ID를 부여 받는다. ID

자기차량의 병합지점 도착시각을 예측하여 비교함으로써 병합지점

속도, 가속도가 계산된다. 이 자료로 t1시간 에서“안전주행법

는 생성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로 부쳐진다. 즉 승객은

에 자신이 먼저 도착하도록(가속이 필요할 수도 있음) 운전할 것인지

칙 1”및“안전주행법칙 2”
를 적용한다.

person[Person_no]의 배열에 생성되는 순서대로 저장되며

혹은 상대 차량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다음에 병합지점에 도달하도

병합구간의 차량이 병합지점 통과 예상시간은 해당 가이드웨이의

Person_no는 0에서부터 생성 때 마다 1씩 증가한다. 승객은 역사에

록(감속운전이 필요할 수도 있음) 운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고 허용속도, 최대허용 저크, 최대 가속도의 조건 하에서 가장 빠

random하게 출현한다. 각 타임스텝에서 각 역사에 승객의 출현 여

시뮬레이션에서도 병합구간에 있는 모든 차량의 병합지점 도착예정

르게 간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다.

부는 O.D. table에서 요구한 단위시간당 평균 승객의 수를 충족하면

시간을 계산하여 병합지점 도착 순서를 결정한다. <그림 6>의 예에
서 병합지점의 예상도착시각에 따라 병합지점 도착 순서가 ①, ②,
④, ③, ⑤, ⑥ 으로 정해지면 car ⑤의 경우 leader car는 ④가 되고
leader2 car는 ③이 된다. 즉 car ⑤는 car ④에 대해 주행법칙_1 및
주행법칙_2에 의해 주행하고 car ③ 에 대해서는 주행법칙_3에 의해
주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car ⑤의 주행계산을 위해서는 car ④ 및
car ③의 주행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leader- follower 관계)

2.3.7 Diverge 구간에서의 안전 운행
Diverge 구간에서 안전주행에 관한 특별한 법칙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Leader-Follower 관계 외에 Leader2-Follower2의 관계 정
립이 필요하다. 즉 차량은 leader 뿐만 아니라 leader2 차량에 대해
서도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주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 <그
림 7>에서 4번 차량의 leader는 3번 차량이므로 3번 차량과의 안전
거리만 유의하고 주행하고 2번 차량이 정차 중이었다면 <그림 8>처

증가하고 대기 승객이 car에 승차(boarding) 할 때마다 1씩 감소한
승객이 승차하였을 경우는 항상 배열의 첫 번째 승객이 승차하며 역사
에 승객이 출현하면 배열의 마지막 행에 등록된다. (<그림 11>참조)

서 random하게 결정된다. random하게 결정된다는 것은 프로그램
에서 random number gernerator에 의해 구현된다. 즉 시뮬레이

〈그림 10〉역사 속성

션의 타임스텝이 1초이고, random number gernerator가 0에서
1.0 사이의 수를 발생시키고, O.D. 테이블에서 역사 i에서 역사 j 로
의 승객이 시간 당 Dij이면, 각 타임스텝에서 random number
generator에 의해 발생된 수가 Dij/3600보다 작으면 승객이 그 역사
에 출현한다.

럼 3번 차량이 트랙 A로 주행하면 4번 차량 앞에는 갑자기 정차하고
있는 차량(4번)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4번 차량의 leader

〈그림 11〉역 대기승객 배열, station.wperson[]

는 2번 차량과 3번 차량의 2개가 있었어야 한다.
2.5.2 승강장(berth) 관리
(1) station에는 berth_no 만큼의 승강장(berth)이 있다. 즉 berth가
5개 있을 경우 station[k].berth[0]~station[k].berth[4]로 그림

〈그림 6〉
〈그림 9〉승객 속성

12와 같이 1개의 면에 일렬로 배치된다. 박스 안의 숫자는 승강장

2.3.6 병합구간 안전주행(leader2에 대한 안전거리),“안전주행법칙 3”

2.5 역사 운영제어

에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 번호를 의미하고 차량이 없는 빈 승강

병합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주행 법칙은 다음의 ① ~ ⑤와 같

2.5.1 역사 승객 관리

장의 경우는 -1로 표시된다.

다. 이 후“안전주행 법칙 3”
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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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rack.type== 'n') normal operation

행에 맞추어 <그림 15>와 같이 매 타임 스텝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된

if (track.type== 'm') merge operation

다. 프로그램에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타임이 디스크리트

바로 앞의 berth가 비어 있으면 car는 앞 berth로 전진한다. 이 때

if (track.type== 'd') diverge operation

(discrete) 하게 설정되므로 사실 상 동시에 진행되는 것과 같다. 각

car의 mode는‘w' 혹은 ’
n'이어야 한다.

if (track.type== 'a') approach operation 과 같이 운행

각의 프로시저(procedure)에서는 2.4~2.7에서 설명된 알고리즘을

car[k].active=1, car[k].mode='n'으로 바뀐다.
(5) berth[1]~berth[k]
〈그림 12〉역사 내 승강장 배치,‘Single Platform on a Siding with
One Entrance’타입

(6) boarding 및 unboarding 에 걸리는 시간은 사용자 입력

한다. approach operation은 역사 진입의 경우와 같이 최종 트랙을

의 berth에 있는 car가 역을 출발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경우

(7) 승객 한 명은 실제로는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승객 그룹을 의미함.

주행할 경우 잔여 거리가 최소 정지거리에 가까워질 때 운행하는 모

에 한 한다.

2.6 차량 및 제어 시스템

드이다.

① car.mode='n'이고 일 경우, 이 경우는 차량에 승객이 탑승하였

2.6.1 속성 변수

2.6.4 경로 재탐색

<그림 13>은 차량의 속성이다.

차량은 분기구간에서 경로 재탐색을 할 수 있다. 경로 재탐색의 결과

(2) 오직 맨 앞의 berth에 있는 car만 역사를 출발 할 수 있다. 맨 앞

을 경우 이다.
② car.mode='w' 이나 중앙 제어센타에서 특정 역사로 공차 배차

각각 수행한다.

가 현재 track[n]에서 계획되어 있는 루트와 다르면 track[n]을 변경

를 할 경우. 이 경우 차량의 mode는 car.mode='n'로 바뀌고

할 수 있다. 즉 루트의 변경이다. 이는 최적 루트의 선정이 교통 혼잡

car.active=1로 바뀌고 역사를 출발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car.mode='w'이나 역사에 비어있는 berth가 없고 역사에 진
2.7 트랙 시스템

입하려는차량이있는경우.이경우차량의mode는 car.mode='n'
로 바뀌고 car.active=1로 바뀌고 역사를 출발할 수 있다. 목적

<그림 14>은 트랙의 속성이다. 트랙 관리시스템은 모든 차량의 주행

지는 berth가 비어있는 가장 근접한 역사이거나 차량 기지가

계산 전에 트랙 내 차량의 leader-follower, 혹은 leader2-

된다.

follower2 관계를 정립한다.
〈그림 15〉시뮬레이션 진행

위의 ①, ② 경우에 car.passenger= -1 이다. car.passenger는 car
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의 id이다. -1은 승객이 없다는 의미이다. 즉

〈그림 13〉차량 속성

공차운전인지 아닌지의 구별은 car.passenger이 0보다 작은지 아

2.8.2 Passenger operation(승객 관리)

닌지를 검토함으로써 알 수 있다.

2.6.2 최적루트 주행

(3) berth에 있는 car의 mode(이때 car[k].active=0임)는 다음과 같다.

car는 track[n]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번호의 순서대로 주행한다.

w : waiting 승객을 기다림

track[n]은 트랙번호를 나타내는 배열로서, 차량 배차 시에는 목적

b : boarding 승객 탑승 중, boarding이 끝나면 mode='n'

지까지의 최적 루트가 선정되고 이 루트 내의 트랙 순서가 track[n]

u : unboarding 승객 하차 중, unboarding이 끝나면 mode='w'

배열에 복사된다.

n : normal 주행, berth가 0 이면 car[k].active=1 로 바뀜

2.6.3 안전주행

(4) berth[0]에 있는 car가

승객 관리 루틴은 <그림 16>의‘Create person at station’
과
‘Enter station’
의 2개 프로세스로 구성된다.‘Create person at
station’
프로세스에서는 수송수요 테이블에 의해 랜덤하게 생성된
승객의 초기화를 수행하고‘Enter station’
프로세스에서는 해당 역
사의 대기 승객 명단에 등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티켓 구매 과정).
〈그림 14〉트랙 속성

차량은 안전주행법칙의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으로 주행

boarding이 완료되거나(mode='n') 혹은 mode='w'에서 dispatch

한다. 차량의 안전주행법칙은 현재 주행하고 있는 트랙 타입에 의해

2.8 시뮬레이터 개발

지시를 받으면

서 달라진다. 즉

2.8.1 시뮬레이터는 c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시뮬레이션은 시간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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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Passenger Operation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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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Station operation(역사 관리)

the diverge track’
프로세스 결과에 대해서는 leader2 및 follower2

2.8.6 시뮬레이션 결과

21>과 같이 최단거리 루트가 선정됨을 확인하였다. 그림에서 개별적

역사 관리 루틴은 <그림 17>과 같이 5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관계 설정이 수행된다.‘check approaching car’
프로세스는 마지막

(1) 시험 트랙

인 차량 번호는 식별이 어렵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행렬이 역사 27

‘Update berth’프로세스에서는 승강장내의 차량 이동 즉 앞의 승

트랙을 주행하는 선두 차량에 대하여 정지 감속도로 주행하여야 하

시험선은 <그림 20>과 같다. 시험선의 규모는 4 loop x 4 loop 트

에서 역사 284로 향하는 차량의 행렬이다.

강장이 비워 있고 승객이 승차 혹은 하차 중이 아니면 1칸 앞으로 이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이며 만일 이에 해당되면 그 차량의

랙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트랙은 단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1개

동, 승강장 내 차량의 모드 현황 즉 승객탐승 중(boarding timer),

모드는‘a’
로 바뀐다.‘ make merge order’
프로세스는 병합구간을

loop는 사방 약 500m이므로 전체 네트워크는 사방 2km 정도이다.

혹은 하차 중(unboarding timer) 등의 종료 여부 등이 새로 설정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병합지점 통과하는 순서를 산정하여

각 변의 중심에 역사를 위치하였으므로 승객은 최대 250m 이내에

다.‘unboarding’프로세스는 도착 차량의 하차 시작(타이머 셋),

leader2 및 follower2 관계 설정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이다.

역사에 접근할 수 있다.

‘boarding'’
프로세스는 승객의 승차 시작 프로세스,‘dispatch’프
로세스는 탑승이 완료된 차량에 대해 최적 루트의 선정 프로세스,
‘Empty car dispatch’
프로세스는 대기 승객 수 및 대기승객 시간
에 따른 공차 배차 프로세스 이다.

〈그림 18〉트랙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2.8.5 Car operation(차량운전제어)
차량 운전은 active=1인 모든 차량에 대해< 그림 19>의 프로세스에
〈그림 17〉Station Process 진행

〈그림 21〉최단거리 루트 선정, 역사 27  역사 284
〈그림 20〉시험선 트랙, 역사

의해 수행된다. 차량 모드는 차량의 curr_track(현재 트랙)의 성격

○ 최소비용 루트 선정

에 따라 설정된다.
2.8.4 Track management(트랙 관리)

(2) 시험 차량

역사 14에서 역사 28로 매 4초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루트 선정 결과

트랙 관리 프로세스는 <그림 18>과 같이 5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시험차량의 제원은 최대운행 가속도 1.5 m/s/s, 최대운행 감속도 -1.25

를 검토하였다. 최단거리는 <그림 21>에서 0~33 번 차량의 진행 루

있다.‘check leader follower in the same track’프로세스는 동

m/s/s, 최대 허용 jerk 1.25 m/s/s/s, 최대 사고 감속도 -2.5 m/s/s, 최

트와 같이 노드 19, 21을 경유하여 역사 28로 가는 것이나, 운행비용

일 트랙 내의 차량들에게 서로 상대 위치에 따라 leader follower 관

소 비상 감속도 -4.0 m/s/s, 차량 길이 2.5 m 로 가정하였다.

을 고려하여 차량 34 부터는 노드 20, 40, 62, 61을 경유하여 역사

계를 설정하는 프로세스이다.‘check leader follower in the

(3) test 시뮬레이션

28로 가는 루트가 선정되었다. 아래 박스 내에서 No는 차량번호, S

different track’
및
‘check leader follower in the diverge track’

○ 최단거리 루트 선정

는 차량 속도를 가리킨다. 예상되었던 대로 차량 27~30의 평균속도

프로세스도 각각 서로 다른 트랙에 있는 차량 사이에 필요한 leader

최단거리 루트 선정 알고리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사 27에서

는 11.2 m/s 이고 차량 34~36의 평균속도는 16.2 m/s로 최단거리

역사 284로 매 4초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루트를 확인하였다. <그림

루트보다 최소 비용 루트의 차량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follower 관계를 설정하는 프로세스이다.
‘check leader follow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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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차량운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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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병합구간에서 시격, 최소시격 1초 경우
트랙 19 0

〈그림 26〉time=29

〈그림 27〉time=30

〈그림 28〉time=31

차량

위치

속도

21

66.05

14.13

10

50.32

13.69

13.23

1.0

23

33.34

12.5

14.48

1.16

속도

거리~차량길이

시격(초)

트랙 90 0
차량

〈그림 30〉time=33

〈그림 31〉time=34

시격(초)

1
위치

34

39.33

4.31

30.33

4.56

6.50

1.43

38

21.08

4.81

6.75

1.40

위치

속도

거리~차량길이

시격(초)

35

78.01

3.25

37

68.26

4.0

7.25

1.81

39

58.14

4.63

7.62

1.65

차량

〈그림 29〉time=32

○ 최소시격 및 병합구간 제어 검토

거리~차량길이

36

트랙 91 0
〈그림 22〉최소비용 루트 선정, 역사 14  28, 교통 혼잡에 따라 루트를 최소비용
루트로자동 변경됨. 붉은 색 글씨는 차량 번호임

1

1

최소시격 및 병합구간 제어 검토를 위하여 역사 30에서 역사 68로
역사 84에서 역사 68로 각각 시간당 3600대의 차량을 배차하여 차
량 주행모습을 검토하였다. 병합구간 제어는 시간의 진행에 따라 주

3. 결론

행하는 모습을 관찰해야 하므로 <그림 23>~<그림 31>에 보여 주었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에서 최적 루트 선정, 차량 운행제어, 역사관

다. 그림에서 작은 원 혹은 점은 차량이며 옆의 숫자는 차량번호(id)

리, 승객 관리 루틴이 작성되고 이를 적용한 시뮬레이터가 개발되었

임. 시격과 관련하여 병합구간을 통과한 후 (트랙 19) 시격은 입력

고 시험결과 알고리즘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다음 년도에는 미완

자료에서 요구한 대로 1초대 근방이다. 병합하는 2 트랙(트랙 90, 트

료된 부분 및 보완 작업이 수행될 계획이다. 차량기지 운용, 공차관

랙 91)은 병합 후 시격 1.0 초를 유지하기 위해 초기 시격(1초)보다 지

리 보완,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루틴이 포함된다.

연되기 시작한다. (<그림 32> 및 <표 2>참조)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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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time=26

〈그림 24〉tim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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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time=28

〈그림 32〉시격 검토, 병합 후 시격 1초를 맞추기 위하여 병합구간(트랙 90, 91)
에서의 시격은 초기 시격(1초) 보다 지연된다.

2. Markus Theodor Szillat“A low level PRT Microsimulation”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sto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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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급전시스템에서 AT는 1차와 2차의 권선비가 2:1로 공급

<그림 2>는 교류 급전시스템 전차선로에 연결되는 AT의 등가 회로

측의 전압이 전차선 전압의 2배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급전 선로의

를 보인 것이다. <그림 2>는 보조급전구분소(SSP) 혹은 병렬구분소

전류는 부하전류의 1/2이 되고 전압 강하율은 전차선 전압의 1/4이

(PP)에서 사용하는 모델이다. S/S와 구분소(SP)에서의 결선은 55kV

된다. 동시에 레일에 흐르는 전류를 부하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AT

급전측과 선로 말단의 특성으로 좌우의 연결점이 없어지게 된다.

의 중성점을 통하여 전차선과 급전선에 흡상함으로서 양쪽 AT까지

그림에서 보듯이 AT의 중성점은 레일(R)에 연결되고 나머지 단자 둘

빨라 설비 적용이 쉽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AT의 권선

레일에 흐르는 전류 범위가 제한되어 대지 누설 전류가 대폭 감소해

은 각각 전차선(TF)과 급전선(AF)에 연결된다. 현재 시스템에서 AT

비 조정을 통한 전압 강하 해법을 찾고자 한다. 현재 교류급전시스템

유도 장해를 없애는 등 전차선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 중성점은 전차선-레일 및 레일-급전선간의 권선비를 동일하게 운영

에서 AT는 전차선, 레일 급전선에 연결되어 있으며, 전차선-레일간

그러나 철도의 고속화 및 수요 증가에 따라 대용량의 차량이 도입되

하고 있다. 즉, 그림에서 V1과 V2의 정격전압은 27.5kV로 동일하다.

및 레일-급전선간의 권선비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열차는 전

고 시격이 짧아지면서 AT 급전시스템도 전압 강하 대책에 대한 요

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견인을 하므로 전차선-레일간의 권

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 전압강하 보상 대책으로는 전력전자 설비

3. 제안하는 교류 급전시스템

선비를 현재보다 더 높이면 열차의 집전 전압도 높아질 것이다. 즉,

를 이용한 설비를 급전시스템에 설치하여 무효전력을 보상하는 방

본고에서는 교류급전 시스템의 집전 효율을 높이고자 새로운 교류

안이 유력하나 본고에서는 AT의 구성 변화를 통하여 전압강하를 보

급전시스템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교류 급전시스템

상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 핵심은 기존의 단권변압기의 전차선-레일, 레일-급전선 간의 권

•한문섭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철전력연구실 책임연구원 (mshan@krri.re.kr)
•창상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철전력연구실 수석연구원 (shchang@krri.re.kr)

1. 서론
산업 발전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집 현상과 물류량의 증가는
도로교통의 혼잡을 초래하였고, 산업·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
간의 빠르고 정확한 운송수단의 필요성에 의해 대량수송개체로서
철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철도 수요의 증가는 전기철도
의 도입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국내 철도의 전철화는 (2008년 기준)
53.5%로서 대부분의 구간이 전철화 되었다.
전기철도의 전기 공급 방식은 직류급전방식과 교류급전방식이 있으
며 세계적으로는 교류급전방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전

AT의 전차선-급전선 간의 공급 전압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전
차선-레일간의 변압비를 급전선-레일간 보다 높여 열차의 집전 전
압을 높이는 동시에 전력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고 전차선에 흐르는

2.2 기존 급전시스템의 AT

전류를 감소시켜 열 손실도 경감하고자 한다.

기철도도 도시간 간선철도의 경우 교류급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교류급전방식은 AT(단권변압기) 및 BT(흡상변압기) 급전방식이
사용되며 대부분의 구간에서 AT를 이용하여 27.5kV×2의 전압으

교류 급전시스템에서 AT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압강하와 유도

2. 기존 교류 급전시스템 운영 방식
2.1 기존 급전시스템

로 급전시스템을 운영한다.
한편, 급전시스템의 전기 부하인 열차의 경우 대규모의 이동·집중
부하로서, KTX의 경우 단일 열차의 용량이 약 15MVA다. 이러한 용
량의 열차가 급전시스템 한 구간에 3~4대가 진입하여 동시 견인할
경우 상당한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또,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철도의 인프라 확장과 함께 수송수요의 증가에 따라
점차 열차간 시격이 짧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급전시스템의 부하
는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압강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압
강하가 발생하면 열차의 견인 전동기의 입력 전압도 낮아져 견인 효

3.1 급전시스템 구성

장해에 대한 강점으로 교류 급전시스템에 채용되어 현재 국내 교류

본고에서는 교류 급전시스템의 전압 강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무

전기철도 대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다.

효전력 보상 설비의 도입 대신 현 급전시스템의 구성 변경을 제안한다.

국내 교류 전기철도에서는 통상 AT를 이용한 단상 27.5kV×2 급전

새로운 시스템은 보조급전구분 혹은 급전구분소의 AT 중성점 탭 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스템은 열차에 단상의 대용량 전력을 공급

환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그림 1>의 급전시스템의 설비중 스코트

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전력회사로부터 전철변전소

변압기와 전차선로 등은 변경 없이 사용하고 보조급전구분소와 급

까지 3상 전력을 수전받고 스코트변압기를 통해 3상 전력을 단상으

전구분소의 AT를 탭변환이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로 변환한다. 이후 단상 전력을 전차선로를 통하여 열차에 공급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AT의 권선비 조정을 나타낸다. 그림 좌측의

AT는 전차선로에 10k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되며 상하행선을 연

AT는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TF-R, R-AF간의 전압비율이 1:1로서

결하는 개폐기가 함께 설치된다.

공칭전압은 동일하게 27.5kV이다. 그러나 우측의 제안하는 단권변

한국전력계통

한국전력계통

압기는 TF-R, R-AF간의 전압비율이 1:1이 아닌 N1:N2로서 AT 중

154kV 모선

154kV 모선

율이 저하되어 급전시스템의 공급 전력도 증가하게 된다.

송전선로

전압 강하에 대한 해법은 최근 전력전자 기술을 응용한 FACTS 설
비의 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급전시스템은 부하의 변동이 매우

선비를 가변으로 하여 부하집중도에 따라 변압비를 조정하는데 있다.

55KV

SSP
AT

AT

SSP
AT

27.5kV

스코트
변압기
T상

송전선로

27.5kV
M상

T(전차선)

SP

55KV

F(급전선

전기차

전철 변전소

되면 전차선과 레일간의 전압을 기존 전압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어

스코트
변압기

R(레일)
전기차

성점의 권선내 위치를 가변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AT

M상

T상

전철 변전소

〈그림 2〉기존 단권변압기 구조(보조급전구분소)

열차의 집전전압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교류 급전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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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 = V′
′
1

(1)

<표 1>은 시뮬레이션 대상 전철변전소의 각종 임피던스를 보여준다.

<표 2>에서 보여주듯이 AT의 TF-R 사이의 권선비 1:1일 때

V′
2 = V′
′
2
1
1 V′
′
I′
1=
V′
′
1－
2 ＋ I′
′
1
2(1+n)
2(1+n)

(2)

이때 주변압기의 용량은 45/60MVA로 고려하였다.

24.327kV였던 집전 전압이 1.2:1로 높였을 때 26.327kV로 상승하였

1 V′
1 V′
′
′
1－
2 ＋ I′
′
2
2(1+n)
2(1+n)

(4)

I′
2=

(3)
인덱스
항목

1 : SSP 입력단의 전차선-레일간 전압 [V]
단, V′

〈그림 3〉제안하는 단권변압기 구성(급전구분소용)

으며, 1.5:1일 때 26.689kV로 높아졌다. 이때 공칭전압 27.5kV 대비

〈표 1〉시뮬레이션 대상 계통의 주요 데이터

V′
′
1 : SSP 출력단의 전차선-레일간 전압 [V]

% 임피던스

전압 상승률은 5.9%와 7.4%로 계산되었다. <그림 6>은 AT 권선비에
Ω 임피던스
154kV기준

55kV기준

한전모선

0.079 + j0.955

0.187+j2.265

0.0239+j0.289

송전선로

0.357+ j1.982

0.847+j4.701

0.108+j0.600

따른 집전 전압을 비교한 것이다.
〈표 2〉단권변압기 탭변환에 따른 집전 전압 변화
순시값
[kV]

실효값
[kV]

상승률
[%]

1:1

35.189

24.843

-

AT의 권선비 변화에 따른 전압강하, 단락 전류 및 단락 임피던스를

1.2 : 1

37.286

26.327

5.973

I′
′
1 : SSP 출력단의 전차선 전류 [A]

계산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

1.5 : 1

37.791

26.689

7.430

이와 같이 유지하면, 무부하시 <그림 4>의 이 보다 변압비율만큼 상

I′
2 : SSP 입력단의 급전선 전류 [A]

은 간단히 표현하기 위하여 SSP와 SP로 구성된 계통으로 나타내었

승하게 된다. 즉, AT의 변압비 조정은 R-AF 사이의 턴수 (N2)를

I′
′
2 : SSP 출력단의 급전선 전류 [A]

으나 실제 시뮬레이션은 SSP 2개소로 배치하였다.

TF-R 사이의 턴수비 (N1) 보다 작게 중성점(R)을 변화시켜 전체전압

n : 전차선-레일간 권선비 (레일-급전선간 권선비는 1)

각 시뮬레이션은 모두 AT의 권선비를 1:1 (27.5kV : 27.5kV), 1.2:1

3.2 탭 변환이 가능한 AT

V′
2 : SSP 입력단의 레일-급전선간 전압 [V]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변압비 조정은 실제로 열차가 전력을 공급받

V′
′
2 : SSP 출력단의 레일-급전선간 전압 [V]

게 되는 TF-R간의 전압을 R-AF간의 전압보다 높게 하기 위하여

I′
1 : SSP 입력단의 전차선 전류 [A]

변압비를 N1=N2에서 N1>N2>로 운영하는 것이다. AT의 변압비를

주
변압기

M상

9.58%

j6.440

T상

9.48%

j6.373

(TF-AF 양단 전압)이 동일한 상태에서 TF-R 간의 전압을 증가시

또, 급전구분소 AT에서의 전압, 전류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30kV : 25kV) 및 1.5:1 (33kV : 22kV) 3가지로 설정하여 각 결과를

키고, R-AF간의 전압을 감소시켜 열차가 집전 받는 전압(TF-R간

단, 식 (5)~(8)의 기호는 식 (1)~(4)와 동일하다.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은 PSCAD/ EMTDC를 이용하였다.

전압)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때 TF-R 및 R-AF간의 권선비가 달라

V′
1 = V＋ 2n Z at I

(5)

지므로 그에 따른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달라진다.이렇게 달라지

V′
2 = V－ 2n Z at I

(6)

는 구성에 대응하는 단권변압기 양단의 전압 및 전류의 관계는 <그

I′
1= I

(7)

림 4>의 보조급전구분소 및 급전구분소에 설치되는 AT의 등가 회로

I′
2= I

(8)

열차부하 :15MVA
부하역률 : 0.95

주변압기

〈그림 6〉단권변압기 탭변환에 따른 집전 전압

에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AT의 권선 임피던스는 Z at로 표시한다.
식 (1) 〜 (4)는 보조급전구분소 AT의 관계식을 보인 것이다.

4. 시뮬레이션
본고에서 제안한 AT의 권선비 조정을 통한 열차의 집전 성능 향상

4.3 고장 전류 검토
〈그림 5〉시뮬레이션 대상 계통 구성

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전 전압 향상, 단락 모
의 등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4.1 시뮬레이션 조건
시뮬레이션은 경부고속철도의 전철변전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시행
(a) 보조급전구분소용

(b) 급전구분소용

〈그림 4〉제안하는 단권변압기의 등가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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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권선비

하였다. 대상 변전소의 급전거리는 편상 기준 30km로 설정하였다.

집전 전압 향상을 위하여 AT의 권선비 조정 후 급전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락을 모의하여 단

4.2 열차 집전 전압 보상

락 전류를 검토하였다. 단락 전류 시뮬레이션은 급전 구분소의 단권

AT의 권선비 조정으로 집전 전압의 향상을 검토하기 위한 시뮬레이

변압기 권선비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각 경우별로 단락위치를 전철

션은 <그림 5>와 같이 급전구분소 3km 앞에 15MVA(역률 0.95)의

변전소부터 급전구분소까지 1km 단위로 단락을 상정하였다.

열차 부하를 가정하고 열차 인근 AT의 권선비 조정으로 집전 전압의

<그림 7>은 단락 위치에 따라 전철변전소에서 공급한 전류를 보여준

변화를 계산하여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 계산 결과 권선비의 변화에도 단락시 공급전류는 차이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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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이유는 열차의 인근 급전구분소의 AT만 권선비를 변화시켰

4.4 단락 임피던스 검토

4.5 단락 임피던스의 R/X 비 검토

5. 결론

기 때문이다. 즉, 전철변전소에서 30km 떨어진 급전구분소의 AT

단락 전류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동일한 단락 사고시에 전철변전소에

단락 임피던스의 R/X 비 역시 단락 임피던스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는 교류 급전시스템의 집전 전압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

권선비 변경은 단락 사고시 전철변전소에서 바라보았을 때 큰 변화

서 바라본 임피던스도 검토하였다. 단락 임피던스는 급전시스템의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 자료이다. 검토한 대상은 상기한 단

시하였다. 기존 시스템에서 추가 설비의 도입 없이 변전소, 보조급전

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과전류에 대한 각종 설비의 설정도 변화없이

계전기 정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락 시뮬레이션 조건과 동일하다. <그림 11> 〜 <그림 12>는 단락 임피

구분소 및 급전구분소에 시설되어 있는 AT의 변압비를 조정하여 실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대상은 55kV 공급측에서 바라본 단락 임피던스 및 27.5kV측에서

던스의 R/X 비를 계산한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서, 각각 55kV측 및

제 열차에서 집전 받는 전압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

한편, 단락 사고시 단락 지점에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바라본 단락 임피던스 등이다. 단락 사고 상정은 단락 전류 시뮬레이

27.5kV측에서 바라본 결과이다. 두 가지 결과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

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PSCAD/EMTDC로 구성한

8>과 같다. 단락 사고시 공급 전류 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락 전류

션과 마찬가지로 전철변전소부터 급전구분소까지 1km 단위로 하였다.

였으며,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변압비의 변경에도 세가지 경우 모두

도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단락 전류는 단락 위치에서

<그림 9>〜<그림10>은 단락 임피던스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서, 각각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 급전시스템의 R/X 비율이 약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선로 말단 급전구분소 인근에서 단락시 권선비

55kV측 및 27.5kV측에서 바라본 결과들이다. 두가지 결과 모두 동

71°〜 73°범위이며, 계산 결과 이와 유사한 73°〜 74°
의 범위로 나

변화에 따른 전압의 변화로 최대 200A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일한 형태의 결과를 보였으며,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AT 권선비를

타났다.

조정한 급전구분소 인근의 사고 때 약 0.3Ω이내에서 차이를 보였다.

급전시스템에서 전압강하 시뮬레이션 및 단락 사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전압강하 시뮬레이션은 급전구분소 AT의 권선비 변화
에 따른 열차 집전전압을 각 변압비에 따라 계산하여 상호 비교하였
다. 비교 결과 AT의 TF-R 사이의 권선비를 상향 조정 하였을 때 기
존 시스템과 대비하여 약 5% 이상의 집전 전압이 향상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또, 급전시스템 말단의 AT 변압비 변화에 따른 시스
템 성능 검토를 위하여 매 1km마다의 단락 사고를 상정하여 R/X 비
율을 포함한 단락 임피던스 및 단락 전류의 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크게 무리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
후 가변탭 기능을 가진 AT의 개발과 부하상태에서의 탭변환 제어기
법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전압강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류
급전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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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브라질 전력시스템의 개요

국내 철도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 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비약

브라질 전기철도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라질의 전력

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1960년대 이전, 브라질은 다수의 기업들이

외진출을 위해서는 독일, 일본, 프랑스와 같은 철도선진국들과의 경

운영하는 분산된 전력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60년

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해외

Eltrobras라는 국영기업이 설립되면서, 브라질은 다른 전력 회사들

진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이 스마트그리드 기술

을 국유화하기 시작했고, 집중된 투자가 시작되었다. 브라질 전력시

과의 연계가 전기철도분야에는 추구해야할 방안 중 하나이다.

스템의 특징은 풍부한 물 자원으로 인한 수력발전소가 많다는 것과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시스템

넓은 영토로 인하여 수력발전소들이 너무 멀리 위치하고 있다는 것

운영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태양광,

이다. 전력의 주 공급원은 특히 지라우와 혼도니아의 주도 포르투벨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과 친환경 전력기기의 개

로에 가까운 산토 안토니오에 대형 수력발전소가 있다.

발 및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있다.

브라질의 전력시스템은 대부분 전국 12개의 강에 나누어 위치한 수

철도산업은 한전 전력판매량의 1% 이상을 소비하는 대용량 수용가

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발전량의 대다수는 북쪽 지역에서 생산되

다. 그런데도 정작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미

고 있고, 동북 지역은 발전량이 가장 적다. 현재 75% 이상의 전력이

터, 친환경전력기기,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브라질은 대다수의 대형 수력발

전소들이 에너지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첫 단계로 배전, 송전, 발전을 담당했던 다수

기 때문에 방대한 송전선을 필요로 했다. 현재 브라질의 전력시스템

의 국영기업들이 사유화되었고, 특히 배전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사

은 북에서 남으로 전국이 연계되어 있다. 아마조나스와 호라이마, 아

기업들의 참가로 2000년까지 전체의 70%가량이 사유화되었다. 이

크리, 아마파, 혼도니아 그리고 파라 주의 일부가 아직 연계가 되지

러한 구조개편은 전력시장에 0.5MW를 초과하는 수요를 가진 소비

않아 이들 주에서는 각 주도에서 가까이 위치한 소형 발전소들 혹은

자의 등장을 초래했다.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

1999년까지 브라질은 몇 개의 분리된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전국

주 송전선은 전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북부 지역에서 중서부의

적 연계 전력 시스템, NIPS의 등장으로 그 의존성을 확장하고 시장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연결은 토칸틴스 주와 주연방직할구 사이에

에 에너지 공급을 최적화 할 수 있었다. NIPS의 운영은 국가 전력시

위치하는 두 개의 500kV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600MW로

스템 관리국 ONS가 맡고 있다.

운영되고 있고 900MW 이상의 수용량을 갖고 있다.

ONS는 NIPS의 네트워크 운행의 실행에 집중하여 국가 전력시스템

남부 지역에서 남동 지역의 연결은 이타이푸 수력발전소와 상파울

을 운영한다. 네트워크 운행은 중앙제어 분배를 위한 기본 네트워크,

로 주 사이에 위치한 두 개의 600kV HVDC 회로와 세 개의 765kV

상호 보완 네트워크와 발전소로 구성된다. 상호 보완 네트워크는 기

회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동 지역과 중서부 사이의 연결에는 전국

본 네트워크의 상위 네트워크로 기본 네트워크에서 민감한 현상들

전력 수요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을 관리한다.

1990년대 중반에 브라질은 전력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면서

브라질은 2015년까지 전국적 연계 시스템을 목표로 북부 지역과 북
동부 지역, 북부 지역에서 중서부를 지나 남동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라인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북부 지역과
중서부 지역의 일부는 아직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그 지역의 전력은
작은 수력발전소 혹은 화력발전소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특히
100MW를 초과하는 수요를 가진 마나우스나 아마조마스가 대표적

이다. 그러므로 철도교통의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와 기존 철도교통

이다.

의 전철화 고속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그리드와의 연
계를 통한 철도교통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관심이 확대돼

3. 브라질 도시철도 전철전력시스템의 개요

야 한다.
도시철도 시스템에 있어 큰 변화는 2007년에 지하철 시스템의 운영

최근 브라질 정부가 고속 철도 부설을 선언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브

에 한 사유 기업의 진입으로 시작되었고, 주로 시스템의 보수와 광역

라질 철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전력

화에 투자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브라질 철도 시스템 중 상파울로

시스템에 근거하여 브라질의 가장 큰 도시인 상파울로 철도시스템

도시철도 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전력시스템에 스마트그리드라는

상파울로 도시철도 시스템은 크게 지하철과 광역철도로 구성된다.

개념으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 하에서 전기철

지하철은 METRO와 Via Quatro 두 개의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올

도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브라질 에너지 분포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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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브라질 송전선 분포도, 2012예상

해까지 지하철은 국영기업인 METRO가 운영했는데, 올해 사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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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Via Quatro가 4호선(Yellow)의 운행을 시작했다. 지하철 시스템

로 구성되어 있다. 3호선의 전력 공급원으로는 선로를 따라 설치되

정류 변전소는 정류 그룹과 급전기, 스위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열차

22kV 변전소에 설치된 회로 차단기를 통해 전력의 공급원을 자유롭

은 5개의 노선이 있다. 광역철도는 국영기업인 CPTM이 운영하고

어 있는 4개의 주 변전소가 있는데, AES Eletropaulo라고 하는 사

를 위한 급전 시스템은 750V[DC]의 third-rail으로 구성되고 급전

게 조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arra Funda의 주 변전소가 보수작

있으며 6개의 노선이 있다. 2000년대 중반이후 스마트 카드의 등장

유 배전 기업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기와 third-rail의 연결은 스위치와 접촉기로 이루어진다.

업으로 연결이 끊어진다면, Dom Pedro I의 주변전소로부터 전력

으로 승객들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주 변전소는 코트야드와 통제실로 이루어졌다. 코트야드에는

을 끌어와 지하철역과 정류 변전소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게 됐다. 그러나 전력시스템은 여전히 연계되지 않았고, 두 시스템은

138kV의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버스 그리고 변압기들이 설치되어

만약 한 개의 22kV 변전소가 연결이 끊어진다면, 주변의 다른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

있다. 138-88/22kV 통제실에는 22kV 버스들과 스위치, 그리고 컨

22kV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하철 시스템은 1970년대에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건설되었다.

트롤 패널과 보호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다.
3.2 상파울로 광역철도 전력시스템의 특징

전력은 선로를 따라 건설된 몇 개의 변전소에서 공급받고, 각 역의
송전 변전소와 보조 변전소가 열차와 지하철역에 전력을 공급한다.

광역철도 시스템은 1992년에 FEPASA와 CBTU의 두 국영기업이

반면 광역철도는 1992년 CPTM이 구 광역철도의 FEPASA와

CPTM에 합병되면서 탄생했고, 두 기업의 광역철도 선로는 그대로

CBTU를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이 두 회사들은 각각 브라질 최초의

CPTM에 이어졌다. 이것은 철도 시스템의 미래를 위한, 특히 그것의

철도 시스템을 이어 받아 서로 다른 전력 시스템과 열차 시스템을 갖

전력시스템에 있어 매우 중대한 결정이었다.

고 있었다.

두 회사 시스템을 연결하며, CPTM은 3개의 전력시스템을 가진 6개
의 노선을 갖게 되었다. 광역철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
〈그림 4〉METRO 주 변전소

〈그림 6〉정류 변전소

22[kV] 변전소는 두 개의 변압기가 있는데, 한 개는 정류 변전소에

상파울로 지하철 전력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연계된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다른 하나는 보조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송

이것은 상파울로 지하철에 신뢰성과 왕성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연

전 변전소에 설치된 측정 장비들은 아래 그림과 같다.

계된 시스템을 통해 전체의 지하철역과 모든 선로의 구역으로 전력

는데, 하나는 상파울로의 동쪽 노선(구CBTU)이고 다른 하나는 서쪽
노선(구FEPASA)이다. 동쪽 3개의 노선은 통일된 전력시스템을 갖

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있지만, 서쪽은 1992년 CPTM의 새로운 구조로 건설된 9호선으
로 인해 두 가지 전력시스템을 있다.
미래에는 광역철도의 전력시스템이 두 가지로 통합될 것이다. 하나
는 서쪽의 9호선 프로젝트로 지칭되고 다른 하나는 9호선 프로젝트
에 기반했지만 완전히 다른 전차선과 열차 특성을 가진 새로운 동쪽
라인 프로젝트이다.
CPTM의 전력시스템은 19개의 주 변전소와 정류 변전소로 구성되
며, 138-88kV/3kVDC로 작동하고 총 수요량은 약 80MW이다. 지
금의 전력 시스템은 3에서 12페이즈 한 개의 정류 변압기로 구성되
어 정류 그룹과 보조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한다. 정류 그룹은

〈그림 3〉상파울로 도시철도 시스템

3000VDC를 전차선에 공급한다.
3.1 상파울로 지하철 전력시스템의 특징

지하철 시스템과는 달리 광역철도는 상파울로에서 다른 도시들로

지하철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METRO가 운영하는 지하철
3호선의 전력시스템은 주 변전소, 송전 변전소 그리고 정류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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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고 있어, AES Eletropaulo 이외의 여러 기업들로부터 전력
〈그림 5〉22 kV 철도변전소

〈그림 7〉상파울로 지하철 3호선 전력시스템 개요도

을 공급받는다. 이것은 또한 규제 철폐의 결과 중 하나인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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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해외철도산업진출과 스마트그리드
THEMES

2010 September + October

•전기철도 전력에너지 최적활용 전략
•전기차운전기법에 의한 에너지효율화
•철도인프라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시범구축
•전기철도의 축소판‘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

ELETROPAULO SUPPLY
LINE”A”
88/138kV-3PHASE-60Hz

•PRT 시스템 운행 시뮬레이터 개발
•집전 전압 향상을 위한 단권변압기 탭 변환 구성
•해외철도산업진출과 스마트그리드

4. 스마트그리드 연계 철도 기술

ELETROPAULO SUPPLY
LINE”B”
88/138kV-3PHASE-60Hz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IT, 환경 등 사
회 전반적인 문제로서 철도분야의 해외진출시 스마트그리드의 연계
는 주목할 만한 연구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제주도 실증단지를 통하

모 역사주차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철도의 경우 DC 1500 V의 전압을 사용하므로 스마트그리드 환

TF-01A
88kV
4220kVA
2x1221V

우리나라는 2004년 KTX 개통으로 세계에서 5번째 고속철도 보유

경에서 DC 마이크로그리드 배전망 표준과 DC 전력설비의 활용이

국이다 최근에는 한국형 고속철도인 KTX-II가 개발되었으며 시속

가능하다.

400km 급 차세대 고속철도가 개발 중에 있다, 국내 철도산업은 그

138/88 kVCA

OUTDOOR

5. 결론

여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육성하고자하나 안타깝게도 철도산업은 빠

간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눈을

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돌리고 있다. 철도분야에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철
도시스템의 전력 지능화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신 비즈니스 모

TF-01B
88kV
4220kVA
2x1221V

델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다.
브라질에서 철도산업은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받고 있다. 공중교통

INDOOR

TF-02A
1221V
50kVA
220/127V

RT-01A
2x1221VCA/3160VDC
4000kW

의 새로운 투자와 고속철도를 통해 전기철도는 철도 시스템의 새로

TF-02B
1221V
50kVA
220/127V

운 시대에 더욱 부각되어지며, 지하철은 연결된 시스템의 특징을 유

AUXILIARY
SYSTEMS
PANEL

3000 VDC

RT-01B
2x1221VCA/3160VDC
4000kW

〈그림 10〉DC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지하며 단축된 배차간격을 지속하기 위해 수용력을 늘릴 것이다. 반

여기에서 스마트그리드 연계 철도산업에 가능한 기술분야를 정리하

면, 광역철도는 근대화 사업을 통해 더욱 운영하기 쉽고 더욱 풍부하

면 다음과 같다.

며 더욱 안전한 시스템을 건설할 것이다. 2007년 모든 철도 시스템

•차량용, 인프라용 Smart meter 요소기술개발
OCS 1

•철도 AMI-EMS 상호 연계 요소기술개발

OCS 2
〈그림 9〉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단지 조감도

•피크부하 관리기술
•역사에너지 절감기술

〈그림 8〉CPTM 주 변전소와 정류변전소

철도전력분야에서 스마트그리드의 활용방안은 스마트그리드의 궁

•Eco-Driving 운행기술

해 CPTM은 여러 기업들의 점검일정을 상대해야만 한다.

극적인 목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인한다. 철도분야에서도 회생

•회생에너지 관리기술

공공 운송 시스템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CPTM은 표준화와 근대화

인버터,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 슈퍼캡, 플라이휠) 등을 이용한 회

•신재생 에너지 적용 기술

를 통해 전력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CPTM은 더욱 활기

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위한 열차 운행패턴 최적화 최

•에너지 저장장치 적용 기술

찬 전력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림5>에서 볼 수 있듯, 현재는

대 부하 피크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 최적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신재생·회생에너지 양방향 배전망 구성 기초기술 연구

단 한 개의 주 변압기가 열차와 전철역을 위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

등이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네트워크 연계형 R-EMS

다. 하지만 근대화를 통해 미래에는 모든 변전소가 각각의 변압기를

또한 철도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여 기존의 철도 전기설비를 활용할

(Railway Energe management system)통합 네트워크 구축

갖게 되어 열차와 전철역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도시철도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도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사용증가

기술

시스템은 더욱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다. 근대

에 따라 도심에는 대규모 충전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R-EMS 통합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연계기술

화의 다음 단계는 전력시스템을 위한 통신체계를 설립하는 것이다.

충전을 위한 안전적인 전력공급과 부지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대

•SCADA 연계기술

이것의 요점은 중앙 통제실에서 CPTM 전체의 전력시스템을 통제

규모 충전인프라를 기존의 도심구간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통합 플랫폼 기반의 R-EMS 운영기술 및 평가 / 인증 기술

하는 것에 있다.

이미 구축되어진 철도인프라의 전력망과 지하철 환승주차장, 대규

•R-EMS 기반에서의 통합 운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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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장하고 근대화하는 또 다른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면서, 모든 열
차들과 장비들을 새로 제작하거나 구매해야 하며, 출퇴근 시간에 지
하철은 90초 이하, 도시철도는 3분 이하의 발차 간격을 갖게 되어
기반 시설들 역시 열차 시스템의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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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세계1등 국민철도 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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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TRENDS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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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세계1등 국민철도 도약의 好機
•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 마스터플랜

•이동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궤도기술팀장 (dhyee09@naver.com)

1. 서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적용된 콘크리트궤도구조는 독일에서
개발된 레다 2000구조에 팬드롤 SFC 체결장치를 적용토록 설계되
었다. 레다2000 침목은 두 개의 콘크리트블록(Bi-Block)을 트러스
형 철근구조로 연결(Lattice girder)하여 사용함으로써 도상콘크리
트와 완전 일체화를 시켜 시공성, 경제성, 정밀도 등을 향상시킨 제
품이며, 팬드롤 SFC 체결장치는 전기절연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
보수성 등이 우수한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다.
침목과 체결장치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립전은 독일 레일
원사의 특허와 독일기술자의 기술지도로 개발되어 국산화 되었으며
매립전 내부에는 외부로부터 물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유입된 물의
결빙시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축성 그리스 또는 방수발포충전
재(PE-Foam)를 사용하도록 제작도면에 제시되어 있었으나, 독일
의 특허 등의 기술 보호문제로 상세한 기술사양은 제시되지 않았으
며 원천기술사인 독일 레일원 기술자들에 의해 육안관찰 및 손으로
만지는 정도의 품질확인만으로 설계도와 다른 흡수성 스펀지가 사
용되는 등 침목생산과정에서 독일 레일원사가 중대한 오류를 범하
였음이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
궤도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 대구~울산 구간에 부설
된 약15만3천여개의 침목중 341개 침목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침목 균열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산·학·연 민
간전문가 10인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
어두고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침목균열원인 조사에 착수
하게 되었다. 합동조사단은 세부적으로 현장조사팀, 실내모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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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보수·보강 대안팀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팀에서는
균열발생 상태조사, 침수량조사, 매립전 파손조사, 현장인발시험,
침목제조공장 품질검사, 비파괴 조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실내모델
시험팀에서는 시험체 설계 및 제작, 동결시험, 인발시험을 통하여 균
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였으며 보수보강 대안팀에서는 설계
도서의 분석, 재료의 기술사양 적정성 검토, 해외 기술 자료와 유사
파손사례조사, 현장조사 및 수치해석 등을 통하여 안전성과 내구성
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2. 침목균열의 원인조사
2.1 침목제작 공장 품질조사
침목균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침목제조와 관련된 설계도서

여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시

강도 및 쪼갬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령 26~28일

멘트 성분 중 SO3량을 4.0%이하로 관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의 경우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 50MPa보다 약 20% 이상 높았으

있음을 확인하였고 골재의 밀도와 흡수율도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

며 파괴시 파괴면 형상이나 골재 분포의 관찰결과 콘크리트 제조관

고 있었다.

리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국산재료를 사용하여 독일에서 수행하였으며

침목에 사용된 매립전은 독일 레일원사의 특허로 천원레일원(유) 주

배합은 설계기준강도 50MPa, 물시멘트비 34%, 단위시멘트량

재 독일기술자의 기술지도로 국산화된 것이며 (주)자돌에서는 매립

370kg/㎥으로 독일 규격을 적용하였다. 이 경우 공기량에 대한 요

전을 제작하여 충전재를 포함하여 천원레일원에 납품하였다.

구조건이 없기 때문에 공기연행제인 AE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

충전재는 매립전 내부에 물의 침투량을 줄이고 결빙시 결빙압이 발

인하였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나 ACI Manual of Concrete

생하지 않도록 비흡수성 충전재(PE-Form) 혹은 압축성 Grease를

Practice에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연행공기가 불필요하다고 명

채우도록 제작도면에 제시되어 있으나, 자재에 대한 상세한 기술사

확히 밝힌 규정이 없으므로 콘크리트 침목의 배합설계가 레다2000

양 및 품질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균열이 발생한 침목에 사용된

침목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에서 독일기준에 따라 수행

충전재는 Polyurethane Foam으로 지름 50mm, 높이 35mm이고

되었고 동절기의 경우 한국과 거의 동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제작도면에 표기된 충전재는 방수발포 충전재(PE-Form)로서 지름

동해에 대한 내구성 저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50mm, 높이 46mm로 재질과 크기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균열발생 침목에 사용된 충전재는 흡수성 자재로서 제작도

〈표 1〉콘크리트 배합표
설계기 굵은골재 W/C
준강도 최대치수
반죽질기 공기량
(%)
(MPa) (mm) (%)
50

19

34

1.22±0.05

1.5

면에 제시한 사양과 다른 제품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세한 기술

단위량(kg/㎥)
물
125

시멘트 잔골제
370

824

굵은골재(mm)
혼화재
5~11 11~19
198

952

3.3

사양 및 품질기준 없이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
하지 못하는 충전재가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등 시방규정을 검토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침목이 생산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침목제작공정 전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자재는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시멘트와 골재를 비롯하여 래티
스거더, 스트럽, 스파이럴 등 철강재료와 플라스틱 제품인 매립전,
PE제품인 충전재 등이 사용된다.
먼저 시멘트는 증기양생에 의한 조기강도 발현을 목적으로 쌍용양
회산 3종 시멘트를 주로 사용하고 잔골재는 낙동강 천연사, 굵은 골
재는 상주산 석회암을 원재료로 제조된 부순골재를 19mm와 11mm
2종으로 분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침목에 사용되는 철근은 래티스
거더용, 스트럽 철근, 스파이럴이 있으며 모두 KS 표준품을 사용하
였고 침목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1년에 1회 공인기관에 의뢰하

침목생산과정에 있어서 침목은 진동다짐을 하고 증기양생으로 제조
하였다. 이때 진동은 저주파와 고주파 진동다짐을 병용하였으며 이
다짐방법은 양생후의 침목 절단면의 골재분포가 일정함을 확인함으
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증기양생과 관련하여 양생실 온

매립전 형상

도, 양생시간 및 탈형강도는 1일 2회 수행하였고 전치 양생기간, 승

충전재 비교
〈그림 1〉충전재 비교

온속도 및 최고온도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잘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증기양생 완료 후 콘크리트 탈형강도는 충분한 압축강도

2.2 현장조사

가 확보되고 있었으며 7일, 28일 강도도 기준값 40MPa 및 50MPa

현장조사 대상구간은 49.3km로 궤도연장 기준 98.6km에 대하여

을 초과하고 있으며 매립전 인발강도도 시험결과 모두 기준값 60kN

실시하였으며 전체구간 중 터널의 연장은 50.8km(51.5%), 토공부

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9km(26.3%), 교량부 21.9km (22.2%)를 차지한다.

침목의 최종적인 품질확인을 위하여 양생중인 공시체에 대해 압축

현장조사는 조사구간에 대하여 구간별 특성 및 균열 밀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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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TRENDS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2010 September + October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세계1등 국민철도 도약의 好機
•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 마스터플랜

하여 중점조사개소 6개 구간(1개 구간 조사범위 60m로 침목 100정

선은 40cc이상 침수량 빈도 높고, 가야고가는 비교적 침수량이 적었

편차가 작고, 침수량의 평균값은 크게 나타나 날카로운 종모양의 곡

2.2.2 침목 압축강도 및 인발강도 조사

에 해당)을 설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대상 전구

으며, 구간별 침수량의 차이는 콘크리트침목 현장 부설 시기, 지역별

선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침목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슈미트해머에 의한 반발경도를 조사

간의 침목수는 153,394정이며 매립전수는 613,576개로 구조물 및

강수량에 따라 상이하며 계상터널 침수량은 침목 공장 야적시 강우

하였으며 조사대상 침목 166개에 대한 콘크리트 비파괴 반발경도 조

균열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다.

나 적설 등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결과 평균값은 전체 침목의 경우 55.9MPa,, 무균열 침목의 경우
55.6MPa,, 균열침목의 경우는 56.6MPa,이며, 표준편차는 각각 1.8,

〈표 2〉현장 조사 대상 침목 침수량
구분

토공
〈그림 2〉조사구간 구조물분포 및 균열개소

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관찰이 불가능한 내재 균열에 대해서
는 비파괴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정되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매립전 인발시험에 의해 형성되는 파괴
형상과 동일한 콘 형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열
빈도

광석고가-영청고가
(상선 4/25, 하선 6/9)

직선

보통

중리고가-당리고가
(상선 5/7, 하선 11/17)

곡선

1.86, 1.2로서 무균열침목과 균열침목의 반발경도는 큰 차이가 없어

40cc이상 침수량
상선

하선

압축강도의 차이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194
(48.5)

114
(28.5)

매립전 인발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하중인 60kN의 하중을 재

높음

303
(75.8)

139
(34.8)

파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발강도는 4공구 보관

59
(14.8)

하하였을 때 자재제작시방서에서 제시된 기준인 유해한 균열 또는

당리터널시점 토공부
(상선 5/12, 하선 11/12)

곡선

높음

206
(51.5)

가야고가
(상선 7/14, 하선 9/9)

직선

보통

45
(11.3)

66
(16.5)

메아지고가
(상선 10/10, 하선 11/18)

곡선

보통

144
(36.0)

75
(18.8)

장사무실 내 현장시험궤도 부설침목은 112.0kN을 나타났으며 시험
결과 침목 자체의 극한인발강도는 72.7kN로서 기준치 60kN을 초
과하며, 부설침목은 궤도콘크리트의 영향으로 103.6~112.0kN로서

교량

크고 매립전 상부 모서리에서 침목 연단부로 진전되면서 파괴면을 형
성하고 있어 매립전내 침투수의 결빙압에 의한 할열파괴인 것으로 추

선형

콘크리트 침목의 경우 72.7kN, 현장 부설침목은 103.6kN, 4공구 현

현장조사 시 침목 균열의 형상 및 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차적으

콘크리트 침목에 발생된 균열은 파괴형상으로 볼 때 비교적 균열폭이

위치
(콘크리트 타설일)

터널

계상터널
(상선 3/28, 하선 6/21)

곡선

미발생

26
(6.5)

39
(9.8)

침목 침수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야고가와 계상터널은 침수량 분
포가 유사하며, 이는 가야고가 침수량이 현장부설 이후 우수의 영향
보다는 공장 야적시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4개 구

매우 큰 값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침목
이 도상 콘크리트층에 충분히 매립되어 있어 경계조건의 변화에서
〈그림 4〉확률밀도곡선 및 누적백분율

균열이 발생된 콘크리트침목의 (a) 90%, (b) 95% 신뢰구간은 표본평
균 X , 분산이 σ2/n인 정규분포로부터 다음과 같다.
(a) 90% 신뢰구간

는 점을 고려할 경우 현장 부설 이후 강우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
대표적인 균열 패턴(상선 308k663, No.89)

내부균열 형상

〈그림 3〉콘크리트침목 균열발생 패턴

2.2.1 침수량 조사

한 침수량이 정규분포한다고 가정하고 구한 확률밀도함수 곡선을

침목균열과 결빙압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검토한 결과, 6개 구간의 균열없는 콘크리트침목에서는 침수량 0cc

부설침목에 대한 침수량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결과 광석고가-

가 다수 측정되어 확률밀도함수 곡선이 좌우 대칭되는 결과를 얻지

영청고가 상선, 중리고가-당리고가 상선, 당리터널시점 토공부 상

못했으나, 전 구간 균열이 발생된 영역에서의 콘크리트침목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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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b) 95% 신뢰구간

침목균열을 발생시키는 한계 침수량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대상 6개 구간의 균열무 영역과 전체 조사 구간의 균열유 영역에 대

〈표 3〉콘크리트 침목 매립전 인발강도 시험

현장시험궤도
부설침목
(4공구 현장
사무실내)

간 침수량 특성은 유사하며, 41~45cc 부근에서 침수량 빈도가 높다
로 판단된다.

오는 강성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발생 구간만을 고려하여 추정한 95% 이상의 신뢰구간을 갖는

4공구 현장
사무실내
보유침목

균열발생 한계 침수량은 44cc이며, 이는 현장조사에서 얻은 누적 백
분율 40cc와 약 4cc의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균열에 대한 가능성
을 안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40cc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리~당리고가
토공부

NO

침목번호

극한인발강도(kN)

1

T-1

101

2

T-2

125

3

T-3

113

4

T-4

109

1

T-1

71

2

T-2

75

3

T-3

72

1

#214(UD)

110

2

#232(UD)

107

3

#259(UA)

102

4

#272(UD)

98

5

#288(UA)

101

비고

지지점
궤도슬래브

지지점
침목상면

지지점
침목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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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코아채취 조사

Lamb파의 위상속도를 평가지수로 활용하여 콘크리트 침목의 상대

반이나 구조물의 진동을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구조물 표면에서 응력

침목에 대해 침목 길이방향으로 상세히 수행하여 단일 침목의

코아 채취에 의한 내부균열 조사는 중리고가-당리고가 토공부 구

강성을 연속적으로 평가하고 내부 균열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시

파를 발생시키고 일정 위치만큼 떨어진 곳에서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Rayleigh파 위상속도 토모그래피를 도출하였다. 토모그래피를 통해

간에서 체수량이 가장 많은 13개 침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코어

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동을 측정하여 구조물의 두께에 따른 S-파 속도분포를 구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손상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였고 실제 손상 모델과 잘 일치

채취 후 코어 내면에 아세톤을 분무하여 균열 조사를 수행하였다. 균

FRACTAL 시험은 특정 국부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측정

SASW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에 기본적인 SASW 실험방법

하는 결과를 보였다.

열 조사에 앞서 예비실험 결과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아

하여 Lamb파의 위상속도의 분포경향을 2차원적으로 도시함으로써

이 설명되어있다.

6개 조사구간의 총 1035개 침목 중 1단계 FRACTAL 및 2단계 SASW

세톤 분무에 의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콘크리트 침목의 휨강성의실용적 평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을 실시한 결과 토공 구간 2개 침목이 균열 의심으로 판정되었고,

코아 채취 후 침목 내부를 아세톤 분무에 의해 균열 발생 유무를 조

토공 구간 3개 침목에서 내부 균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

사하였으나, 균열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세한 균열 발

정되었다.

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콘크리트침목 강도가 실

2.3 실내시험

제로는 60~70 MPa의 고강도이기 때문에 빙압 등에 의해 내부 균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을 규명하

이 발생할 경우 바로 외부 균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큰크리트

고, 향후 보수·보강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 취성적 성질과도 일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실내 동결시험과 인발시험을 수행하였다.
2.2.4 비파괴 조사

〈그림 6〉기본적인 SASW 실험장비와 구성

육안식별이 어려운 내부 잠재 균열 및 건전침목의 내부균열 확인을

따라 발생한 결빙압에 의하여 침목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위하여 비파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단기간 동안 다량의 침목에 대
중리고가〜당리고가 토공구간, 당리터널 시점 토공구간, 메아지고가

해 정량적으로 미세한 내부 균열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검

에서 균열침목에 대한 FRACTAL 시험을 수행하여 획득한 파장에 따

증된 비파괴 탄성파 기법을 도입하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침목

른 Lamb파 위상속도는 양호한 침목의 결과보다 작게 평가되어 콘크

의 건전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리트 침목의건전성평가 지표로서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비파괴 시험 기법은 침목을 포함한 콘크리트 슬래브궤도의 상대강성을

토공 및 교량구간의 침목과는 달리 육안조사 결과 균열 침목이 발견되

신속하게 측정하여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FRACTAL(Flexural
Rigidity Assessment of Concrete Track by Anti-symmetric
Lamb waves) 기법, 국부적인 전단강성 측정이 가능한 표면파 기법

〈그림 5〉콘크리트 슬래브궤도에서의 Lamb파 전파특성

비를 보완하였다.
최근 들어 콘크리트 슬래브의 상대강성 평가에 적용되기 시작한
FRACTAL (Flexural Rigidity Assessment of Concrete Tracks by
Antisymmetric Lamb Waves) 기법을 콘크리트 침목에 적용하였으
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감진기의 종류, 이격거리 등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콘크리트 침목을 대상으로 한 FRACTAL 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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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건과 유사하게 침목과 이를 둘러싼 도상콘
크리트 일부를 일체로 하는 시험체를 제작하여 실내 동결시험을 시
행하였다. 시험결과 총 14개 시험체 중 3개의 시험체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동결시험 결과

지 않은 계상터널 종점부의 FRACTAL 시험 결과 정밀 진단이 필요한

구분

기간

시험조건

시험체 수

시험결과

침목의 개수가 적었고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다.

1차

02.27 〜 03.16
( 7cycles)

스펀지
(침수량 100%)

4

1개 시험체
균열발생

2차

03.16 〜 03.30
(10cylces)

스펀지
(침수량 100%)

4
(+1차시험체 1개 포함)

균열 미발생

3차

03.30 〜 04.03
(4cycles)

스펀지
(침수량 100%)

4
(+1차시험체 1개 포함)

2개 시험체
균열발생

4차

04.03 〜 04.13
(10cycles)

스펀지
(침수량 100%)

4

균열 미발생

SASW 현장시험 결과 양호한 침목에서 Rayleigh파 위상속도가 균열

(SASW)을 병행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며 각기 다른 시험을
1대의 계측장비, 4개의 가속도계, 발진용 해머로 수행이 가능토록 장

먼저 침목의 매립전 내부에 침투된 물이 영하의 온도에서 동결함에

SASW(Spectral-Analysis-of-Surface-Waves) 기법은 지반이나 구

침목의 위상속도보다 더 컸다. 침목의 국부적인 건전성 상태에 따라 위

조물에 대하여 전단 강성의 깊이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비파괴적

상속도의 상이한 결과를 감안하면, 1단계 조사 기법인 FRACTAL 시험

으로 수행하는 현장실험법이다. SASW 실험은 기본적으로 지표면이

으로 걸러진 건전성 의심 침목의 정밀 진단에 SASW 시험이 매우 유효

나 구조물의 표면에서 물리적인 충격이나 진동을 가하여 응력파를 발

하게 적용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 응력파

모델시험에서 인위적으로 손상을 가한 침목에 대해 본 과업에서 추진

는 지반이나 구조물의 매체를 통하여 사방으로 전파되어 나가는데, 진

하고자 하는 2단계 시험 절차를 적용하여 침목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동원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표면에 설치한 가속도계에 의해 지

실제 손상과 비교/검증하였다. 특히, SASW 시험을 대표적인 세 개의

결빙압과 체결볼트 인발저항력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침목균
열의 원인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침목내부 빙압을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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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완전 침수시 결빙압을 측정한 결과, 매립

한편 체수량에 따른 결빙압 발생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립전에

에서 130kN으로 두 배 증가시킬 경우 발현 가능한 최대 결빙력은

전 상부에 작용하는 결빙압은 38.7〜41.4MPa 정도, 인발력으로 환

각각 40cc, 45cc, 50cc, 55cc를 물을 넣고 시험한 결과 40cc에서만

95kN에서 81kN으로 약 14% 감소하였다.

산하면 63〜69kN 정도로 매우 큰 인발하중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결빙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압축강도의 변동에 의한 결빙력을 고찰한 결과, 침목 콘크리트의 압

있었다.

비추어 현장에서도 40cc이하의 침목에서는 동절기에 결빙압에 의한

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가 50MPa일 때 결빙력은 80.6kN이었으며

침목이 도상콘크리트에 매립되기 전에 침목단독으로 어느 정도의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68MPa일 때 95kN으로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발강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한 결과 62〜78kN이 측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펀지 대신 그리스나 PE Foam으로 교체

정되었다. 침목과 도상콘크리트 일부를 일체로 하는 시험체를 제작

하였을 때 이들의 빙압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빙압을

하여 보다 현장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의 인발력을 시험한 결과 87

측정한 결과 두 가지 모두에서 거의 결빙압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114kN 정도가 측정되었다. 이것은 침목 단독의 인발저항력에서

있었다. 본 실험은 그리스 주입량이 38cc로 일정한 경우에 대한 시

약 20kN 정도가 큰 값으로서 침목과 도상콘크리트가 일체화됨으로

험결과로서 현장에서도 그리스 주입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결빙

써 인발저항력이 그 만큼 커진 것과 또한 두 시험 간 하중재하속도의

압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차이(재하속도가 느리면 인발저항력이 작게 평가됨), 장비특성(일반
유압잭과 정밀 엑츄에이터 적용에 따른)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

결빙압의 경계조건에 따른 결빙력을 고찰하였다. 즉 너트하면의 상
향압력만을 고려한 변위 제어의 경우와 매립전에 작용하는 횡압력
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하중 제어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그 차이가 10%로 압축강도 변동에 의한 차이 15%보다 작은 것
을 확인하였다.
모든 해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위의 그림과 같이 본 수치해석결과는
와셔면적을 결빙력의 작용면으로 고려하였을 때, 77kN〜91kN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내모델시험에서 수행한(제 6장

2.4 수치해석

참조) 실험결과는 너트하면의 면적만을 고려하여 산정한 경우로서

현장 침목에 발생된 균열은 매립전 내에 침투한 침투수의 동결로 인

로 판단된다.

70.4kN〜80.6kN(6.9 tonf〜7.9tonf)의 범위에 있으나 이를 와셔하

한 결빙압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추정된 바 있다. 본 해석에서는 침목
이 부설된 상태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예기치 않은 추가 압력이 침목
을 구성하는 콘크리트에 파괴강도를 상회하는 응력을 발생시킬 수

〈그림 7〉결빙압과 인발저항력의 상관관계

이상의 시험결과로부터 매립전이 침수되어 동결될 경우 결빙압에
의한 인발력이 63〜69kN이 발생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저항력은 62
〜114kN(대부분 80kN 이상)정도여서 일부 인발력이 저항력보다 크
게 되는 경우에만 일부 침목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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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면적으로 치환하여 계산하면 93kN〜104kN(9.1tonf〜10tonf)
〈그림 8〉수치해석 모델 및 결빙압 비교

있는지 여부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삼차원 해

이 내측 매립전의 결빙력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열양

석을 통해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영향인자 및 파괴원인을 다각도로

상은 실제와 매우 유사한 콘 형상의 파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측

분석하였다.

과 외측 매립전의 결빙에 의한 거동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

또한, 현장조사 시 시행한 현장인발시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

었으며, 결빙력의 차이도 5%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한 결과, 현장시험의 평균과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어 신뢰성을

결빙에 따른 파괴가능성은 매립전의 위치보다는 침투수의 양 등 기

확보하였다. 특히 파괴에너지를 이중선형 점성균열모델을 이용하여

타 조건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할 경우 최대 인발력은 102kN으로 현장시험 평균 최대 인발력

파괴 원인 분석 결과 결빙력에 의해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시점

107kN과 비교하여 약 5%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때의 최대 인발

은 침목에 최대 결빙력이 발생한 이후임을 확인하였다.

력값은 볼트머리 표면의 평균응력에 볼트머리부분의 면적을 곱하여

초기 볼트 체결력에 따른 결빙력을 비교 검토한 결과, 침목에 초기

계산한 값이다.

볼트 체결력 만을 재하하는 경우로는 침목 전체에 큰 파괴를 일으킬

현장인발시험의 비교 검증을 통해 선형 점성균열모델에 비해 이중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형점성균열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따라

또한, 초기 볼트 체결력이 증가할 경우 최대 결빙력이 감소하며, 베

서 이후 해석에서는 이중선형 점성균열모델을 사용하였다.

이스 플레이트와 접하는 볼트 주변 콘크리트 침목 상단에 균열 양상

파괴위치에 따른 결빙력을 비교 검토한 결과, 외측 매립전의 결빙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초기 볼트 체결력을 65kN

이 된다.
결론적으로 결빙력의 작용면적에 따라 실험 및 해석결과에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본 수치해석의 결과는 실내 결빙력 실험 결과 내
에 분포함으로서 적절한 해석 타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보수·보강 대책
현장에 부설된 침목 중 균열침목에 대한 효과적인 보수를 통하여 체
결장치와 침목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시공이 용이하여
공사기간 내 보수를 완료할 수 있는 보수 보강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기능 확보 : 인발저항력, 전기절연 성능, 콘크리트 강도, 레일 위
치조정 능력 등
•정밀시공 가능성 : 볼트위치 및 수직도 정밀 유지, 콘크리트의 접
착면 강도 유지
•품질확보 : 보수시 균열, 강도저하 등 추가 손상 배재, 파괴예상면
과 접착면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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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TRENDS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2010 September + October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세계1등 국민철도 도약의 好機
•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 마스터플랜

•공 정 : 시공순서가 간단하고 시공이 용이할 것, 개통시기에 차질

바를 사용하는 3안이 적정하다.
다만 손상된 침목이 2개 이상 연속될 경우는 침목의 품질확보에 유

이 없을 것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 보수비용이 합리적일 것, 유지관리 용이
성 및 일원화
3.1 균열침목 보강 방안
균열침목을 보강하기 위한 다음의 4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3.2 정상침목 보강 방안

4. 결론

매립전 내 PE Form의 주기능은 과도한 물의 침투를 예방하고 매립

리한 침목교환방식인 4안이 타안 보다 성능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침목균열과 관련하여 궤도·콘크리트 분야

전 케이스 내부에 결빙수의 추가 팽창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기능이

단된다.

의 민간전문가 10인으로「합동조사단」
(단장 : 김수삼 한양대 교수,

지만 현재 시공된 침목의 PE Form은 이러한 기능을 발휘 못하므로

따라서, 균열침목에 대한 최적의 보수·보강공법으로는 1~2개가 단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구성되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침목균열의

제거되어야 하므로 정상침목의 경우 불량 PE Form을 제거하고 소

독으로 손상된 침목의 보강방안은 공사비가 타 비교안에 비하여 다

원인을 규명하고 최적의 보수·보강공법을 도출하기 위해 수개월간

형의 정품 PE Form을 넣어 물의 침투 동결시 파손을 방지하고 높이

소 고가이지만 시공성 및 인발저항력 등을 고려하여 스틸볼트카바

조정을 위한 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를 사용하는 3안을 추천하며, 3개 이상 연속되어 침목이 파손된 경

구분

대안1 (소형PE Form 삽입)

채취·인발시험 등을 시행하고, 실내에서 침목모형을 만들어 동결

대안2 (구리스 충전)

우는 침목의 품질확보에 유리한 파손침목 교환 방식인 4안이 최적의
보수·보강 공법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대안 2(철근 노출후 매립전 교체) 대안 3(스틸볼트카바 사용)

침목 파손부분 제거

침목 하단부 매립전 제거

특수 콘크리트 타설

수치해석·비파괴검사 등 전문분야 소위원회와 다수의 자문교수진
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검토결과 2안은 구리스의 충전만의 공정으로 1안에 비하여 시공이

위해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최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용이하며, 매립전내 공간확보 및 물 유입의 차단에 유리하므로 정상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합동조사단」
은 이번 침목균열

침목의 보강안은 2안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 원인은 매립전에 스며든 침투수의 결빙압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러한 결빙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매립전내 충전

3.3 보수·보강 검증시험
대안 4(침목교환 2개이상)
〈그림 9〉보수·보강 대책

1안 및 2안의 경우는 기존 매립전을 사용 손상된 매립전을 교체하는
방안으로 인발저향력에 대하여는 2안이 1안 보다 그 성능이 우수하

경화 후 코어 홀 드릴링(천공)

스틸볼트카바 장착

양생 후 체결장치 설치

〈그림 10〉단독균열 침목 보수·보강 방안

목 자체 품질에는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여 본격적인 보수작업 시행전 시험시공 및 검증시험을 실시할 필요

또한, 샘플조사를 통해 침투수가 40cc 이상인 경우에 균열발생 가능

가 있으므로 보수 침목에 대한 인발, 피로, 전기저항 등 실내시험을
통한 보수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수 후 현장시험을 통하 침목

〈표 5〉시험항목 및 시험기준

려가 있으며, 별도의 매립전 고정장치 개발이 필요하며 3안의 경우
는 손상된 매립전을 스틸볼트카바를 사용하여 교체하는 방안으로

구분

다른 안보다 인발에 대한 저항력 및 시공성이 우수하나 스틸볼트카

실내
시험

바 및 천공비 추가로 타 안에 비하여 공사비가 다소 고가인 것으로

장대레일 절단 및 TCL층 제거

단척레일 설치 및 침목 설치

4안의 경우는 손상된 침목을 교체하는 방안으로 신 침목을 재 부설
시 레일의 절단에 따른 현장용접이 불가피 하며, 신구 콘크리트 시공
에 비하여 고가이지만 시공성 및 인발저항력 등을 고려 스틸볼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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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인발파괴시험
반복하중시험(경사피로시험)
전기저항시험
Fixation Geometry

검토되었다.

균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침목의 보강방안은 공사비가 타 비교안

재로 흡수성 스폰지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었으며, 침

제시된 보수·보강공법에 대한 현장 적합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하

의 인발강도 및 매립전 위치 정확도 등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지만 콘크리트 깨내기 시 충격에 따른 기존콘크리트 강도저하의 우

주철근 조립(겹이음 시행)

TCL콘크리트 타설 및 장대레일 용접

〈그림 11〉연속균열 침목 보수·보강 방안

시험과 인발시험 등을 수차례 시행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위원과는 별도로

개념도

〈그림 12〉정상침목 보수·보강 방안
대안 1(매립전 교체)

궤도공사 현장에서 매립전 침투수량 조사, 침목 비파괴검사·코어

외
Inclination
관
Tortuosity
현장
검
Width of fastening base
시험
사

에 부설된 침목에 대한 전수 체수량을 조사하였으며, 토공·교량 구
간 침목 중 체수량이 40cc를 넘는 침목 약 1만6천개를 확인하였다.
해당 침목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정밀 비파

시험기준

참고기준

인발파괴강도 60kN 이상

EN13481-2

300만회 반복하중시험 후 균열이 없을 것.

EN13146-4

5k㏀ 이상

EN13146-5

1949.5 ± 1.5mm
425 ± 1mm

Dimension

± 0.5mm

check for bi-

< 0.8mm

block sleepers

238 ± 3mm

Evenness(longer axis)

± 1.2mm

Evenness(shorter axis)

± 1.2mm

인발시험

성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울산 구간

3분간 60kN 하중재하 후 균열이 없을 것.

(Chunwon
Rail.one
EN13481-2

괴검사를 진행하였다.
균열침목의 보수공법으로는 균열 부위를 제거하고 앵커볼트를 사용
하는 방법과 침목의 철근 부위까지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다시 타설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균열부위를 제거하고 특수콘크리
트를 타설한 후 철제 매립전(스틸볼트카바)를 설치하는 공법이 최적
안으로 검토되었으며, 균열침목이 여러 개 연속되어 있을 경우(1개
소)에는 침목 3개와 TCL층(침목을 고정하는 상부 콘크리트층)을 한
꺼번에 제거하고 침목을 교체하여 재시공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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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안되었다.
이 보수방안에 대하여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체를 이용한

•최미숙 |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운영준비단 운영총괄팀 차장 (mschoi@korail.com)

압축·인발강도 시험, 전기절연 시험, 피로시험 등을 시행하여 그 안
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였으며 실제 보수를 완료한 침목에 대해서도
확인 시험을 시행하여 안전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균열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부설된 15만여개 침목 모두에 대해 매립전내 침투수의 결

1. 서론

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고속철도사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함으

빙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하기 위해 매립전 내의 흡수성 충전재
(스폰지)를 모두 제거하고 성능을 검증받은 그리스를 주입하는 보강
공법을 적용하였다.
침목 자체품질에는 문제없다는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균열이
발생한 침목에 대한 보수와 부설침목에 대한 그리스 주입 등이 이루
어졌으며, 침목균열이 발생한 대구~울산 구간의 보수·보강은 울산
~부산 구간의 궤도공사와 병행 시행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공기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며, 전 구간에 대한 궤도공사를 지난 2월에 완벽하
게 마무리함에 따라 금년 11월초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작업과 확인이 가
능한 상세 매뉴얼을 준비하여 침목생산과 보수·보강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콘크리트궤
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목 보수·보강에 대한 기술적인
축적을 이루어 향후 궤도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생
각된다.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
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서울~동대구 간을 시속 300km/h로 운행
하는 고속신선을 건설하고 동대구~부산 간 기존선을 전철화 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운행시간이 5시간에서 2시간 40분으로 대폭
줄었다. 경부고속철도 개통은 여행시간을 줄여 전국을 반나절 생활
권으로 변모시켰고, 고속철도가 운행하는 지방도시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고속철도노선이 서울~동대구까지 1단계 개통에 이어 동대구~
부산까지의 2단계 구간의 고속신선 연결로 전국을 2시간 남짓한 시
간에 여행할 수 있게 되어 전국에 걸친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경주와 울산지역에 KTX 서비스가 시작되어 국내외 여행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의 괄목할 만한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11월은 G20정상회의 등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G20 정상회의와 더불어 B20 경제회의, T20
관광장관회의 등 세계 각국의 정상 20명과 기업 CEO 400명이 한국
을 방문하는 때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명실상부한
전 구간 개통을 "세계1등 국민철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현황
2.1 사업내용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약 130km 구간의
신선건설과 대전, 동대구 도심구간의 연결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지난 2002년에 시작되어 2010년 11월,
대전, 대구 도심구간의 고속선 연결은 2014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조 9,454억 원이 소요된다.

대규모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우리 고속철도 기술을 세계에 알
〈표 2〉경부고속철도 사업개요
〈표 1〉G20정상회의 및 관련 국제회의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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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국민철도와 세계1등 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회의명

구분

장소

사업기간

주요안건

‘10. 6. 4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부산

‘10. 9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광주

‘10. 10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경주

‘10. 11月

G20 정상회의

서울

‘10. 11月 이전

T20 관광장관회의

제주도 또는 경주

관광사업 육성 및 고용창출

‘10. 11月 이후

B20 경제회의

미정

FDI유치활동(투자설명회,
기업상담 등)

- 旣합의사항 이행
·경기회복과 출구전략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공조
·국제금융기구/규제개혁
- 新안건 도출
·금융안정
·개발격차완화
·민간참여유도 등

1단계

주요사업

운행시간(거리)

'92.6~'04.4

- 서울~대구 신선건설
-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
- 대전, 대구도심 통과구간 기존선 전철화

02:40
(408.5km)

'02~'10.12

- 대구~부산 신선건설
- 역증축(대전, 동대구, 부산)
- 차량기지 중정비시설 신설(고양)
- 차량기지 유치선 신설(고양, 부산)

02:18
(423.9km)

'02~'14

- 대전, 대구 도심통과구간 지상건설
- 동해남부선 연결사업

02:10
(417.5km)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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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는 4개 신설역사가 있으며, 현재 건설역
명으로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으로 불리고 있다. 역명은 금년
7월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7

개통·운영준비
계획수립

개통·운영준비계획수립

양부에서 주관할 사항, 공사, 공단이 주관할 사항을 구분하고 협조부

-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수립 (’
09.12.10일)
- 개통·운영준비 종합시행계획 수립 (’
10.2월)
- 종합시험운행 세부시행계획 수립 (’
10.3월)

서를 지정하여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표 4〉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운영 준비 과제 구성

월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분야

2010년 7월초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명에 관한 의견은 울산
광역시가 '울산역', 경주시는 '신경주역', 충청북도는 '오송'역으로 제
출해 놓은 상태이며, 경상북도는 김천시와 구미시의 이견이 있어 결

개통·운영준비
본격추진

〈표 3〉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설역사 현황

오송
김천·구미

위 치

규 모

완공일정

충북 청원군 강외면 350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984㎡)

'10.9월

경북 김천시 남면 옥산리 790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101㎡)

'10.9월

신경주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010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5,697㎡)

'10.7월

울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71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490㎡)

'10.9월

주) 상기 역명은 가칭(건설역명)으로 지자체 의견수렴 등 역명제정 중

2.2 개통·운영준비

- 조직정비·교육훈련 및 재배치
- 법령·제도정비
- 영업전략 수립
- 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
- 분야별 유지보수 계획수립
- 인계인수 계획수립

- 인력·시설·시스템 운영
- 접객·업무설비
- 입주기관·업체운영 등 종합시험운영

인계인수 : 자산, 부채, 자료 등 (~ ’
11. 1월)

의 물리적인 연결이 아니다. 그동안 서울~동대구간 1단계 사업이 완
성되는 진정한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전 구간

의의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KTX-산천이 상업운행을 한다는 것이

2. 종합시험운행

2.1. 종합시험운행 사전준비
2.2. 공종별 시험(분야별 자체 개별시험)
2.3. 사전점검
2.4. 시설물 검증시험(동적시험, 통합검증)
2.5. 영업 시운전, 2.6 이용자 점검

3. 준공확인

3.1. 신설노선 자료송부,
3.2. 사업준공 신청
3.3. 사업준공 확인 및 고시

다. KTX-산천은 고속열차 기술실용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가 약 7

4. 시설물 유지보수

4.1. 인계인수 전 시설물 유지관리
4.2. 인계인수 후 시설물 유지보수

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KTX-산천은 시험운행을 통해

5. 인계인수

5.1. 자료관리 및 이전,
5.2. 자산 및 부채,
5.3. 재무계획 수립

6. 운영조직 및 인력양성

6.1. 운영준비 합동조직 구성,
6.2 운영 조직 및 인력 배치
6.3. 운영인력 교육

7. 운영제도 및 안전대책

7.1. 운영제도 및 규정류 정비,
7.2. 안전 및 보안대책 수립

8. 운영편의시설 확보 및 역명결정

8.1. 운영 및 여객 편의시설 확보,
8.2. 역명 결정

9. 영업운영계획

9.1. 통합열차운영계획 수립,
9.2. 운임체계 수립
9.3. 철도 정보시스템 정비

10.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10.1. 고속철도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구축
10.2. 고속철도 역사 연계 교통수단 확보

11. 마케팅 및 다원수익사업

11.1. 마케팅 전략수립,
11.2. 이미지(CI) 정비
11.3. 다원수익사업 개발

도 2단계 구간의 개통과 맞물려 항공과 철도이용의 국내외 교통망이

12.1. 고속철도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12.2. 고속철도 개통행사 계획수립

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도로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KTX를

고속철도 노선 개통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 구간 노선의 개통과 더불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의 중요한
다. KTX-산천은 편의시설, 설비, 안정성 등 모든 성능에서 기존
KTX와 구별되는, 첨단 기술이 결집된 새로운 차원의 명품고속열차
조 5,600억원이 발생하였고, 8,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000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업운전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고속철도 기술의

개통

2단계(대구~부산)구간 개통 (’
10.11월)
중간역사(오송, 김천구미) 영업개시

〈그림 1〉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운영준비 흐름도

2.2.1 추진체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

2.2.2 개통·운영준비 과제

시설공단이 주축이 되어 건설과 운영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를 주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운영준비 업무를

개통 일정이 당초 올 12월에서 G20정상회의 지원을 위해 11월로 당

12개 분야 35개 단위과제로 구분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

겨지면서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2단계 구간의 성공적인 개통의

하였다. 추진현황은 매월 국토해양부 주관 점검회의를 통해 확인하

관건이 되었다. 국토해양부, 공사, 공단은 합동 팀을 구성하고 기관

고 부진사항은 대안을 마련하고, 공사와 공단의 이견이 있는 사항,

간 역할분담, 추진과제, 시기 등을 포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단

건의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하고 있다.

계 구간의 차질 없는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운영 준비과제는 시설물점검, 종합시험

개통·운영 준비는 우선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등 관련 추진계획

운행, 준공확인, 유지보수, 인수인계, 운영조직 및 인력양성, 운영제

을 수립하고, 조직정비, 교육훈련 및 재배치,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도 및 안전대책, 운영편의시설 확보 및 역명결정, 영업운영계획, 연

분야별 세부 개통·운영 준비를 추진하게 된다.

계교통 및 환승체계, 마케팅 및 다원수익사업, 홍보 및 개통의 12개

개통·운영 준비 추진 흐름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야에 35개 단위업무로 구성된다. 단위업무의 성격에 따라 국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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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공은 단순한 동대구 ~ 부산 신선구간

1. 시설물 점검

종합시험운행 및 최종점검 (’
10. 6~10월)

종합시험운행
및 인계인수

3.1 의의

1.1. 건설공사 추진공정 확인점검
1.2.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설물안전점검
1.3. 균열침목 보수 합동점검
1.4. 개통 전 운영준비 최종점검

분야별 세부 개통·운영준비 (’
10. 6월)

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구분

단위업무

3.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의 의의와 기대효과

12. 홍보·개통

우수성을 입증시켰다.
KTX와 KTX-산천의 브랜드 가치가 해마다 높아지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민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함으로서 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은
우리기술로 개발된 KTX-산천의 우수한 차량기술을 세계만방에 알
려 국익 창출의 기회를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고속열차 제작 기술보유국으로서 브라질 등 해외철도 수주전에서
유력한 경쟁후보가 되고 있어 해외 철도사업 수출에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철도
111주년인 2010년도에 전 구간 개통이 이루어지며, 12월 인천공항철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6시간 걸리던 인천공항까지의 이동시
이용하여 서울역에 도착한 후 공항철도를 이용 곧바로 인천공항에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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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KTX-산천 차량제원
구분
양수

전기 방식
제어 방식

제원
10

교류 25,000V 60Hz
VVF-IGBT 1C2M 제어
-

기동 가속도

구분
전장

기 관 차 22,700mm
단부객차 1,800mm
객 차 18,700mm

전폭

기관차 2,814mm
객 차 2,970mm

전고

총길이 :
약201m

기관차 4,100mm,
객 차 3,480mm 기동 가속도
공차중량 403t, 만차중량 434t
기관차 14,000mm,
객 차 18,700mm

305km/h

대차간 거리

설계 최고속도

350km/h

축중
궤간

1,435mm

1,100kw

구동 장치

3상 농형 유도전동기

편성 출력

8,800kw

제동 방식

회생제동, 답면제동, 발전제동

차량 정원

일반실 328명
특실 30명, 장애인석 5석

편성 정원

363명

망되고, 항공사에서도 노선의 다양화, 공항시설 개선 및 대중교통과

대규모 업무단지가 건설되었고, 릴르시는 TGV 북부선의 통과로 국

버스 15.5% 감소, 항공은 무려 59.4%가 감소하였다. 또한 고속철도

의 연계체재 개선을 도모함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교통수단

제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었다.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해소로 서울~부산간 승용차 소요시간이

간의 경쟁을 통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다.

399분에서 302분으로 97분이 단축되었다.

이처럼 경부고속철도 2단계의 개통은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연계교

(단위 : %)

구분

철도

항공

승용차

버스

개통전('81)

40

31

29

1

개통후('84)

72

7

21

제권역의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1

일본의 경우도 신칸센 정차도시의 기업체수와 관광객이 크게 증가
했다. 센다이, 모리오카 등의 도시는 1996년 기준 1975년도보다 기

2004

2005

2006

2007(B) 증가율(B/A)

2003(A)

철도

9,784

24,543

24,543

25,228

24,292

148%

승용차

5,761

5,144

4,753

4,605

4,442

-22.9%

망 형성으로 이동인구가 많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라이프스

고속버스

13,509

11,626

7,275

10,648

11,409

-15.5%

타일의 변화가 더욱 커질 것이다.

항공기

18,236

12,052

8,303

7,579

7,406

-59.4%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고속철도 업무매뉴얼. p.33.
주) 철도 : 일반열차 + 고속열차, 항공기 : 김포↔김해, 김포↔대구

2L8T

보안 장치

ATS, ATC, ATP(TVM430)

업체 수가 1.49배 증가하였으며, 후쿠오카의 관광객은 무려 93.5%

제작사

현대로템

나 증가되었다. 교통체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신칸센이 운행되

둘째,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해 광명, 천안, 아산 등 지역개발이 두드

는 300~400km 구간은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운행시간 2시간 이

러지게 증가했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29조원의 생

내 도시의 경우 정기 항공편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산을 유발하고, 4조 6천억원의 임금을 유발하였으며, 16만명의 고용

도를 이용 서울역에 도착하여 대전, 대구, 경주, 울산, 부산 등 원하
는 목적지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항공과 철도의 연결로 인한 국
내외 교통망의 연결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이어져 국제 컨벤션, 외
국인 여행객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부
고속철도 2단계 개통은 국제화의 원동력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3.2 기대효과

구분

(단위 : 천인)

1964

1965

1966

1967

셋째,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과 건설경험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노

도쿄~
나고야

철도

5,078

6,116

6,955

7,261

8,323

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라질, 미국 등 대규모 고속철도 프로젝

항공

218

219

94

22

11

트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 철도건설사업의 공사감리분야

도쿄~
오사카

철도

8,043

10,364

11,837

1,2447

13,748

항공

1,428

1,520

1,248

899

1222

프랑스의 경우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수송분담율이 크게 증가(파

3.2.2 국내 고속철도 개통 파급효과

리~리용, 40% →72%)하고 전반적으로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으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적

되었다. 프랑스 고속철도가 1시간대로 운행되던 항공노선이 폐지되

인 변화가 일어났다.

었으며, 2~3시간대 항공노선은 감축되었다. 또한 철도 수송분담율

첫째, 지역간 이동시간이 대폭 감축되고 여객 수송량이 대폭 늘어났

였다. 생활권역이 확대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함으로서 지역경제가

4. 향후과제

에 진출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고속철도
사업의 수주를 통해 국익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행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운영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올 11월 경부고속철도의 완전 개통과 더불어 우리는 G20정
상회의를 발판으로 '세계1등 국민철도'로 도약하여야 한다. 우리 철
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는 대
규모 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의 발판으로 삼아 국민서비스는 물론
국익창출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차질없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세련된
접객서비스로 고객감동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속철도에 관련되
는 모든 사람들이 어학, 국제매너 등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강점을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3.2.3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기대효과

3.2.1 해외 고속철도 개통 파급효과

은 개통 전 대비 80%나 증가하였으며, 항공은 무려 77.4%가 감소하

권 개발은 지역간 균형개발의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1963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고속철도 업무매뉴얼. p.37.

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지방분산 정책과 전국의 반나절권 교통

경부고속철도 2단계의 개통과 우리 기술로 개발한 KTX-산천의 운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세
〈표 7〉일본 신칸센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

된다. 경주, 울산, 부산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관광객이 대폭 늘어

구분

MT비

도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용객들은 공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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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망이 확대되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 및 경
〈표 8〉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에 따른 교통수단간 이용객수 변화
(단위 : 인/일, 대/일, 편도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고속철도 업무매뉴얼. p.36.

-

전동기 출력

감속도

의 교통수단 이용객수는 철도 148% 증가, 승용차 22.9% 감소, 고속

〈표 6〉프랑스 TGV 개통 파급효과

편성 중량

영업 최고속도

-

제원

활성화되었다. 리용시의 경우 TGV 남동선의 통과로 리용역 부근에

다. 반면 항공실적은 크게 감소하고 승용차 통행과 고속버스도 중장
거리 통행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개통 전인 2003년과 2007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서울~부산간 운행시간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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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기술실 차장 (gosdinca@gmail.com)

건축 자재는 친환경 인증 자재를 사용하고 광장 포장은 투수성 자재

증 기준(65점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단 설계기준이“친환경

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는 자연에너

건축물 인증 기준”
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

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역사

인할 수 있으며 다만, 전략적인 설계 비전과 목표 설정 등이 필요한

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적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기준을 법정 3,000㎡이상을 '10년에는 2,000㎡이상으로 '11년 이

1. 서론
최근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에너지 위기 및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저탄소 녹
색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1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하여 건축·교통체계를 저탄소 녹
색성장 구조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정책 한가운데에는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교통수단으로 손꼽히는 철도가 자리 잡고 있
다. 철도 교통시스템은 도로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적
이고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일반인
들도 잘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철도와 도로 교통시스템
에 필요한 건축물은 그 특성상 환경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큰 차이
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철도건축물은 교통시스템분야에서
와 같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뛰어날 필요성 있으며 정
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
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뜻한다.
그리고 교통과 건축물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에서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고

평가항목

배점

- 계획안의 완성도 등

20
30

로 줄이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관리제를 시행

40

기타

-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계획
- 여객편의 및 장애인시설 계획
- 효율적인 구조 및 시공성을 고려한 계획

10

한다. 신축·개축되는 건축물은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량계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
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상의 역사 설계 추
진을 친환경 설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 구현”
함으로서 정부가 지향하는“저탄소 녹색
위하여 친환경 설계 추진내용을“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에 맞게 9개

평가사항

일반사항

4. 친환경 설계 비전 및 목표 설정

성장”
을 선도하는 것을 비전<그림 1>으로 제시하였다. 목표 달성을

〈표 1〉철도역사 현상설계 공모 평가항목

- 배치 및 내부 공간계획, 작품의 예술성 등

계

부문으로 재분류 및 체계화하였다.
비젼

“저탄소 녹색건축물 구현”
으로 녹색성장 선도

목표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이상의 역사 설계

100

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점검, 관리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2) 현수준 분석

3. 공단의 친환경 설계 추진현황 및 분석

공단의 건축물 친환경 설계수준을 건축법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한“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에 따라 분석하였다.

적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

에 최적화된 냉·난방대합실을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속도조절

을 구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가능하며 여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작동하는 절전형으로 반영
하고 있다. 지하역사의 경우 공기질이 10%이상 개선되고 냉방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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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도하고 있다.

- 접근성을 고려한 진, 출입 계획 등

철도역사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중·대규모 일반철도역사 콘코스

는 것을 의미한다.

타항목에 평가사항을 두어 설계사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

건축계획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철도건축물의 친환경 설계 정립 및

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

철도역사 현상설계 공모시 친환경 계획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기

배치 및 종합계획

1) 친환경 설계 추진현황

저탄소(Low Carbon)이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

채광과 자연환기를 적용하여 인공조명 및 환기 부하를 절감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

이에 따라 세계적 흐름, 시대적 요구 그리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2.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후에는 전 역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콘코스와 대합실에는 자연

지는 약 30%을 절감시켜주며 최적의 승객안전을 제공하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설비는 절수형 설비를 원칙적
으로 적용하여 물 사용량을 최소화 하고 송풍기, 펌프 등에 들어가는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 건축물에서 역사를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4개 역사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62.4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추진
내용

❶ 친환경 토지 이용

❷ 교통부하 저감

❸ 에너지 절약

❹ 자원 절약 및 재활용

❺ 물 순환체계 구축 및 절약

❻ 지구온난화 방지

❼ 효율적인 건물관리

❽ 생태환경의 조성

❾ 친환경 실내환경 조성

〈표 2〉철도 역사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점수 분석
구분
점수

일반철도

고속철도

당정역

창원역

마산역

울산역

60.9

60.2

60.2

68.4

〈그림 1〉친환경 설계 비젼 및 목표 설정
평균
62.4

5. 친환경 설계 세부 추진계획

위의 일반철도 역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

1) 친환경 설계 요소 추가 발굴 및 강화

았으며 고속철도역사인 울산역에는 지열시스템이 반영되어 있어 인

(1) 철도역사에 신·재생에너지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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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역사의 신·재생에너지 적용은 <표 3>과 같이 건축물에서 소비

또한 도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음수목을 식재하고 자연지형

같이 분리하여 배점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강화된 평가항목으로 공

한 넓은 광장 확보가 가능한 역사,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용이한 역

되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에 큰 효과

을 최대한 활용한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향토수종을 도입한다. 아울

단 영남본부 신축 현상설계 공모와 경춘선 묵현역사 신축 현상설계

사, 환경파괴를 최소화가 가능한 기존 대지를 활용하는 역사 그리고

가 있다.

러 우수침투가 용이하도록 광장, 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

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용역사가 친환경 건축물 설계를 충실히 할 수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거점역사를 선정하였다.

고 점토벽돌, 석재 등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확대한다.

있도록 유도하였다.

〈표 3〉수인선 철도 역사의 지열에너지 반영 현황
냉난방부하(Kcal/h)

구분
수인선
월곶 등 8역

총부하

지열부하

1,368,301

602,866

지열부담율
절감액
(%)
(백만원/년간)
44

비고

실내환경의 친환경성 높이기 위하여 내부 마감재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 자재와 내오염성(광촉매 코팅 자재) 등 친환경 자재사용을 강화

다.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절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010년

30

건축계획

- 배치 및 내부 공간계획, 작품의 예술성 등

40

기타

-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계획
- 여객편의 및 장애인시설 계획
- 효율적인 구조 및 시공성을 고려한 계획

변경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인증 기자재 20종과 에너지 소
LED 등기구부터 <표 4>와 같이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평가항목
일반사항

〈표 4〉LED 등기구 반영 계획

배치 및 종합계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대상조명의 15%

대상조명의 30%

대상조명의 50%

전면적용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

등 친환경 교통 구현에 기여도가 크며 국가정책인“자전거 이용 활

여 설치하고 전력제어를 통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관리하도록 시설물

성화”기조에 맞추어 생활밀착시설인 철도역사를 거점으로 철도와

을 계획한다.

자전거의 그린네트워크 구축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자전거 이
용자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갱의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화된 자전거 주차장을 고
속철도역사인 광주송정역, 정읍역, 광역철도역사인 경춘선 별내역
그리고 일반철도역사인 일산선 원흥역 등 시범역사에 우선 설치를
추진하고 성과분석 및 보완 후에 2011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3) 생태환경 및 실내환경의 친환경 설계 확대
생태환경의 친환경화를 위하여 역사의 옥상 및 인공지반과 벽면을
녹화하고 잔디주차장의 인공녹화를 통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한다.

계

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설계에 적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2)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신규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교통부하 저감,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평가사항

2) 설계지침 등 공단 기준의 보완
공단 철도건축물 친환경 설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지침과 설계공모 지침 등을 보완한다.
철도건축물 설계방향에“철도건축물의 친환경 설계 비젼 및 목표”
를
친환경인증 수준으로 설정하고“친환경 설계”
부문을 별도로 추가하
며 추진내용 9가지와 같이 친환경 인증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침을 제시한다.
현상설계 공모시 당초 친환경계획을 기타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
가하여 왔으나 별도의“친환경 계획 분야”평가항목으로 <표 5>과

변경후

와 30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6>과 같이 평가
배점은 평가점수 100점, 가산점수 36점 총 136점으로 되어 있다. 또

10

한 평가표는 설계설명서에 수록하여 향후 시공단계에서 친환경 건
축물 건립의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00
〈표 6〉추진과제별 평가배점



-신·재생에너지 확대적용
-법정 3,000㎡이상 건
-철도건축물에 전면적용
(법정3,000㎡→2,000
축물 적용
*태양광설비는 1,000㎡
㎡이상)
 이상에 적용
-공단 적용 신·재생에 
-공단 적용 신·재생에
너지 연구(SI과제)
-신·재생에너지 적용효
너지 선정 및 절차마련
⇒지열, 태양광 제시
과 모니터링
⇒지열, 태양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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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자체 평가표는 비젼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과제 9개

- 접근성을 고려한 진, 출입 계획 등

(4) 전기에너지 절약설비 확대 반영

〈그림 2〉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흐름
2009년

계”자체 평가표에 따른 평가 시행 및 설계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20

일반사항
배치 및 종합계획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 자연 조

2008년

배점

- 계획안의 완성도 등

평가항목

한다.
다만, 적용이 어려운 지하역사와 효과가 미미한 간이역 등을 제외한

친환경 목표지수가 가능하도록 설계 중에“친환경 철도 건축물 설

〈표 5〉철도건축 현상설계 공모 평가항목 변경 전·후

하고 거주자, 이용자를 위한 내부 식재 및 휴게 공간을 최대한 조성

211

4)“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모니터링

평가사항

배점

- 계획안의 완성도 등

10

- 접근성을 고려한 진, 출입 계획 등

20

건축계획

- 배치 및 내부 공간계획, 작품의 예술성 등

25

디자인/ 색채계획

- 개성있는 장소(지역)성 창출 및 적용성(창의성) 등

25

친환경 계획

-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 적용, 에너지절약계획 등

10

기타

- 여객편의 및 교통약자시설 계획
- 효율적인 구조 및 시공성을 고려한 계획

10

계

100

추진과제

계

평가점수

가산점수

친환경 토지이용

7

5

2

교통부하 저감

5

3

2

에너지 절약

23

23

9

자원절약 및 재활용

21

12

물 순환 체계 구축 및 절약

14

10

4

지구온난화 방지

6

6

-

효율적인 유지관리

10

4

6

생태환경의 조성

19

13

6

친환경 실내환경의 조성

31

24

7

계

136

100

36

비고

3)“친환경 건축물 인증”추진
친환경 설계 활동을 대외 공식적으로 인증받기 위해 건축법에 의한

6. 결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추진한다. 인증기관으로는 에너지기술연구
원, 대한주택공사주택기술연구원, 한국능률협회인증원, 한국교육환
경연구원 등이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는 예비인증을, 공사 준공 후에
는 본인증을 받는다. 인증심사 기준으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우수는 85점 이상, 우수는 65점 이상이다.
예비인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역으로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정읍역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지구 온난화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
리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
단의 이용 보다는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촉진
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의 실
내 기준 온도를 하절기에는 상향시키고 동절기에는 하향시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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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적용된 콘크리트궤도구조는 독일에서
개발된 레다 2000구조에 팬드롤 SFC 체결장치를 적용토록 설계되
었다. 레다2000 침목은 두 개의 콘크리트블록(Bi-Block)을 트러스
형 철근구조로 연결(Lattice girder)하여 사용함으로써 도상콘크리
트와 완전 일체화를 시켜 시공성, 경제성, 정밀도 등을 향상시킨 제
품이며, 팬드롤 SFC 체결장치는 전기절연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
보수성 등이 우수한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다.
침목과 체결장치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립전은 독일 레일
원사의 특허와 독일기술자의 기술지도로 개발되어 국산화 되었으며
매립전 내부에는 외부로부터 물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유입된 물의
결빙시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축성 그리스 또는 방수발포충전
재(PE-Foam)를 사용하도록 제작도면에 제시되어 있었으나, 독일
의 특허 등의 기술 보호문제로 상세한 기술사양은 제시되지 않았으
며 원천기술사인 독일 레일원 기술자들에 의해 육안관찰 및 손으로
만지는 정도의 품질확인만으로 설계도와 다른 흡수성 스펀지가 사
용되는 등 침목생산과정에서 독일 레일원사가 중대한 오류를 범하
였음이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
궤도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 대구~울산 구간에 부설
된 약15만3천여개의 침목중 341개 침목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침목 균열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산·학·연 민
간전문가 10인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
어두고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침목균열원인 조사에 착수
하게 되었다. 합동조사단은 세부적으로 현장조사팀, 실내모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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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보수·보강 대안팀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팀에서는
균열발생 상태조사, 침수량조사, 매립전 파손조사, 현장인발시험,
침목제조공장 품질검사, 비파괴 조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실내모델
시험팀에서는 시험체 설계 및 제작, 동결시험, 인발시험을 통하여 균
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였으며 보수보강 대안팀에서는 설계
도서의 분석, 재료의 기술사양 적정성 검토, 해외 기술 자료와 유사
파손사례조사, 현장조사 및 수치해석 등을 통하여 안전성과 내구성
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2. 침목균열의 원인조사
2.1 침목제작 공장 품질조사
침목균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침목제조와 관련된 설계도서

여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시

강도 및 쪼갬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령 26~28일

멘트 성분 중 SO3량을 4.0%이하로 관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의 경우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 50MPa보다 약 20% 이상 높았으

있음을 확인하였고 골재의 밀도와 흡수율도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

며 파괴시 파괴면 형상이나 골재 분포의 관찰결과 콘크리트 제조관

고 있었다.

리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국산재료를 사용하여 독일에서 수행하였으며

침목에 사용된 매립전은 독일 레일원사의 특허로 천원레일원(유) 주

배합은 설계기준강도 50MPa, 물시멘트비 34%, 단위시멘트량

재 독일기술자의 기술지도로 국산화된 것이며 (주)자돌에서는 매립

370kg/㎥으로 독일 규격을 적용하였다. 이 경우 공기량에 대한 요

전을 제작하여 충전재를 포함하여 천원레일원에 납품하였다.

구조건이 없기 때문에 공기연행제인 AE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

충전재는 매립전 내부에 물의 침투량을 줄이고 결빙시 결빙압이 발

인하였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나 ACI Manual of Concrete

생하지 않도록 비흡수성 충전재(PE-Form) 혹은 압축성 Grease를

Practice에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연행공기가 불필요하다고 명

채우도록 제작도면에 제시되어 있으나, 자재에 대한 상세한 기술사

확히 밝힌 규정이 없으므로 콘크리트 침목의 배합설계가 레다2000

양 및 품질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균열이 발생한 침목에 사용된

침목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에서 독일기준에 따라 수행

충전재는 Polyurethane Foam으로 지름 50mm, 높이 35mm이고

되었고 동절기의 경우 한국과 거의 동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제작도면에 표기된 충전재는 방수발포 충전재(PE-Form)로서 지름

동해에 대한 내구성 저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50mm, 높이 46mm로 재질과 크기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균열발생 침목에 사용된 충전재는 흡수성 자재로서 제작도

〈표 1〉콘크리트 배합표
설계기 굵은골재 W/C
준강도 최대치수
반죽질기 공기량
(%)
(MPa) (mm) (%)
50

19

34

1.22±0.05

1.5

면에 제시한 사양과 다른 제품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세한 기술

단위량(kg/㎥)
물
125

시멘트 잔골제
370

824

굵은골재(mm)
혼화재
5~11 11~19
198

952

3.3

사양 및 품질기준 없이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
하지 못하는 충전재가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등 시방규정을 검토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침목이 생산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침목제작공정 전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자재는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시멘트와 골재를 비롯하여 래티
스거더, 스트럽, 스파이럴 등 철강재료와 플라스틱 제품인 매립전,
PE제품인 충전재 등이 사용된다.
먼저 시멘트는 증기양생에 의한 조기강도 발현을 목적으로 쌍용양
회산 3종 시멘트를 주로 사용하고 잔골재는 낙동강 천연사, 굵은 골
재는 상주산 석회암을 원재료로 제조된 부순골재를 19mm와 11mm
2종으로 분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침목에 사용되는 철근은 래티스
거더용, 스트럽 철근, 스파이럴이 있으며 모두 KS 표준품을 사용하
였고 침목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1년에 1회 공인기관에 의뢰하

침목생산과정에 있어서 침목은 진동다짐을 하고 증기양생으로 제조
하였다. 이때 진동은 저주파와 고주파 진동다짐을 병용하였으며 이
다짐방법은 양생후의 침목 절단면의 골재분포가 일정함을 확인함으
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증기양생과 관련하여 양생실 온

매립전 형상

도, 양생시간 및 탈형강도는 1일 2회 수행하였고 전치 양생기간, 승

충전재 비교
〈그림 1〉충전재 비교

온속도 및 최고온도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잘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증기양생 완료 후 콘크리트 탈형강도는 충분한 압축강도

2.2 현장조사

가 확보되고 있었으며 7일, 28일 강도도 기준값 40MPa 및 50MPa

현장조사 대상구간은 49.3km로 궤도연장 기준 98.6km에 대하여

을 초과하고 있으며 매립전 인발강도도 시험결과 모두 기준값 60kN

실시하였으며 전체구간 중 터널의 연장은 50.8km(51.5%), 토공부

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9km(26.3%), 교량부 21.9km (22.2%)를 차지한다.

침목의 최종적인 품질확인을 위하여 양생중인 공시체에 대해 압축

현장조사는 조사구간에 대하여 구간별 특성 및 균열 밀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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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점조사개소 6개 구간(1개 구간 조사범위 60m로 침목 100정

선은 40cc이상 침수량 빈도 높고, 가야고가는 비교적 침수량이 적었

편차가 작고, 침수량의 평균값은 크게 나타나 날카로운 종모양의 곡

2.2.2 침목 압축강도 및 인발강도 조사

에 해당)을 설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대상 전구

으며, 구간별 침수량의 차이는 콘크리트침목 현장 부설 시기, 지역별

선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침목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슈미트해머에 의한 반발경도를 조사

간의 침목수는 153,394정이며 매립전수는 613,576개로 구조물 및

강수량에 따라 상이하며 계상터널 침수량은 침목 공장 야적시 강우

하였으며 조사대상 침목 166개에 대한 콘크리트 비파괴 반발경도 조

균열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다.

나 적설 등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결과 평균값은 전체 침목의 경우 55.9MPa,, 무균열 침목의 경우
55.6MPa,, 균열침목의 경우는 56.6MPa,이며, 표준편차는 각각 1.8,

〈표 2〉현장 조사 대상 침목 침수량
구분

토공
〈그림 2〉조사구간 구조물분포 및 균열개소

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관찰이 불가능한 내재 균열에 대해서
는 비파괴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정되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매립전 인발시험에 의해 형성되는 파괴
형상과 동일한 콘 형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열
빈도

광석고가-영청고가
(상선 4/25, 하선 6/9)

직선

보통

중리고가-당리고가
(상선 5/7, 하선 11/17)

곡선

1.86, 1.2로서 무균열침목과 균열침목의 반발경도는 큰 차이가 없어

40cc이상 침수량
상선

하선

압축강도의 차이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194
(48.5)

114
(28.5)

매립전 인발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하중인 60kN의 하중을 재

높음

303
(75.8)

139
(34.8)

파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발강도는 4공구 보관

59
(14.8)

하하였을 때 자재제작시방서에서 제시된 기준인 유해한 균열 또는

당리터널시점 토공부
(상선 5/12, 하선 11/12)

곡선

높음

206
(51.5)

가야고가
(상선 7/14, 하선 9/9)

직선

보통

45
(11.3)

66
(16.5)

메아지고가
(상선 10/10, 하선 11/18)

곡선

보통

144
(36.0)

75
(18.8)

장사무실 내 현장시험궤도 부설침목은 112.0kN을 나타났으며 시험
결과 침목 자체의 극한인발강도는 72.7kN로서 기준치 60kN을 초
과하며, 부설침목은 궤도콘크리트의 영향으로 103.6~112.0kN로서

교량

크고 매립전 상부 모서리에서 침목 연단부로 진전되면서 파괴면을 형
성하고 있어 매립전내 침투수의 결빙압에 의한 할열파괴인 것으로 추

선형

콘크리트 침목의 경우 72.7kN, 현장 부설침목은 103.6kN, 4공구 현

현장조사 시 침목 균열의 형상 및 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차적으

콘크리트 침목에 발생된 균열은 파괴형상으로 볼 때 비교적 균열폭이

위치
(콘크리트 타설일)

터널

계상터널
(상선 3/28, 하선 6/21)

곡선

미발생

26
(6.5)

39
(9.8)

침목 침수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야고가와 계상터널은 침수량 분
포가 유사하며, 이는 가야고가 침수량이 현장부설 이후 우수의 영향
보다는 공장 야적시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4개 구

매우 큰 값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침목
이 도상 콘크리트층에 충분히 매립되어 있어 경계조건의 변화에서
〈그림 4〉확률밀도곡선 및 누적백분율

균열이 발생된 콘크리트침목의 (a) 90%, (b) 95% 신뢰구간은 표본평
균 X , 분산이 σ2/n인 정규분포로부터 다음과 같다.
(a) 90% 신뢰구간

는 점을 고려할 경우 현장 부설 이후 강우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
대표적인 균열 패턴(상선 308k663, No.89)

내부균열 형상

〈그림 3〉콘크리트침목 균열발생 패턴

2.2.1 침수량 조사

한 침수량이 정규분포한다고 가정하고 구한 확률밀도함수 곡선을

침목균열과 결빙압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검토한 결과, 6개 구간의 균열없는 콘크리트침목에서는 침수량 0cc

부설침목에 대한 침수량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결과 광석고가-

가 다수 측정되어 확률밀도함수 곡선이 좌우 대칭되는 결과를 얻지

영청고가 상선, 중리고가-당리고가 상선, 당리터널시점 토공부 상

못했으나, 전 구간 균열이 발생된 영역에서의 콘크리트침목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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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b) 95% 신뢰구간

침목균열을 발생시키는 한계 침수량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대상 6개 구간의 균열무 영역과 전체 조사 구간의 균열유 영역에 대

〈표 3〉콘크리트 침목 매립전 인발강도 시험

현장시험궤도
부설침목
(4공구 현장
사무실내)

간 침수량 특성은 유사하며, 41~45cc 부근에서 침수량 빈도가 높다
로 판단된다.

오는 강성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발생 구간만을 고려하여 추정한 95% 이상의 신뢰구간을 갖는

4공구 현장
사무실내
보유침목

균열발생 한계 침수량은 44cc이며, 이는 현장조사에서 얻은 누적 백
분율 40cc와 약 4cc의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균열에 대한 가능성
을 안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40cc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리~당리고가
토공부

NO

침목번호

극한인발강도(kN)

1

T-1

101

2

T-2

125

3

T-3

113

4

T-4

109

1

T-1

71

2

T-2

75

3

T-3

72

1

#214(UD)

110

2

#232(UD)

107

3

#259(UA)

102

4

#272(UD)

98

5

#288(UA)

101

비고

지지점
궤도슬래브

지지점
침목상면

지지점
침목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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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코아채취 조사

Lamb파의 위상속도를 평가지수로 활용하여 콘크리트 침목의 상대

반이나 구조물의 진동을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구조물 표면에서 응력

침목에 대해 침목 길이방향으로 상세히 수행하여 단일 침목의

코아 채취에 의한 내부균열 조사는 중리고가-당리고가 토공부 구

강성을 연속적으로 평가하고 내부 균열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시

파를 발생시키고 일정 위치만큼 떨어진 곳에서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Rayleigh파 위상속도 토모그래피를 도출하였다. 토모그래피를 통해

간에서 체수량이 가장 많은 13개 침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코어

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동을 측정하여 구조물의 두께에 따른 S-파 속도분포를 구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손상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였고 실제 손상 모델과 잘 일치

채취 후 코어 내면에 아세톤을 분무하여 균열 조사를 수행하였다. 균

FRACTAL 시험은 특정 국부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측정

SASW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에 기본적인 SASW 실험방법

하는 결과를 보였다.

열 조사에 앞서 예비실험 결과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아

하여 Lamb파의 위상속도의 분포경향을 2차원적으로 도시함으로써

이 설명되어있다.

6개 조사구간의 총 1035개 침목 중 1단계 FRACTAL 및 2단계 SASW

세톤 분무에 의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콘크리트 침목의 휨강성의실용적 평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을 실시한 결과 토공 구간 2개 침목이 균열 의심으로 판정되었고,

코아 채취 후 침목 내부를 아세톤 분무에 의해 균열 발생 유무를 조

토공 구간 3개 침목에서 내부 균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

사하였으나, 균열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세한 균열 발

정되었다.

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콘크리트침목 강도가 실

2.3 실내시험

제로는 60~70 MPa의 고강도이기 때문에 빙압 등에 의해 내부 균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을 규명하

이 발생할 경우 바로 외부 균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큰크리트

고, 향후 보수·보강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 취성적 성질과도 일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실내 동결시험과 인발시험을 수행하였다.
2.2.4 비파괴 조사

〈그림 6〉기본적인 SASW 실험장비와 구성

육안식별이 어려운 내부 잠재 균열 및 건전침목의 내부균열 확인을

따라 발생한 결빙압에 의하여 침목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위하여 비파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단기간 동안 다량의 침목에 대
중리고가〜당리고가 토공구간, 당리터널 시점 토공구간, 메아지고가

해 정량적으로 미세한 내부 균열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검

에서 균열침목에 대한 FRACTAL 시험을 수행하여 획득한 파장에 따

증된 비파괴 탄성파 기법을 도입하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침목

른 Lamb파 위상속도는 양호한 침목의 결과보다 작게 평가되어 콘크

의 건전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리트 침목의건전성평가 지표로서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비파괴 시험 기법은 침목을 포함한 콘크리트 슬래브궤도의 상대강성을

토공 및 교량구간의 침목과는 달리 육안조사 결과 균열 침목이 발견되

신속하게 측정하여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FRACTAL(Flexural
Rigidity Assessment of Concrete Track by Anti-symmetric
Lamb waves) 기법, 국부적인 전단강성 측정이 가능한 표면파 기법

〈그림 5〉콘크리트 슬래브궤도에서의 Lamb파 전파특성

비를 보완하였다.
최근 들어 콘크리트 슬래브의 상대강성 평가에 적용되기 시작한
FRACTAL (Flexural Rigidity Assessment of Concrete Tracks by
Antisymmetric Lamb Waves) 기법을 콘크리트 침목에 적용하였으
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감진기의 종류, 이격거리 등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콘크리트 침목을 대상으로 한 FRACTAL 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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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건과 유사하게 침목과 이를 둘러싼 도상콘
크리트 일부를 일체로 하는 시험체를 제작하여 실내 동결시험을 시
행하였다. 시험결과 총 14개 시험체 중 3개의 시험체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동결시험 결과

지 않은 계상터널 종점부의 FRACTAL 시험 결과 정밀 진단이 필요한

구분

기간

시험조건

시험체 수

시험결과

침목의 개수가 적었고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다.

1차

02.27 〜 03.16
( 7cycles)

스펀지
(침수량 100%)

4

1개 시험체
균열발생

2차

03.16 〜 03.30
(10cylces)

스펀지
(침수량 100%)

4
(+1차시험체 1개 포함)

균열 미발생

3차

03.30 〜 04.03
(4cycles)

스펀지
(침수량 100%)

4
(+1차시험체 1개 포함)

2개 시험체
균열발생

4차

04.03 〜 04.13
(10cycles)

스펀지
(침수량 100%)

4

균열 미발생

SASW 현장시험 결과 양호한 침목에서 Rayleigh파 위상속도가 균열

(SASW)을 병행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며 각기 다른 시험을
1대의 계측장비, 4개의 가속도계, 발진용 해머로 수행이 가능토록 장

먼저 침목의 매립전 내부에 침투된 물이 영하의 온도에서 동결함에

SASW(Spectral-Analysis-of-Surface-Waves) 기법은 지반이나 구

침목의 위상속도보다 더 컸다. 침목의 국부적인 건전성 상태에 따라 위

조물에 대하여 전단 강성의 깊이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비파괴적

상속도의 상이한 결과를 감안하면, 1단계 조사 기법인 FRACTAL 시험

으로 수행하는 현장실험법이다. SASW 실험은 기본적으로 지표면이

으로 걸러진 건전성 의심 침목의 정밀 진단에 SASW 시험이 매우 유효

나 구조물의 표면에서 물리적인 충격이나 진동을 가하여 응력파를 발

하게 적용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 응력파

모델시험에서 인위적으로 손상을 가한 침목에 대해 본 과업에서 추진

는 지반이나 구조물의 매체를 통하여 사방으로 전파되어 나가는데, 진

하고자 하는 2단계 시험 절차를 적용하여 침목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동원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표면에 설치한 가속도계에 의해 지

실제 손상과 비교/검증하였다. 특히, SASW 시험을 대표적인 세 개의

결빙압과 체결볼트 인발저항력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침목균
열의 원인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침목내부 빙압을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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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완전 침수시 결빙압을 측정한 결과, 매립

한편 체수량에 따른 결빙압 발생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립전에

에서 130kN으로 두 배 증가시킬 경우 발현 가능한 최대 결빙력은

전 상부에 작용하는 결빙압은 38.7〜41.4MPa 정도, 인발력으로 환

각각 40cc, 45cc, 50cc, 55cc를 물을 넣고 시험한 결과 40cc에서만

95kN에서 81kN으로 약 14% 감소하였다.

산하면 63〜69kN 정도로 매우 큰 인발하중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결빙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압축강도의 변동에 의한 결빙력을 고찰한 결과, 침목 콘크리트의 압

있었다.

비추어 현장에서도 40cc이하의 침목에서는 동절기에 결빙압에 의한

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가 50MPa일 때 결빙력은 80.6kN이었으며

침목이 도상콘크리트에 매립되기 전에 침목단독으로 어느 정도의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68MPa일 때 95kN으로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발강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한 결과 62〜78kN이 측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펀지 대신 그리스나 PE Foam으로 교체

정되었다. 침목과 도상콘크리트 일부를 일체로 하는 시험체를 제작

하였을 때 이들의 빙압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빙압을

하여 보다 현장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의 인발력을 시험한 결과 87

측정한 결과 두 가지 모두에서 거의 결빙압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114kN 정도가 측정되었다. 이것은 침목 단독의 인발저항력에서

있었다. 본 실험은 그리스 주입량이 38cc로 일정한 경우에 대한 시

약 20kN 정도가 큰 값으로서 침목과 도상콘크리트가 일체화됨으로

험결과로서 현장에서도 그리스 주입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결빙

써 인발저항력이 그 만큼 커진 것과 또한 두 시험 간 하중재하속도의

압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차이(재하속도가 느리면 인발저항력이 작게 평가됨), 장비특성(일반
유압잭과 정밀 엑츄에이터 적용에 따른)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

결빙압의 경계조건에 따른 결빙력을 고찰하였다. 즉 너트하면의 상
향압력만을 고려한 변위 제어의 경우와 매립전에 작용하는 횡압력
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하중 제어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그 차이가 10%로 압축강도 변동에 의한 차이 15%보다 작은 것
을 확인하였다.
모든 해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위의 그림과 같이 본 수치해석결과는
와셔면적을 결빙력의 작용면으로 고려하였을 때, 77kN〜91kN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내모델시험에서 수행한(제 6장

2.4 수치해석

참조) 실험결과는 너트하면의 면적만을 고려하여 산정한 경우로서

현장 침목에 발생된 균열은 매립전 내에 침투한 침투수의 동결로 인

로 판단된다.

70.4kN〜80.6kN(6.9 tonf〜7.9tonf)의 범위에 있으나 이를 와셔하

한 결빙압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추정된 바 있다. 본 해석에서는 침목
이 부설된 상태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예기치 않은 추가 압력이 침목
을 구성하는 콘크리트에 파괴강도를 상회하는 응력을 발생시킬 수

〈그림 7〉결빙압과 인발저항력의 상관관계

이상의 시험결과로부터 매립전이 침수되어 동결될 경우 결빙압에
의한 인발력이 63〜69kN이 발생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저항력은 62
〜114kN(대부분 80kN 이상)정도여서 일부 인발력이 저항력보다 크
게 되는 경우에만 일부 침목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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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면적으로 치환하여 계산하면 93kN〜104kN(9.1tonf〜10tonf)
〈그림 8〉수치해석 모델 및 결빙압 비교

있는지 여부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삼차원 해

이 내측 매립전의 결빙력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열양

석을 통해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영향인자 및 파괴원인을 다각도로

상은 실제와 매우 유사한 콘 형상의 파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측

분석하였다.

과 외측 매립전의 결빙에 의한 거동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

또한, 현장조사 시 시행한 현장인발시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

었으며, 결빙력의 차이도 5%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한 결과, 현장시험의 평균과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어 신뢰성을

결빙에 따른 파괴가능성은 매립전의 위치보다는 침투수의 양 등 기

확보하였다. 특히 파괴에너지를 이중선형 점성균열모델을 이용하여

타 조건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할 경우 최대 인발력은 102kN으로 현장시험 평균 최대 인발력

파괴 원인 분석 결과 결빙력에 의해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시점

107kN과 비교하여 약 5%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때의 최대 인발

은 침목에 최대 결빙력이 발생한 이후임을 확인하였다.

력값은 볼트머리 표면의 평균응력에 볼트머리부분의 면적을 곱하여

초기 볼트 체결력에 따른 결빙력을 비교 검토한 결과, 침목에 초기

계산한 값이다.

볼트 체결력 만을 재하하는 경우로는 침목 전체에 큰 파괴를 일으킬

현장인발시험의 비교 검증을 통해 선형 점성균열모델에 비해 이중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형점성균열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따라

또한, 초기 볼트 체결력이 증가할 경우 최대 결빙력이 감소하며, 베

서 이후 해석에서는 이중선형 점성균열모델을 사용하였다.

이스 플레이트와 접하는 볼트 주변 콘크리트 침목 상단에 균열 양상

파괴위치에 따른 결빙력을 비교 검토한 결과, 외측 매립전의 결빙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초기 볼트 체결력을 65kN

이 된다.
결론적으로 결빙력의 작용면적에 따라 실험 및 해석결과에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본 수치해석의 결과는 실내 결빙력 실험 결과 내
에 분포함으로서 적절한 해석 타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보수·보강 대책
현장에 부설된 침목 중 균열침목에 대한 효과적인 보수를 통하여 체
결장치와 침목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시공이 용이하여
공사기간 내 보수를 완료할 수 있는 보수 보강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기능 확보 : 인발저항력, 전기절연 성능, 콘크리트 강도, 레일 위
치조정 능력 등
•정밀시공 가능성 : 볼트위치 및 수직도 정밀 유지, 콘크리트의 접
착면 강도 유지
•품질확보 : 보수시 균열, 강도저하 등 추가 손상 배재, 파괴예상면
과 접착면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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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 시공순서가 간단하고 시공이 용이할 것, 개통시기에 차질

바를 사용하는 3안이 적정하다.
다만 손상된 침목이 2개 이상 연속될 경우는 침목의 품질확보에 유

이 없을 것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 보수비용이 합리적일 것, 유지관리 용이
성 및 일원화
3.1 균열침목 보강 방안
균열침목을 보강하기 위한 다음의 4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3.2 정상침목 보강 방안

4. 결론

매립전 내 PE Form의 주기능은 과도한 물의 침투를 예방하고 매립

리한 침목교환방식인 4안이 타안 보다 성능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침목균열과 관련하여 궤도·콘크리트 분야

전 케이스 내부에 결빙수의 추가 팽창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기능이

단된다.

의 민간전문가 10인으로「합동조사단」
(단장 : 김수삼 한양대 교수,

지만 현재 시공된 침목의 PE Form은 이러한 기능을 발휘 못하므로

따라서, 균열침목에 대한 최적의 보수·보강공법으로는 1~2개가 단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구성되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침목균열의

제거되어야 하므로 정상침목의 경우 불량 PE Form을 제거하고 소

독으로 손상된 침목의 보강방안은 공사비가 타 비교안에 비하여 다

원인을 규명하고 최적의 보수·보강공법을 도출하기 위해 수개월간

형의 정품 PE Form을 넣어 물의 침투 동결시 파손을 방지하고 높이

소 고가이지만 시공성 및 인발저항력 등을 고려하여 스틸볼트카바

조정을 위한 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를 사용하는 3안을 추천하며, 3개 이상 연속되어 침목이 파손된 경

구분

대안1 (소형PE Form 삽입)

채취·인발시험 등을 시행하고, 실내에서 침목모형을 만들어 동결

대안2 (구리스 충전)

우는 침목의 품질확보에 유리한 파손침목 교환 방식인 4안이 최적의
보수·보강 공법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대안 2(철근 노출후 매립전 교체) 대안 3(스틸볼트카바 사용)

침목 파손부분 제거

침목 하단부 매립전 제거

특수 콘크리트 타설

수치해석·비파괴검사 등 전문분야 소위원회와 다수의 자문교수진
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검토결과 2안은 구리스의 충전만의 공정으로 1안에 비하여 시공이

위해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최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용이하며, 매립전내 공간확보 및 물 유입의 차단에 유리하므로 정상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합동조사단」
은 이번 침목균열

침목의 보강안은 2안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 원인은 매립전에 스며든 침투수의 결빙압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러한 결빙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매립전내 충전

3.3 보수·보강 검증시험
대안 4(침목교환 2개이상)
〈그림 9〉보수·보강 대책

1안 및 2안의 경우는 기존 매립전을 사용 손상된 매립전을 교체하는
방안으로 인발저향력에 대하여는 2안이 1안 보다 그 성능이 우수하

경화 후 코어 홀 드릴링(천공)

스틸볼트카바 장착

양생 후 체결장치 설치

〈그림 10〉단독균열 침목 보수·보강 방안

목 자체 품질에는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여 본격적인 보수작업 시행전 시험시공 및 검증시험을 실시할 필요

또한, 샘플조사를 통해 침투수가 40cc 이상인 경우에 균열발생 가능

가 있으므로 보수 침목에 대한 인발, 피로, 전기저항 등 실내시험을
통한 보수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수 후 현장시험을 통하 침목

〈표 5〉시험항목 및 시험기준

려가 있으며, 별도의 매립전 고정장치 개발이 필요하며 3안의 경우
는 손상된 매립전을 스틸볼트카바를 사용하여 교체하는 방안으로

구분

다른 안보다 인발에 대한 저항력 및 시공성이 우수하나 스틸볼트카

실내
시험

바 및 천공비 추가로 타 안에 비하여 공사비가 다소 고가인 것으로

장대레일 절단 및 TCL층 제거

단척레일 설치 및 침목 설치

4안의 경우는 손상된 침목을 교체하는 방안으로 신 침목을 재 부설
시 레일의 절단에 따른 현장용접이 불가피 하며, 신구 콘크리트 시공
에 비하여 고가이지만 시공성 및 인발저항력 등을 고려 스틸볼트카

96 •KOREAN RAIL TECHNOLOGY

시험항목
인발파괴시험
반복하중시험(경사피로시험)
전기저항시험
Fixation Geometry

검토되었다.

균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침목의 보강방안은 공사비가 타 비교안

재로 흡수성 스폰지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었으며, 침

제시된 보수·보강공법에 대한 현장 적합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하

의 인발강도 및 매립전 위치 정확도 등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지만 콘크리트 깨내기 시 충격에 따른 기존콘크리트 강도저하의 우

주철근 조립(겹이음 시행)

TCL콘크리트 타설 및 장대레일 용접

〈그림 11〉연속균열 침목 보수·보강 방안

시험과 인발시험 등을 수차례 시행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위원과는 별도로

개념도

〈그림 12〉정상침목 보수·보강 방안
대안 1(매립전 교체)

궤도공사 현장에서 매립전 침투수량 조사, 침목 비파괴검사·코어

외
Inclination
관
Tortuosity
현장
검
Width of fastening base
시험
사

에 부설된 침목에 대한 전수 체수량을 조사하였으며, 토공·교량 구
간 침목 중 체수량이 40cc를 넘는 침목 약 1만6천개를 확인하였다.
해당 침목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정밀 비파

시험기준

참고기준

인발파괴강도 60kN 이상

EN13481-2

300만회 반복하중시험 후 균열이 없을 것.

EN13146-4

5k㏀ 이상

EN13146-5

1949.5 ± 1.5mm
425 ± 1mm

Dimension

± 0.5mm

check for bi-

< 0.8mm

block sleepers

238 ± 3mm

Evenness(longer axis)

± 1.2mm

Evenness(shorter axis)

± 1.2mm

인발시험

성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울산 구간

3분간 60kN 하중재하 후 균열이 없을 것.

(Chunwon
Rail.one
EN13481-2

괴검사를 진행하였다.
균열침목의 보수공법으로는 균열 부위를 제거하고 앵커볼트를 사용
하는 방법과 침목의 철근 부위까지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다시 타설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균열부위를 제거하고 특수콘크리
트를 타설한 후 철제 매립전(스틸볼트카바)를 설치하는 공법이 최적
안으로 검토되었으며, 균열침목이 여러 개 연속되어 있을 경우(1개
소)에는 침목 3개와 TCL층(침목을 고정하는 상부 콘크리트층)을 한
꺼번에 제거하고 침목을 교체하여 재시공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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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안되었다.
이 보수방안에 대하여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체를 이용한

•최미숙 |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운영준비단 운영총괄팀 차장 (mschoi@korail.com)

압축·인발강도 시험, 전기절연 시험, 피로시험 등을 시행하여 그 안
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였으며 실제 보수를 완료한 침목에 대해서도
확인 시험을 시행하여 안전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균열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부설된 15만여개 침목 모두에 대해 매립전내 침투수의 결

1. 서론

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고속철도사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함으

빙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하기 위해 매립전 내의 흡수성 충전재
(스폰지)를 모두 제거하고 성능을 검증받은 그리스를 주입하는 보강
공법을 적용하였다.
침목 자체품질에는 문제없다는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균열이
발생한 침목에 대한 보수와 부설침목에 대한 그리스 주입 등이 이루
어졌으며, 침목균열이 발생한 대구~울산 구간의 보수·보강은 울산
~부산 구간의 궤도공사와 병행 시행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공기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며, 전 구간에 대한 궤도공사를 지난 2월에 완벽하
게 마무리함에 따라 금년 11월초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작업과 확인이 가
능한 상세 매뉴얼을 준비하여 침목생산과 보수·보강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콘크리트궤
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목 보수·보강에 대한 기술적인
축적을 이루어 향후 궤도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생
각된다.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
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서울~동대구 간을 시속 300km/h로 운행
하는 고속신선을 건설하고 동대구~부산 간 기존선을 전철화 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운행시간이 5시간에서 2시간 40분으로 대폭
줄었다. 경부고속철도 개통은 여행시간을 줄여 전국을 반나절 생활
권으로 변모시켰고, 고속철도가 운행하는 지방도시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고속철도노선이 서울~동대구까지 1단계 개통에 이어 동대구~
부산까지의 2단계 구간의 고속신선 연결로 전국을 2시간 남짓한 시
간에 여행할 수 있게 되어 전국에 걸친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경주와 울산지역에 KTX 서비스가 시작되어 국내외 여행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의 괄목할 만한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11월은 G20정상회의 등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G20 정상회의와 더불어 B20 경제회의, T20
관광장관회의 등 세계 각국의 정상 20명과 기업 CEO 400명이 한국
을 방문하는 때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명실상부한
전 구간 개통을 "세계1등 국민철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현황
2.1 사업내용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약 130km 구간의
신선건설과 대전, 동대구 도심구간의 연결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지난 2002년에 시작되어 2010년 11월,
대전, 대구 도심구간의 고속선 연결은 2014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조 9,454억 원이 소요된다.

대규모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우리 고속철도 기술을 세계에 알
〈표 2〉경부고속철도 사업개요
〈표 1〉G20정상회의 및 관련 국제회의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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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국민철도와 세계1등 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회의명

구분

장소

사업기간

주요안건

‘10. 6. 4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부산

‘10. 9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광주

‘10. 10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경주

‘10. 11月

G20 정상회의

서울

‘10. 11月 이전

T20 관광장관회의

제주도 또는 경주

관광사업 육성 및 고용창출

‘10. 11月 이후

B20 경제회의

미정

FDI유치활동(투자설명회,
기업상담 등)

- 旣합의사항 이행
·경기회복과 출구전략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공조
·국제금융기구/규제개혁
- 新안건 도출
·금융안정
·개발격차완화
·민간참여유도 등

1단계

주요사업

운행시간(거리)

'92.6~'04.4

- 서울~대구 신선건설
-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
- 대전, 대구도심 통과구간 기존선 전철화

02:40
(408.5km)

'02~'10.12

- 대구~부산 신선건설
- 역증축(대전, 동대구, 부산)
- 차량기지 중정비시설 신설(고양)
- 차량기지 유치선 신설(고양, 부산)

02:18
(423.9km)

'02~'14

- 대전, 대구 도심통과구간 지상건설
- 동해남부선 연결사업

02:10
(417.5km)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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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TRENDS

세계1등 국민철도 도약의 好機

2010 September + October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세계1등 국민철도 도약의 好機
•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 마스터플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는 4개 신설역사가 있으며, 현재 건설역
명으로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으로 불리고 있다. 역명은 금년
7월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7

개통·운영준비
계획수립

개통·운영준비계획수립

양부에서 주관할 사항, 공사, 공단이 주관할 사항을 구분하고 협조부

-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수립 (’
09.12.10일)
- 개통·운영준비 종합시행계획 수립 (’
10.2월)
- 종합시험운행 세부시행계획 수립 (’
10.3월)

서를 지정하여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표 4〉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운영 준비 과제 구성

월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분야

2010년 7월초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명에 관한 의견은 울산
광역시가 '울산역', 경주시는 '신경주역', 충청북도는 '오송'역으로 제
출해 놓은 상태이며, 경상북도는 김천시와 구미시의 이견이 있어 결

개통·운영준비
본격추진

〈표 3〉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설역사 현황

오송
김천·구미

위 치

규 모

완공일정

충북 청원군 강외면 350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984㎡)

'10.9월

경북 김천시 남면 옥산리 790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101㎡)

'10.9월

신경주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010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5,697㎡)

'10.7월

울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71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490㎡)

'10.9월

주) 상기 역명은 가칭(건설역명)으로 지자체 의견수렴 등 역명제정 중

2.2 개통·운영준비

- 조직정비·교육훈련 및 재배치
- 법령·제도정비
- 영업전략 수립
- 공종별 시험 및 사전점검
- 분야별 유지보수 계획수립
- 인계인수 계획수립

- 인력·시설·시스템 운영
- 접객·업무설비
- 입주기관·업체운영 등 종합시험운영

인계인수 : 자산, 부채, 자료 등 (~ ’
11. 1월)

의 물리적인 연결이 아니다. 그동안 서울~동대구간 1단계 사업이 완
성되는 진정한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전 구간

의의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KTX-산천이 상업운행을 한다는 것이

2. 종합시험운행

2.1. 종합시험운행 사전준비
2.2. 공종별 시험(분야별 자체 개별시험)
2.3. 사전점검
2.4. 시설물 검증시험(동적시험, 통합검증)
2.5. 영업 시운전, 2.6 이용자 점검

3. 준공확인

3.1. 신설노선 자료송부,
3.2. 사업준공 신청
3.3. 사업준공 확인 및 고시

다. KTX-산천은 고속열차 기술실용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가 약 7

4. 시설물 유지보수

4.1. 인계인수 전 시설물 유지관리
4.2. 인계인수 후 시설물 유지보수

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KTX-산천은 시험운행을 통해

5. 인계인수

5.1. 자료관리 및 이전,
5.2. 자산 및 부채,
5.3. 재무계획 수립

6. 운영조직 및 인력양성

6.1. 운영준비 합동조직 구성,
6.2 운영 조직 및 인력 배치
6.3. 운영인력 교육

7. 운영제도 및 안전대책

7.1. 운영제도 및 규정류 정비,
7.2. 안전 및 보안대책 수립

8. 운영편의시설 확보 및 역명결정

8.1. 운영 및 여객 편의시설 확보,
8.2. 역명 결정

9. 영업운영계획

9.1. 통합열차운영계획 수립,
9.2. 운임체계 수립
9.3. 철도 정보시스템 정비

10.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10.1. 고속철도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구축
10.2. 고속철도 역사 연계 교통수단 확보

11. 마케팅 및 다원수익사업

11.1. 마케팅 전략수립,
11.2. 이미지(CI) 정비
11.3. 다원수익사업 개발

도 2단계 구간의 개통과 맞물려 항공과 철도이용의 국내외 교통망이

12.1. 고속철도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12.2. 고속철도 개통행사 계획수립

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도로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KTX를

고속철도 노선 개통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 구간 노선의 개통과 더불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의 중요한
다. KTX-산천은 편의시설, 설비, 안정성 등 모든 성능에서 기존
KTX와 구별되는, 첨단 기술이 결집된 새로운 차원의 명품고속열차
조 5,600억원이 발생하였고, 8,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000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업운전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고속철도 기술의

개통

2단계(대구~부산)구간 개통 (’
10.11월)
중간역사(오송, 김천구미) 영업개시

〈그림 1〉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운영준비 흐름도

2.2.1 추진체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

2.2.2 개통·운영준비 과제

시설공단이 주축이 되어 건설과 운영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를 주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운영준비 업무를

개통 일정이 당초 올 12월에서 G20정상회의 지원을 위해 11월로 당

12개 분야 35개 단위과제로 구분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

겨지면서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2단계 구간의 성공적인 개통의

하였다. 추진현황은 매월 국토해양부 주관 점검회의를 통해 확인하

관건이 되었다. 국토해양부, 공사, 공단은 합동 팀을 구성하고 기관

고 부진사항은 대안을 마련하고, 공사와 공단의 이견이 있는 사항,

간 역할분담, 추진과제, 시기 등을 포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단

건의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하고 있다.

계 구간의 차질 없는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운영 준비과제는 시설물점검, 종합시험

개통·운영 준비는 우선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등 관련 추진계획

운행, 준공확인, 유지보수, 인수인계, 운영조직 및 인력양성, 운영제

을 수립하고, 조직정비, 교육훈련 및 재배치,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도 및 안전대책, 운영편의시설 확보 및 역명결정, 영업운영계획, 연

분야별 세부 개통·운영 준비를 추진하게 된다.

계교통 및 환승체계, 마케팅 및 다원수익사업, 홍보 및 개통의 12개

개통·운영 준비 추진 흐름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야에 35개 단위업무로 구성된다. 단위업무의 성격에 따라 국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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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공은 단순한 동대구 ~ 부산 신선구간

1. 시설물 점검

종합시험운행 및 최종점검 (’
10. 6~10월)

종합시험운행
및 인계인수

3.1 의의

1.1. 건설공사 추진공정 확인점검
1.2.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설물안전점검
1.3. 균열침목 보수 합동점검
1.4. 개통 전 운영준비 최종점검

분야별 세부 개통·운영준비 (’
10. 6월)

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구분

단위업무

3.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의 의의와 기대효과

12. 홍보·개통

우수성을 입증시켰다.
KTX와 KTX-산천의 브랜드 가치가 해마다 높아지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민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함으로서 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은
우리기술로 개발된 KTX-산천의 우수한 차량기술을 세계만방에 알
려 국익 창출의 기회를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고속열차 제작 기술보유국으로서 브라질 등 해외철도 수주전에서
유력한 경쟁후보가 되고 있어 해외 철도사업 수출에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철도
111주년인 2010년도에 전 구간 개통이 이루어지며, 12월 인천공항철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6시간 걸리던 인천공항까지의 이동시
이용하여 서울역에 도착한 후 공항철도를 이용 곧바로 인천공항에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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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KTX-산천 차량제원
구분
양수

전기 방식
제어 방식

제원
10

교류 25,000V 60Hz
VVF-IGBT 1C2M 제어
-

기동 가속도

구분
전장

기 관 차 22,700mm
단부객차 1,800mm
객 차 18,700mm

전폭

기관차 2,814mm
객 차 2,970mm

전고

총길이 :
약201m

기관차 4,100mm,
객 차 3,480mm 기동 가속도
공차중량 403t, 만차중량 434t
기관차 14,000mm,
객 차 18,700mm

305km/h

대차간 거리

설계 최고속도

350km/h

축중
궤간

1,435mm

1,100kw

구동 장치

3상 농형 유도전동기

편성 출력

8,800kw

제동 방식

회생제동, 답면제동, 발전제동

차량 정원

일반실 328명
특실 30명, 장애인석 5석

편성 정원

363명

망되고, 항공사에서도 노선의 다양화, 공항시설 개선 및 대중교통과

대규모 업무단지가 건설되었고, 릴르시는 TGV 북부선의 통과로 국

버스 15.5% 감소, 항공은 무려 59.4%가 감소하였다. 또한 고속철도

의 연계체재 개선을 도모함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교통수단

제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었다.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해소로 서울~부산간 승용차 소요시간이

간의 경쟁을 통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다.

399분에서 302분으로 97분이 단축되었다.

이처럼 경부고속철도 2단계의 개통은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연계교

(단위 : %)

구분

철도

항공

승용차

버스

개통전('81)

40

31

29

1

개통후('84)

72

7

21

제권역의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1

일본의 경우도 신칸센 정차도시의 기업체수와 관광객이 크게 증가
했다. 센다이, 모리오카 등의 도시는 1996년 기준 1975년도보다 기

2004

2005

2006

2007(B) 증가율(B/A)

2003(A)

철도

9,784

24,543

24,543

25,228

24,292

148%

승용차

5,761

5,144

4,753

4,605

4,442

-22.9%

망 형성으로 이동인구가 많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라이프스

고속버스

13,509

11,626

7,275

10,648

11,409

-15.5%

타일의 변화가 더욱 커질 것이다.

항공기

18,236

12,052

8,303

7,579

7,406

-59.4%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고속철도 업무매뉴얼. p.33.
주) 철도 : 일반열차 + 고속열차, 항공기 : 김포↔김해, 김포↔대구

2L8T

보안 장치

ATS, ATC, ATP(TVM430)

업체 수가 1.49배 증가하였으며, 후쿠오카의 관광객은 무려 93.5%

제작사

현대로템

나 증가되었다. 교통체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신칸센이 운행되

둘째,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해 광명, 천안, 아산 등 지역개발이 두드

는 300~400km 구간은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운행시간 2시간 이

러지게 증가했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29조원의 생

내 도시의 경우 정기 항공편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산을 유발하고, 4조 6천억원의 임금을 유발하였으며, 16만명의 고용

도를 이용 서울역에 도착하여 대전, 대구, 경주, 울산, 부산 등 원하
는 목적지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항공과 철도의 연결로 인한 국
내외 교통망의 연결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이어져 국제 컨벤션, 외
국인 여행객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부
고속철도 2단계 개통은 국제화의 원동력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3.2 기대효과

구분

(단위 : 천인)

1964

1965

1966

1967

셋째,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과 건설경험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노

도쿄~
나고야

철도

5,078

6,116

6,955

7,261

8,323

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라질, 미국 등 대규모 고속철도 프로젝

항공

218

219

94

22

11

트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 철도건설사업의 공사감리분야

도쿄~
오사카

철도

8,043

10,364

11,837

1,2447

13,748

항공

1,428

1,520

1,248

899

1222

프랑스의 경우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수송분담율이 크게 증가(파

3.2.2 국내 고속철도 개통 파급효과

리~리용, 40% →72%)하고 전반적으로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으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적

되었다. 프랑스 고속철도가 1시간대로 운행되던 항공노선이 폐지되

인 변화가 일어났다.

었으며, 2~3시간대 항공노선은 감축되었다. 또한 철도 수송분담율

첫째, 지역간 이동시간이 대폭 감축되고 여객 수송량이 대폭 늘어났

였다. 생활권역이 확대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함으로서 지역경제가

4. 향후과제

에 진출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고속철도
사업의 수주를 통해 국익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행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운영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올 11월 경부고속철도의 완전 개통과 더불어 우리는 G20정
상회의를 발판으로 '세계1등 국민철도'로 도약하여야 한다. 우리 철
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는 대
규모 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의 발판으로 삼아 국민서비스는 물론
국익창출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차질없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세련된
접객서비스로 고객감동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속철도에 관련되
는 모든 사람들이 어학, 국제매너 등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강점을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3.2.3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기대효과

3.2.1 해외 고속철도 개통 파급효과

은 개통 전 대비 80%나 증가하였으며, 항공은 무려 77.4%가 감소하

권 개발은 지역간 균형개발의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1963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고속철도 업무매뉴얼. p.37.

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지방분산 정책과 전국의 반나절권 교통

경부고속철도 2단계의 개통과 우리 기술로 개발한 KTX-산천의 운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세
〈표 7〉일본 신칸센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

된다. 경주, 울산, 부산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관광객이 대폭 늘어

구분

MT비

도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용객들은 공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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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망이 확대되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 및 경
〈표 8〉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에 따른 교통수단간 이용객수 변화
(단위 : 인/일, 대/일, 편도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고속철도 업무매뉴얼. p.36.

-

전동기 출력

감속도

의 교통수단 이용객수는 철도 148% 증가, 승용차 22.9% 감소, 고속

〈표 6〉프랑스 TGV 개통 파급효과

편성 중량

영업 최고속도

-

제원

활성화되었다. 리용시의 경우 TGV 남동선의 통과로 리용역 부근에

다. 반면 항공실적은 크게 감소하고 승용차 통행과 고속버스도 중장
거리 통행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개통 전인 2003년과 2007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서울~부산간 운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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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기술실 차장 (gosdinca@gmail.com)

건축 자재는 친환경 인증 자재를 사용하고 광장 포장은 투수성 자재

증 기준(65점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단 설계기준이“친환경

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는 자연에너

건축물 인증 기준”
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

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역사

인할 수 있으며 다만, 전략적인 설계 비전과 목표 설정 등이 필요한

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적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기준을 법정 3,000㎡이상을 '10년에는 2,000㎡이상으로 '11년 이

1. 서론
최근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에너지 위기 및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저탄소 녹
색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1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하여 건축·교통체계를 저탄소 녹
색성장 구조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정책 한가운데에는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교통수단으로 손꼽히는 철도가 자리 잡고 있
다. 철도 교통시스템은 도로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적
이고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일반인
들도 잘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철도와 도로 교통시스템
에 필요한 건축물은 그 특성상 환경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큰 차이
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철도건축물은 교통시스템분야에서
와 같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뛰어날 필요성 있으며 정
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
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뜻한다.
그리고 교통과 건축물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에서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고

평가항목

배점

- 계획안의 완성도 등

20
30

로 줄이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관리제를 시행

40

기타

-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계획
- 여객편의 및 장애인시설 계획
- 효율적인 구조 및 시공성을 고려한 계획

10

한다. 신축·개축되는 건축물은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량계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
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상의 역사 설계 추
진을 친환경 설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 구현”
함으로서 정부가 지향하는“저탄소 녹색
위하여 친환경 설계 추진내용을“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에 맞게 9개

평가사항

일반사항

4. 친환경 설계 비전 및 목표 설정

성장”
을 선도하는 것을 비전<그림 1>으로 제시하였다. 목표 달성을

〈표 1〉철도역사 현상설계 공모 평가항목

- 배치 및 내부 공간계획, 작품의 예술성 등

계

부문으로 재분류 및 체계화하였다.
비젼

“저탄소 녹색건축물 구현”
으로 녹색성장 선도

목표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이상의 역사 설계

100

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점검, 관리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2) 현수준 분석

3. 공단의 친환경 설계 추진현황 및 분석

공단의 건축물 친환경 설계수준을 건축법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한“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에 따라 분석하였다.

적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

에 최적화된 냉·난방대합실을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속도조절

을 구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가능하며 여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작동하는 절전형으로 반영
하고 있다. 지하역사의 경우 공기질이 10%이상 개선되고 냉방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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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도하고 있다.

- 접근성을 고려한 진, 출입 계획 등

철도역사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중·대규모 일반철도역사 콘코스

는 것을 의미한다.

타항목에 평가사항을 두어 설계사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

건축계획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철도건축물의 친환경 설계 정립 및

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

철도역사 현상설계 공모시 친환경 계획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기

배치 및 종합계획

1) 친환경 설계 추진현황

저탄소(Low Carbon)이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

채광과 자연환기를 적용하여 인공조명 및 환기 부하를 절감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

이에 따라 세계적 흐름, 시대적 요구 그리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2.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후에는 전 역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콘코스와 대합실에는 자연

지는 약 30%을 절감시켜주며 최적의 승객안전을 제공하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설비는 절수형 설비를 원칙적
으로 적용하여 물 사용량을 최소화 하고 송풍기, 펌프 등에 들어가는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 건축물에서 역사를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4개 역사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62.4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추진
내용

❶ 친환경 토지 이용

❷ 교통부하 저감

❸ 에너지 절약

❹ 자원 절약 및 재활용

❺ 물 순환체계 구축 및 절약

❻ 지구온난화 방지

❼ 효율적인 건물관리

❽ 생태환경의 조성

❾ 친환경 실내환경 조성

〈표 2〉철도 역사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점수 분석
구분
점수

일반철도

고속철도

당정역

창원역

마산역

울산역

60.9

60.2

60.2

68.4

〈그림 1〉친환경 설계 비젼 및 목표 설정
평균
62.4

5. 친환경 설계 세부 추진계획

위의 일반철도 역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

1) 친환경 설계 요소 추가 발굴 및 강화

았으며 고속철도역사인 울산역에는 지열시스템이 반영되어 있어 인

(1) 철도역사에 신·재생에너지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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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환경 철도건축물
TRENDS

설계 마스터플랜

2010 September + October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세계1등 국민철도 도약의 好機
•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 마스터플랜

철도 역사의 신·재생에너지 적용은 <표 3>과 같이 건축물에서 소비

또한 도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음수목을 식재하고 자연지형

같이 분리하여 배점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강화된 평가항목으로 공

한 넓은 광장 확보가 가능한 역사,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용이한 역

되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에 큰 효과

을 최대한 활용한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향토수종을 도입한다. 아울

단 영남본부 신축 현상설계 공모와 경춘선 묵현역사 신축 현상설계

사, 환경파괴를 최소화가 가능한 기존 대지를 활용하는 역사 그리고

가 있다.

러 우수침투가 용이하도록 광장, 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

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용역사가 친환경 건축물 설계를 충실히 할 수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거점역사를 선정하였다.

고 점토벽돌, 석재 등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확대한다.

있도록 유도하였다.

〈표 3〉수인선 철도 역사의 지열에너지 반영 현황
냉난방부하(Kcal/h)

구분
수인선
월곶 등 8역

총부하

지열부하

1,368,301

602,866

지열부담율
절감액
(%)
(백만원/년간)
44

비고

실내환경의 친환경성 높이기 위하여 내부 마감재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 자재와 내오염성(광촉매 코팅 자재) 등 친환경 자재사용을 강화

다.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절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010년

30

건축계획

- 배치 및 내부 공간계획, 작품의 예술성 등

40

기타

-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계획
- 여객편의 및 장애인시설 계획
- 효율적인 구조 및 시공성을 고려한 계획

변경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인증 기자재 20종과 에너지 소
LED 등기구부터 <표 4>와 같이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평가항목
일반사항

〈표 4〉LED 등기구 반영 계획

배치 및 종합계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대상조명의 15%

대상조명의 30%

대상조명의 50%

전면적용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

등 친환경 교통 구현에 기여도가 크며 국가정책인“자전거 이용 활

여 설치하고 전력제어를 통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관리하도록 시설물

성화”기조에 맞추어 생활밀착시설인 철도역사를 거점으로 철도와

을 계획한다.

자전거의 그린네트워크 구축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자전거 이
용자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갱의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화된 자전거 주차장을 고
속철도역사인 광주송정역, 정읍역, 광역철도역사인 경춘선 별내역
그리고 일반철도역사인 일산선 원흥역 등 시범역사에 우선 설치를
추진하고 성과분석 및 보완 후에 2011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3) 생태환경 및 실내환경의 친환경 설계 확대
생태환경의 친환경화를 위하여 역사의 옥상 및 인공지반과 벽면을
녹화하고 잔디주차장의 인공녹화를 통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한다.

계

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설계에 적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2)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신규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교통부하 저감,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평가사항

2) 설계지침 등 공단 기준의 보완
공단 철도건축물 친환경 설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지침과 설계공모 지침 등을 보완한다.
철도건축물 설계방향에“철도건축물의 친환경 설계 비젼 및 목표”
를
친환경인증 수준으로 설정하고“친환경 설계”
부문을 별도로 추가하
며 추진내용 9가지와 같이 친환경 인증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침을 제시한다.
현상설계 공모시 당초 친환경계획을 기타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
가하여 왔으나 별도의“친환경 계획 분야”평가항목으로 <표 5>과

변경후

와 30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6>과 같이 평가
배점은 평가점수 100점, 가산점수 36점 총 136점으로 되어 있다. 또

10

한 평가표는 설계설명서에 수록하여 향후 시공단계에서 친환경 건
축물 건립의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00
〈표 6〉추진과제별 평가배점



-신·재생에너지 확대적용
-법정 3,000㎡이상 건
-철도건축물에 전면적용
(법정3,000㎡→2,000
축물 적용
*태양광설비는 1,000㎡
㎡이상)
 이상에 적용
-공단 적용 신·재생에 
-공단 적용 신·재생에
너지 연구(SI과제)
-신·재생에너지 적용효
너지 선정 및 절차마련
⇒지열, 태양광 제시
과 모니터링
⇒지열, 태양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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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자체 평가표는 비젼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진과제 9개

- 접근성을 고려한 진, 출입 계획 등

(4) 전기에너지 절약설비 확대 반영

〈그림 2〉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흐름
2009년

계”자체 평가표에 따른 평가 시행 및 설계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20

일반사항
배치 및 종합계획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 자연 조

2008년

배점

- 계획안의 완성도 등

평가항목

한다.
다만, 적용이 어려운 지하역사와 효과가 미미한 간이역 등을 제외한

친환경 목표지수가 가능하도록 설계 중에“친환경 철도 건축물 설

〈표 5〉철도건축 현상설계 공모 평가항목 변경 전·후

하고 거주자, 이용자를 위한 내부 식재 및 휴게 공간을 최대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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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모니터링

평가사항

배점

- 계획안의 완성도 등

10

- 접근성을 고려한 진, 출입 계획 등

20

건축계획

- 배치 및 내부 공간계획, 작품의 예술성 등

25

디자인/ 색채계획

- 개성있는 장소(지역)성 창출 및 적용성(창의성) 등

25

친환경 계획

-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 적용, 에너지절약계획 등

10

기타

- 여객편의 및 교통약자시설 계획
- 효율적인 구조 및 시공성을 고려한 계획

10

계

100

추진과제

계

평가점수

가산점수

친환경 토지이용

7

5

2

교통부하 저감

5

3

2

에너지 절약

23

23

9

자원절약 및 재활용

21

12

물 순환 체계 구축 및 절약

14

10

4

지구온난화 방지

6

6

-

효율적인 유지관리

10

4

6

생태환경의 조성

19

13

6

친환경 실내환경의 조성

31

24

7

계

136

100

36

비고

3)“친환경 건축물 인증”추진
친환경 설계 활동을 대외 공식적으로 인증받기 위해 건축법에 의한

6. 결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추진한다. 인증기관으로는 에너지기술연구
원, 대한주택공사주택기술연구원, 한국능률협회인증원, 한국교육환
경연구원 등이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는 예비인증을, 공사 준공 후에
는 본인증을 받는다. 인증심사 기준으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우수는 85점 이상, 우수는 65점 이상이다.
예비인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역으로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정읍역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지구 온난화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
리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
단의 이용 보다는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촉진
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의 실
내 기준 온도를 하절기에는 상향시키고 동절기에는 하향시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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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마스터플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침목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세계1등 국민철도 도약의 好機
•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 마스터플랜

지 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내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하
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경향을 현재와 같이 방치한다면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축물에
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이를 먼저 경험한 각 선진국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단은 국제적인 흐
름에 맞추어 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 마스터플랜을 수립, 시행하게
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마스터플랜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철도 건축물 건설에서도
철도교통과 같이“저탄소 녹색성장”
에 부합하며 국가 정책에 부응하
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패시브
(Passive) 역사 및 건물을 건설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더 많은 연
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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