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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STATION

해리포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킹스크로스역
(King’
s Cross railway
station)은 잉글랜드 북동부와 스코틀랜

(King's Cross railway station)
글 이종택 건축설계사

01

드 동부 해안을 잇는 기차의 발착지이며 뉴캐

사진 류재갑

슬이나 에든버러 또는 에버딘쪽으로 가는 열차
의 시발점이다. 이 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혼
란스런 상황 속에서도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s
01. 영화‘해리포터’속 King’

에든버러행 특급열차가 출발했던‘플라잉스

s
Cross역에 있는 해리 02. King’

코트맨’
으로 유명하다.

Cross Tube 입구

02

■

다른 도시에는 있지만 런던에는 없는 그것
세계의 수많은 대도시 기차역을 가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단

어. 그것은 바로 중앙역이다. 한 도시의 중앙을 통과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 중앙역은 세계 웬만한 규모의 도시의 상징처럼 도시 중앙에 위치
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하지만 런던에는 그 흔한 지명을 딴‘London Station'이나‘London
Central Station’
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은 19세기 철도
가 만들어진 이래 1947년까지 민간회사에 의해 철도가 운영되었다.
영국의 각지로부터 개인 철도가 런던으로 연장되어 왔을 때에는, 이미
런던 중심부에 주거지구가 형성되어 역을 세울 수 없었다. 그래서 런
던의 역은 외곽에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느 철도회
사도‘London Station’
이나‘London Central Station’
이라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19세기 중반 런던의 외곽에 불구하던 지역들이 번화가
로 변모하여 시내가 되었다. 런던의 수많은 역은 처음 세워진 당시의
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각 역들은 아직도 특정
방향으로 가는 열차만 발착하고 있다. 따라서 승객들은 자신의 행선지
에 따라 출발역을 선택하여 이동하며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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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s Cross
Railway Station

해리포터라 쓰고 전설이라 읽는다
해리포터는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 67개국 언어로 번역 발간되면서 총 4억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소설의 흥행에 힘입어 영화로 제작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미국에서만 개봉당일 수입
3,160만불이라는 흥행성적을 거두면서 미국 영화사상 역대 최고의 흥행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개봉 3일만에 전국 70만 2천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했다.
2001년‘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을 시작으로 2010년‘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영화
속 이야기는 새로운 작품이 세상에 나올 때마다 전 세계 해리포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러한 해리포터
에 대한 사람들의 끝없는 사랑과 관심은 책과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영국에 까지 이어졌다.
영국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해리포터 안의 수많은 장소 중 해리포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킹스크로스역(King’
s Cross railway station)
은 연일 해리포터의 여운을 느끼고자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북적인다.
영국의 런던에 위치한 킹스크로스역은 동부지방과 스코틀랜드 동부

06

지역으로 가는 기차가 출발하는 곳으로 킹스크로스역 옆의 세인트판

07

크라스역(St.Pancras Station)이 유로스타의 시발역이 되면서 유럽
04
05

에서 건너오는 해리포터의 팬들까지 더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
는 명소가 되었다.
영화 속 킹스크로스역은 해리가 마법학교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를 타
기 위해 찾는 기차역으로 등장한다. 기차역에 도착한 해리는 기차가
있는 9와 3/4 플랫폼을 찾지 못하고 걱정하다가 출발 시간이 가까워져
서야 다른 아이들이 플랫폼 사이 둥근기둥을 향해 돌진하여 벽을 뚫고
들어가는것을 보고 해리도 겨우 호그와트행 기차를 탈 수 있게 된다.

s Cross역
04~06. 영화‘해리포터’속 King’

실제로 킹스크로스역에는 해리가 이용한 9와 3/4 플랫폼 벽에 카트가

s Cross역 속 플랫폼 9와 3/4모형 08.
07. King’

반쯤 박혀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해리가 된 듯

King’
s Cross역 야경

카트를 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08

■

해리포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킹스크로스역
해리포터에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킹스크로스역에는 픽션 판타지 소설인

해리포터보다 더욱 놀라운 거짓말 같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건축되어진지 백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킹스크로스역의 모습이다. 옛 것은 촌스럽고 낡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끊임
없는 리모델링과 파괴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건축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거짓 같은 사실이다.
백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제 몫을 다하고 있는 킹스크로스역은 건축가 루이큐빗
(Lewis Cubitt)에 의해 설계되었다. 1851년 착공하여 1852년 완성된 기차역이 1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놀랍고 부럽기도 하다.
이 역은 건축 될 당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시대를 풍미하던 바로크나 로코코양식의 건축양식이
아니다. 그 당시에 다소 비주류였다 할 수 있는 19C 구조합리주의를 반영하여 건축된 킹스크로스역
은 바로크나 로코코양식에서 볼 수 있던 특이한 구조나 화려함은 없지만 소박한 건축물 이면에 고
풍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런던 기차역 1세대를 대표하는 현대식 건축물로 손꼽히며 역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19C
당시의 분위기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마치 과거의 선물을 전하는 킹스크로스역이 앞으로
도 잘 보존되어 많은 시간이 흘러도 지금 모습 그대로 간직하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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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철도기술을 말하다

■

자연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교통수단
산업혁명기와 제국주의 시대에 국가와 자본가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철도를 건설하

였다. 광활한 북아메리카의 서부에서 아프리카의 밀림까지 자원을 캐내고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철도가 건설되었던 것이다. 당시 철도 건설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여 엄청난 살림 벌채와 함께
환경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선로가 건설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제국주의는
결국 엄청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철도만 이러한 환경파괴를 일으킨 것
은 아니다. 사실 자연에서도 대규모의 이동이나 지속적인 이동은 자연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8cm에 달하는 거대한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초토화된 호주의 이야기나 수만 마리에 달하는 쥐떼의 습격으로 초토
화된 마을의 이야기는 대규모의 동물 이동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잘 말해준다. 이러한 대규모의 이동이 아니라 하더
라도 사람이 계속 걸어 다닌 곳은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는 길이 되는 것과 같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이
동은 자연에 변화를 초래한다. 고착생활을 하는 식물이 아닌 이상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항상 이동을 하면서
자연에 그 변화를 남기기 마련이다. 단지 사람은 그 규모에 있어 다른 모든 동물을 압도할 뿐이다. 따라서 자연에 최
소한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통수단이 가장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수많
은 도로에서 해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로드킬(Road kill)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자연
변화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철도의 확대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자연과 함께 달린다
글 최원석 과학칼럼니스트 일러스트 조성덕

조용한 시골 마을 호로마이를 배경으로 하얀 눈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 <철도원>. 이 영화에서
기차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교통수단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영화 <하울의 움
직이는 성>에서 느껴지는 기차나 철도는 어두운 먹구름의 배경이 말해주듯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교통수단이
다. 이와 같이 근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시점에서 철도는 자연파괴와 친환경이라는 묘한 양면성을 지닌 교통수
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아직 도로가 건설되지 않은 오지를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것이 철도였기 때문에 환경
파괴와 함께 자연 속을 달리고 있는 친환경의 이미지를 모두 지닌 채 역사를 이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날의 철도는 과연 자연 속에서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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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철도기술을 말하다

■

환경 보호를 고려한 철도 건설
운행 면적과 횟수가 줄어들면 자연 파괴가 줄어들고 로드킬 발생 빈도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면

적이 필요한 대규모 도로건설 보다는 철도의 건설이 환경적으로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철도의 건설도 자연을 변화시
켜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건설방법에 따라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으며 최소화해야 한다.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노선에 의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동물의 생활권과 겹치는 경우 생활 영
역의 단절이나 축소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생활권이 넓거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생물종의 경우 멸종하는 일
이 일어날 수 있으며, 먹이사슬에 변화를 주게 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심한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건설현장에서 생태학적 개념을 고려한 환경도로(Eco Road)의 건설개념이 도입되고 있고 철도의 경우에도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철도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철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계룡산을 통과하게
되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동조사를 통해 합리적
인 노선과 공사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호남고속철도는 현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건설되고

■

물고기 살리는 기차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 시에 환경영양을 최소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육중한 기차가 빠른 속력으로 움직

이게 되면 인간과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차량에 비해 운행 면적과 횟수가 적어 로드킬 발생 빈도가

있는 것이다.
고속철도가 건설될 때 발생하는 생태계 관련 주요 환경영향으로는 서식지 훼손, 동물의 로드킬, 수로나 수량의 변

낮다고는 하지만 동물의 이동경로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로드킬이 발생하는 것은 바

화에 의한 수생태계의 변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저감방안은 노선계획의 선정 시 환경보전구역 우회와 같은 회피가

로 도로가 주변 동물의 생활경로와 겹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이동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복원과 같은 보상책을 마련하게 된다. 물론 최선의 노선이

통로를 설치해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야생동물이 생활하는 소규모 생활터전인 비오톱(Biotope)을 보호하고 조성하

선정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건설장

여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공사로 인해 훼손된 수목만큼 다시 산림을 조성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도

비에 의한 소음과 각종 폐기물의 발생, 토사의 유출과 표토의 유실, 하천오염 등 갖가지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억제한다. 특히 철도를 건설할 때 주변의 생태연못이나 인공습지를 보호하고, 수변지역을 정비하여 비오톱을 잘 보

이다. 그래서 비산먼지는 살수차량을 운행하거나 방진망을 설치하며, 소음은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하여 감소시킨다.

호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오톱의 보호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토사가 유출되어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와 배수로, 오탁방지막과 같은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잘못 조성된 비오톱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성된 비오톱은 지속적인 모니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터링을 통해 관찰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레일에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온도에 따라 레일이 늘어나고 수축되어 레일이 틀
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레일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 소음과 진동을 일으켰던 전통적인 레일 대신에 틈을 접합하
여 길게 만든 장대레일이 시공되고 있다. 장대레일은 레일사이의 틈이 없어 덜컹거리는 기차 특유의 소음을 없앴다.
또한 전통적인 나무로 만든 침목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방부제를 칠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켰고 철근 콘크리
트 침목은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약한 구조적인 단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나무침목과 콘크리트침
목의 단점을 보완한 PC(Prestressed Concrete)침목을 이용해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있다. 또한 레일에 방진침목을
사용하여 기차바퀴와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줄이고 있다. 방진침목은 침목 아래에 탄성패드를 설치해 기차
가 달릴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주거지역이나 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방음 휀스나 간
섭장치를 이용해 소음을 제거하기도 한다.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터널구간이 많아 터널을 고속으로 진입
할 경우 갑자기 압축된 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미기압파가 소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미기압파는 파장이 길어 회
절이 잘되기 때문에 방음벽으로도 쉽게 차단이 되지 않아 발생자체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터널 출입구에 후드
를 설치해 파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도 한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달린 기차를 최후에는 물고기를 살리는 인공어초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인
공어초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잡는 어업’
에서‘기르는 어업’
으로 전환을 모색 중인 정부의 주요한 사업이다. 기차를
활용한 인공어초는 내구년한이 경과한 기차의 강재에 친환경 소재를 보강해 수산 자원들의 보금자리로 활용하는 것
이다. 기차를 그냥 폐기할 경우 고철로 재활용 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철도차량의 강재를 그대로 활용하면 자원 재
활용과 자연보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살아서는 사람이 타고 죽어서는 물고기가 타고 다니는 기
차야 말로 정말 기찬 교통수단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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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the Rail

■

인생의 모든 것이 철도로 통하다
“저는 단 한 번도 철도인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인터뷰를 시작하자마

자 처음으로 그가 건넨 말이었다. 그는 유년시절부터 철도인의 길을 걸으셨던 아버지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어린 시절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뛰어놀던 곳은 바로 수원역이었다.
그에게 유년시절의 기차역은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보물섬이자 또 다른 친구이자 지금의 삶의 활력이 되
어주는 추억의 저장소다. 언제나 철도와 함께하던 그가 구체적으로 철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순간은 여
주로 가던 열차 안에서였다.
“학창시절 협궤열차를 타고 여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열차에 몸을 싣고 갔었는데, 우리가 이용했던 곳은 여객전용칸이 아니라 화물
칸에 전기등도 없고 나무의자를 옆으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열차였습니다. 그때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이것보다 더욱 좋고 쾌적한 열차를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다짐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였
습니다.”

■

철도발전의 중심에서 철도기술을 외치다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의 철도인 생활은 오랜 시간만큼 다양한 이력과

“저는
단 한 번도
철도인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경험들로 가득하다. 그 중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일화 두 가지를 이야기 해주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도
권 지역 지하철 건설 업무에 참여했던 일이다.“국유철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지역 지하철 건설 업무를 시
작했을 때 제가 업무에 참여하여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등을 서울시 도시철도와 함께 연결시키고, 독립
노선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하철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 발전에 일조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상당히 뿌듯한 일입니다.”지금 생각해도 너
무나도 좋은 추억이자 경험이 되어서인지 옛 일화를 이야기하는 그의 입가에는 시종일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다른 일화로는 좌측통행을 하는 국철과 우측통행을 하는 지하철을 연결했던 일입니다. 통행방
향이 달랐던 국철과 지하철을 연결하기 위해 저희는 우리나라 운행 특성에 맞추어 국내 최초로 과천선(금
정~사당)과 서울지하철 4호선이 만나는 남태령 고개에 터널을 상·하로 뚫어 두개의 철도가 상·하로 교
차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건설하였는데 이 공법이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유명한 일화가 되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언제나 한국철도발전의 중심에 있던 그의 일화들은 영웅
의 무용담만큼 흥미진진하고 인상 깊었다. 이런 다양한 경험과 일화를 간직한 그는 누가 뭐라 해도 한국

철도발전의중심에서
철도기술을외치다

철도발전의 산증인이자 영웅이다.

■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
신재열소장이 기술연구소장직으로 취임한 2011년은 그 어느 해보다 그에게 특별한 한해이다.

“2020년까지 철도의 미래가치와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철도 연장 5,000km구축, 신사업 수익
우리는 직업을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글 이미희 사진 김택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재열
기술연구소장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전하는 사람을 장인(匠人)이라 칭한다. 철도기

3,000억/년 달성, 한국철도품질 국제수준 3위 달성이 현재 공단의 전사적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부합하
기 위해 우리 기술연구소에서는 미래철도 기술력 향상과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한 5개 분야(정책개발, 국
산화개발, 기술역량강화, 선도기술, 지속성장)에 대한 기술 개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

술분야의 장인을 꼽는다면 단연 으뜸으로 꼽힐 사람은 바로 한국철

진중입니다.”

도시설공단의 신재열 기술연구소장이다. 40여년 남짓한 세월 동안

또한 그는 세계적 철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 계획중인‘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을 차질없이 추진할

철도의 기술발전을 위해 걸어온 그는 세상의 빛을 본 그 순간부터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소 직원간 인
화와 단결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평소 그의 신념이자 좌우명인 '양보와

철도와 함께했다. 철도는 그의 인생의 전부를 녹여 집대성한 한편의

배려하는 자세’
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지원한다면 신재열소장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모두 순조

영화와 같다. 철도와 함께한 오랜 시간만큼 철도에 대한 애정 또한

롭게 달성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의 기로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그가 다시 한 번 한국철도발
전의 중심에서 철도기술을 외칠 그날을 하루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각별한 철도기술 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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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궤간(軌間, rail gauge)은 두 철로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그리고 궤간에 맞춰
철도 노선을 붙잡는 침목은 철도 하부구조의 뼈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철도는 중세 유럽의 탄갱이나 광산에서 사용하였던 궤도에서 비롯되었다.
갱도에 부설한 목제궤도 위에 목제 화물차를 이용해 사람이나 말의 힘으로 석
탄이나 광석을 운반하였으며, 이는 16세기 유럽 각지에서 볼 수 있었던 풍경
이다. 이러한 유럽대륙의 광산철도는 17세기 초 영국에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
던 것이 18세기에 이르러 철레일과 차륜을 사용하여 궤도와 차륜 사이의 마찰
저항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보다 무거운 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765년, 잉글랜드 북구 뉴캐슬 가까이에 있는 크링워스탄갱에서 궤간

다지형 침목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1,435mm의 궤도를 부설한 후 조지 스티븐슨이 증시기관차를 개량하면서부터
이 궤간을 우선 영국, 유럽, 북미 철도에 사용, 표준궤(간)이라 부르게 되었다.
대표적인 광궤간으로는 러시아를 포함한 소비에트 연방 구 소련권 국가의 1,524mm(러시아 궤간), 아일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빅토리아 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브라질 일부에서 이용되는 1,600mm(아일랜드
궤간),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이용하는 1,668mm(이베리아 궤간), 인도 일부 및 아르헨티나, 칠레, 파키스
탄, 스리랑카 등에서 이용하는 1,676mm(인도 궤간) 등이 있다.

■
글 정혜원 과학칼럼니스트

■

궤간의 종류와 역사

침목의 종류와 역사
목재형 침목은 철도 침목을 지배하는 재질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며 가볍고 운반과 장착 그리고

궤간(軌間, rail gauge)은 두 철로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전 세계 철도의 60%
는 1,435mm (4 ft 8½ in)의 표준궤로 되어 있다. 표준궤는 두 레일의 간격인 궤간이
1,435mm (4 ft 8½ in) 인 철도 선로를 말한다. 현재 전 세계 철도의 60%가 표준 궤간
으로 부설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물론, 유럽, 북미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적인 기준으

유지보수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축중과 더 빠른 속도를 수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재료인 콘크리트 등이 부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목재란 현대의 침목 재료들보다 마모와 손상에 더욱 민
감하기 때문이다. 목재형 침목의 대안으로 부상한 콘크리트 침목은 우리 나라의 경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지만 철도교통 비중이 높은 유럽과 일본에서는 2차 대전 이후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의 경우에도 콘크리트는 대부분의 철도침목에 사용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침목은 대개 철도운행 도중 블록

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표준궤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철도계에서 유명했던 표준전쟁 중 하나가 바로‘궤간’
이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은 철도광 시대였다. 철도사업자들이
잇달아 신규노선을 개설하고, 투자자들은 여기에 아낌없이 돈을 퍼다 부었다. 그런데 영

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캐스트에 주어지기 이전에 내부적인 장력이 침목에 가해지는(보
통 고장력의 강철 와이어 골조에 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다. 이외에도 침목의
종류에는 강철침목, 플라스틱침목 등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했다.

국 정부는‘표준 규격’
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의 궤간은 뒤죽박죽이었고, 승객들
은 궤간이 서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느라 죽을 맛이었다. 영국 의회에서는 사태의 심각
성에 따라 궤도표준위원회를 소집, 당시 대세였던 1,435mm 궤간을 표준궤도 선택하려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

발전된 침목과 궤도의 개발

하지만 이섬바드 킹덤 브루넬이라는 사람이 2,143mm 궤간을 들고 나오며 궤간전쟁은

기존의 침목들의 한계를 극복한 다지형 침목이 개발되었다. 열차가 지나는 순간 침목에는 엄청난

시작됐다. 그러나 결국 엄청난 격론 끝에 표준궤는 1,435mm로 결정된다. 공개실험 결

횡압이 일어나게 되는데 침목 사이의 기찻길 가득 채워져 있는 자갈들은 바로 이러한 횡압에 저항하는 역

과 역시 2,143mm이 더 우수했지만 당시 1,435mm 궤간을 사용하던 구간은 3,000km,

할을 한다. 다지형 침목은 기존의 일자형과 달리‘ㄷ' 자 형태로 되어 있어 침목 사이의 자갈은 물론 뒤에

2,143mm 궤간은 300k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있는 자갈과 중앙의 자갈이 함께 횡압에 저항하게 되어 보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편 표준궤 이외에도 광궤와 협궤가 있다. 이 중 협궤는 표준궤보다 폭이 좁은 궤간을

기존 침목은 그 밑바닥이 평평한데 비해서 다지형 침목은 일정 간격으로 빗금이나 홈을 패 바닥면이 보다

가진 철도 선로를 말한다. 이는 특정한 궤간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며, 표준궤보다 폭

더 도상 자갈과 잘 맞물려 유지보수율을 줄여준다.

이 좁은 궤간을 일괄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대표적인 협궤간으로는 1,067mm(케이프

또한 콘크리트궤도 적용이 활발해지면서 독일, 일본에서는 각 국의 고유 모델(Max Bogel(독일), J-Slab(일본))

궤간), 1,372mm, 1,000mm(미터궤간), 891mm, 763mm, 610mm 등이 있다.

을 개발·국가 브랜드화하여 세계철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러한 국제경쟁력이 있는 궤도

광궤는 표준궤보다 폭이 넓은 궤간을 가진 철도 선로를 말한다. 광궤는 특정한 궤간을

기술 개발이 필요하여 사전제작형(Precast) 슬래브궤도가 기술개발 되었고 이를 국산화·실용화하려는

직접 일컫는 표현은 아니며, 표준궤보다 폭이 넓은 궤간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이다.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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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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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본부, 제천-도담간 복선전철 개통식 시행

국토해양부 산하 4대공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코레일 연구원(원장 최성균)은 3월 31일 K-water연구원, 도로교

코레일 충북본부(본부장 김용수)는 4월 20일 제천-도담간 복선전철 개

통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의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식을 가졌다.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제1회 국토해양부 산하 4대공사 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천역 광장에서 정종

공동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환 국토해양부 장관, 송광호 국회의원, 지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대외인

이번에 열린 공동 심포지움을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 4대공사 연

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원간의 연구성과 교류 및 기술공유로 국토기간산업 발전을 위

특히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정종환 장관은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경제

한 융복합 R&D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적 파급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철도의 발전을 위해

심포지엄에는 대한토목학회장의 축사와 함께 녹색성장위원회 녹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색생활지속발전팀 김경욱 국장의「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을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축사에서 개통을 위해 고생한 관계자분들께 감사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었고, 또한 오후에 진행된 4개의 세션에서

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진정한‘세계 1등 국민철도’
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는「녹색성장과 국토개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운영 및

한편, 제천-도담간 복선전철은 총사업비 3,207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 2002년 9월 착공해 8년 6개월 만에 개통을 맞게 됐
으며, 이번 제천-도담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양회 수송이 보다 원활해지고, 철도물류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지관리 기술」
,「차세대 미래가치 기술」
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코레일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대표인 철도와 관련하여 코레일의‘GLORY 운동’소개 및「차세대 고속철도 열차운용시
험 기술개발」
,「철도물류사업의 편익항목 산정과 개선에 관한 연구」
를 비롯하여 차세대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최신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고속철도차량 추진제어 기술개발」
,「고속차량(KTX)용 제동시스템 및 제동장치 기술개발」등 총 10개 과제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최성균 연구원장은“이번에 개최된‘공동 심포지엄’
을 계기로 코레일의 R&D 추진기반 활성화 및 GLORY코레일의 경쟁력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리 코레일’앱 인기몰이
코레일은 2월 9일‘글로리 코레일’애플리케이션이 출시 2개월 만에 다
운로드 횟수 100만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 컨테이너 수송량 회복 상승세

‘글로리 코레일’애플리케이션(이하‘앱’
)은 앱 스토어의 추천 앱으로 선
코레일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수송량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정되어 메인 페이지에 등록됐으며, 여행부문 무료앱 2위에 올랐다.‘글

결과, 4월 20일에 컨테이너 하루 수송량이 2,000량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로리 코레일’앱은 열차 시간 조회, 예약, 결제, 발권, 반환 서비스와 할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철도수송량이 급감하였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인상품, 영화객실, 좌석 선택(주중 KTX 특실, 영화객실) 등 예매 서비스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2008년 10월 10일 이후 2년 6개월 만에 하루

를 제공한다.

컨테이너 수송량 2,000량을 회복한 것이다.

‘글로리 코레일’앱은 편리한 철도승차권 발매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부선 고속철도 완전 개통에 대비하고 고객 중심의 열차운행 패턴 변경

지난 해 출시일(’
10.12.8) 이후 ’
11.2.7까지 지난 2월 1일은 일일 이용최대

과 철도물류시설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부산 신항 및 광양항 등에서 수송

28,426명이 스마트폰승차권을 발매했으며, 2월 6일은 발매대비 최고 점유율 8.3%(268,229명 중 22,203명)를 기록했다.

하는 컨테이너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8.9%이상 증가

2011년 스마트폰승차권 누계 발매실적(2011.1.1~2.7)은 전체 발매대비 4.8% 점유(1,300만 명 중 62만 명)이며,‘글로리 코레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앱’출시 이후 고객이 역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발권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하였다.

코레일 물류본부(본부장 이건태)에서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

코레일은‘글로리 코레일 앱’
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중이다. 스마트폰승차권 반환시간을 기존 열차

양한 마케팅 전략과 물류인프라 확충으로 철도수송량 증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출발 5분에서 열차출발 시각까지 확대, 갤럭시 탭의 입력 불편 등을 개선, 앞으로 자주 이용하는 역을 등록관리하고 이용안내 기

의 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능 추가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0년 일평균 수송량 : 1,530량(300일 운용), 2010년 1분기 일평균 1,436량, 2011년 동기 1,708량(74일 운용)

이천세 여객본부장은“글로리 코레일 앱이 편리한 철도승차권의 예매시스템으로서 자리매김했다”
며“앞으로도 최첨단 철도서비

2,000량은 4,000TEU, 80개 열차(25량 편성)에 해당

스를 제공하여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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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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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도시철도분야)
코레일은 3월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실시한‘2011년 한국에서

코레일, 전동식 레일바이크 개발

화천 산천어 축제장 일대‘철도테마파크’생긴다

- 코레일, 전동식 레일바이크 개발

- 코레일과 화천군 투자협약 체결… 지역축제 활성화 기대

가장 존경받는 기업’조사 결과 도시철도 기관 중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월 10일,

코레일은 3월 8일 서울역

경춘선 강촌역~김유

회의실에서 강원도 화천군

정역 폐선구간(8.2Km)

(군수 정갑철)과‘철도테마

에서 2·4인승 전동레

파크사업’
에 대한 투자협약

일바이크의 시운전을

을 체결했다. 화천군 산천어

성공리에 마쳤다.

축제장 일대에 조성되는 철

이번 시운전은 전동레

도테마파크에는 산천어 축

일바이크의 구동력과 등판능력, 안전성과 편의성 등에

제장에서 붕어섬 간 4km 구간에 카트 레일카 운행, 새마을 객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2인승 전동레일바이크는 사계절

차 등을 이용한 펜션 등이 올 하반기까지 들어서게 된다. 이번

운행이 가능한 히터와 에어컨, 오디오 등 각종 편의장치

철도테마파크가 준공되면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평화의 댐 등

가 장착되어 부부나 연인은 물론 실버관광객들에게 큰

‘청정 화천’
의 관광명소와 함께 다양한 체험관광의 기회를 제공

2004년부터 시행하는‘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조사는 올해 8회째를 맞
고 있으며 국내 민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탁월한 경영성과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선정한다.
지난해‘산업별 공공부문 도시철도분야’
에서 코레일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
도공사에 이어 3위(6.30점)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혁신활동, 경영진의 경영능력,
신뢰도 및 고객만족경영활동에서 7.11점의 우수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으로 선정됐다.
조성연 광역철도본부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광역철도 종사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
린다”
면서,“1위 선정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전철을 만들어 시민들의 소중한 발이 되겠다”
고 말했다.
※ 조사대상 기관(6개)
코레일(7.11), 서울메트로(6.35), 부산교통공사(6.25), 대구도시철도공사(6.15), 서울도시철도공사(6.14), 인천메트로(5.89)

향기찾아 떠나는 기차여행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춘선 폐선구간에서 시운전한 전동레일바이크 2인승

화천군 철도테마파크 사업

(앞)과 4인승 모습(뒤) 코레일과 전동레일바이크 특허실

- 투자기간 : 2011~2012년

용화 공동협력사인 (주)삼영필텍(대표 구경회)은 내달부

- 투자규모 : 총 52억 원

터 본격적으로 전동 레일바이크를 출시할 계획이다.

- 열차펜션 운영(’
11. 8월) : 객실 19실, 지역특산품 매장 1실

한편, 이번에 시운전을 마친 4인승 전동레일바이크는 경

- 카트 레일카 운행(’
11. 10월) : 25대, 편도 4km

기 의왕시 소재 철도박물관에서 탑승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3월부터 오는 4월 중순까지 매화꽃, 산수유,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전국의 봄꽃 군락지로 떠나는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지난 3월 15일 밝혔다.
봄시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봄꽃 관광열차는 전국 주요 역에서 출발해 여행객
의 입맛대로 당일, 무박 2일, 1박 2일 일정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코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지원 GLORY 세미나 개최

로 운행된다.
관광열차가 운행되는 대표 코스로는 연분홍빛 매화에서 풍겨나는 맑고 청량한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단장 양인철)은 3월 24일 정비단(고양기지) 대강

향기에 취해 섬진강변을 할 수 있는 섬진강매화마을열차이다. 이 코스를 선택하

당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송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등 12개 기관 대표 및

면 증기기관차와 영화‘태극기 휘날리며’촬영 세트장에 들러 감상 할 수 있는

관계자 분들을 초청하여 고속철도 기술지원 그룹‘GLORY’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회가 제공된다. 다른 이색적인 코스로는 통통통 뮤직트레인열차가 있다. 뮤직

철도기술 연구기관과 철도차량 부품개발 협력업체 전문가 및 학계 학술인들과

트레인열차는 여행 중 가수의공연과 DJ쇼, 밸리공연 등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즐길 수 있는 열차다.

함께 철도발전을 위한 기술지원‘GLORY’
그룹 간담회를 전년부터 시행하여 왔

이밖에도 마치 꿈길과도 같아 서로 사랑하는 청춘남녀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 한다는“혼례길”
이라 불리우는 화개장

으며, 이번 세미나는 간담회 보다 발전된 모습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여 코

터에서 쌍계사까지의 쌍계사 십리 벚꽃 길을 감상하고, 입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즐길 수 있는 산외한우

레일의‘GLORY’
운동 전파·확산과 더불어 미래철도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장

마을을 경유하는 당일 여행 코스가 있다.

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벚꽃축제의 완결판 진해 군항제로 향하는 진해 벚꽃 군항제 열차는 4월 1일부터 9일간 운영된다. 이 코스는 충무공의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양인철 단장은 2011년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숭고한 구국의 얼을 추모하는 행사와 문화예술, 팔도풍물시장등을 철도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즌에는 국

‘GLORY’경영의 일환으로‘지피지기’
(GLORY Partner, GLORY 氣;
「다함께 글로리 파트너가 되어 글로리 기운을 전파하자!」
)란

내외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KTX 벚꽃 관광열차를 확대 운영한다.

슬로건을 발표하여‘GLORY’운동을 홍보했으며, 세계 1등 차량정비 기술력 확보를 위한 KTX와 KTX-산천의 신뢰성 향상, 중정

이 밖에도 진안 마이산 벚꽃, 경주 보문단지 벚꽃, 보성녹차밭, 변산반도와 부안 내소사 벚꽃,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등으로 떠나

비 안정화와 관련하여 참석자와 함께 열띤 토론과 의견교환을 나눴다. 양인철 단장은“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술지원 그룹과 소통

는 코레일의 다양한 봄 여행 열차가 운행된다.

의 폭이 넓어지고,‘GLORY 운동’동참과 실천 의지가 함께 모아져 돈독한 동반상생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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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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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제 고속철도 세미나’주제 발표

철도공단‘레일체결장치 국산화’2012년 시행

- 국내 콘크리트궤도 기술력의 홍보계기 마련

- 다른 철도자재 2013년까지 국산화 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궤도처(처장 김인재)는 2월 23~24일 양일간 스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내 철도 궤도분야 기술력 향상 및 해외진출 기틀 마련을 위하여

마드리드공대에서 개최하는「국제 고속철도 세미나」
에서 한국 자갈궤도 및 콘크

궤도 주요자재 중 하나인 레일체결장치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리트궤도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마드리드

KR연구원은 이를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레일체결장치 디자인

공대의 Manuel Melis 교수가 한국 고속철도의 궤도분야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을 공모하고 전문가 자문 및 디자인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상 2건과 장려상 2건을 선정

발표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하여 2월 20일 시상하였다.

스페인에서는 한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및 대만의 고속철도 사례에 대한 세미

우수상에는 레일북부고정형과 레일저부고정형(강봉클립)이, 장려상에는 레일저부고정형

나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고속철도투자와 콘크리트궤도

(강봉클립)과 레일저부고정형(판클립)이 선정되었다. 이번 당선작을 기초로 레일체결장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국산화 개발을 착수하여 현장 부설시험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자재 국산화를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다른 철도건설 주요자재도

주관자인 Melis 교수는 한국의 자갈궤도의 경험과 경부2단계 콘크리트궤도의 성공적인 개통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보였으며, 짧

2013년까지 국산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은 기간 동안 자갈궤도에서 콘크리트궤도로 성공한 기술발전에 대하여 많은 질의 응답을 하였다.
이번 참석자들은 중국의 고속철도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독일 및 네덜란드에서는 새로운 궤도구조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고속철도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수작ㅣ레일복부 고정형

우수작ㅣ레일저부 고정형
(강봉클립)

가작ㅣ레일저부 고정형
(강봉클립)

가작ㅣ레일저부 고정형
(판클립)

경부고속철도 2단계‘준공 고시’완료

연구·시공 전 분야 전문가 참여 워크숍 개최

- 14년간의 대역사 마무리

- 국내 기술 최초‘자기부상열차’성공건설 결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2011년 2월 23일‘준공고시’
됨에 따라 14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원장 김영국)은 3월 10~11일

년간의 대장정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양일간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

2010년 11월 1일 전 국민의 관심 속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대구~부산)을 완전 개

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단, 국책연구기관 및 시공사·

통하였다. 영남본부(본부장 정재우)는 철도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거 2010

감리단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도시형자기부상열

년 5월 31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준공 전 사용허가’승인을 받았으며, 그 외의 시설물에

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 연구 및 설계결과 성과공유

대하여는 개통 전에 모두 사용 허가를 취득하였다. 이전 준공확인 및 고시업무는 1997년 3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월 25일 최초 실시 계획이 승인된 이후로 대구 ~울산(18차), 울산~부산(23차)이 수차례에 걸쳐 실시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도시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으로 연구 개발된 차량, 분기기, 선로구축물, 제3궤조설비 및 시범노선

경부 2단계 사업은 그동안 고속철도 1단계 준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빠른 업무 수행을 통해 2011년 1월 6일자

전 분야 설계 및 시공현황에 대하여 발표와 함께 분야별 전문기술진들의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시공사 및 감리단 등 현장 기술

로 준공 신청을 하였으며, 1월 10일부터 4일간 국토부에서 준공검사를 시행한 후 이날 준공고시가 된 것이다.

진의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결의를 다졌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은 인천국제공항이

현재까지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고시업무는 개통하는데 집중적인 인력배치로 개통 후에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 4개월~5년까지

자리하고 있는 영종도 일원 6.1Km에 건설되고 있으며, 공단을 비롯하여 한국기계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 차량을 개발하는 현대

소요된바 있었으나, 이번 경부2단계사업에 대한 준공고시가 조기(약 3개월)에 완료된 것은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와 열정적이고

로템 등 약 100여명의 연구원과 20여개 국내 굴지의 설계, 감리 및 시공사가 건설에 참여하여 연구하고 있다.

투철한 사명감을 발휘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서성호 신교통사업처장은 인사말에서‘고품질의 건설을 통하여, 시범노선의 성공적인 개통은 물론, 향후 해외에서 국산 자기부상

아울러 14년간 추진한 사업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적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내 개통종합관리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개통업무

열차가 운행될 날을 기다리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국민들께 영원히 기억될 세계 최고의 자

의 종합관리, 인수인계 총괄 및 영업 준비 지원, 준공 전·후 처리해야할 업무(총사업비 정산, 자신취득, 지장물 정산, 각종 인·

기부상철도를 건설하는데 기술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고 강조하였다.

허가 사항 등)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완수하였다.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은 2007년 12월 첫 삽을 뜨기 시작하여 2012년 8월 시범노선 건설을 완료하고, 2012년 9월부터 1

한편 본부는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준공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사후 지장물 이설공사 정산, 자산취득분에 대한 시설운영본부 인

년간 시운전 및 영업운전을 통하여 2013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기술로 건설되는 최초의 자기부상철도이다.

수인계 및 대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해당 관리기관 이관 등을 3월말 완료하고 고속철도 2단계의 모든 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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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고속철도 Denis Muratov사장 접견

영남 본부장, 경진선 현장점검

- 러시아 고속철도사업 참여의지 피력

- 마산~진주간 원활한 추진 당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외사업본부(본부장 김선호)는 3월 22일 현대종합상사, 현대로템이 참
한국철도시설공단 정재우 영남본부장은 2월 24일에 2012년 12월 개통예정인 경

석한 가운데 고속철도공단(HSRL) 외 3명의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고속철도의 우수

전선 마산~진주간 제5.9.10공구 및 BTL 구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순시하

성과 건설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여 공사관계자 격려와 현안사항 해소 및 그에 따른 해결방안과 관리방안을 제시

고속철도공단(HSRL) Denis Muratov사장은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경험에 큰 관심을 표시

하고 상생협력 및 동반파트너로의 상호협조를 당부하였다.

하고 러시아 고속철도 사업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의 사업참여를

경전선은 경부선, 전라선 등과 연계되어 지역개발 촉진 및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

환영하였다.

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러시아는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간 660km 구간에 설계속도

적극 협조를 바라고,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철저한 공사 관리를 통하여 동반성장

400km/h급의 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간은 Sapsan고속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나 기

의 기틀을 마련 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경전선 제10공구 주개교 트리스 런칭

존선을 이용하고 있어 최고속도 200km/h~250km/h로 운행되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횡단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사히 시공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공사 브리핑을 받으며

660km구간에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최고 400km/h의 고속철 운행이 가능하여 두 도시간 운행시간이 현재 4시간 30분에서 2시

공단과 협력사가 똘똘 뭉쳐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및 윤리경영을 강조하였다.

간 30분으로 단축되고 매년 8백만명의 승객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18년 월드컵 개최를 맞이하여 야심차게 고속철도망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1단계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간 660km구간이외도 2단계 카잔~예까쩨린브르크(800km), 3단계 사마리~니즈니
노브고르드~모스크바간 1,300km 등 총 3단계 2,760km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예정인 대형시장으로 독일, 프랑스 등 고속철도

도시형 자기부상철도,‘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최우수 인증 취득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철도공단, 중소기업센터 전국 확대운영

러시아 고속철도공단(ASRLCHIGH-SPEED RAIL LINES)은 2018년 월드컵 개최도시들을 연결하는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 현장실정에 맞는 하도급사 지원

전담하는 시행청으로 러시아 철도공사 산하에 신설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교통사업처(처장 서성호)는 3월

3월 22일 중소기업

24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

의 애로사항과 고충

화사업 시범노선 건설공사 정거

상담, 경영지원을 위

장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해 본사에 설치한 중

(Barrier Free)’최우수등급 예

소기업센터를 5개 지

비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본부까지 확대·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업과의 소통 활성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본사에 중소

‘철도산업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SK C&C(주)와 2012년 4월까지 추진

주관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

기업지원센터를 2월 개소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원장 김영국)은 3월 22일 철도산업정보센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예비인

아울러 중소기업인의 접근 편의성과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용역, 착수

증과 본 인증으로 구분하여 인증된다.

지원을 위해 5개 지역본부(영남, 호남, 수도권, 강원, 충청)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하

SK C&C(주)와 2012년 4월까지 추진하는 철도산업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내에 교통센터(101정거장)까지 총 6개

여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조현용 이사장은“이번 중소기업

운영 용역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서

정거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선길이는 6.1Km로 건설된다.

지원센터의 확대운영으로 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

비스를 개선하고, 철도 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 통합자료시스템, 데이터

자기부상철도 정거장에는 특히 보행 약자들의 정거장 이용

기업인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고충상담을 받게

웨어하우스의 기술, 지식, 통계, 분석, 안정적인 연계정보제공 및 체계적이

에 불편이 없도록 주출입구 턱 제거 및 적정 경사로 확보로

되어, 공단과 동반성장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될 것

고 안정적인 인프라통합 운영관리 등 사용자의 활용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접근성을 높였으며, 계단 1.8km이내마다 휴식참을 설치하

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철도산업정보센터는 국내 14개 철도운영기관과 연구원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국내의 철도시설운영 기술 등 약 15만

고 각종 여객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등을

건의 정보와 234개 유형의 각종 통계자료를 실시간으로 생산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센터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철

효율적으로 배치하였다.

도산업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돼 철도산업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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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홍순만 원장 취임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참여기업 발표회

- 최고 연구기관으로 육성

- 참여기업과의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상용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6대 홍순만 원장 취임식이 4월 15일 연구원 오명홀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3월 4일,‘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

열렸다. 정일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및 산업기술연구회 이종문 이사장(직

참여기업 발표회를 본관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무대행)을 비롯한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해 홍 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번 발표회는 1월 26일 착수보고회 이후 참여기업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물 확산

이날 취임사에서 홍순만 원장은“사람·시장중심, 사회·경제 선도형 핵심 기

및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술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세계시장이 형성된「레일형 고속철도 기술」
에확

본 참여기업 발표회를 통해 참여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업의 사업성 확대

실한 우위 확보가 필요하며, 전국 1시간 30분대 KTX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

를 위한 연구 참여를 독려했으며, 연구단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사업이 종료

토공간을 도시형 경제권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될 때 연구성과가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홍 원장은“철도연이 세계 최고 연구성과를 내도록 조직운영을 선진화할

또한 미래형 철도 인프라시스템 핵심 및 원천기술 확보하여 400km/h급 차량과 인

필요가 있다. 능력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프라시스템 기반시설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인

위해 on-off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 산학연관이 연구원과 함께 공동연구가

터페이스 기술을 상용화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교통수단의 중심이 될 것이고,

가능하도록 개방형 연구조직 구성 및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장은 1983년 행정사무관 임용 후(행정고시 23회) 건설교통부 유통정책과장, 철도국장,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등을 역임

한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월 26일, 국토해양부의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인

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교통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 시범적용기술개발 연구단 사업과 관련하여 착수보고회
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형 표준경전철,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서 운행
- 세계 4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 도입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은 국산 경전철이 3월 30일,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으로 우리 연구원이 총괄주관하여 1999

USN 활용한 철도-IT 융합기술 개발 관련 MOU 체결

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한“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시스템”
은 국내 최초, 세계

- 철도ㆍIT 융합기술 산업 강국으로 도약 및 첨단 철도 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 기대

4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신교통시스템으로,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 채택돼 영업
운행과 동일한 조건의 시운전을 완료하고, 3월 30일 완전 개통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3월 18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전자부품연구원, 서울메

부산도시철도 4호선을 달릴 한국형 표준경량전철(K-AGT)은 완전무인운전 차

트로, (주)텔레콤랜드과‘철도ㆍIT융합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협력 강화를 위해

량으로 경북 경산시 소재 경량전철 전용시험선에서 약 13만km 시험 주행을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통해 차량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테스트를 완료했다. 특히, 부산 4호

이번 업무협약에서 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서울메트로, (주)텔레콤랜드는 `안

선은 최소곡선 반경이 적고 구배가 심해 철제차륜 형식으로는 운행여건이 어

전필수시스템으로서의 USN기술을 기반으로 한 철도제어시스템 등 철도ㆍIT융

려워 고무차륜 형식의 한국형 표준경량전철 시스템이 선정됐다.

합기술의 공동개발, 신뢰성, 안정성, 유지보수성 등의 평가체계 구축, 기술정보

고무타이어이기 때문에 저소음, 저진동으로 승차감을 향상시켰고, 주요 시스템은 2중계로 구성하여 완전무인운전 상태에서도 안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필요시 승객을 위한 안내방송과 비상정지 등 실시간 동작 감시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최첨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술을 철도제어시스템에 적용하면 무선으
로 실시간 선로정보를 수집하여 선로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 및 정확한 열차

단 안전운행 시스템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한국형 표준경전철은 부산도시철도 4호선 상용화 실적을 통해 해외 경량전철 진
출을 위한 사업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차량제작사인 (주)우진산전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서울 신림선과 동북선 계

위치파악 등이 가능해져 열차운행에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약을 앞두고 있으며, 해외로는 카타르“Doha West Bay Automated People Mover System”
의 국제입찰에 참가, 입찰자격심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2010년 4월부터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안전필수 결함허용 USN 시스

를 통과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템 개발 및 검증체계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 개통은 우리 기술로 제작된 국내 최초 신교통 시스템의 정착이라는 의미와 함께 경량전철 산업의 새로운 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안전필수분야 국제표준인 IEC 61508 규격의 안전무결성 수준인 SIL4(Safety Integrity Level 4) 달성을 목

성화와 약 12,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

표로 철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철도제어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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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철도 레일 결함의 비접촉 탐상 시스템 연구’
를 위한 MOU 체결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실용화사업 MOA 체결

- 공동연구를 통한 비접촉 레일 탐상 기법 구축에 합의

- 콘크리트궤도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3월 2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철도 레일 결함의 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3월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삼표E&C(주)와‘사전제작형 콘

속 검출을 위한 비접촉 초음파 트랜스듀서 및 탐상 시스템 연구’
를 공동으로

크리트궤도의 실용화사업’
에 대한 MOA를 체결했다.

수행하기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세계 철도시장에서 콘크리트궤도

본 협약에서 철도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철도연과 비접촉 초음파 탐상 분야 연

적용 또한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개발을 통한 기술 경

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기존 접촉식 초음파 레일 탐상 기법을 개선하

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안 실

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선진국 수준의 비접촉 레일 탐상 기법을 구축하기로 합

용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제작과 콘크리트궤도 이번 실용화사업으

의했다.

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궤도시스템 기술의 국산화 및 슬래브 패널 등의 프리캐스

‘철도 레일 결함의 비접촉 탐상 시스템 연구’
는 연구기간(2011년 3월~2013년

트 콘크리트 제품 및 충전재 등의 특수 모르터르 기술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2월) 동안 △비접촉식 초음파 레일 결함 검출 시스템을 위한 전자기 음향 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는 현장타설 콘크리트궤도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하고, 기계화 시공에 따른 간접비용 및 유지보수 감소

환기의 개발 및 주요구성 요소 기본설계, 레일 내 초음파 전파 양상 △비접촉 레일 결함 검출 시스템의 구성 및 결함 신호 처리

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법 △레일 결함 검출 시스템의 검증 및 확장성 검토 등의 연구를 말한다.
본 협약으로 철도 레일 결함의 조기 탐상을 통한 철도의 안전성을 높이고, 비파괴 탐상 기술 적용 분야의 확장을 통한 유관 산업
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CT기반 열차운행 안전성 및 운영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 열차제어시스템의 운영비용 절감 및 안전성 확보 기대

인도철도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인도 철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교
류의 장으로 활용 기대
한국철도기술연구

차세대전동차 성능시험을 위한 예비시험 실시

원은 4월 11일“SE

- 주요 핵심장치에 대한 성능시험 진행 예정

전문가 세미나”를

우리 연구원은 목포 대불시험선에서 차세대전동차 5,000km 예비주행을 실시하

연구원 7동 도시철

고, 성능시험을 위한 예비시험을 실시 중에 있다.

도기술전시관에서

차세대전동차는 기존 전동차 대비 성능 및 편의성이 향상된 새로운 타입의 전동

개최했다. 이번 세
미나는 부산외국어

차로 2010년말 제작이 완료되어, 차세대전동차의 주요 핵심장치인 직접구동전동
기(DDM: Direct Drive Motor)가 적용된 추진장치, 제동장치 등에 대한 성능시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4월 13일~14일 양일간 안면도 오션

대학교 러시아·인도통상학부 이순철교수를 초청해

을 진행할 예정이다.

캐슬에서‘ICT기반 열차운행 안전성 및 운영효율성 향상 기술개

‘인도 철도현황과 추진과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

현재 7,000km의 예비주행시험을 진행한 상태이며, 올해 8월의 최종 성능시험

발 착수보고회’
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ICT 기술을 활

도 철도차량 현황 △인도 철도의 운영과 성과 △인도

완료를 목표로 주행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6량 1편성의 차세대전동차는 차량 운

용하여 철도지선 구간에 적합한 차상중심 제어시스템 기술과 철

철도의 물동량 △인도 구역별 철도망 △인도 철도의

행 최고속도 110km/h, 차량 설계 최고속도는 130km/h로 설계 제작되어 있다.

도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ICT기반의 안전설비 핵심기술 개발을

건설 현황 및 계획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차세대전동차의 시험선인 대불시험선이 상당 부분 교량이다보니 돌풍과 같은 갑

목표로 하는‘ICT기반 열차운행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 기

특히 이순철 교수는“인도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인

작스런 기상이변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증속시험을 진

술 개발
‘ 과제의 착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메트로 사업이 크게

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상기과제의 진행일정 협의 및 위탁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며 한국 철도기술의 인도 진출에

차세대전동차는 기존 전동차 대비 15%이상 에너지 절감, 20%이상 유지보수성

과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연도별 목표치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대한 중요성을 전했다.

을 향상시킨 새로운 타입의 전동차로 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기준에 의거하여 검

수 있도록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배정했다. 향후

인도는 현재 단일관리체제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ICT기반 열차운행 안전성 및 운영효율성 향상 기술개발’과제

철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철도노선의

차세대전동차 성능시험 이후에는 주행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차량의 신뢰성을 검

를 통하여 ICT 기술적 성장과 함께 열차제어시스템의 운영비용

노후화와 안전문제로 운송량 증가에 비해 철도 인프라

증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축이 부족한 편이다.

증함으로써 개발차량의 성능을 법적 기준에 따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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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중인“도시철도 공기질

식이다. <그림 2>에 롤필터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필터롤링시스

개선기술개발 연구단”
과제의 3세부 과제인“도시철도 차량의 오

템에 두 겹의 필터재질을 감고 그 사이에 이산화탄소 등의 실내

염물질 저감기술개발”
을 통해 수행중인 지하철 객실공기질 정화

유해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흡착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롤필터

장치의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는 낮은 압손에서 높은 저감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전필터
(electric charged filter)를 사용하며, 가스 흡착제는 제올라이

권순박 선임연구원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환경연구실(sbkwon@krri.re.kr)

2. 지하철 객실 공기질 개선기술 개발

트 계열을 적용하였다. 장치는 지하철 객실 공기정화장치
(subway cabin air purifier; SCAP)로 명명하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지하철 객실 내 오염물질 분포특성,

1. 서론

차량환기 특성을 분석하여 객실 내 공기정화에 적합한 공기청정

한국인의 일일 시간 활동 양상 중 실내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살

모듈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운영처와 협동연구를

펴보면, 집안, 사무실에 이어 평균 1.2시간 정도를 교통수단 내에

통해 청정장치의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중

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환경부, 2001). 미국 EPA의 성인

이다. 객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검토된 다양한 저감방식 중

실내 거주시간 분석에서도 약 1.3시간을 독일의 GerES II 연구

유지보수주기를 증대시킬 수 있는 롤필터 기술이 채택되었으며

<그림 1> 도시철도 차량 공조시스템

(김세영 등, 2009), 필터 재질로는 정전부직포 필터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도 약 0.9시간 정도를 교통수단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가 진행중에 있다. 객실 공간구조상 공기청정 모듈의 크기에 제

조사되었다. 2009년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차량은 모두 3,662량

객실 단부에 위치한 배기구(exhaust outlet)의 역할은 냉방시 유

(서울메트로 2,104량, 도시철도공사 1,558량)으로 하루 평균 721

입된 외기를 자연배기하는 것으로, 차량 내가 양압으로 유지된다

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CO2 등의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흡착제를

만명(서울시통계연보, 2008)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는 수도권의

는 조건에서 설계되었다(서울메트로 2호선 신조차량 기준). 그러

롤필터와 연계하여 사용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개발된 시

주요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지하철 이용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

나 실제 운행하는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 출입문과 객실통로가 빈

제품은 시험차량 평가 및 운행차량 적용평가를 통해 2012년부터

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철도교통 중심

번하게 개폐되기 때문에 객실 내부가 양압으로 유지되기 어려우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 대중교통체계 재편)와 지하철 외 경량전철, 대심도 광역도시

며 배기구를 통해서도 급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권순박 등,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더욱 증가될 것으로

2009). 이러한 경우 터널 내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공기질

예상된다. 철도교통에서 실내공간은 크게 객실 내부, 승강장, 대

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입되는 차량의 경우

합실, 매표소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철도 운영자와 상가운영자 등

강제 팬을 이용하여 강제 배기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

의 상시체류자가 체류하는 실내 공간도 포함된다. 이용객의 관점

권 도시철도 지하역사 승강장에 설치 완료된 승강장 스크린도어

에서 철도교통 이용시 체류시간이 가장 많은 곳은 차량 객실이라

(platform screen door; PSD)로 인해, 승강장과 대합실의 공기

고 할 수 있으며, 객실 공기질의 중요성과 관련 기술개발 연구가

질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터널내 오염은 악화

진행되고 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0).

될 것으로 예상되어 터널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터널공기가 객실

도시철도 차량의 주요 공조설비는 주로 냉방장치와 환기시스템
이다. 차량 냉방장치는 지붕위에 2대의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천
정 내에 설치된 2열의 에어덕트를 이용해 객실에 균등하게 분배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객실 중앙부 리턴그릴로 순환공기를
유입하여 재공급하게 된다. 냉방장치 가동시 객실의 공기흐름도
는 <그림 1>과 같다.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지하철 객실 내 공기질 악화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지하철 객실 내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PM10)와 이산화탄소(CO2)로 환경부‘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
기질관리법’
의 적용대상 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환경부가
2006년 12월 발표한‘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관리 가이드라
인’
에 적정 관리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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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하철 객실 공기정화장치(SCAP) 개념도

2.2 지하철 객실구조에 적합한 SCAP 설계

2.1 지하철 객실 공기정화장치 개요

객실에 적용가능한 공간 및 적정 사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객실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일반 가정이나 사무공간에

공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 사양

다양한 종류의 공기청정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객

을 산정하였다. <그림 3>은 검토된 지하철 객실 내부공간의 모습

실과 같이 특수한 공간에 적용가능한 공기정화장치는 아직까지

이다. 객실 중앙 천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순환송풍기(라인데리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화장치의 성능외에도 지

팬) 사이의 공간에 적용 가능한 외부 치수를 결정하였다.

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소개
하는 지하철 객실 공기정화장치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획기적인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롤필터 기술을 적용한 것이
다. 롤필터는 필터소재를 롤에 감아 일정 주기 혹은 특정 조건에
서 새로운 필터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터를 감아 재생하는 방

<그림 3> 지하철 객실 중앙천정부 적용위치 검토

식이다. 또한,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HEPA급 필터(0.3마이크론
의 먼지를 99%이상 제거)를 사용하는 대신 지하철 공간에서 주

객실 중앙부 천정에 매립할 수 있는 외부사양을 결정하고 객실의

로 발견되는 미세먼지(PM10; 10마이크론 이하의 미세먼지) 제거

대략적인 내부체적 100m3를 가정하여 객실내 전체공기를 5분에

에 효율적인 필터소재를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방

1회 환기할 수 있는 처리유량인 1200m3/min를 산정하고 총 2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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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장치를 설치함으로서 1대당 처리유량을 600m3/min으로 결

SCAP의 작동에 따른 주변 유속분포는 <그림 7>에 제시하였으며

2.4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정하였다. 객실 천정부에 청정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될 경우 청정

SCAP 가동에 따른 객실내 드래프트 효과는 미비하여 승객의 쾌

지하철 객실 중앙 천정부에 매립할 수 있고, 수치해석을 통해 산

장치에 인가되는 차압손실과 유동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수치해

적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롤필터와 흡착제에

정된 적정 처리유량 및 압력손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작

석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SCAP의 외부사양 및

의한 필터 단면에서의 유속분포를 검토한 결과 흡착제를 사용한

품을 <그림 9>와 같이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작품에 대하여 실험

구조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구간의 차압손실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그림 8>과 같이

실 조건에서 미세먼지 포집효율과 이산화탄소 저감효율을 평가

SCAP 정상작동을 위한 적정 차압손실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였다.

<그림 11> CO2 흡착제 단품에 대한 챔버시험 결과

<그림 9> SCAP 시작품
<그림 4> SCAP 3D 모델링

2.5 시험차량 적용성 평가시험
개발된 시작품의 시험차량 장착성 및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하였

평가결과 Fan 목표풍량 300m3/min에 필터 없이 305m3/min,

다. 시험차량에 적용되는 SCAP 시작품은 <그림 12>에 제시하였

필터 장착후 257m3/min의 성능을 얻었으며 한국건자재시험연

다. 시험차량은 철도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 객실 차

공기질 개선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객실 내

구원의 챔버를 이용하여 공기청정화능력을 시험한 결과 PM2.5

량으로 주변공기의 온도 및 습도 제어가 가능한 실대형 환경챔버

공기흐름을 공조설비와 승객 영향에 대해 수치해석적 기법을 활

∼3.0 기준으로 약 80%의 청정능력의 효과가 나타났다. 초기 검

안에 인입하여 적용성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개발되는 공기청정 모듈의 사전평가에 활

토시 300m3/min일때 80%의 성능을 예측하였지만 풍량이 약

용할 수 있다. 개발된 수치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냉방장치 가동

250m3/min로 감소하여도 청정능력이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

시 객실 온열환경평가(PMV분석), 유동장 패턴 분석을 수행하였

는 것으로 나타났다. PM2.5과 PM10의 저감효율은 각각 72.6,

으며, 승객의 호흡에 따른 CO2농도 증가현상 및 미세먼지 확산현

88.2%로 측정되었다. 향후, 정전필터 재질의 개선 및 구조적 변

2.3 수치해석을 활용한 SCAP 성능 사전예측
지하철 객실 내 유동패턴 및 오염물질의 확산 경로 예측은 객실

상을 해석하였다. <그림 5>는 지하철 객실 수치모델과 SCAP의

<그림 6> 객실 내 공기흐름 분포 및 승객의 온열쾌적성 평가

경을 통해 추가적인 저감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

<그림 7> 객실 해석 단면 및 SCAP 가동에 따른 속도분포

<그림 12> 시험차량 장착용 SCAP 시작품

단된다.

수치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 SCAP 시작품의 미세먼지 저감효율

<그림 5> 지하철 객실 및 SCAP 수치모델

지하철 객실 모델을 활용한 수치해석 결과 SCAP 작동시 내부의

CO2 흡착제 단품에 대한 챔버실험결과 <그림 11>과 같이 1㎥ 챔
버에서 초기 4300ppm의 농도를 30분안에 외기수준인 500ppm

<그림 8> SCAP 필터단면에서의 속도분포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효율은 약 91%로 평가되었다.

공기흐름과 온열쾌적성은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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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시험차량 장착용 SCAP 시작품을 시험차량 내부 중

를 대상으로 저감효율을 산정하였다. CO2의 경우 탄산가스를 송

앙 천정부에 매립하여 설치한 모습이다.

풍기 전단부에 분사시킨 후 차량 대상면적에 고루 분사 시킨 후

SCAP 시작품의 시험차량내 미세먼지와 CO2 저감실험에 앞서
SCAP 장착 후 장치의 풍량 및 그에 따른 소음정도에 대해 측정
을 실시하였다. SCAP은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와 CO2에 대한 저

6000ppm까지 유지 시킨 후 5000ppm까지 안정화하여 SCAP
을 가동하여 30분후 최종저감 농도를 대상으로 저감효율을 평가
하였으며, 현재 반복적인 성능평가 연구가 수행 중이다.

감을 위한 송풍기가 2대가 장착되어 있고 이 송풍기이 가동 되었
을 때 적정 풍량이 산정되어야만 최적의 저감효과를 나타내도록
설계하였다. 운행 차량 장착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음에 대해서
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풍량은
288.2m3/min로 나타났고 CO2 저감장치의 풍량은 166.1m3/min로
나타났다. 현재 KS규격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기청정장치의 유효
풍량을 차량의 면적대비 비교했을 때 300m3/min가 적정 풍량으
로 산정되어 두 대의 풍량 합산시 적정 풍량은 충분한 것으로 나
타났지만 소음 측정결과 70~60 dB(A)로 나타나 소음문제에서
는 추후 개선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5> SCAP 저감효율 측정 모습

3.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그림 16> 기술홍보 영상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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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형철도침목 특허 추가출원내용

<표 1>및 <표 2>에 의하면 다지형 침목은 일반PC 침목 2정을 연

·다지형철도침목 (특허 제10-0702251호)

결하여 사용하는 만큼 중량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이

·철도용 H형 침목 및 이를 제작하기 위한 거푸집

지만 침목의 폭이 크고 연결부가 있기 때문에 중량이 대략 2.6배

(국내특허출원 : 10-2010-00282호)

김해곤 처장Ⅰ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기술연구처(khg7766@korail.com)

정도 차이가 난다.

·철도용 H형 침목 및 이를 제작하기 위한 거푸집

이승열 대리Ⅰ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기술연구처(musiclee@korail.com)

실내시험에서 시험성적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TR 0008-

(국제특허출원 : PCT/KR2010/001931호)

09R)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지형 침목의 전반
적인 성능이 일반 PCT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업으로의 이미지 변신 ③고품질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 개발을 통

구조적 분석[참고문헌 1] 결과에 의하면 다지형 침목의 경우 궤광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궤도용품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개발하였

한 국내·외시장 진출 ④신 수익원 창출로 경영개선 및 지속적인

의 수직방향 강성이 일반PCT에 비해 1.34배 정도 크다고 분석하

으며 일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로열티를 지불하며 수입하고 있

성장동력 발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지형 침목 개발사업의 개

였으며, 레일의 종방향 변위를 통한 강성분석을 하였을 경우 일

는 실정이다. 침목, 레일 체결장치, 레일패드, 궤도검측장비, 각종

요는 다음과 같다.

반PCT에 비해 다지형 침목에 체결된 레일의 변위가 45%정도 감

작업공기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고속철

■ 사업개요

도를 세계 5번째로 보유한 철도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업내용: 다지형(H형) 침목 개발 및 실용화

자체 개발한 궤도용품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업기간: 2007.12~2010.12(3년)

궤도용품에서 핵심적인 용품은 침목이라고 할 수 있다. 침목은

·사업방법: 사업자공모를 통한 공동 개발방식

레일에서 전달되는 열차의 하중을 도상으로 전달해주는 기능을

■ 다지형(H형) 침목 제품 개요

침목의 외형과 크기 제원은 <그림 1>과 같으며, 일반 PCT와 다지

3.1 현장 개요

하고 있으며, 궤도의 선형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하절

·침목종류 : 다지형(H형) 침목 H형(기본형)

형 침목의 제품 특성 및 시험성적 비교는 다음 <표 1>및 <표 2>

실내시험과 구조분석을 통한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

기에 대기온도의 영향으로 레일에 과도한 축력이 발생할 경우 궤

·제품규격 : 폭868mm×높이200mm×길이2,400mm

와 같다.

해 충북선 오근장역(상) 21k400~21k450(50m)부근에 2010년 9

도 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저항력의 대부분을 도상
과 침목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상부의 과다한 하중과 열차의 반
복하중에 의해 도상자갈이 파쇄되어 궤도가 점차 침하되는 현상
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상자갈의 저항력을
증대시키기는 방법보다 궤광의 강성을 증대시켜 종·횡방향 및
수직방향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경제성이 있
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
서는 궤광의 강성을 증대할 수 있는 H형태의 다지형 침목을 개
발·생산하게 되었으며, 개발품의 제원과 그 성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하였으며, 침목의 횡방향 강성은 1.55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
하였다.

<그림 1> 다지형 침목 형상 및 크기 제원

월 7일 다지형 침목의 시험부설이 진행되었다. 시험부설구간은

■ 다지형(H형) 침목 특허 실용화 사업 추진현황

<표 1> 침목 제원별 비교

·2006년 2월 다지형철도침목 특허 출원

다지형 침목(GLORY Tie)의 개발을 위한 추진 배경은 ①철도침
목의 원천기술보유 ②최첨단 철도기술 개발로 철도기술 리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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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분류

·2007년 3월 다지형철도침목 특허 등록
·2008년 1월 다지형철도침목 설계지침서 작성

당초 목침목이 부설되어 있었으며 목침목 80정을 다지형 침목 40

일자형 PC 침목

폭×높이×길이 280×200×2,400mm

·2008년 8월 ~12월 다지형철도침목 공동개발사업자 1, 2차 공개
모집

다지형(H형) 침목

정으로 교체하였다. 침목교환 작업 진행과정은 <그림 2>와 같다.

868×200×2,400mm(17정/10m)
905×200×2,400mm(16정/10m)

중량

244kg

633kg, 650kg

침목간격

0.588m

동일

·2009년 9~11월 다지형철도침목 설계 및 구조검토 (스마트기술
<표 2> 일반 PCT와 다지형 침목의 시험성적 비교

연구소)
·2010년 2월 다지형철도침목 생산시작
·2010년 3월 다지형철도침목 시험실 테스트 합격
·2010년 9월 다지형철도침목 부설 충북선 21k400~21k450까지

2. 다지형 침목 개발현황

3. 다지형 침목의 현장 성능평가

표준규격
및 종별

시험항목
및 기준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TR 0008-09R)

(50m)
·2010년 10월 다지형철도침목 홍보용 부설 (KTX 주요 정차역 )
·2010년 11월 다지형철도침목 개발성공 기념행사

36

휨강도
레일 직하부
좌측

우측

155 kN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재령28일)
침목
중앙

전기절연 저항

53 kN
이상

DC500V에서 5 ㏁이상

숄더인발시험

하중60 kN에서 3분유지 후
하중제거시 균열없어야 함

균열

1

2

3

평균

50㎫

50㎫

50㎫

50㎫

일반 PC 침목

243

274

92

OL

이상없음

84.5

57

58

57

57

다지형 PC 침목

260

260

171

OL

이상없음

85.7

61.0

59.3

60.3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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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형 침목(GLORY Tie)의
개발과 현장성능 평가

·지하철 객실 공기정화장치(SCAP) 개발 현황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의 개선 방향

다지형 침목(GLORY Tie)의 개발과 현장성능 평가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기술개발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의
최적설계

·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사례

(2) 레일 휨변형율 비교

이는 다지형(H형) 침목의 중량화에 따라 열차 하중에 대한 저진

열차 통과시 레일 단부 좌·우측 면에서 측정한 휨 변형률 데이

궤광 철거

터는 대상구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일자형

(4) 침목의 도상 횡저항력

침목구간보다 다지형(H형) 침목 구간에서의 레일 휨 변형률이 조

도상 횡저항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일반형 침목 구간과 다지형(H

금 작거나 유사하였다.

형) 침목 구간에서의 도상 횡저항력을 측정한 결과, 두 구간 모

도상자갈 제거 및 침목 배열

두 일반철도 장척레일 구간에서의 선로정비지침 기준치인

<표 5> 레일 휨변형율 측정결과

400kgf/m(약 3.92kN/m)를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고,
레일 휨 변형률

운행열차

<그림 3> 계측 위치 및 센서 배치도
레일 부설 및 부속품 체결

1종 장비작업 시행

도상자갈 보충

<그림 4> 횡저항력 측정 개요도

시험부설 완료

궤도윤중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대체로 다지형 침목이 부설

성능평가를 위한 측정항목은 열차운행시 전달되는 궤도부담력으

된 구간에서 조금 작게 나타났다.

계측 항목과 계측 위치는 다음 <그림 3>과 <그림 4> 및 <표 3>과

운행열차

42

45

전기 기관차(8083호)+시멘트 화차

0.000488 0.000472 100

97

신형 전기 기관차(8219호)+무궁화 객차 0.000317 0.000303

65

62

신형 전기 기관차(8245호)+시멘트 화차 0.000392 0.000401

81

82

신형 전기 기관차(8253호)+무궁화 객차 0.000355 0.000336

73

69

전기 기관차(8000대)+시멘트 화차

두 개의 침목이 하나의 구조체로 거동하는 다지형(H형) 침목의
경우, 침목 1정이 부담하는 길이가 다르다. 또한, 다지형(H형) 침
목 측면 중앙부에서의 측정이 어려워 침목 한 쪽에서 측정한 점,

0.000592 0.0006

122

124

측정기의 측정용량 한계에 따라 규정에 정하여 있는 2mm 변위

0.00041 0.00034

84

70

발생시까지의 저항력 측정을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다지형(H형)

누리로

0.000201 0.000201

41

41

침목 구간에서 측정한 도상 횡저항력 측정 데이터를 일자형 침목

선로점검차

0.000157 0.000149

32

31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상대 비교하기는 어렵다.
1mm와 1.5mm 변위 발생시의 측정 데이터를 단위 길이로 환산

변위측정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다지형(H형) 침목 구간에서의 측

한 값을 살펴보면 다지형(H형) 침목 구간에서의 도상 횡저항력이
약 1.6~1.8배 큰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일자형 PC침목
(244kgf)에 비해 다지형(H형) 침목(633kgf, 일자형 환산시
316.5kgf)의 중량화에 의한 효과(약 4~8%)와 다지형(H형) 침목
된다.

<표 6> 침목 수직변위 측정결과
다지형

디젤 기관차 단행(7121호)

100

100

전기 기관차(8083호)+시멘트 화차

168

160

사용 센서 및
측정 장비

신형 전기 기관차(8219호)+무궁화 객차

140

129

신형 전기 기관차(8245호)+시멘트 화차

155

154

레일 복부 중앙 양 측면에 게이지 부착

2축 변형률 게이지

신형 전기 기관차(8253호)+무궁화 객차

138

137

레일 휨변형률 레일 저부(하부) 양 측면에 게이지 부착

1축 변형률 게이지

전기 기관차(8000대)+시멘트 화차

197

185

신형 전기 기관차(8253호)+무궁화 객차

150

125

<표 3> 세부 측정 항목

<표 7>에 나타내었다.

신형 전기 기관차(8253호)+무궁화 객차

윤중 (kN)
일반형

침목 변위

침목 상하 진동변위 계측

변위계

도상 횡저항력

지그를 제작하여 측정

도상 횡저항력 측정기

누리로

80

74

NI Labview+NI9237

선로점검차

7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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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2 0.00022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각각의 측정 결과와 환산 결과를 다음의

의 구조특성에 따른 도상자갈에 대한 저항력 증대 효과라고 판단
<표 4> 윤중 측정결과

같다.

DAQ

디젤 기관차 단행(7121호)

정값이 일자형 침목 구간보다 약 2.5배 가량 작은 결과를 보였다.

로 도상횡저항력과 윤중, 레일 휨 변형율, 침목 수직변위 등이다.

윤중

일반형 다지형

라 측정값 자체는 조금 다르나, 동일 열차 운행시 측정된 구간별

3.2 계측항목 및 결과

측정방법

다지형

운행차량 종류 및 통과속도 등의 열차 운행 특성이 상이함에 따
(1) 윤중비교

항목

일반형

휨 응력(MPa)

(3) 침목 수직변위

<그림 2> 다지형(H형) 침목 시험부설 과정

동과 상대적으로 작은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행열차

38

침목 변위(mm)
일반형

다지형

<표 7> 횡저항력 측정결과
측정값(kN)

환산값(kN/m)

변위량(mm)

변위량(mm)

디젤 기관차 단행(7121호)

1.568

0.621

전기 기관차(8083호)+시멘트 화차

1.610

0.839

신형 전기 기관차(8219호)+무궁화 객차

1.725

0.729

1

1.5

2

1

1.5

2

신형 전기 기관차(8245호)+시멘트 화차

1.580

0.973

9

12

15

7.7

10.2

12.8

신형 전기 기관차(8253호)+무궁화 객차

1.455

0.739

10

12

14

8.5

10.2

11.9

전기 기관차(8000대)+시멘트 화차

1.677

0.862

17

19

-

14.5

16.2

-

신형 전기 기관차(8253호)+무궁화 객차

1.573

0.768

16

20

-

13.6

17.0

-

누리로

1.473

0.550

선로점검차

1.363

0.540

구분

일반 PC침목
다지형 PC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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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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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한국철도공사에서 개발한 다지형 침목의 제원, 개발경과 및 실
내, 현장 성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지형 침목은 한국철도표준
규격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성능평가 결과에서도
임영록 건설계획처장Ⅰ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yrihm@krna.kr)

일반 PC 침목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자
체 설계, 제작, 성능평가를 시행한 침목은 그 수가 거의 없는 실
정이며,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궤도용품을 설계, 제작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최근 녹색성장 열풍으로 철도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철
도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노력과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향후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의 원천적인 기술을 그
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국내기술을 개발하여 해외 진출의 교두보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요지

작용 및 차량과 구조물의 동적 영향이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지 않

최근 친환경 운송수단인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고, 단지 최종 단면이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지

며, 그에 따른 고속철도 교량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열차의 주행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 일반 철도 교량에 비해 고속철도 교량은 고속주행하는 열차의

기존 설계에 비하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단면 결정을 위하여,

동적 하중에 의한 영향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

고속철도 교량 설계시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주행하는 열차의 주행

동적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철도 교량의 구조물-궤도 상호작용

교량 구조물의 강성 및 처짐 등과 같은 구조안정성, 진동에 따른

및 동적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사용성 제약조건, 그리고 교량 구조물과 궤도간의 종방향 상호작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래식 설

용 및 차량의 동적 영향을 고려한 최적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어진 단순 5경간 250m 교량을 대상으

는 다음과 같은 설계과정이 필요하다.

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교량-궤도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설계가 기
존의 제안된 여러 설계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최적화의 목적함수
로 설정한 생애주기비용이 가장 경제적임을 확인하였다.
핵심 용어: 최적설계, 장대레일,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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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 개발
2) 동적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설계 알고리즘
의 개발
3)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효율적인 단면 설계와 유지관리비
수행

1. 서론
고속철도 교량에 있어서 최적화는 응력수준을 바탕으로 한 강도
위주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고속주행하는 열차에 의한 동적인 특
성 및 레일과 교량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주행 안정성에 중요한

력 변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4권 제

관점을 두어야 한다.

6D호, pp.95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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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건에 따라 잘 수렴될수 있는 교량과 궤도에 대한 모델링

용을 포함한 구조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의

구”
, 한국철도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680-683
2. 한국철도공사, “다지형[H형]침목 시험부설구간 현장 성능평가”

1) 교량과 궤도의 종방향 상호작용 및 차량의 동적 영향 등이 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가지의 설계 과정을 포함한 고속철도 강
교량의 신뢰성 최적설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된 모
델링 방법과 최적설계 알고리즘을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무
에서 설계되어진 실제 교량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본 연
구에서 제안한 설계방법을 검증하고자 한다.
설계변수로는 소수 주거더의 거더높이 및 플랜지의 두께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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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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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의 개선 방향

·다지형 침목(GLORY Tie)의 개발과 현장성능 평가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기술개발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의
최적설계

·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사례

가로보의 간격 등을 선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 최적설계

려한 레일 축력 검토를 위해 위의 고려사항인 도상의 비선형적

를 수행하여 제안한 방법이 훨씬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계임을

재료 특성과 교량 하부구조의 강성 및 지반의 강성을 고려한 모

입증하고자 한다.

델링을 통하여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2 교량-차량 상호작용

<표 1> 동적해석 및 교량-궤도 상호작용 검토 기준
항목

발생 요인 및 영향

장대레일 축력

장대레일 좌굴 및 파단

기준치
압축부가응력 - 92MPa
인장부가응력 - 92MPa

기준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처

승차감 열자 주행 안정성

1/L ≤ 1/1700, 정적 1/L ≤ 1/600

2.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상호작용

열차 하중에 의한 교량의 동적 거동은 교량 구조의 동적 특성과

단부회전각

열차 주행 안정성 상향력

18-21.5kN

BRDM

차량의 동적 운동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즉, 교량의 고유진동수,

수직가속도

승차감 열차 주행 안정성

콘크리트도상 - 0.5g

DS804(독일)

2.1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차량의 속도와 유효타격간격(effective beating interval)에 의

상부 비틀림

열차 주행 안정성

0.4mm/m (1.2mm/3m)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열차 주행 안정성

4mm

BRDM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장대 레일 응력 검토는

해 교량의 공진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구조물-궤도 상대변위

교량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특히 레일의 좌굴안전도를 확인하여

(1)

열차 운행시 열차 운행의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물론 장대레일의 응력 발생 구조는 장대 레일-구조물간의 상

는 열차의 크로싱 진동수(crossing frequency),

는 차량의

는 차량의 유효타격간격이다. 또한, 교량의 고유

궤도의 종 저항력은 도상의 다짐상태와 열차하중의 재하 여부에

레일 및 교량 상판의 부재는 절점당 6자유도를 갖는 뼈대 요소

따라 다른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프레임 요소)로 모델링한다. 교각은 일반적으로 스프링 요소로

레일 축력 및 좌굴 검토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궤도에 작

호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레일-구조물간의 응력발생에 영향을 끼

속도이며,

치는 교량의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의 구조적 특성과 기초 및 지

진동수와 열차의 크로싱 진동수가 일치할 경우(

:교량의 1

용하는 압축력에 대한 횡방향 변위, 즉 좌굴 영향을 고려하여 그

반의 특성 등에 따라 장대 레일의 종방향 축응력의 크기가 상당

차 휨고유진동수) 공진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공진현상을 발생

에 따른 축력의 변화를 검토하도록 하고, 시동/제동 하중에 대한

히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온도 변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시키는 열차의 임계속도 (critical velocity)는 식 (2)와 같이 나타

해석시 차량에 의한 수직하중이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일정 비율

수 있으므로 그 변화 크기가 실제로 레일-구조물간의 응력발생

낼 수 있다.

로 도상 저항력이 증가하도록 한다. 또한 교량 하부구조의 강성

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궤도구조가 연속되는 장대 레일 구조를 적용하므로 온도하중 및
시동, 제동하중이 작용하게 될 때에 레일에 과도한 축력이 작용
하게 될 수도 있어 레일이 파단하게 되거나 좌굴할 위험이 존재

(2)
본 해석에서 사용된 KTX 열차하중의 경우, 유효타격간격은
18.7m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공진이 일어나는 차량의 임계속도
는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수 있다.
레일 축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종방향 온도 차이에 의

해석 알고리즘은 도상의 비선형 거동과 좌굴 거동을 동시에 해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Newton-Raphson 방법을 이용한 기

(3)

2.3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상호작용에서의

도상은 일정한 변형 수준까지는 탄성적으로 거동하다가 임의의

<그림 1> 궤도의 종방향력-변위관계(UIC Leaflet 774-3R 의 규정)

한계수준(항복변위)을 넘게 되면 외력에 대해서 더 이상 저항하
지 못하고 일정한 크기의 저항력만을 갖는 bi-linear 스프링 요

설계기준

소로 모델링한다.

변위이다. 이러한 레일-구조물간의 상호작용에는 도상의 비선형

호작용 및 교량-차량 상호작용 해석을 고려하여 위한 검토기준

도상에 의한 종방향 저항력은 침목 간격으로 분산되어 작용하지

적 거동이 매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레일의 축력 계산 등에

은 <표 1>과 같다.

만 일반적으로 레일과 교량 사이에 bi-linear 스프링 요소가 일

대한 해석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상의 비선형

정한 간격으로 등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시동 및

적 특성, 교량 구조물의 강성 및 지반의 강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2.4 상호작용 해석 모델링

수행하여야 한다.

유럽에서의 여러 실측 결과에 의해 최근 제공된 UIC Leaflet

의 저항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비재하시에 대한 재하시의 도상

774-3R 규정에서는 변위-저항력 관계를 bi-linear로 규정하고

저항력의 비를 입력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수직하중에 의한 도상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관계곡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곡선에서

저항력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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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강성만을 고려한 선형 스프링 요소로 치환하도록 한다.

성 및 지반 강성을 뼈대 요소로 직접 모델링하도록 한다.

정·동적 해석을 통한 구조물의 안전성과 교량-궤도 종방향 상

장대 레일 궤도 구조에 있어서 레일-구조물간의 상호작용을 고

대 요소로 모델링한다. 받침 및 지반의 강성에 대하여도 그 종방

이 레일 축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받침 강성, 교각 강

한 교량의 신축길이와 시·제동하중, 그리고 재하 중에 의한 휨

본 연구에서는 열차의 고속 주행(350 km/h)시 고속철도 교량의

치환이 가능하지만 본 해석에서는 휨 거동을 반영하고자 하여 뼈

하 비선형 해석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하게 된다. 따라서 레일에 작용하는 축력을 가능한 정확하게 계
산하는 것이 고속열차의 주행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제동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수직하중에 의하여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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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일 축력 해석을 위한 해석모형의 예는 <그림 2>와 같다.
본 검토에서는 도상의 비선형 거동 및 레일의 횡방향 좌굴 거동

= 계획·설계비용,

= 시공 혹은 건설비용,

= 감리비

을 해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써 하중제어 비선형 증분 해석

용이며, 본 연구에서 설계비용과 감리비용의 초기비용에 대한 비

(Load-controlled Nonlinear Incremental Solver)이 사용되

율은 De Brito and Branco(1995)의 연구결과에서 사용된 수치

었다. 이 해석 알고리즘에서는 작용 하중을 여러 개의 하중단계

인 시공비용의 3%와 7%를 적용하였다.

3.2 기대 유지관리비용

를 구성한다. 또한, 반복 수렴 과정에서 강성도 매트릭스 및 하중

기존의 LCC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Wen과 Kang

벡터를 재구성하면서 구조계의 평형을 만족하는 변위 벡터를 결

(1997)의 연구에 의하면, 비록 생애 주기 동안의 LCC 산정에서

정한다.

유지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설계 변수에 대한 유지

평형을 이룰 때까지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해석한다.

생애 주기 동안의 총 기대비용은 식 (4)와 같이 정식화 할 수 있다.
(4)

= 설계변수벡터
기대 LCC,
소

= 초기비용,

에 대한 기대 유지관리비용,

한 기대복구비용,

와 생애주기

의 함수인 총

= 소수 주형교 구성요
= 한계상태

이 산정하였다.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기존의 최적 설계에서 적용한 사용성
(7)

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한 궤도의 열차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구성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 하중과 저항이력에 의존하는 누적 파손확률로

Augmented Lagrange Multiplier Method - Broydon

부터 산정되는 파손확률이다.
한편 식 (7)에서 복구비용

Fletcher Goldfarb Shanno(ALM-BFGS)기법을 적용하였고
는 식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8)

받는다고 가정하고, 구조물 열화에 의해 산정되는 보수·보강 및

= 직접 복구비용,

교체비용과 정기적인 교량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

적 손실비용,

하여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형교의

용,

= 간접 복구비용,

= 고속철도이용자비용,

= 복구 공사기간동안의 사고율,

에서의 탐색시 큰 영향을 미치는 push-off factor 값이 일반적
으로 잘 수렴하는 값으로 알려진 0.1~0.2보다 훨씬 큰 90에서

= 사회-경제 손실비

수렴하게 되므로, 이 큰 값에 의하여 1방향 탐색이 추가적으로 필
요하게 되었다. push-off factor가 큰 값이 적용되는 경우는 설

= 복구공사기간이다.

계변수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더의 높이에 의하여 제약

3.4 철도 이용자비용

조건 및 목적함수가 변화될 때에 이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

론하였으며 설계변수에 대한 상관 관계가 적고 LCC 최적설계 결

본 연구에서는 철도 이용자 비용 모델은 사고로 인한 시간 지연

하였다. 1방향 탐색 기법은 황금 분할법을 적용하였으며, 최적값

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정기적인 교량관리 비용은 철도교량의

비용, 즉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 비용만을 고

=0.35일 때 잘 수렴하였다.

정기관리 대가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성

려하였다.

관계로 신뢰성에 기초한 파손 확률을 구하여 기대 복구비용을 추

분석에 의한 파손확률에 따른 기대 유지관리비용의 정식화는 식

(9)

(6)과 같다.

= 철도 이용자 비용, 열차 지연 손실 비용
(6)

=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형교 구성요소 j에 대한 유지
=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형교 구성요소 j에

로

= 노선별 승차 인원,

= 일일 평균 노선별 통행량,

=

노선별 차량지연 발생 확률, = 노선에 대한 인덱스, = 차량종
류에 대한 인덱스이다.

기대 LCC는 초기비용 뿐 아니라 구조물의 생애 주기 동안의 기

대한 시간 t에서의 유지관리 확률이다.

3.5 최적설계 알고리즘

3.3 기대 복구비용

다음 <그림 3>은 설계 단계에서의 신뢰성에 기초한 최적 설계 알

기대 복구비용은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형교의 생애 주기 동안

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최적화 모듈에서 구조해석 부분은 일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한계상태에 대한 파손 확률로부터 산정할

적인 구조 응답을 얻기 위한 구조물 동적 해석과 교량-궤도 상호

3.1 초기비용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파손 확률은 일반적인 교량의 사용 환경에

작용을 고려한 시간 이력 해석부분을 설계 변수와 연동시켜 따로

초기 비용은 식 (5)와 같이 정식화 할 수 있다.

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대 복구비용을 고려한다는 것

분리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 이는 최적화 과정 중에 구조해석을

은 보험비용의 개념으로 비용 분석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수 수행하여야 하는데, 해석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이에

복구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타당한 영역이 상당히 좁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로, 최적화

= 인적 혹은 물질

관리비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한계상태를 고려한 기대

추가로 1방향 탐색을 수행하였다. 비록 이 기법이 일반적으로 1
방향 탐색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본 연구는 많은 제약 조건에 의

식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형교의 총
대 유지관리비용과 휨 및 전단 피로 등에 의한 사용성 및 안정성

및 강도 한계 상태의 제약 조건들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량-

= 한계상태 k에 대한 복구

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지 관리 비용이 설계 변수에 따라 영향을

에대

= 할인율이다.

다. 신뢰성 해석은 응답면 분석기법(RSM; Response Surface

관리비용과의 상관 관계는 일반적으로 미약하고 판단하였다. 그

유지 관리 이력이나 보수 보강을 시행한 자료가 국내에는 없는

3. 고속철도 교량의 최적설계 정식화

에 대한 파손확률과 직·간접 복구비용을 이용하여 식 (7)과 같

비용,

대한 내력을 이용하여 변형된 구조 시스템의 기하강도 매트릭스

함으로써 구조 시스템을 선형해석 모델로 치환하며, 전체 계가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구조해석을 수행하도록 하였

k = 한계상태에 대한 인덱스,

로 분할하고, 각 하중단계의 시점에서 현재의 기하 좌표와 그에

즉, 각 하중 단계에 대해서 강성도 매트릭스와 하중 벡터를 제어

(Melchers, 1987). 이러한 기대 복구비용은 고려된 한계상태 k

<그림 3> 최적설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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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는 <그림 6>과 같이 거더의 플랜지 두께(

4. 소수 주거더 교량의 최적설계

는 Case-B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4.1 개요

먼저, 생애주기비용에 기초한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LCC 정식화에 의해 고속철도 소수

함수를 이용 목표치 설정에 필요한 변수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

(

,

), 복부판의 높이( ) 및 두께(

간격( ) 및 가로보 플랜지 길이(

,

)및폭

), 그리고 가로보의 배치

), 가로보 플랜지 두께(

)등

이 설계변수로 고려되었다.

주거더 교량의 설계 단계 총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신뢰

른 유지관리비용 및 파손 확률에 의한 개축비용 등을 언급한 후

성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초기비용의 산정에서는 강재에 따른

최종적으로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례

4.3 결과 및 고찰

단위 시공비용의 단가를 고려하여, 소수 주거더 교량의 실제 비

검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량-궤도 상호작용과 고속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량과 궤도의 상호작용과 차량의 동적 영향

용 및 최적설계시의 초기비용을 분석하였으며, 기대 유지관리비

열차 주행에 따른 동적 거동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의 효율성을

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설계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교

용, 그리고 기대 복구비용 분석을 위한 신뢰성 해석에 대해 기술

<표 2>와 <표 3>에 제시된 기존 설계들과 비교 분석 하였다.

하였다. 특히 간접비용의 산정에서는 피로 및 열화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구조물의 성능의 약화 및 파손 확률을 고려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철도 이용시 사고나 유지보수로 인한 차

량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계 방법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5> 강합성 소수주형 교량의 단면

4.2 적용 대상 구조물

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및 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와 같이 50m 길이의 고속철도 소수 주거

은 설계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더 교량이 총 5경간(5@50m=250m)에 걸쳐 연결된 교량을 선택,

량 지연 및 이에 대한 손실비용을 분석하였다.
앞 절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된 사례

제안된 최적설계 방법은 기존의 재래식 설계, 초기비용 최적 설

해석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교량의 일반사항은 <표 4>

교량의 신뢰성 해석을 이용하여 기대 복구비용을 고려한 생애주

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5>는 대상교량의 단면도이다.

기비용 최적설계가 기존의 재래식 설계에 비하여 거더의 형고를

를 이용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Case-A와 형고 제약이 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반면에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LCC 최적설계에 비하여 형고를 약간 증가시켜 파손 확률을 감소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설계 민감도 분석에서 거더의 높
이가 설계 변수 중 가장 민감하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설계 변수

<그림 4> 대상 교량의 경간 구성

Case ID

일반적인 경우의 Case A에 대하여, 교량-궤도의 상호작용만을

<표 4> 적용 대상 교량의 제원

<표 2> LCC 최적설계에서 고려된 Case A
설계방법

설계근간

Case A-I

재래식 설계

기존 실무적용 설계(허용응력설계법)

Case A-II

초기비용 최적설계

(허용응력설계법)

Case A-III

교량-궤도 상호작용 및 교량 동적영향을 미 고려한 LCC 최적설계

Park’
s 연구(허용응력설계법)

Case A-IV

교량-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동적영향을 미 고려한 LCC 최적설계

Lee’
s 연구(허용응력설계법)

Case A-V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동적영향을 고려한 LCC 최적설계

본 연구 제안 최적설계(허용응력설계법)

<표 3> LCC 최적설계에서 고려된 Case B (거더높이 H=3.8m)
Case ID

설계방법

설계근간

Case B-I

재래식 설계

기존 실무적용 설계(허용응력설계법)

고려하고 차량의 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LCC 최적설

교량형식

고속철도 강합성 소수 주거더교량

교량 연장(m)

50m

교량 폭(m)

12.6m

설계 궤도 수

복선형

Case A-IV의 초기비용은 34.4억원이고, Case A-V의 초기비

사각

90°

용은 39.6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차량의 동적 작용을 고려하지

도상

콘크리트도상

않은 경우의 초기비용이 동적 작용을 고려한 경우의 초기비용에

수직보강재 설치 간격

1.7m

비하여 13%정도 더 경제적이나 기대 유지관리비용 및 기대 복구

횡방향 가로보의 설치간격

6m~8m

설계 하중

HL 표준 호남열차 하중

설계방법

주형-WSD , 바닥판 슬래브-LRFD
강종

계(Case A-IV)와 교량-궤도 상호작용과 동적 영향을 동시에 고
려한 경우의 LCC최적설계(Case A-V)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용이 각각 20%와 59%가 더 크게 산정되어 기대 LCC 비용이
2.2% 더 크게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교량-궤

SM520 (주 부재)

도의 상호작용만을 고려하고 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SM490 (중간 가로보),기타(SM400)

교량의 기대 유지관리비용 및 복구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

Case B-II

초기비용 최적설계

(허용응력설계법)

Case B-III

교량-궤도 상호작용 및 교량 동적영향을 미 고려한 LCC 최적설계

Park’
s 연구(허용응력설계법)

인장강도(

)

량의 실제 거동에 의하여 파손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궤도부분

Case B-IV

교량-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동적영향을 미 고려한 LCC 최적설계

Lee’
s 연구(허용응력설계법)

허용응력(

)

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유지관리 및 기대 복구비용이 발생하게

Case B-V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동적영향을 고려한 LCC 최적설계

본 연구 제안 최적설계(허용응력설계법)

탄성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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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의 최적설계

·지하철 객실 공기정화장치(SCAP) 개발 현황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의 개선 방향

·다지형 침목(GLORY Tie)의 개발과 현장성능 평가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기술개발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의
최적설계

된다. 그러므로 교량-궤도 상호작용과 동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

·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사례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경우가 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경제적일 뿐

형고 제약이 있는 Case B에 대하여, 교량-궤도의 상호작용만을

만 아니라 교량에 대한 추가적인 유지관리 및 복구비용을 절감시

고려하고 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LCC 최적설계

킬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량-궤도 상호작용과 동적

(Case B-IV)와 교량-궤도 상호작용과 동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의 LCC 최적설계(Case B-V)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Case

신뢰성이 부족하여 기대 복구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설

B-IV의 초기비용은 34.4억원이고, Case B-V의 초기비용은

계이므로 구조물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생애주기비

36.1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만 고려한 경우의 초기비용

용 최적설계가 수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상호작용 및 동적 영향을 고려한 경우의 초기비용에 비하여
5%정도 더 경제적이나 기대 유지관리비용 및 기대 복구비용이

<표 5> Case A별 최적설계 결과

각각 9%와 56%가 더 크게 산정되어 기대 LCC 비용이 7% 더 크
단위

Case A-I

Case A-II

Case A-III

Case A-IV

Case A-V

게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교량-궤도의 상호작

거더 높이 (H)

m

3.8

3.4

3.6

3.5

3.6

용만을 고려하고 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교량의 기대

가로보 길이 (D)

m

6

6

6

6

6

유지관리비용 및 복구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량의 실제 거
동에 의하여 궤도의 판손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궤도부분에 대

CASE ID

상부플랜지

설계 그룹

길이(bft)

1/2/3

cm

100/120/100

100/120/100

100/120/100

100/130/100

100/130/100

두께(tt)

1/2/3

mm

50/60/50

46/62/46

52/64/52

53/63/53

49/65/49

1/2/3

mm

35/35/35

30/30/30

42/42/42

40/40/40

42/42/42

길이(bfb)

1/2/3

cm

100/130/100

90/110/90

100/130/100

100/130/100

100/130/100

두께(tb)

1/2/3

mm

60/80/60

56/78/56

65/85/65

63/82/63

60/86/60

길이(bfc)

4/5

cm

160/35

152/28

165/35

164/37

168/34

5. 결론

4/5

mm

복부판 두께 (tw)
하부플랜지
가로보

비용
(백만원)

5.0/2.5

4.3/2.0

5.5/2.6

5.2/2.6

5.5/2.8

국내외적으로 고속철도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

2,885.1

3,935.7

3,441.5

3,965.2

주거더 교량의 현행 설계방법은 교량구조물과 궤도의 상호작용

기대 유지관리비용

1,056.8

1,266.9

863.3

918.1

730.4

및 차량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별개의 것으로 고려하여 최적설

기대 복구비용

1,431.7

1,658.6

500.4

889.1

365.2

기대 피로보강비용

116.5

518.2

83.7

77.1

15.7

6,227.3

6,328.8

5,583.1

5,325.8

5,217.5

계가 아닌 단순하게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검토로 수행되어 왔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량-궤도 상호작용 및 동적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통하여 궤도구조 안전성 및 동

<표 6> Case B별 최적설계 결과

적 안전성 검토 →단면 결정 →정적 안전성 검토의 순으로 설계
단위

Case B-I

Case B-II

Case B-III

Case B-IV

Case B-V

방법이 변경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율

거더 높이 (H)

m

3.8

3.8

3.8

3.8

3.8

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래식 설계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어진

가로보 길이 (D)

m

6

6

6

6

6

단순 5경간 250m 교량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CASE ID

상부플랜지

설계 그룹

길이(bft)

1/2/3

cm

100/120/100

100/120/100

100/120/100

100/130/100

100/130/100

두께(tt)

1/2/3

mm

50/60/50

46/62/46

53/58/53

49/60/49

53/59/53

하부플랜지
가로보

비용
(백만원)

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3

mm

35/35/35

32/32/32

34/34/34

34/34/34

34/34/34

1) 본 연구에서는 교량-궤도 상호작용 및 교량-차량 상호작용을

길이(bfb)

1/2/3

cm

100/130/100

90/120/90

100/130/100

100/130/100

100/130/100

동시에 고려한 최적설계를 제안하였고, 이 제안된 설계가 기존의

두께(tb)

1/2/3

mm

60/80/60

56/83/56

60/79/60

60/78/60

60/79/60

재래식 설계, 초기 비용을 최적화한 설계, 교량 구조물과 궤도간

길이(bfc)

4/5

cm

160/35

152/28

162/35

158/34

164/35

두께(tc)

4/5

mm

5.0/2.5

4.3/2.0

5.0/2.2

4.8/2.5

5.0/2.1

초기비용

3,622.3

3,285.1

3,596.1

3,441.6

3,608.7

기대 유지관리비용

1,056.8

1,614.9

1,238.1

1,247.9\

1,147.8

기대 복구비용

1,431.7

2,018.6

995.9

1,139.4

730.4

복부판 두께 (tw)

기대 피로보강비용
총기대 LCC(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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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740.2

646.0

596.8

521.7

6227.3

7,658.8

6,476.1

6,425.8\

6,008.6

최적설계보다 단면의 증가로 초기비용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구조물계의 신뢰성 확보에 의하여 기대 유지관리비용과 복구비
용을 감안할 경우 생애주기비용에서 경제적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3,622.3

총기대 LCC(백만원)

향을 고려한 LCC 최적설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LCC

한 추가적인 기대 유지관리 및 기대 복구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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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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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ori, Y., and Ellingwood, B.R.(1994),“Maintaining Reliability
of Concrete Structures. I: Role of Inspection/Repair”
,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Vol. 120, No. 3, March
1994, pp. 8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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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선임연구원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륜궤도연구실(karisma2k@krri.re.kr)

10. UIC(2001), Track/bridge interaction recommendation for
calculations. 774-3 R

김대상 책임연구원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륜궤도연구실(kds@krri.re.kr)

11. Van, M.A.(1998),“Stability of Continuous Welded Rail
Track”
, Delft Geotechnics.
12. Vanderplaats, G. N. (1986).“ADS: A FORTRAN Program
for Automated Design Synthesis. Engineering Design
Optimization”
, INc, Santa Barbara, California, 1986.

1. 서론

2. 국외 철도용품 인증체계 현황

철도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품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철도시스템은 차량시스템, 궤도토목시스

13. Wen, Y.K. and Kang, Y.J.(2000),“Minimum lifecycle cost
structural design against natural hazards”
, Structural
Research Series No. 629,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설계 및 이론적 검토를 통한 검증~실내실험을 통한 성능의 검증

템, 전철전력시스템, 신호통신제어시스템의 4개 시스템으로 구분

~현장부설시험을 통한 성능의 검증이라는 3단계의 검증절차를

될 수 있으며, 각 서브시스템의 하위에 다양한 형태의 용품

통해, <그림 1>과 같이 해당용품의 성능이 검증된다. 이러한 요구

(product), 용품의 조합체인 모듈(Module)등이 위치하게 된다.

성능(required performance)의 검증(verification)작업이 정형화

따라서 성능검증/인증의 대상은 때로는 단품 형태의 용품이 될

된 법 또는 규정체계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수도 있으며 모듈, 시스템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

14. 한국철도시설공단(2008),“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 : 노반편”
15. 류연선(1992),“ALM-BFGS 알고리즘을 이용한 혼상방파제의
최적 단면 설계에 관한 연구”
, 대한토목학회, 제12권, 제1호,
pp.197-205

절차/체계를 인증(certification)절차/체계라고 명명하게 된다.

국외의 경우, 철도용품의 인증체계는 각국의 법, 기관 등과 연관
되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4개 서브시스템 및 하

16. 박미연(2007),“강건최적화 기법에 의한 고속철도 소수 주거더
교량의 LCC효율적인 최적설계”
,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위 분야별로도 각국의 인증체계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17. 이종순(2008), 구조물-궤도 상호작용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
의 신뢰성 최적설계, 박사학위, 한양대학교, pp.173

TSI-EN에 대한 내용과, IRIS 인증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궤도

고에서는 대표적 국외 인증체계로서 범유럽에서 통용되고 있는
분야의 예로서 독일의 콘크리트궤도 인증체계에 대한 내용을 약
술하였다.
<그림 1> 철도기술(용품/시스템)의 검증

철도차량을 포함하는 국내 철도용품의 성능인증체계는 2011년
현재,“철도안전법의 개정”
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국외 철도용품의 인증체계 및 관련규격 현
황과 국내 철도용품의 인증체계 및 관련규격 현황을 먼저 소개하
고, 국내 철도용품의 인증과 관련된 현재의 이슈들을 검토하였으
며, 특히“철도안전법의 개정”
으로 대표되는 국내 철도용품의 성
능인증체계 개선방향과 이와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현
황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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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럽 표준화 위원회 (CEN)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약칭
‘CEN’
)는 전기와 통신을 제외한 분야를 담당하는 유럽 13개
국의 표준화기관이 참가하여 1961년에 창설되었고, 1982년부터
는 전기분야 담당의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약칭
‘CENELEC’
)와의 공동체제로 되어있다. 더욱이 통신의 분야는
1988년에 유럽위원회(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약칭
‘EFTA’
)사무국에서 유럽전기통신표
준화기구(영어명: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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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HEMES
▶▶▶

04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의 개선 방향

·지하철 객실 공기정화장치(SCAP) 개발 현황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의 개선 방향

·다지형 침목(GLORY Tie)의 개발과 현장성능 평가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기술개발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의
최적설계

·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약칭,
‘ETSI’
)를 정식으로 인정하여 이 기구가 그 분야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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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럽표준규격(EN) 현황

고 있다.

항목

규격번호

CEN은 근본적으로 범유럽을 대상으로 일관된 표준규격과 사양

Rail

EN 13674-1~4

Vignol rail(평저레일), switch and
crossing rails, check rail 등

Fastening
Systems

EN 13146-1~9
EN 13481-1~8

Test method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fastening systems

의 개발·보수·배포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이며, 관련
규격으로서 유럽규격(European Standard, 약칭
‘EN’
)을 제정
하고 있다. EN규격은 유럽 각국 상호간 열차운용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된“TSI (Technical Specification for

가 강제적 규정이라면, EN은 권고(recommended) 규정이라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1>은 궤도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EN규격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2 IRIS(International Railway Industrial Standard)
인증체계
IRIS인증은 UNIFE(유럽철도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협의
체 중심의 철도용품 품질인증제도로서 철도용품과 시스템의 공

용품/시스템에 대한 경쟁력 있는 산업체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과정은 신청자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품질향상 및 부적절한 업체의 시장진입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국

EBA는 설계검증과 필요한 경우 실내 시험 등을 거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궤도 공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의 운행선 시험자

Test methods and performance
EN 13230-1~5 requirements for concrete
sleepers and bearers

격(In-service test admission)을 발급한다. 이 자격을 획득한
정기간1)의 운행선 시험(In-service test)를 통과하면 EBA에서

Switches and
Crossings

Definitions, requirements for
geometric design, requirements for
wheel/rail interaction, actuation,
EN 13232-1~9
locking and detection, switches,
crossings with moveable parts,
expansion devices, layouts

이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EN규격의 경우에는 권고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에서 준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에

관여 여부와 관여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국외의 경우 해당

Railway Authority, 이하‘EBA’
)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능검증

Sleepers and
Bearers

Interoperability)”
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주목적으로 하
는 성능중심의 규격(Performance based Standard)으로서 TSI

주요 내용

있다. 이때 성능평가는 Eisenbahn-Bundesamt (Federal

Welding
Track
geometry
quality
Track
alignment
design
Acceptance
of Works

prEN
14587-1~5

판단된다.

시스템 개발자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시험부설을 시행하고 일
는‘일반승인’
(General admission)을 발급한다.
만일 이미 이‘일반승인’
을 받은 공법과 비교를 통해 판단이 가
능하거나, 운행실적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안전 기술적 요소
에 영향이 적은 설계변경이 포함되는 경우(special case)에는 운

Flash butt welding of rails

Track geometry quality
EN 13848-1~2 (characterisation of track geometry,
Track recording vehicles)
ENV 13803-1~2

가보다는 민간협의체 중심의 인증체계가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Track alignment design
parameters

영시험 없이도 부설허가(building allowance)증을 발급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경된 개별요소에 대해 별도의 동의(ZiE)

<그림 2> 독일의 궤도 성능검증 체계

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EBA에서 담당하는 성능검증단계이고, 이후 실제 본
선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운영기관, 즉 customer인

prEN 13231-1~3 Acceptance of works on track

DB에서 담당하고 있다. DB는 EBA의‘일반승인’
을 획득한 공법

급체계 개선을 통한 철도용품의 품질 및 신뢰성 향상에 주안점을

에 대해 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사항 외에도 유지보수, 건설비용

두고 있다. ISO9001을 기본으로 하여 철도용품의 Cost, Risk,

2.3 독일의 콘크리트 궤도 인증체계

및 시공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Customer certification을

RAMS, LCC 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

현재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콘크리트궤도 부설 실

발급한다.

며, UNIFE에 의해 승인된 인증기관(현재 14개 기관)에 의해 예

적을 가지고 있고, 퀼른-프랑크푸르트 고속철도의 경우 전 구간

비~인증~감독~갱신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을 콘크리트 궤도로 부설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콘크리트 슬래브

2007년 11월 IRIS 표준의 제정 이후, 2009년 6월까지 주로 차량

궤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궤도 성능검증 체계를 구축하여온 결

2.4 국외 인증체계의 시사점

차량을 포함한 국내 철도용품의 인증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분야의 용품/시스템에 대해 244개의 인증서가 교부된 바 있으

과 독일은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검증체계를 구

전술했던 바와 같이 국외 철도용품의 인증체계는 국가별로 공통

철도안전법에 기초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며, 2010년 기준으로 5개 대륙 23개 국가에서 500여개의 관련

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적 특징과 동시에 개별적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 공통적 특징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

은 용품의 개발자/생산자(Maker or Manufacturer), 인증을 수

철도와 일반철도는 차량과 인프라 등으로 구분하여, 차량의 경우

행하는 인증기관(Certification Organization), 용품을 사용하

에는“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을 통해 부품~구성품~완성

는 사용자(User or Operator), 이상 3자를 주체로 각각의 역할

차에 대한 성능시험과 함께 종합시운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

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며, 개별적 특징은 인증에 대한 국가의

프라 등에 대해서는“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을 통해 용품

기업들이 IRIS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작사 자체와 생산용
품의 품질에 대한 민간협의체 주관의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업체(봄바르디아, 알스톰 등) 중심의 적극적 참
여로 인해 인증제도의 시행 이후 철도차량 중심으로 유럽지역에
서 일종의 필수인증 형태로 인식되어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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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일은 콘크리트 궤도를 비롯한 고정식 궤도(슬래브궤도)의
성능요구조건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요구사항목록(Anforderungskatalog Feste Fahrbahn, 이하‘AKFF’
, 2002년 3rd
ed. 발간) 인 콘크리트궤도 기술규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성능검증은 설계 검증(Design verification), 실내 성능검증 등
의 검증과정과 운행선 시험(in-service test)로 나누어 실시하고

52

<그림 3> 국외 인증체계의 수행주체 및 역할 분담

이상 독일의 궤도 성능검증 체계를 <그림 2>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3.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 현황

1) 200km/h 이상에 적용하는 궤도는 3년(3회의 여름-겨울 반복), 누적통과톤수 1.5억톤 이상
200km/h 미만에 적용하는 궤도는 2년(2회의 여름-겨울 반복), 누적통과톤수 0.75억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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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기술개발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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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사례

자체의 품질인증과 함께 용품을 제작하는 제작사의 제작능력 및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외관/치수/재료/제조 등

대해서만 관리하는 형태로 변화 3) 국외에서 도입되는 용품/시스

체계와 관련된 제작사 인증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일종의 제작규격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바 대상용품의

템에 대해서도 국내 인증체계/절차에 의한 인증을 의무화하되 국

소위 4대 기준으로 불리우는 표준규격, 안전기준, 용품 품질인증

소요성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험

가간 상호인정협약에 의해 미리 인증된 용품/시스템에 대해서는

요령(권고 형태), 성능시험기준(의무기준, 강제)에 준거하여 차량

항목/방법/절차/기준값 등을 표준화하는 형태의 이른바 성능중

인증을 면제한다는 것 등이다. 2011년 현재“철도안전법”
의 개정

과 인프라 등에 대한 인증이 시행되고 있다.

심규격(performance oriented standard)으로의 성격 전환이

은 국토해양부 용역으로 교통연구원에서 진행중이며, 5월 경에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중이다.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의 세부 시행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용품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품질인증 대상자가 일련의 서류를 갖

- 용품인증의 국가적 구속력 부재 :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행

이러한 개정방향성은 다양한 형태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춰 공인 품질인증기관에 인증의뢰를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기술/

인증체계에 기반하여, 해당 용품의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

바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관련기관(제작업체, 건설기관, 운영기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반서류의 적정성(핵심이 되는 부분은 품질

증의 실질적인 효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즉, 현재로서는 인

관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개정작업과 병행고 있으며, 특히 2)

인증 대상자가 제출하는 품질시험 기준(안) 및 해설서에 있으며,

증용품에 대한 건설/운영기관의 사용 여부가 건설/운영기관의

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품질시험기준이 철도표준규격(한국산업규격 또는 단체표준 등)으

자체적 판단에 의존하는 바, 대상용품을 실제로 제작/납품함으

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면 됨)을 검토한 후 인증

로써 목표이윤을 구체화하려는 제작업체로서는 비용/시간/노

을 시행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림 6>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 프로세스(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4.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의 이슈와 개선방향성
: 철도안전법 개정과의 연계
전술했던 현행 국내 철도용품의 인증체계는 체계 자체와 그 시행

력을 들여 인증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득이 없음에 인증 자
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시험규격을 통해 성능인증을 시행해
야 함. 이 경우 현재 준용되고 있는 국내규격인 KRS, KRCS,
KRT, KS와 국제규격인 EN, IEC, ISO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방

상에 있어서 몇 가지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상술하면 다음

향으로의 규격정리 및 재정립이 필요. 다만 새롭게 정립되는 국

과 같다.

가시험규격으로 건설/운영기관의 특이 고려사항(환경적, 운영
적 특수성 등)에 대한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시험규격을

-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의 이원화 : 상위법 개념인 철도안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첨가한 자체규격을 건설/운영

법과 특별법 개념인 도시철도법에 의해 이원화된 규제 형태를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용품/시스템의 구매/발주시 적

갖고 있으며, 실제 인증에 주로 적용되는 규격 역시 대표 규격

용할 수 있도록 자구책 강구

인 철도용품 표준규격(KRS)와 도시철도 분야에 적용되는 도시

<그림 4> 철도안전법에 의거한 차량 및 인프라 등의 인증

- 국가가 관리(국토해양부장관 령으로 별도 고시)하는 용품/시스

철도용품품질인증기준(KRT)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

- 또한,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용품/시스템에 대해서는 역시 건

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체계 단일화가

설/운영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규격을 작성하여 용품/시스템의
구매/발주시 적용할 수 있도록 자구책 강구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국내 철도에 적용되고 있는 국내규격 및 국제규격의 개요

전술했던 제도적인 변화와 연계하여 가장 시급하게 정리되어야

- 국가시험규격의 혼재 : 전술했던 KRS와 KRT 외에도 지경부

<그림 5> 도시철도법에 의거한 차량 및 인프라 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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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에 KS가 있으며, 실제로 용품의 성능검증에 있어서 분야

전술했던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할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

에 따라 ISO, EN, IEC, JIS 등 다양한 국제규격이 준용되고 있

는 2010년 말부터“철도안전법”
의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는“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필수/핵심적인 용품이 무엇인가?”
라는

는 상황이며, 공단/공사/지하철 운영기관 등의 경우 자체적으

개정방향은 크게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1)“도시철도법”
에

점이며, 또 하나는“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필수/핵심적인 용품에

로 다양한 형태의 구매규격 및 관련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포함된 차량 및 용품의 인증부분을 삭제하고 이를“철도안전법”

대한 성능인증을 어떠한 규격을 적용하여 인증할 것인가?”
라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분야의 국가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으로 일원화 2) 차량 및 용품의 성능인증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목적으로 현재 철도기술연구원에

KRS(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경우에는 기존에 철도청에서 개별

시키고, 인증된 용품에 대해서만 건설/운영기관의 사용을 의무화

서는 국토해양부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기획연구과제로서“철

용품의 구매규격으로 관리되어 오던 것이 국토부 대행기관으

시키되 모든 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강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용품 실내/현장 시험기준 정립 및 용품성능 인증체계 개선 연

로서 철도연이 이관받은 이래로 부분적인 개정 및 제정작업이

국가가 기본적인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필수/핵심적인 용품에

구 기획”
과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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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5. 철도안전법 개정방향과 연계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진행현황 및 전망 : 철도용품 실내/현
장시험기준 정립 및 용품성능 인증체계 개선
연구 기획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사례

목, 시험방법, 시험절차, 사용장비(시험장비 및 계측설비 등)의

시험규격 구체화이고, 이와 동시에 국고로 구축되는 종합시험선

최소사양, Pass/Fail의 기준값 등을 구체화된 형태로 정립

로의 활용성 제고에도 다양한 형태의 고민과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로 인해 유명무실
하게 적용되어 왔던 현장부설시험 부분을 대상용품/시스템의

“철도안전법”
개정과 연계된 기획과제의 핵심목표는“철도안전

성격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
을 통해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용품/시스템을 정의하고,

는 현장시험의 구체적인 항목, 방법, 절차, 사용장비(센서류

정의된 용품/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국가시험

등), 기준값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6. 결론 및 제언
철도 용품/시스템의 성능인증은 국가기반시설인 철도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작단계에서부터 확보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규격의 정립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다.

있으며, 특히 현재 철도안전법의 개정방향은 그동안 부설/적용실

철도자체가 복합시스템인 바, 차량, 궤도, 노반, 구조물(교량/터

적을 기준으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도입되어 오던 국외 제작품

널), 전철전력, 신호통신, 환경(소음진동) 등 총 7개 분야로 구분

<그림 9> 기획연구과제의 흐름도

하여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용품

기술 및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한다는 특징과 함께, 비교적

/시스템의 정의가 이뤄져야하며, 특히 대상의 정의는 단품

실효성없이 진행되어 왔던 철도용품의 인증을 강제화하고 인증용

(component or product)에서부터 단품이 조합된 핵심 모듈

품의 적용/사용을 의무화한다는 주관부처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

(core module), 모듈이 조합된 서브시스템(subsystem)까지 확장

내고 있다. 시험규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산재해왔던 규격을 정

될 수 있다. 현재, 철도연에서는 이러한 목표 하에 전술했던 7개
분야별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용품/시스템의 대상을 선정 중이

들에 대해 국내 검증체계에 의거한 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자국

리하고,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인 성능중심규격으로의 성격전환을
<그림 8> 핵심용품의 선정과 국가시험규격의 작성 예(궤도분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며, 특히 선정된 용품/시스템의 개별특성에 기초하여 성능검증을
위한 국가시험규격의 특성(실내시험만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실

전술했던 목표의 수행을 위해 현재 기획연구과제는 <그림 9>와

내시험과 현장시험 모두를 적용해야 하는지 현장시험만으로 검증

같은 연구흐름으로 진행중이며, 기획연구과제와 기획연구를 통해

정책전환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용품/시스템에 대
<그림 10> 기획연구과제와 모사업의 비교

이 가능한지의 여부)을 판단 중이다.

도출되는 모사업의 목적 및 핵심내용은 <그림 10>과 같다.

용품/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한 국가시험규격의 재정립 방향은

기획과제의 연구흐름을 상술하면 우선 국외 인증체계에 대한 현

타당하고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규격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이해

다음과 같다.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용품/시스템에 대해서만 국

황 분석과 국내 인증체계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인

관계에 의해 민원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심도있는 기술

가시험규격을 정립하되, 기존의 규격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

증체계의 개선방향성을 도출하였으며, 착수보고회 이후 국내 개

적 검토를 통해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건설/운영

로운 규격을 정립하는 것은 실무 차원에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소

선방향에 대한 7개 분야 28인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관의 자체 규격 작성 및 적용에 관해 철도연과 같은 정부 출연

모적인 작업이 될 수 있기에 몇 가지 원칙을 정립하였다.

수행하였다. 현재는 7개 분야 참여연구원을 중심으로 국가가 관

연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철도분야의 대표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KRS(철도용품 표준규
격)에 기반하여 국가시험규격을 재정립하되, 기존의 KS, KRT,
EN, ISO, IEC 등, 현재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국내/국제규격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형태로 정리

리해야 하는 분야별 용품/시스템의 대상 설정이 진행중이며, 대
상(안)에 대한 외부(약 450명) 및 철도연 내부(약 200여명)전문가

참고문헌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역시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 이후 모사업
과 연계하여, 설정된 분야별 용품/시스템을 기준으로 국가시험규

<그림 11> 오송 종합시험선로(2015년 구축완료 예정) 개념도

격 재정립에 소요되는 기간, 예산, 추진체계, 경제/기술적 타당성
추정 등의 후속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4월 중순경 모사업의 RFP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현장부설시험 규격은 2015년 구축완료

KRS를 EN과 같은 형태의 성능중심규격(performance based

설정이후, 대규모의 공청회 개최를 계획중이고, 공청회 결과를 반

예정인 종합시험선로를 주 대상으로 작성될 것이며, 가장 중점을

영하여 5월 초 기획과제가 종료될 예정이다.

두는 부분은 현장부설시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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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복합소재의 우수한 진동 감쇄성능에 의해 소음저감효과가

<그림 4>는 금속재 대차프레임과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적용시 휠

탁월하며, 복합소재 프레임의 우수한 탄성(elastic properties)에

/레일의 접촉점에서 동적횡력(lateral dynamic force)을 속도대

의한 비틀림 유연성(torsional compliance)에 의해 부가적인 유

역별로 비교한 것이다.

압 뎀퍼(hydraulic damper) 없이도 330km/h의 고속주행에서도

윤혁진 선임연구원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구조연구실(scipio@krri.re.kr)

탈선방지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독일의 경우 대차시스

김남포 책임연구원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행추진연구실(npkim@krri.re.k)

템은 MAN GHH Schienenverkehrtechnik GmbH에서 제작하
였으며, 복합소재프레임은 군용 항공기 제작사인 Eurocopter
Germany GmbH에서 제작하였다. 그리고 관련 기술개발 예산은

1. 서론

현재 초경량 대차프레임 개발기술은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철도

독일 과학기술부(Germany's Ministry of Science and

최근 철도차량은 최고속도 300km/h이상의 고속화를 지향하는

선진국에서 연구진행 중이며, 향후 초고속 및 친환경 신에너지

Technology)가 이를 지원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복합소재 대차

추세이며, 특히 2007년 프랑스 고속열차인 TGV는 최고시속

열차 개발시 선 확보되어야 하는 차량 경량화의 핵심기술 중의

프레임은 독일연방철도(German federal railway)에 의해

570km/h이상에 도달하였으며 국내에서도 400km/h급 차세대

하나이다. <표 1>은 복합소재를 대차프레임에 적용할 경우 장점

ICE(Intercity express)에 적용되어 600,000km 실차시험을 수

고속열차 및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개발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을 나타낸 것이다.

행하여 안전성 확인하였다. <그림 2>는 독일에서 개발한 복합소

철도차량의 고속화를 달성하기 위해 차량 경량화는 필수적인 요

<표 1>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장점

재 대차프레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최대횡력(3sigma value) VS 운행속도

구조건이다. 차량 경량화는 에너지 비용절감 및 궤도 부담력 감

주요특성

소를 통한 레일 마모량을 감소시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에 기여

경량화(lightweight)

30% 경량화 가능

한다. 대차의 경우 전체 차량무게의 약 35~40%를 차지하는 고

단순화(simple)

무현가장치 구현가능

프레임이 경량화될 경우 횡력이 기존 금속재 대차프레임 적용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장점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대차프레임을 복합소재로 제작하여

내피로성(Durability)

금속재 대비 우수

에 비해 상당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약 300km/h속도에서

소음저감(noise reduction)

소음저감특성 우수

는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이 금속재 대차프레임에 비해 약 40%정

경제성(cost)

유리섬유 적용시 가격경쟁력 우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대차 경량화를 위해서는 프레

내부식성
(Resistance to corrosion)

부식에 대한 저항성 우수

임의 경량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차프레임의 경량화는 경량

재활용성(Recycle)

유리섬유 적용시 100% 재활용 가능

중량 부품이다. <그림 1>은 신칸센 300계 열차의 중량분포를 나
타낸 것으로 이 경우 대차의 무게는 차량 무게의 약 37%에 이른
다. 이러한 대차의 무게중 대차프레임의 경우 대차 전체 무게의

화시 효과가 크고, 대차 프레임의 중량 감소는 선로 부담력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차프레임 경량화는 에너지 비용 및 선
로유지보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기술(Rail-friendly

도 횡력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독일에서 개발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모습

제작기간단축
RTM(Resin Transfer Moulding)기법 적용시
(Reduction of time to market) 대량생산 및 제작시간 금속재 대비 단축
제작공정(Number of
manufacturing process)

일체성형을 통한 제작공정 감소

technology)이다.

2.2 프랑스

<그림 3>은 금속재 대차프레임과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을 적용했

프랑스 Alstom사에서도 A-TER project에 의하여 유리섬유

을때 속도에 따른 주행안정성에 대한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복합소재를 적용한 대차프레임을 개발하여 기존대비 약

금속재 대차프레임의 경우 약 250km/h의 속도까지 안정성을 확

30%(500kg/대차당) 경량화를 구현하였으며, 대차의 사이드프레

보할 수 있으나 복합소재 대차프레의 경우에는 약 350km/h까지

임을 판스프링형상으로 제작하여 1차 현가장치 기능 수행하는 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2-4].

현가대차를 구현하였다.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1차 시제품이
2002년 제작 완료되었고, 2003년에 프랑스 Virty에 있는 SNCF

2. 해외개발사례

시험소에서 bench test를 수행하였으며, 복합소재 사이드 프레

2.1 독일

임에 대해 16x106회 피로시험을 통해 내구성을 확인하였다. 대차

최초의 복합소재를 적용한 대차프레임의 개발은 독일에서 진행되

시스템 구조 및 시험은 Alstom이 담당하였으며, 복합소재 프레

었다. 이를 위해 유리섬유 복합소재(glass/epoxy composite)를

임 설계 및 해석은 DDL Consultants에서 맡았다. 그리고 정동

적용한 대차프레임을 개발하여, 기존 금속재 대비 약 25% 경량화

적시험결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Optical measurements
lab of CEA/List에서 담당하였다. 주요시험으로는 내 충격시험과

를 구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대차프레임을 복합소재로 제작할
<그림 1> 신칸센 300계 열차의 중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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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내충격시험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프레임 자체에 자기조형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

3. 국내연구개발 현황

충격에너지가 120J, 200J, 250J, 300J 였으며 충격체의 형상별

한, 뛰어난 소음 감소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피로 수명은 약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전동차용 대차프레임

충격거동 고찰하였다.

107cycle at 0.9% strain 이다. <그림 8>은 복합소재 화차용 대

을 대상으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

차프레임의 구조해석 및 시험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구에서는 기존 대차프레임 대비 30%의 경량화를 목표로 하고 있

이상의 해외 사례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개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1 소재 선정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재를

<그림 5> 충격체 형상에 따른 복합재 프레임의 충격거동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 후보 재료를 선정하고 기계적

내피로 시험의 경우 피로시험 주파수는 UIC515-4기준에 근거하

특성, 소재비용 및 제작기법 등을 종합하여 최종 소재를 선정하

여 7Hz로 설정하였다. 응력수준은 27kN±8kN at 7Hz, 32kN±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SK chemical의

<그림 7> 화차용 대차프레임과 복합소재 화차용 대차프레임

10kN at 7Hz, 38kN±11kN at 7Hz였다. <그림 6>은 Alstom사에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서 개발중인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

정적인 기계적 특성은 <그림 9>와 같은 시편 시험을 통해 평가하

문헌 5].

였다.

<그림 10>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정적 기계적특성시험

시험결과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용 유리섬유 적층 복합재의 각 방
향에 따른 피로특성은 <그림 11>과 같이 경사 방향(warp
direction)의 복합재 시편에서 가장 우수한 피로특성을 확인하였
으며, 위사 방향(fill direction)의 경우 경사에 비하여 63%가량
의 피로한도에서의 강도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8> 복합소재 화차용 대차프레임의 구조해석 및 시험

<그림 6> A-TER열차의 복합소재 대차와 Alstom사의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적용대차

<표 2>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해외개발사례 요약
개발국
주요성능

독일

프랑스

영국

대상

ICE열차용
(300km/h급)

A-TER열차용

화차용

적용소재

GFRP

GFRP

GFRP

경량화율

25%

30%

50%

복합소재로 제작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작기법

-

RTM(resin
Transfer Moulding)

RTM

이 연구에서는 기존대비 약 50%의 경량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성능

·무현가시스템
·소음저감 우수
·내피로성 우수

·소음저감 우수
·내피로성 우수

·소음저감 우수
·자기조향기능
·내피로성 우수

100만km주행시험

16x106cycle

10x106cycle

2.3 영국
영국에서는 EUREKA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Eurobogie project에서 <그림 7>과 같은 화차용 대차프레임을

대차프레임이 자기조향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변형률
이 1%가 넘는 고변형률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대차프레임이 현

내피로성

<그림 9>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정적 기계적 특성시험

대차프레임의 경우 운행중 다양한 반복하중을 받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내피로성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선정된 소
재자체에 대한 피로내구선도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인장-압축 하중 피로시험(Fatigue Test)을 통한 피로수

가장치기능을 하는 구조로 현가장치가 필요없는 무현가 시스템을
사용한다. 금속재에 대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높으며, 허용 가능한

형상

파손모드(층간분리)를 지니고 있어 안전하다. 1톤/스틸프레임을
0.5톤/GFRP 프레임으로 교체하여 경량화를 이루었고,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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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기

1990경

2002~

<그림 11> 유리섬유/에폭시 적층 복합재의 피로선도

명을 평가하기 위해 EN ISO 13003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시험

2002~2011

을 통해 적층 복합재 시편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각 단계별 하

각 방향에 따른 적층 복합재의 피로특성은 위사, 0°
/90°
, 경사 방

중에 대한 시편 파단까지의 피로 수명을 나타내는 S-N 선도를

향의 순으로 우수한 피로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11>은

도출하여 피로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각 방향에 따른 적층 복합재의 피로특성을 최대응력에 대하여 나

인장-압축 하중 피로시험은 하중제어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하

타낸 것으로 위사방향의 적층 복합재에서 141.39MPa의 피로강

중비(R)는 -1로 선정하였고, 시험 주파수는 5Hz로 선정하여 시

도 값을 갖음을 확인하였으며, 0°
/90°방향의 경우 89.2MPa의

험을 수행하였다.

피로강도 값을 갖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사 방향 적층 복합재
에서 21.4MPa의 피로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경사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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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기술개발

·지하철 객실 공기정화장치(SCAP) 개발 현황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의 개선 방향

·다지형 침목(GLORY Tie)의 개발과 현장성능 평가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기술개발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의
최적설계

적층 복합재의 경우 일반 금속재 대차프레임 재질인 SM490A의
모재부 보다 우수한 피로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0°
/90°
방향 적층 복합재에서 SM490A의 용접부 피로한도인 70MPa 보
다 우수한 피로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대차를
구성하는 금속재질에 비하여 무게가 약 25% 가량인 적층 복합재

·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사례

시험에서 얻어진 변형률 데이터를 근거하여 응력값을 계산하고

·사각관 내부공간을 보조공기통으로 활용방안 연구 추진

이를 이용하여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적용되는 평균응력 및 응력

■ 사이드 프레임과 크로스 빔의 연결

진폭을 계산하였다.

·사이드 프레임과 크로스 빔의 연결부는 가장 취약부로 크로스
빔의 스킨부 적층이 사이드 프레임부를 서로 연결되어 하중을

<그림 16>의 a는 이렇게 구해진 응력값을 이용하여 Goodman선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

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6>의 a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분분의

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피로강도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
하면서도 뛰어난 경량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형상
전동차용 금속재 대차프레임은 일반적으로 SM490A소재로 내부
가 빈 박스형태의 용접구조로 제작되며 형상은 <그림 12>와 같은
H형상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개발중인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경우에도 기존 금속재와 유사한 형상을 갖는다.

응력값은 위사 방향의 피로한도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3.3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제작

사이드 프레임과 크로스 빔의 체결부에 부착된 변형률 게이지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은 기존 금속재 대차프레임과 다른 제작과

R8의 경우 위사 방향의 피로한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이 값

정을 거쳐서 제작되는데 각 단계별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복

역시 경사방향 및 [0/90]적층판의 피로한도 이내에 있다. 따라

합소재 대차프레임 제작의 첫 번째 단계는 보강 리브의 제작이
다. 보강리브는 레진인퓨전(resin infusion)기법으로 제작되는데

서, 위의 수직 및 비틀림 하중하에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은 구
<그림 14>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제작과정

조적으로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11층의 4축 유리섬유 프리폼(quadaxial glass fiber
perform)을 적층하고 여기에 에폭시 수지를 충전하여 평판을 제

3.4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시험평가

작하고, 이를 보강 리브형상으로 절단하게 된다. 절단된 보강 리

제작완료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기

브는 Airex사의 폼 코어와 접착한다. 이렇게 접착된 구조물에 유

위해 도시철도차량 시험기준[참고문헌 6]에 근거하여 정하중 시

리섬유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복합소재 강선을 접착하면 사이드

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은 제작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설치 브라

프레임의 내부에 들어가는 채움 구조물의 제작이 완료된다.

캔들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수직하중 및 비틀림 하중만을 수행
하였다. 시험은 <그림 15>와 같이 50톤 용량의 엑츄에이터 2개와

<그림 12> 금속재 및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형상

25통 용량 엑츄에이터 2개를 이용하였다. 또한, 응력집중부위에
그러나 금속재와 달리 내부에 다양한 채움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

는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다.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주요부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b)

<그림 16>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시험

■ 사이드 프레임(Side frame)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사이드프레임은 기존 박스형 구조가

시험과 더불어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아닌 스킨부(skin)와 스킨부 내부에 샌드위치 구조의 복합소재

<그림 13> 사이드 프레임의 내부에 들어가는 채움 구조물

의 전체적인 응력분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험에서

코어(composite core)로 구성됨
·스킨부는 유리/에폭시 fabric으로 구성
·복합소재 코어(composite core)부는 보강리브(rib), 폼 코어
(foam core), 복합소재 강선(composite chord)으로 구성되어
경량구조 및 하중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
■ 크로스 빔(Cross beam)
·대차 크로스 빔은 주로 대차프레임의 비틀림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적층구조를 갖는 사각관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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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부위와 동일한 위치에서의 응력을 이용하여 Goodman선
채움 구조물의 제작이 완료된후 크로스 빔을 제작하게 된다. 크

도를 <그림 16>의 a에 표기하였다. 시험결과 <그림 16>의 a와 비

로스 빔은 사각형 금속 몰드위에 복합소재를 감아서 제작하게 된

교할 때 상당히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대응력이

다. 이렇게 제작된 사이드 프레임 채움 구조물과 크로스 빔을 본

발생하는 변형률 게이지 R8위치의 경우 시험치에 비해 낮게 평

드로 접착하고, 접착된 표면에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적층하여 스

가하고 있었다. 사이드 프레임과 크로스 빔의 체결부는 접착체결

킨부를 형성하게 된다. 스킨부 적층이 완료되면 오토클레이브에

후 스킨부를 추가로 적층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해석적으로 정확

서 성형하여 <그림 14>와 같은 최종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제
작이 완료된다. 제작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무게는 약 145kg

<그림 15>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시험

히 모델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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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개발동향 및 국내 개
발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현재 개발중인 전동차용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개발에서 복합소재의 대차프레임 적용
김주락 선임연구원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철전력연구실(jrkim@krri.re.kr)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기술이 전동차 뿐만 아니라
고속열차 및 경량화가 요구되는 하이브리드 열차에 적용되어 차
량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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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세히 검토해야할 사항은 급전계통의 전압강하이다. 열차

터는 TPS, 운행다이아 및 급전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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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계산 모듈을 통합하여 개발하였으며, 운행다이아의 경우

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여러 대의 열차가 운행하는 상황

그래픽적인 수정 과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기존의 수작업에

에서는 전압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

의존하던 방식을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급전시뮬레이션의 경우

하여 변전소의 위치 및 용량, 급전선로의 용량 등이 설계 시에 반

2000년 이후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단자망 모델을 이용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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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측면에서 전력 수요가 용량 범위 내에 있는지, 전압 유지가

측정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결과의 우수성이 이미 검증되었으며,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전체 시뮬레이션은 열차주행 시뮬레이

계산 단계마다 해석을 위한 회로의 구성이 용이하여 빠른 계산

션 (Train Performance Simulation; TPS), 열차 운행다이아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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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급전시뮬레이션의 순서로 계산된다. TPS는 급전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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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열차들의 운행 스케쥴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두 계산과

8th IAVSD- Symposium MIT, pp. 225-238, 1983.

정으로 급전시스템에 부하의 위치와 크기가 결정되면, 급전시뮬

3. Guenther, C., Leo, R. and Wackerle, P., “New

레이션을 통하여 급전구간의 전기량을 계산할 수 있다.

Technologies for Rail Vehicle Bogies and Car Body

2. 시뮬레이터 모듈 구성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은 한국전력의 3상 전력을 수전 받아
스코트 변압기를 통하여 2개의 단상 55kV 전력으로 변환한 후
단권변압기를 통하여 27.5kV의 전력을 열차에 공급한다. 따라서
교류 급전시스템의 전기량 해석을 위해서는 전력공급에 기여하

이러한 해석을 계산식에 의한 수작업으로 시행할 경우 많은 시간

는 고정설비들 즉, 3상전원설비, 스코트 변압기, 전차선로 및 단

4. Leo, R. and Lang, H. P.,“Fiber-composite Bogies on

이 소요되고 그 정확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

권변압기 등의 회로 모델과 공급된 전력을 소비하는 열차의 회로

Test,”Railway Gazette International, pp. 632-633, 1986.

에서는 열차 운전 프로파일을 계산하는 TPS와 급전시스템의 회

모델이 필요하다. 각 구성 요소들의 회로 모델은 급전시스템의

5. Maurin, L., Boussoir, J., Rougeault, S., Bugaud, M. and

로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참고

회로를 구성하게 되고, 이 회로의 해를 구함으로서 전기량 해석

Ferdinand, P.,“FBG-based Smart Composite Bogies for

문헌 1,3,4,5] 그러나 각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개발된 탓에 서

이 이루어진다. 급전시스템의 해석은 열차 위치 및 소비전력 해

Railway Applications,”IEEE, pp. 91-94, 2002.

로 데이터 입출력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수치해석

석을 위한 TPS 모듈, 열차 운행다이아 구성 모듈, 급전시뮬레이

기반의 프로그램이라 개발자 이외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많은

션 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계산이

불편이 따르는 단점이 있어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통합형 시뮬

이루어진다.

Substructures,”MRS, Europe, pp. 89-95, 1985.

6.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tandard
for performance test of the urban subway train, 2008.

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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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도 계산 스텝마다 열차의 이동으로 부하 크기와 위치가 변하

그림에서 보듯이 열차 다이아그램은 TPS에서 계산된 각 열차들

므로 회로 구성이 갱신되어야 한다. 각 계산 스텝에서 급전시스

의 위치와 속도를 기반으로 영업 운전 시간과 열차간 시격에 따

템 부하의 크기와 위치는 TPS를 통하여 계산된다.

라 배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차들의 출발 시간을 시격에 따라
계산하면 TPS에서 계산한 시간에 따른 위치에 따라 배열할 수

<그림 3>은 TPS 모듈의 계산 절차를 보여준다. 먼저, 선로 및 열

있다. 식(1)은 운행하는 각 열차들의 출발 시간이다.

차 자료를 입력하면 운행구간 각 지점에서의 곡선반경, 구배 및
제한 속도에 따른 속도구간을 작성한 후 정해진 각 속도구간에서

(1)

의 제동 계획이 작성된다. 제동 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열차의 가

여기서,

: 열차 종류 (

)

속, 감속, 또는 타행 등의 운행 모드를 결정한 후 열차의 위치, 속
: 열차 출발 순번 (

도 및 소비전력을 계산하게 된다.
< 그림 4 > 열차 데이터 입력창
<그림 1> 통합형 시뮬레이터의 계산 절차

)

: 종류의 번째 열차의 출발시간 [min]
: 종류 +1번째 열차의 번째 열차와의
출발 시간 간격 [min]

<그림 1>의 계산 절차를 위해서는 <그림 2>에서 보듯이 3단계의
계산 절차가 필요하고 각 계산 단계별로 다양한 입력 데이터가

이와 같이 열차들의 배치가 이뤄진 후에는 다른 종류 열차들끼리

요구된다. <그림 2>는 각 계산 절차간의 상관 관계와 함께 계산

의 교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 교점은 두가지 이상의 열차가 동일

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한 시점 및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해당 열차의 정차시간을 조정
하여 재배열해야 한다. 재배열은 그래픽적인 기법을 도입하였다.
즉, 열차 다이아그램에서 해당 열차의 그래프를 마우스로 옮겨주
면 열차의 위치, 속도 및 소비전력 데이터가 시간 지연을 가지게
<그림 5> 선로 데이터 입력창

되어 교점이 없어지게 된다.

2.2 열차 다이아그램
열차 다이아그램은 TPS에서 계산한 결과인 단일 열차의 위치,
속도, 소비전력을 이용하여 급전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 시간
동안의 선로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시간에 따라 배열하여 급전시

<그림 3> TPS 모듈의 계산 절차

뮬레이션의 전체 부하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2> 통합형 시뮬레이터의 계산 절차

<그림 4>와 <그림 5>는 개발한 해석 프로그램의 TPS 모듈 입력

<그림 6>은 개발한 열차 다이아그램 모듈을 보여준다. 그림의 윗

2.1 TPS

창이다. <그림 4>는 개별 열차 특성을 입력하는 창이고, <그림 5>

부분은 열차 다이아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

급전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차선로, 변압기 등의 고정설비 들은 전

는 선로 특성을 입력하는 창이다. TPS는 열차와 해당 선로의 특

분으로 대상 열차들의 1일 편성수, 운행시작시간, 종료시간 등을

압원과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회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지만 공급

성을 입력값으로 하여 위치(시간)에 따른 가속도, 속도, 소비전력

입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열차 운행은 하루를 기준으로 반복되

된 전력을 소비하는 열차는 위치와 소비 전력이 시간에 따라

등을 결과로 출력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은 최대 가속, 표정속도

기 때문에 열차 다이아그램도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

빠르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급전시스템의 정태

모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통이다. 그림의 아래 부분의 그래프는 작성된 열차 다이아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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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급전 시뮬레이션

부분, TPS 모듈 및 운행다이아 모듈은 MS C# 9.0으로 개발하였

그리고 자료 입력부의 경우 TPS 자료 입력부와 급전계통 입력부

TPS와 열차 다이아그램 모듈의 실행으로 급전시스템에서 부하

으며, 또 기존 Matlab으로 개발하였던 급전시뮬레이션 모듈과

로 나뉘며 TPS의 경우 선로와 열차 자료를 입력하고 급전계통의

전차선로 선로정수 계산 모듈은 MCR(Matlab Common

경우 계통구성, 임피던스, 선로정수 등을 입력하여 TPS, 운행다

Runtime)을 이용하여 C#기반의 시뮬레이터와 연계하였다. 또

이아, 급전계통 등의 계산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의 위치와 크기가 결정되었다. 급전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
(2)

국전력 모선, 송전선로, 스코트 변압기, 전차선로 및 단권변압기
등 고정설비들과 계산된 열차 부하와 함께 회로를 구성하여 회로

한, 사용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데이터 입력구조로

해석을 하는 것이 급전시뮬레이션 모듈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pread를 이용하였으며, 그래픽적인 결과 출력을 위해

급전시스템의 회로 모델은 단자망 이론을 이용한 것으로 [참고문

ChartFX 7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헌 3~5]에서 제안한 모델이다. 단자망 모델은 매 계산 스텝마다

3. 시뮬레이터 개발

회로의 구성이 달라지는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의 특성에 잘 부합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류 철도 급전시스템 해석을 위한 통합 시

한다. 열차의 이동으로 부하의 위치가 변하고 이에 따라 설비간

뮬레이터는‘PowerRail’
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개발한

전차선로의 임피던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스텝마다 회로 구

시뮬레이터는 기술하였듯이 크게 TPS, 운행다이아, 급전시뮬레

성이 업데이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션 등의 계산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그림 7>은 급전시스템의 구성과 함께 각 설비의 회로 모델의 배

통합되어 있다. <그림 8>은 개발한 통합 시뮬레이터를 실행한 첫
화면을 보여준다.

통합 시뮬레이터‘PowerRail’
은 다음 <표 1>과 같은 개발환경에
서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2bit O/S 환
경(Windows XP 추천)과 MS.Net FrameWork 2.0이 필수적으
로 구비되어야 한다.

4. 급전시스템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TPS, 운행다이아 및 급전시뮬레이션 모듈을 포함한
통합형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TPS부터 급전시뮬레이션까지 모
든 모듈의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급전구간의 전압, 전류, 전력 등
을 검토하며, 시뮬레이터의 성능 및 사용법을 기술한다.

4.1 데이터 입력

<표 1> 통합 시뮬레이터의 개발/사용 환경

사례 대상으로 선택한 급전시스템은 KTX와 새마을 열차가 운행

항목

내용

O/S

MS Windows XP

Frame Work

MS .Net FrameWork 2.0

IDE

MS Visual Studio 2008

된다. 식 (2)의 는 전철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압이고, V와 I는

Language

MS C# 9.0

교류 전기철도 구간중 간선 철도 구간에는 일반적으로 KTX, 새

구분소의 전압 및 전류를 나타낸다. 식 (2)의 해 V, I를 구하면 형

N. Analysis

Matlab 2007b

마을, 무궁화, 화물 등의 열차가 운행하지만 본고에서는 여객 열

렬식에 의해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전압 및 전류를 계산할 수

Grid Com.

Spread for Win Forms V4.0

차중 속도 차이가 있으며 운행빈도가 가장 빈번한 KTX와 새마

있다.

Chart Com.

ChartFx7 Win Forms

을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로 설정하여 TPS, 열차 운행다이아 및

열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한전 모선부터 급전구분소 말단
까지 순서대로 회로 모델을 배열하면 각 모델들의 행렬식이 식
(2)와 같이 행렬의 곱으로 계산되어 하나의 행렬식으로 간략화

비고
필수사용환경

하는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M상 및 T상의 급전거리는 각각
28.7km, 23.4km로서 M상과 T상 각 상에 보조급전구분소
(SSP)가 2개소 급전구분소(SP)가 1개소로 구성된다. 실제 국내

급전시뮬레이션을 계산하고자 한다. <표 2>는 대상으로 선정한

3.2 메뉴 구성

선로의 TPS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 데이터이고 <표 3>은 급전

개발한 시뮬레이터의 전체적인 메뉴 구조는 <그림 9>와 같다. 메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이다. TPS 시뮬레이션의 경우 표에 나

뉴는 크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분과 계산을 위한 자료 입력

타낸 데이터 외에 열차의 견인 및 제동 곡선이 필요하고, 선로의

부분,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된다.

구배 및 곡선반경이 필요하다.

<그림 8> 개발한 시뮬레이터 메인 창

<표 2> TPS 입력 자료
항목

3.1 전산모형 개발

<그림 7> 급전시스템 구성 및 회로모델

운행차량

KTX

시뮬레이터의 개발 구조는 가장 하위단의 .Net Framework 2.0

차량무게

771.2 [ton]

368 [ton]

을 기반으로 한 WindowsForm기반의 응용프로그램으로써

가속도

1.69 [km/h/s]

1.44 [km/h/s]

Multiple Document Interface (MDI)환경을 포함하여 여러 가

감속도

3.74 [km/h/s]

2.16 [km/h/s]

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자료의 저장은 파일시스

최대속도

200 [km/h]

150 [km/h]

정차시간

60초

60초

운행모드

최대 가속 모드

최대 가속 모드

템을 이용한다.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각 모듈을 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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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형태의 그래프로 출력된다. <그림 10>은 단일 열차의 운

될 경우가 있다. 이것은 2.2에서 설명하였듯이 해당 부분의 그래

결과는 M상 및 T상의 전압, 전류, 전력 등 주변압기 2차측 전기

데이터

행 속도를 보여주며, <그림 11>은 열차가 운행하며 소비한 전력

프를 마우스로 선택하여 옮겨주면 <그림 13>과 같이 인근 역에서

량과 시뮬레이션 시간동안 급전시스템에 진입한 열차의 집전 전

변전소 전원 임피던스(100[MVA] 기준)

0.7610+j0.4267[%]

을 나타낸다. 속도 프로파일의 붉은 선은 선로의 곡선반경과 구

정차시간을 늘려 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압 및 3상 수전부 불평형률이 그래프로 출력된다. 이들 결과중

송전선로 임피던스(100[MVA] 기준)

0.0514+0.2392[%]

배에 따른 속도 제한을 나타내며, 모든 열차는 제한 속도에 맞게
운행되어야 한다. 본 시뮬레이터의 TPS도 제한속도 내에서 열차

<표 3> 급전시뮬레이션 입력 자료
항목

주변압기 용량

30/40 MVA

주변압기 임피던스

10[%]

주변압기 X/R

23

TPS와 열차 다이아그램의 실행으로 급전시스템의 시간대별 부

가 운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로 나타내었다. 나머지 결과들은 급전시뮬레이션 결과 창에서 탭
선택으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전차선로의 임피던스 입력으로 급전시스템의 조류 해석이 가능

TPS가 선로에서 운행하는 열차 종류별로 각 열차의 해당 선로

하다. 이 조류해석을 위한 모듈이 급전시뮬레이션이다. 이 모듈

위치에 따른 가속도, 속도 및 소비전력을 계산하는데 반해 열차

은 시뮬레이션의 시작 및 종료 시간과 계산 간격을 사용자 임의

통합 시뮬레이터의 실행 과정중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은 TPS로

다이아그램은 급전시뮬레이션 계산 시간 동안의 선로에서 운행

로 지정하여 실행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의 실행으로 출력되는

서 선로 데이터와 열차 데이터를 입력하여 대상 열차의 속도 프

하는 모든 열차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림 12>는

로파일과 소비전력을 계산한다. TPS를 실행한 결과는 <그림 10>

KTX와 새마을 열차의 TPS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열차 다이아

및 <그림 11>과 같다. <그림 10>은 새마을 열차의 상행 계산 결

그램을 보여준다. 열차 다이아그램은 기술하였듯이 열차 종류별

과를 보인 것으로서 KTX의 상·하행 및 새마을의 하행 결과도

로 편성수와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생성시킨다.

4.2.1 TPS 시뮬레이션

<그림 14>~<그림 16>에 M상 전압, T상 전류 및 불평형률을 대표

하(열차)의 위치와 유·무효 전력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전원 및
4.2.2 열차 다이아그램 시뮬레이션

4.2 시뮬레이션

4.2.3 급전시뮬레이션

<그림 16> 급전시뮬레이션 결과 (불평형율)

이때, 열차 종류별로 가속 성능과 시격의 차이로 인하여 <그림 12>

5. 결론

의 점선부분과 같이 두 열차가 동일 시간에 동일한 위치에 중복

본고에서는 교류 급전시스템 해석을 위해 개발한 통합 시뮬레이
터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개발한 통합 시뮬레이터는 사용자 편리
를 도모한 GUI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동안 국내 급전시스템의 해
석 시뮬레이션 수행에 있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된다.
개발한 통합 시뮬레이터는 열차의 운행 속도, 위치, 소비전력 등
<그림 14> 급전시뮬레이션 결과 (M상 전압)

을 계산하는 TPS, 해당 선로의 영업 시작 및 종료 시점, 시격 등
으로 열차 다이아그램을 생성하는 모듈, 전차선로의 선로정수 계

<그림 10> TPS 시뮬레이션 결과 (위치에 따른 속도)

산 모듈, 그리고 급전시스템의 조류 해석을 하는 급전시뮬레이션

<그림 12> 열차 다이아그램 (수정전)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은 서로가 입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TPS 모듈은 개별적으로 실행하여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들 모듈 중 TPS와 급전시뮬레이션 모듈은 기존에 개발
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향상된 기능을 구비하도록 개발하였으
며, 열차 다이아그램 모듈은 수계산에 의존하던 것을 사용자 친
화적인 그래픽 기법을 도입하여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그림 11> TPS 시뮬레이션 결과 (위치에 따른 소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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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급전시뮬레이션 결과 ((T상 전력)

70

2011.03+04 |

71

THEMES
▶▶▶

06

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사례

·지하철 객실 공기정화장치(SCAP) 개발 현황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의 개선 방향

·지하철 객실 공기정화장치(SCAP) 개발 현황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의 개선 방향

·다지형 침목(GLORY Tie)의 개발과 현장성능 평가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기술개발

·다지형 침목(GLORY Tie)의 개발과 현장성능 평가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기술개발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의
최적설계

·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교량-궤도 종방향 상호작용 및 동적영향을 고려한 고속철도 교량의
최적설계

교류 급전시스템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사례

THEMES
◀◀◀

07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사례

본 시뮬레이터의 개발로 신설 급전시스템의 설계 및 기존 급전시
스템의 열차 다이아그램 변동에 대한 해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박동희 안전지원과장Ⅰ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안전단 안전관리처 (parksh518@naver.com)

1. 서론

설계도면의 설계정보를 구성하는 도면주요 속성정보를 추출하여

본 연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분야 CAD도면작성표준표준」

CAD도면 내 건설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하는 기술

에 의하여 수많은 설계관계자로부터 작성되는 설계 CAD도면정

2) 준공 CAD도면 표준화정비 및 건설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방안

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향후 건설되는 대량의 철도건설 준공CAD도면을 신속, 정확하게

도면에 포함된 건설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시스템에 일괄등록하고 등록과 동시에 관련도면의 사업정보 및

구성하는 주요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이 중요하다.

도면정보 등을 DB로 자동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방대한 도면정보

또한 구축된 CAD도면정보를 건설사업과 유지관리업무에서 활

DB가 축적 되도록 하는 기반 기술을 연구하여 CAD도면에 의한

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

철도시설의 기초정보관리와 준공납품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

2. 전현규, 정상기, 옥민환,“가상현실기술을 이용한 철도운행 시뮬

CAD도면에서 건설정보를 DB로 자동으로 구축하고, 이 구축된

스를 연구

레이터 설계”대한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 4016-

DB에 의한 다양한 검색방법을 반영한 도면관리시스템을 연구개

4021, 2006. 6.

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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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발생되는 도면 및 기술자료를

공단)에 의거 작성된 설계도면으로 부터 설계정보를 취득하기 위

지속적으로 자동축적이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최소한

한 기술구현과 설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하는 프로

의 유지관리비용으로 기존의 수기식 관리에서 자동화된 방법으

그램 기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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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면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 구축된 CAD도면

6. 김강회, 프로그램 입문자를 위한 C#, 한빛미디어, 1999.

정보 DB를 활용 다양한 검색방법 이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기

7. M. Kalechman, Practical Matlab Applications for Engineers,
Taylor & Francis, 1999.
8. J.R. Shin, et.al.,“A Windows-based Interactive and
Graphic Package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ower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1) 도면 주요 속성정보의 자동화된 정보 축적 방법 개발

첫째, 건설CALS/EC 철도분야 CAD도면작성표준(한국철도시설

둘째,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업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활용성 높은 시스템을 위한 기술 연구
셋째, 연구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건설CALS/EC 철도분야 CAD1) 도면작성표준에 의거 작성된

Analysis and Operation”
, IEEE Transactions on Power
Systems, Vol.14, No.4, pp.1193-1199, 1998.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1) CAD란 Computer Aided Design 또는 Computer Aided Drafting의 약어로서 실제 또는 가상의 물체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여 수행하는 모든
창작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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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도면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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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철도 CAD도면작성표준

3.1 배경지식

건설교통부의 건설CALS/EC CAD도면표준은 국토관리청 관할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

국도, 하천, 건축분야에 국한하여 개발됨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기술의 핵심기술을 다루기 전에 해

구 고속철도건설공단 고속철도도면 작성기준과 구 철도청의 일

당 과제의 기존 업무 체계와 관련 키워드를 알아본다.

반철도 도면관리절차로 이원화된 도면작성방법을 고속·일반·
지하철·경전철·자기부상 철도 등 모든 철도건설에 에 적용할

3.1.1 CALS/EC CAD도면표준
CALS/EC(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Electronic Commerce) CAD도면표준이란 건설교통부가 건설
사업의 기획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자, 관련업체간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환 유지하
기 위한 정보화 전략으로 건설 CALS/EC사업을 199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공공 및 민간에 본격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
건설CALS/EC사업에서 건설표준과 정보기술IT를 연계 구현하
기 위한 건설정보화 표준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CAD도면작
성, CAD문서 및 도면정보교환표준(KOSDIC)으로 구성되어 있
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CALS/EC단체표준을 공고하고 배포
함으로써 전 건설사업에서 이 표준의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건설CALS/EC의 단체 표준 중에 CAD도면작성표준은 설계도면
을 구성하는 제도기준, CAD기준 및 납품기준으로 구성되며 건설
정보의 구성 요인을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 CAD도면표준은
건설사업간 건설정보를 공유, 교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각 건설분야에 적극적인 확산 적용이 진행 중 이다.
건설교통부의 건설CALS/ECCAD도면의 표준은 건설기술개발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 제도를 개정하고 2004년
8월 건설CALS/EC CAD도면표준을 단체표준으로 공고함에 따
라 각 주요발주자들이 활발하게 CAD도면표준을 개발하여 현업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6년 철도분야 CAD
도면작성표준제정을 완료하였다.
건설CALS/EC표준에서 요구하는 표준지침 기준, 도면분류 및
번호체계, 레이어, 심벌, 테이블, 약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설CALS/EC단체표준이 토목 및 건축부문만을 지원하고 있으
나, 철도는 모든 건설분야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대상을 표
준으로 제정하고 있다.
철도CAD도면작성표준은 기준의 관리 등 제1편 일반사항과 도면
레이어체계, 심벌, 도면축척 등 도면 작성기준을 정의하는 제2편
도면작성기준과 작성된 도면납품절차 및 도면데이터 납품, 검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3편 도면납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
어 철도CAD도면의 정확한 표준화를 위한 지침으로 개발되었다.
그 외 표준의 제출 및 점검절차 등을 정의한 CAD도면관리기준
도 개발되었다.
기존의 철도부문 CAD도면분류 및 도면번호는 철도 분야별로 호
환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가 건설CALS/EC 분류체계와 달라
건설사업간 자료 공유 및 교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과
연계활용 가능한 통합철도 번호체계를 수립하였다.

CALS/EC단체표준에 건의 채택받았다. 그리고 본 연구성과에

정보의 효용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표준화 요구와 이

의해 철도분야표준의 확산이 전망되고 있다.

를 활용한 공간정보화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1.3 CAD도면의 연계운영 및 활용현황
건설CALS의 CAD도면표준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건설 분야

3.2 기존 도면관리 체계의 문제점
3.2.1 현행 도면관리업무

별로 주요 발주자들은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되는 CAD도면

2005년도 건설업통계연보(대한건설협회 2006년도 발간)에 의하

을 도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DB를 구축하여 건설정보로 재활용

면 연간 38,000여건의 토목공사로 발생되는 도면은 1,300만매

하기 위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건설공사에서 도면관리절차서

등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될 경우 방대한 CAD도면에 의한 건

를 제정하여 표준화된 CAD도면으로 납품절차를 관리해왔으며

설정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현재는 건설CALS기반의 철도분야 CAD도면작성표준 지침에 의

발주기관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건설 CALS 정책을

해 표준화된 CAD도면 납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표준화된 CAD도면에 의한 건설정보

인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등

의 축적은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지리정보나 지방자치단체별 지

건설 분야별 자체 표준화 기준에 의해 CAD도면 납품을 의무화

하시설물 정보, u-City기반정보 등 GIS공간정보의 갱신을 위해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천문학적인 시간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의 국토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실시간 국토정

3.2.2 도면 정보 표준화 부재

보 및 분석기술을 적기에 제공하여 국가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CALS/EC 도면표준화체계의 도입을 통해 모든 준공도서는 표준

와 실시간 국토모니터링을 통해 국토관리 및 운영업무의 효율성

화되어 산출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시설물 준공 초기부터 업체별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공간정보 인프라구축방안을 적극적으로

로 제작되는 모든 도면은 이 표준화 체계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

연구하고 있다.

로 이러한 작업을 수동으로 행하는 것은 다수의 오류를 포함할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의 지속적인 공간정보 구축사업으로 국토
의 대부분이 디지털화 되었지만, 국토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많아짐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한 신속한 수정요구 증가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도면을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

수 있고 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에 의한
표준화된 구조를 따르고,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의 도입이 필요
하다.
3.2.3 도면 활용성 문제

및 측량법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각종 건설공사 준공도면을 활용

철도건설분야 통합철도 번호체계의 소분류는 도면의 종류에 따

현재 시설물 준공 후 반입되는 다량의 도면 및 기술자료는 모두

한 수치지도 수시갱신이 가능한 건설공사 준공도면 활용방안을

른 분류로 약 88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도면종류는 대중분류

인력으로 관리한다. 업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야 하

연구하고 있다.

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국토정보 u-GIS 건설정보화를 위한 공간정보 기

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도면을 생성하는 업체별로 다른

와 연계되어 구체적인 도면의 종류별 분류와 도면정보의 재활용
이 가능하게 구성되었다.

반인프라 기술개발을 위한 공간화 연구를 진행하는 지능형국토

규약을 사용하므로 표준화된 체계를 따라가기 어렵다. 또한 표준

산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건설CALS/EC단체표준 건의를 받아 채

건설CALS/EC는 전 건설사업간 CAD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위

정보기혁신사업단(2006~2010)을 출범하여 핵심과제 중에 하나

화 절차를 따라 도면자료를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무결성

택을 위한 표준화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 12월 철도표준

해 각 건설분야별로 제정된 CAD도면표준을 심의를 요청하여 건

로 건설도면을 이용한 공간DB 갱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는 의심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현행 도면관

이 건설CALS단체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설CALS/EC단체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마련되어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
06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양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 2006년 12월 철도CAD도면표준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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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 시
스템 구현 및 적용

예상된다. 시스템이 갖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이다.

4.1 시스템 구성

둘째, 도면일괄 자동등록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구개발하기

셋째, GIS공간에서 도면 활용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 편의
성 증대를 위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손쉬운 도면 조회, 다양한
검색기능, 이력관리 기능, 웹기반의 CAD Viewer를 제공하고 강
력한 업무지원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기능, 사용자 편의를 고려
한 다양한 검색 기능, 일괄 등록 및 자동분류 생성 기능, 도면 내
속성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표준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철도
분야 CAD설계 도서작성 표준분류체계 반영, 표준화된 도면의

첫째, 차별화된 도면관리 및 검색기능

셋째, 도면 표제란에 존재하는 도면의 이력정보 조회 및 표준 번

같이 제공한다. 주요 검색 기능은 메타속성정보를 활용한 도면

호체계를 활용한 각 단계별 도면 이력 수량 및 개정이력을 파악

상세 검색 및, 도면 속성 검색과, 지식 정보 DB를 활용한 도면 객

하는 이력정보 조회기능이 있다.

체 정보 검색, 각 분야별 분류체계에 따른 분야별 검색 기능을 제

4.2.2 도면 분류체계 관리
도면관리시 사용되는 도면의 분류체계는 CALS 표준분류체계를

4.2 도면관리 시스템 개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도면관리 체계에는 업무의 중복, 신
속한 업무처리 불가, 정보자료의 재사용 불가 등의 다양한 문제
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와 같은 사항을 연구·개발하였다.

따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수동으로 관리자
가 분류 등록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기술은 도면을 등록
하면서 도면이 가지고 있는 도각정보로 부터 분류 정보를 획득한
다. 내부 로직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표준을 따르면서) 모든
도면은 자동 분류된다. 이 분류는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자는
트리구조로 모든 분류된 도면 목록을 볼 수 있고 분류체계를 등

4.2.1 도면관리

도각(표제란) 정보 자동추출기능, CALS/EC기반의 분류체계 구

록,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조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관련시스템 연계를 위해 연계시스템
에 표준화된 API제공, 연관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검색 기능,
CAD Viewer 연계 기능을 제공한다.

공한다. 또 도면 검색 방법에는 도면 속성 검색 기능, 도면 객체
검색 기능, 분야별 도면 검색 기능으로 나뉜다. 먼저 도면 속성
검색 기능은 도면의 도각에서 추출한 메타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도면을 검색하고 메타 정보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선
택한 도면을 사용자별 즐겨찾기 목록으로 구성하여 언제든지 참
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면 객체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도면
객체란 도면을 구성하는 텍스트, 심벌, 레이어를 지칭한다. 이는
도면 지식 DB를 활용하여 도면내에 존재하는 객체를 키워드로
해당하는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도면을 검색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면 내 심볼과 레이어로 검색할 경우 이들의 코드값이 각

사용자별 분류체계관리는 검색범위를 전체 및 각 분류단계로 제

각 심벌코드와 레이어코드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하여 검색할 수 있고, 구축 환경에 따라 간편, 상세(검색 메타

분야별 도면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철도 8개분야 중

속성 확장)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검색하거나 각 분야별 시설물
및 시설물 세분류 단위로 검색한다. 검색기능으로 조회된 도면은

4.2.3 도면검색
기반기술연구에서는 추후 시스템에 등록될 도면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철도건설 업무체계에 특화된 검색 기능을 <그림 3>과

웹기반의 CAD Viewer(DIYCAD)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4.2.4 도면이력관리

<그림 2> 일반 도면관리 차별성

도면관리 차별성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도면관리 기능은 도면
자료의 활용을 위한 표준 분류체계별 도면 조회 및 도면 간편 검
색 기능, 신규 작성 도면 시스템 등록 및 도면 열람, 기존 도면 메
<그림 1> 도면지식정보시스템 개요도

본 연구과제에서는 저장된 도면의 단순 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타데이터의 수정, 자료 삭제 및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도면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 효율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CAD도면내

첫째, 일괄등록 시스템에 생성된 도면분류를 연계하여 자동조회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될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표준분류체계 도면 목록조회 기능, 건설단계, 철도구분, 분

연구·개발한다. 연구 개발될 예상 시스템에서는 <그림1>에서 보

야별 도면 조회하는 분류별 도면관리

는 것처럼 준공 도면의 검수로부터, 관리, 활용까지 다양하게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추후 발생하는 준공자료에 대한 자동화 인프

둘째, 조회된 도면목록 중 도면명, 도면번호 등의 검색조건에 따
라 도면 검색, 결과 내 재검색 기능 등 다양한 검색기능

<그림 4> 도면 이력관리 흐름

라를 구축하므로 대량 도면 반입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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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관리 업무시 도면의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관리가 중요하다.

파일의 연결실행 및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도면 검색

도면의 변경사항이란 도면의 열람부터 수정, 삭제까지의 업무를

시 유사 시설물 또는 객체정보를 포함한 도면을 자동으로 검색하

의미한다. 도면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여 보여준다. 이것은 도면관리 시스템 사용 시 유사업무의 중복

모든 사용자를 위해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도면 이력관리

을 최소화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능은 도면의 변경 내역을 관리하며 이력변경 사유와 변경자 조

설계되었다.

회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각 이력별로 도면을 내려받기 할 수 있
어 단계적인 이력의 변경 및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택 시 해당 폴도의 모든 도면목록을 검색한다.
- 2단계 : 도면 메타정보 자동추출 - 도면 표제란 정보를 추출하
여 프로그램 목록에 해당 내역을 표시한다. 그리고 도면 번호
와 도면 표제란 정보를 기준으로 도면 분류를 자동 생성한다.
또한 등록 버튼 클릭 시 추출된 표제란 정보를 DB에 메타속성

4.2.6 도면 일괄등록
준공시 발생한 다량의 CAD도면 성과품을 효율적으로 등록 및

개발한다.

- 1단계 : 납품 CD 경로 선택 - 납품 CD가 있는 파일 경로를 선

정보로 등록한다.

설계 도면에 대하여 도면 번호체계 및 도각의 도면정보에 따른
도면 표준분류체계를 시스템에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표준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도면 내에 존재하는 레이어, 심벌,
텍스트 등, 도면 속성정보를 추출하고 지식 DB를 자동 구축, 파
일서버로 업로드 한다. 또한 구축된 도면 지식 DB정보를 활용하
기 위해 GIS와 연계하여 건설현장에서 관련자료 검색·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DB구축 데이터의 유기적인 활용 및
구축 비용절감, 기초 도면자료의 정확성 향상, 자료 활용성 증대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CAD도면내 건설정보의 표준 분류 생성,

- 3단계 : 도면 지식정보 DB 등록 및 파일 업로드 - 도면에 존재

도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입/반출(Check-in/Check-

메타 속성정보 등록, 도각(표제란) 정보추출, 도면 속성정보 (레

하는 객체정보(레이어, 심볼, 텍스트, 해칭)를 추출하여 도면

out)기능을 구현했다.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도면을 검색하여 도

이어, 심볼, 텍스트) 추출, 도면 지식정보 DB 구축, 파일 업로드

지식정보 DB에 저장한다. 그리고 파일 서버에 DB생성된 분류

면에 대한 수정작업을 할 때, 다른 사용자가 해당 도면을 열람하

의 모든 과정을 One-Ste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세스

를 기준으로 파일 폴더를 자동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분류에

지 못하도록 잠근다. 유일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도면의

를 연구·개발한다. 이러한 기능은 과거 도면 DB등록 시 발생하

해당하는 폴더에 도면 파일을 업로드 한다.

메타속성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시스템은 도면의 객체 속성정보

는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와 DB구축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DB

를 추출하여 도면 지식 정보 DB에 저장한다. 이때 변경된 도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객체 정보는 이력으로 관리된다. 모든 사용자는 도면의 이력관리

이용하여 GIS 시스템과 유기적인 시스템 연계 기반을 마련한다.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발생되는 CAD도면의 구성요소를 훼손 없

사항을 내려받기하여 볼 수 있다.

그 방법은 <그림 6>과 같다

이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를 위한 다양한 검색 기능 등이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이 CAD도면내 건설정보를 활용한 도면관리시스템 연
구·개발로 공사 단계별 도면 관리 및 도면의 이력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기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도면의 Life-Cycle관리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하였

4.2.7 GIS연계데이터 자동 구축

다. 앞으로도 CAD도면 내 건설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정보로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CAD도면의 외부정보(도면공

4.2.5 첨부파일관리 및 연관도면관리

통정보)와 내부정보(CAD도면을 구성하는 도형정보)를 일정형식

도면관리 시스템은 도면과 관련된 사진 및 문서, 기타 파일의 효

의 데이터베이스로 자동구조화 변환 등록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도면과 관련된 첨부파일을 관리하며 정보

구축 시 발생하는 구조화 편집과정에서 추가적인 GIS시설정보,

등록 및 수정, 삭제 기능을 <그림 5>와 같이 제공한다. 또한 각

건설정보 및 링크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GIS공간정보 기반에서
건설업무에서 필요한 시설정보와 도면을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GIS공간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건설단계에서
발생되는 CAD도면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인식할 수 있도
록 CAD도면의 변형 없이 쉐입(Shape) 형식으로 도형정보와 데
이터베이스 정보를 변환 구축하여, GIS의 건설정보, 도면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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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이용증대전략에서 본 유럽 IFM 도시교통정책 분석

경우 2011년~2014년 간에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 해 전인 2008년에 발표된 ITS Action
Plan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 통행에 대한 ITS 적용을 EC가 지원하

2. 도시교통 실행계획 2009

방연근 수석연구원Ⅰ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물류표준화사업단(ykbhang@krri.re.kr)

겠다는 것을 가시화한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전
자 발권 및 지불, 교통량 관리, 여행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 및 수

도시간교통의 시작과 끝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도시에 인구의

요 관리를 살펴보고 유럽 Galileo GNSS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

72%가 살고 있으며, GDP의 85%가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이산

회에 관해 다룬다. 하나의 시작으로 EC는 서비스 간 그리고 교통

화탄소, 공해, 소음 등의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있으며, 교통혼잡

수단간 발권 및 지불시스템의 상호운영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교통이 EU 중앙정부의 관심 대

를 띄울 것이다. 여기에는 도시교통에서의 스마트 카드(smart

1. 유럽 교통백서 2050

단일 유럽교통권의 성패는 복합교통수단 여행계획(multi-

상이 된 시점 이후 2009년에 도시교통 실행계획(Action Plan

card)의 사용이 포함되는데 주요 유럽 목적지(공항, 철도 역)에

3월 28일에 발표된 유럽의 교통백서 2050“단일 유럽 교통권으

modal travel planning) 및 통합 발권(integrated ticketing)을

for Urban Mobility)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흥미롭

초점을 두고 있다.

로 로드맵 - 경쟁력있고 자원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향해”

위한 효과적이고 상호운영이 가능한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시스

지 않을 수 없다.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 -

템 구축에 달려있다. 항공, 항만, 철도,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의

Towards a competitive and resource efficient transport

연계가 더욱 증대되어야 하며,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온라인

system)에서 다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도시간교통과 도

정보 및 전자 예약/지불 시스템은 복합교통 여행을 증대시킨다.

시교통 사이의 효율적인 망 구축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철도를

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 여행 및 통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도시간 교통이 지하철, 버스 등의 도시교통과 효율적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로 연계되어야만 녹색교통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수단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남아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교통정책차원에서 도시간 교통의 시작과 끝 부분을 차지하고 있

여러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등장을 장려한다. 교통서비

는 도시교통이 중앙정부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유럽에서 2007

스의 품질, 접근가능성 및 신뢰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노

년경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번 교통백서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

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공교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 있다.

공공교통이용자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고 등의 비상시

우선 백서는 2050년까지 교통부문에서 수입 석유의존도와 이산

에 필요한 대체 수단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 교통수

화탄소 배출을 60%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단을 이용하는 경우 많은 교통수단에 이용자가 노출됨으로써 개

달성하기 위해 도시교통에서는 청정 자동차 및 청정 에너지의 사

인적인 자료 및 사생활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오석문 선임연구원Ⅰ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smoh@krri.re.kr)

지속가능한 도시 통행(urban mobility)을 지원하기 위한 이 시
행프로그램은 6개 주제 하에 20개의 시행활동을 제시하고 있으

3. 건강한 도시환경을 위한 교통

있으며, 시민을 초점으로 한 교통계획에서는 공공교통의 신뢰성,

4. 도시공공교통에서 승객의 권리에 관한 기반

정보제공, 안전, 접근의 용이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5. 거동제약자에 대한 접근가능성 개선

도시교통의 녹색화에서는 저공해차량 및 대체연료 시장의 도입

7. 그린존(green zones)에 대한 접근
8. 지속가능한 통행 활동에 대한 캠페인
9. 운전교육의 일환인 에너지 효율적인 운전

혼잡한 기반시설의 이용 및 이용시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다

10. 온실가스 저배출 및 무배출 차량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

루고 있다. 자금지원의 강화에서는 복잡한 교통시스템에 대한 투
자 자금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공공자금지원의 가능성은 작아지

도시교통의 녹색화

차량으로 전환한다. 2050년까지 전통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

물을 추적하고 화물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시스템, 여

간에 효과적인 통합, 상호운영가능성 및 상호연계가 관심의 대상

차를 전기차, 수소연료차, 하이브리드차량으로 전부 교체한다.

객/여행 정보, 예약 및 지불시스템에 공동연구가 제안되고 있다.

이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의 교통수단전이와 효율

궁극적으로는 교통부문에 경쟁을 증대시키고 각기 다른 교통수단

적인 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다.

을 연계하는 완전 통합적인 교통망을 갖추고 여객과 화물이 환경

우리는 여기서 20번째 시행활동인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대폭 전이하는 단일 유럽교통권을 창출하

Transport System, ITS)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1988년 이래

는 것이 목표이다. 자발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

EC가 ITS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왔으나 그 연구결과는 권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교통감사 및 도시교통계획을 세울

고사항일뿐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전기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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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정 및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에 대한 인터넷
가이드

고 있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경험 및 지식의 공유에서는 현재
방안을 다루고 있다. 도시통행의 최적화에서는 각기 다른 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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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행정보의 개선

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선택을 늘리고 덜

비스 촉진, 인프라 및 차량의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통행 관리, 화

행 고속철도망 연장의 3배를 구축한다.

시민이 초점

촉진, 교통수단 이용자가 해당 교통수단이 발생시키는 외부비용

부족한 자료, 통계, 정보의 수집, 공유 및 비교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 및 요금지불시스템에 대한 틀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 현

2. 지속가능한 도시통행 및 지역정책

통합정책의 촉진에서는 교통수단간 상호의존성 등이 다루어지고

기술적인 과제로는 통합 교통관리 및 정보시스템, 스마트 통행 서

2020년까지는 여객과 화물에 대하여 유럽 복합교통정보시스템,

시행활동
1. 지속가능한 도시통행계획의 채택 증진

통합정책의 촉진

으로 줄이며, 도시물류에서는 전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50%를 도로에서 환경친화적인 철도 및 수운으로 전환한다.

주제

며, 시행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용을 늘이고 2030년까지 전통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반

300km 이상의 중간거리 정도의 도시간 여객 및 화물 교통량의

<표 1> 도시교통 실행계획의 주제 및 시행활동

12. 도시에서 외부비용의 내재화에 대한 연구
13. 도시 교통요금 구조에 대한 정보 교환
자금지원의 강화

14. 기존 자금원천의 최적화
15. 미래 자금 소요에 대한 분석
16. 자료 및 통계의 갱신

경험 및 지식의 공유

17. 도시 통행 관찰의 구축
18. 국제 대화 및 정보교환에의 기여

도시통행의 최적화

19. 도시 화물 교통
20. 도시 통행을 위한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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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S 시행계획 2008

THE COUNCIL of 7 July 2010 on the framework for the

었는데, 지침에서 제시한 6개 우선활동에 대한 향후 5년간 2011

2008년도 ITS 시행계획(Commission of EC, Action Plan for

deploy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n the field

년에서 2015년에 걸치는 계획이다. 각 활동에 대해 분석 및 준

the Deploy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n

of road transport and for interfaces with other modes of

비, 영향평가, 사양서 초안작성, 사양서 최종 초안 및 서비스간

분 기

Europe, COM(2008) 886 final)만 하더라도 아직 도로교통의

transport)은 2008년 제안된 ITS 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법

협의, 채택이라는 5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계에 대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며, 도시교통과의 접목은 한 활동영역의 작

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범위는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도로교

한 실행 시기를 설정하고 있다.

(1) EU전역에 걸치는 복합
수단교통정보서비스

은 항목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통과 상호 접촉하는 교통수단도 대상으로 한다.

<표 2>의 6.4에서 도시 통행 영역에서의 ITS 시도를 촉진하기 위

이 지침에서는 2008년 ITS 시행계획이 제시한 우선영역과 우선

회원국 전문가들과 적절한 협의라는 하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해 회원국과 지방정부간의 특별 ITS 협업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활동을 거의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ITS 사양서와 표준을 개발하

다. 6개 우선활동의 분석 및 준비단계 시기는 다음과 같다. EU

있다. <표 2>의 6.1에서 2008년도에 유럽전역에서 ITS를 채택하

고 사용하기 위한 우선영역은 다음과 같다.

전역에 걸쳐 상호 통용되는 응급전화(eCall) 활동은 이미 분석 및

도록 하는 유럽 조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도로, 통행 및 여정 자료의 최적 사용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2008년 유럽의회

·통행 및 화물 관리 ITS 서비스의 지속

에서 받아들여져 ITS 지침으로서 2010년 8월 26일부터 효력을

·도로 안전 및 보증에의 ITS 활용

발휘하고 있다.

준비단계는 끝난 상황이다.

연 도

유럽 ITS 협력 및 조정

유럽전역의 ITS 채택에 관한 유럽 조정에 대한 법적 기반
6.1
의 제안
ITS 응용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지
원 도구의 개발. 여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재무적 및 운
6.2 영측면의 영향에 관한 계량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수용가능성, 생애주기비용/편익 뿐만 아니라
설비의 구매 및 개발에 대한 모범사례의 발굴 및 평가까
지도 망라하는 것이어야 함.
EU 및 국가 재원으로부터의 공공재원조달에 대한 지침
개발. ITS 시설 및 서비스의 경제적, 사회적 및 운영적
6.3
가치의 평가에 기초한 이들 시설 및 서비스를 위한 국가
재원.
도시 통행 영역에서의 ITS 시도를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
6.4
과 지방정부간의 특별 ITS 협업기반 구축

분 기

우선영역 안에서 ITS 사양서와 표준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한
시행시기
2008

우선활동은 다음과 같다.
·EU 전역에 걸치는 복합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도로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보편적인 통행 정보를 가능하다면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료 및 절차
·상호운영이 가능한 EU 전역에 걸치는 eCall(비상전화) 제공의
표준화
·트럭 및 영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하고 보증할 수 있는 주차 공간

2010

2013

2014

2010

위에서 언급한 지침 2010의 제17조 5항에 의거 지침을 실행하기

4. ITS 지침 2010
2010년 8월 2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ITS 지침(DIRECTIVE
2010/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위한 실행계획(COMMISSION DECISION of 15 February
2011 concerning the adoption of the Working Programme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10/40/EU)이 제시되

84

2012

2013

201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EU전역에 걸치는
실시간 교통량정보서비스
(3) 도로안전관련 최소한의
일반통행정보무상제공
(4) EU전역에 걸쳐 상호
통용되는 응급전화

(6) 안전하고 보증되는
주차 예약서비스

(1) EU전역에 걸치는 복합
수단교통정보서비스

6. IFM

(3) 도로안전관련 최소한의
일반통행정보무상제공

2009년도 도시교통 실행계획 20번째 시행활동 및 2008년도

(4) EU전역에 걸쳐 상호
통용되는 응급전화

(Interoperable Fare Management project)는 스마트 카드를

(5) 안전하고 보증되는
주차 정보서비스
(6) 안전하고 보증되는
주차 예약서비스

ITS 시행계획 <표 2>의 6.4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IFM
이용하여 공공교통 수단간에 상호 통용되는 발권 및 지불시스템
의 골격(표준, 양립가능성)을 2년 반에 걸쳐 개발하는 프로젝트
이다. 발권과 요금지불의 불편함이 더 이상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2015년까지
공공교통 모든 이용자들이(신용이 불량하여 은행카드가 없는 사

·트럭 및 영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하고 보증할 수 있는 주차 공
간에 대한 예약서비스제공

2011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에 대한 정보서비스제공

5. ITS 지침 실행계획 2011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2012

(2) EU전역에 걸치는 실시간
교통량정보서비스

·EU 전역에 걸치는 실시간 통행정보서비스의 제공
2011

2011

연 도

(5) 안전하고 보증되는
주차 정보서비스

<표 3> 분석 및 준비단계

·차량과 교통 기반시설과의 연계

<표 2> 도시교통에서의 ITS 언급 조항
6

분석 및 준비단계는 기존 연구결과 검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표 4> 영향 평가

람까지 포함) 하나의 스마트 카드로 유럽 전역에서 철도와 버스
6개 우선활동의 영향평가단계 시기는 다음과 같다. EU전역에 걸

등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역무원의 접촉

쳐 상호 통용되는 응급전화(eCall) 활동의 영향평가는 금년 1/4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이를 통

분기에 종료되는 계획이다. 이를 제외한 모든 활동들이 1년에 걸

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이용전이(modal switching), 예를

쳐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들면“Park and Ride”
처럼 역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철도를 이
용하는 등 철도의 이용이 증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고
려하고 있는 표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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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시 고객(1일권 사용자, 여행자)이 해당 지역의 응용프로

<표 5> 고려되고 있는 표준들
영 역

그램을 내려받지 않고서도 원격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방

기존의 표준

매체(Media)

ISO/IEC 14443

제품을 관리하는 범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분권적 의사

파일 구조(File Structure)

ISO/IEC 7816-4

결정(4), 장기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응용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구성(Architecture)

EN ISO 24014-1(IFM)

동일 시장에서 대면하고 있는 유럽 교통 당국들간의 요금 합의가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s)

EN 15320 (IOPTA)

더 쉬어짐(5), 아직도 지방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는 지방정부들

데이터 요소(Data Elements)

EN 1545

보안(Security)

ISO 15408 (Common Criteria)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IFM Forum(UITP가 주
관)을 통해 관련기관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는

이 시장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해결책을 직접 발견하게 됨(6).

7. 교통카드 전국 호환 제도화

자료 : IFM Project, State of the art on interoperable media and multi-application
management, Deliverable 3.1, Feb. 2009.
자료 : Gilles de Chanterac, The EU-IFM project A seamless travel initiative :
Preliminary work, PTI, 2009.

<그림 2> 다수 응용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확대 IFM 모형

참여기관 및 이용자의 보증 및 사기(fraud) 최소화 문제를 다루

<그림 3> IFM 개발 로드맵

우리의 경우는 2003년부터 서울지역에서 철도와 버스 승차에 대
해 통합요금제를 시행한 것을 필두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는 모델구축(trust modelling), 이용자의 자료를 보호하는 모델

매체 소유자(media owner)는 응용프로그램 소매상들이 매체의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국에 모두 통용되는 전국 호

구축(privacy modelling),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

보안영역에 접근하여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고 그것을 운영할

환 교통카드는 없다. 전국 권역별 교통카드 업체 현황은 다음과

램 및 상호 운영이 가능한 매체(common applications and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매체 소매상들은 최종 이용자와 상

interoperable media), IFM 관련 조직 설계(model of IFM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실적으

업적 거래관계를 갖으며, 매체를 이용한 서비스 사용에 관한 계

로 가장 상호운영가능성에 접근하는 해결책은 복수 응용프로그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성의 필요를 느낀 정부는 2008년 대중교통

organizaitons), 지원 후방조직 ICT 시스템간 상호접촉

약조건을 정의한다. 매체탑재자(media loader)는 매체에 대한

램 매체(multi-application media)에 각 시스템들이 동거

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버스, 지하철 등

(supporting back office ICT system interfaces)으로 구분되

원격접근을 관리한다. 이러한 새로운 IMF 역할로 인해 기존 모

(parallel cohabitation)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과제는 동일

대중교통운영자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어 진행되고 있다.

형에서의 매체소유자, 매체소매상, 매체탑재자의 역할이 전과 달

한 복수 응용프로그램 관리 과정을 시행하도록 노력들을 모을 수

장비를 설치 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장비를 설치 운

기존에 지역별로 단일 응용프로그램이 이용되던 IFM 모형과는

리 집배상(collection and forwarding agent)의 역할과 연계되

있는 대표 주자를 찾는 일이다(1a).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이를 이행하지 않

달리 다수 응용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확대 IFM 모형에서는 매체

어야만 한다. 등록 및 보안관리자는 매체의 발급과정에 포함될

유럽 인터넷 포탈(European internet portal)이 발권과 지불 응

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동 법률

배분과정(media distribution process)에 새로운 역할들이 도입

수 있다.

용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서버 역할을 할 수 도 있을 것이

제10조 2에서 국토부장관은 교통카드 전국 호환 기본계획을 수

되고 있다.

2010년 5월 1단계 시범사업이 제시되었는데, 벨기에의 Calypso

다(1b).

립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률 제10조 3에서는 시장 군수가 교통

Network Association, 영국의 ITSO, 독일의 VDV 3개 스마트

다음 단계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범용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카드회사가 참여하여 하나의 스마트 카드가 3사의 발권시스템을

것이다. 이 응용프로그램은 상호운영가능성을 높이는 가교인 것

이용하여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단계

이다(EU-IFM Application). 고객 데이터(statutes) 및 제품과

는 7월 1일부로 종료되었다. IFM이 제시하고 있는 향후 개발 로

거래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규칙과 유럽표준을 구축하는 일이 요

드맵은 다음과 같다.

구되는데 이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도 계속 되어야 하는 일이다.

현재 주요 각국은 자신들만의 스마트 카드를 포함한 교통카드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정치적인 이유와 사업상의

스템과 응용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교차수용합의(cross-

이유로 이를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acceptance agreement)를 통해서만 상호운영성이 확보된다(단

된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응용프로그

계 0a). 일부 시스템이 영역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스트리

램에 대한 지배권 실행(2), 고객의 개인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나

아에서 독일 VDV-KA 응용프로그램이 채택되고 있다(0b).

이, 선호하는 언어 등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분권적 의사결정

<그림 1> 기존의 IFM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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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카드 전국 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률 제10
조 4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와 시외버스 등 도시간 교통
에 대해 교통카드 전국 호환 특정부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고, 동 법률 제10조 5에서 대중교통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로 결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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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

01

철도이용증대전략에서 본 유럽 IFM
도시교통정책 분석

철도이용증대전략에서 본 유럽 IFM 관련 도시교통정책 분석

<그림 4> 전국 권역별 교통카드 업체 현황
자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도시교통정책팀. 2008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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