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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STATION

파리는 예술의 도시, 패션의 도시, 사랑의 도시, 낭만의 도시다. 그리고 영화의 도시
이기도 하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파리
에서의 마지막 탱고, 파리는 안개에 젖어, 네 멋대로 해라, 비포 선셋, 러브 미 이프 유
데어, 도시 속의 인디언, 사랑을 버려야 할 때 아까운 것들, 물랑루즈, 퐁네프의 연인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영화 <아멜리에>까지 숱한 영화의 무대가 됐다. 도시 전체가
영화 세트라 해도 넘치는 표현이 아닐 것이다.

■

}

역마차 제도의 유산
몽마르트르와 에펠탑과 센 강과 퐁네프와 그밖에 수많은 장소들이 영화를 통해 우

리의 가슴 속 깊이‘파리’
라는 두 글자를 도시 그 이상의 의미로 각인해 놓고 있다.
파리 북역(Paris Nord) 역시 <아멜리에>를 통해 우리나라 영화 관객들에게 친숙해진 장소이
다. 프랑스 제국 양식의 화강석 역사가 웅장한 이곳은 파리의 6대 기차역 가운데 하나이다.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역마차가 정기적으로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날
랐다. 역마차 제도는 19세기 철도가 개통되면서 모습을 감추었는데 그 시대에 말을 갈아타던
역참(驛站)과 여행자가 머물던 여관은 근대적인 형태의 역사(驛舍)와 호텔로 바뀌어 역마제도
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파리 북역이나 리옹역, 독일 프랑크푸르트역, 런던
워털루역 같은 종착역들은 역마차 시대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닥의 선로가 하나로 집중되는 빗자루 형태의 철도 선로와 그 철도 선로 전체를 뒤덮는 거대
한 철골 형태의 돔, 선로와 직각으로 세워진 역사 등이 그것이다.
북역은 명칭 그대로 파리의 북쪽에서 들어오는 기차들이 정차하는 역인데 영국, 벨기에, 네덜
란드와 독일을 오가는 국제노선이 포함된다. 하루 평균 48만 명, 연간 약 180만 명이 이용하
는 유럽 최대의 역사로 손꼽히기도 한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는 도버해협을 해저터널로
통과하는 런던행‘유로스타’
를 타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사실 북역은 파리의 수
많은 명소들에 밀려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그리 즐겨찾는 장소는 아니다. 매일 수십 만 명이
이용하다보니 무척 혼잡하다는 것과 어두워지면 돌아다니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우범지대 정
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DVD까지 소장하며 영화 <아멜리에>를 몇 번이고 다시 본 이들
에게는 꼭 한번 찾아가‘인증샷’
을 남기고 싶은 곳이 바로 북역이다.

01. 파리 북역 전경 02~03. 영화 <아멜리에> 속 파리
북역의 모습 04.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멜리에의 영화
속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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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멜리에, 니노를 만나다
글 이종택 건축설계사

(Paris Nord)

사진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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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음모
영화 <아멜리에>는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이 연출한 2001년도 작품이다. 감독의 전작

인 <델리카트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역시 몽환적이고 아기자기하며 때로는 난해하
고 기괴하기까지 한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영화의 주무대로 등장하는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
덕, 성 마들렌 성당, 그리고 북역 등도 강렬한 색채감으로 다른 영화에서와는 사뭇 다른 느낌
을 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영화는 아멜리에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한다. 완고한 아버지와 히스테릭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 아멜리에는 어느 날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오랜만에 내미는 다정한 손길에 가슴
이 뛰는데, 의사인 아버지는 그만 이를 심장병이라 생각했고 결국 학교에 보내지 않게 된다.
어머니의 갑작스럽고 다소 황당한 죽음에 이어 유일한 친구로 여겼던 금붕어 카차롯마저 자
살을 기도(?)하면서 카멜리에는 이제 세상과 동떨어져 혼자만의 세상에 남게 됐다. 외톨이가
된 아멜리에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지혜를 짜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혼자놀기’
였다. 유리
창에 얼굴 문지르기, 과일로 귀걸이 걸기, 어두운 극장에서 다른 사람 표정 훔쳐보기, 손가락
에 끼운 딸기 먹기, 동전 돌리기, 풀피리 불기, 종이접기….
그렇게 혼자놀기로 외롭게 유년시절을 보내고 아가씨로 성장한 아멜리에는 카페의 웨이트리
스가 됐고, 우연히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에서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경험한 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음모를 꾸미느라 무척 바빠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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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쉿! 내가 평범해 보이나요?/ 1000만을

■

혹시라도 북역을 찾는다면

행복에 감염시킨 영화 <아멜리에> 포스터

05
06

05. 분주히 어디론가 향하는 북역의 여행객들
06. 통유리로 설계된 파리 북역의 또 다른 외관
07. 파리 북역 플랫폼

누군가의 오래된 보물상자를 찾아주고, 외로운 남녀를 커플 맺어주고, 병 때문에
외출할 수 없는 화가에는 세상의 창이 되어주고, 주인에게 핍박받는 종업원을 위해 귀여운 복
수를 대신해준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집중하며 그들이 잃어버린 것, 보지 못하는 것,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느라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늘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아멜리에. 그런 그
녀가 드디어 자신의 사랑을 찾은 곳이 바로 북역이다. 아멜리에의 첫사랑 니노 역시 놀이공원
과 포르노샵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며 아멜리에 못지않게 고독하게 살아온 인물이다.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쓰라린 과거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
리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아멜리에 만큼이나 독특하고 기묘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멘
트 위에 찍힌 발자국 사진찍기, 독특한 웃음소리 녹음하기, 그리고 북역의 즉석사진기 옆에서
버려진 증명사진을 모았다. 아멜리에는 우연히 니노가 흘린 이 증명사진 앨범을 줍게 됐다.
번개를 맞은 듯 홀연히 찾아온 사랑 앞에서 아멜리에는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가 자기
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북역 여기저기에 비밀스런 단서를 숨겨놓았다. 이렇게 전혀 안 닮은 듯
하면서도 똑같이 닮은 두 사람은 이제 술래잡기처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의 고독을
나누고 감싸준다. 이렇게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슬프면서도 편안한 영화의 여운은
가슴 속 깊이 남아 오늘도 파리 북역으로 낯선 이방의 여행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혹시라도 파리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북역을 통해 런던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멜리에와 니노의 흔적을 찾아봄도 좋겠다. 파리 북역은 지하철과 급행전철 각 3개
노선이 연결되어 도심, 부도심, 공항 모두와 편리하게 연결되니 찾아가는 데 그리 많은 시간
도 걸리지 않는다. 단, 먼저 <아멜리에>를 찾아 볼 것과 어둡기 전에 찾을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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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철도기술을 말하다

■

소리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흔히 보잘것없는 것을 지칭할 때‘먼지 같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 먼지는 그렇게 우습게 볼 대상이

아니다. 1952년에 발생한 런던 스모그에 의해 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먼지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봄철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정도가 아니라 자칫 우리의 인생을 먼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먼지인 것이다.
먼지(dust)는 분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돌조각에서부터 금속가루, 꽃가루나 동물의 몸이나 분비물에서 만들어지
는 유기물까지 생성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먼지의 크기는 지름 0.001∼1000㎛ 사이로 그 크기도 다양하다.
이 중 지름이 70㎛이상의 먼지는 발생 즉시 중력의 영향으로 곧바로 지면으로 내려앉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먼지가 쉽게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지름 10㎛ 이하의 것을 미세먼지(PM : Particulate Matter)라고
하는데 PM10으로 표시하며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인체의 폐포까지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며, 사망률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평소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할 때는 외출을 삼가
라고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눈에 잘 보이는 큰 먼지보다 위험한 것은 인체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 쉽게 제거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큰 먼지를 가라앉게 하는 힘이 중력인 것과 달리 미세먼지는 부력과 점성에 의해 거의 무한정 대기
중을 떠다닐 수 있다. 미세먼지의 종단속도는 겨우 1mm/s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상승하는 공기가 있을 경우 공기
분자의 점성에 이끌려 미세먼지는 다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중력에 의해 가라앉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포집해야만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제거하기
보다는 생활환경에서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다.

깨끗하게 달린다
글 최원석 과학칼럼니스트 일러스트 조성덕

영화 <놈놈놈>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등장한 카우보이 정우성. 영화에서 정우성은 말과 긴 소총, 모자와 함께
스카프로 카우보이의 멋을 한껏 표출했었다. 들판을 달리다보면 말이 온통 들판을 두드려 대는 통에 엄청난 먼지를
일으켜 카우보이들에겐 스카프가 꼭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후 말에서 마차와 자동차, 기차에 이르기까지 교통수단
이 발달하면서 들판에 도로와 레일이 깔리면서 뿌옇게 일어나는 먼지는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매연이 새로운 오염물질로 등장했다. 특히 눈에 쉽게 보이는 먼지와 달리 미세먼지의 경우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 만큼 위험한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함께
깨끗하게 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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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철도기술을 말하다

■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철도
2008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대중교통수단 별 실내공기 질을 조사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가 황사가 몰려 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건물 내부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과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교통수단 내
에서 지내기 때문에 대중 교통수단의 실내 공기오염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단열과 방음을 목적으로 교통수단들의 기밀성을 향상시키면서 실내외 공기 순환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구조상 환기가 쉽지 않고, 안전상의 이유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면서 오
염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 가운데에도 희망적인 것도 있었다. KTX의 경우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실내공기가 깨
끗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밀폐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만 잘 하면 충분히 깨끗
한 공기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KTX의 경우 고속운행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객차와 객
차 사이도 외부와 차단시킬 만큼 완벽하게 기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기조화장치(HVAC : 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를 이용해서 자연환기를 하는 경우보다 깨끗한 공기 상태를 유지했다. 음이온 공기청정기나
객실에 설치된 리턴공기구에 항균필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객실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깨끗하게 달린다

또한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전 롤필터 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집진 기술도 연구 중에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을 억제해야 하지만 사실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사람이 활동을 하다보면 발생할 수

정전 롤필터 기술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입자가 너무 작아 중력으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정전기를 이용해 집진하

밖에 없다. 특히 사람들이 매일 이용해야하는 대중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국

는 방법이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객차 내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황산염과 질산염, 탄소화합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함께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공간을 점유하게 되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

났으며, 200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도로변 퇴적물에는 구리나 아연, 카드뮴 등 중

생시킨다. 따라서 집진장치가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하이브리드 청정장치도 개발되고 있다. 이는 한정된

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고 도로변의 퇴적물에 중금속 함량

공간에서 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으면 공간 활용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기

이 높은 것은 이러한 오염의 주범이 차량임을 잘 나타내 준다.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완전 연소하지 않고 배출

위한 이러한 노력 덕분에 더욱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되는 배출 가스에는 많은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내연기관은 원리상 완전연소가 어렵기 때문에 촉
매나 필터를 통해 이러한 먼지를 걸러내기 위해 매연 저감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부착을 의무화하
거나 노후차량 조기 폐차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내연기관에 의한 매연의 문제에서는 열차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점차 전기기관차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
직 많은 디젤기관차가 운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젤기관차에서는 미세먼지와 함께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
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그래서 디젤기관차의 경우에는 매연 후처리기술을 이용해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디젤의 매연 후처리 기술에는 디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DPF를 장착하거나 디젤산화
촉매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에서 내연기관이 발생시키는 먼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타이어와 도로는 내구성
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고무로 된 타이어가 지면과의 마찰에 의해 닿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많은 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레일 위에서 쇠로 된 바퀴를 사용하는 열차의 경우
에는 타이어보다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필연적으로 쇳가루가 생길 수밖에 없다.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
세먼지는 억제하기 어렵지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미세한 철가루이기 때문에 전자석으로 포집이
가능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제작한‘SR001’
의 경우에는 전동차 바닥에 전자석을 설치해 열차 바퀴와 선로 마찰
로 생기는 미세한 쇳가루를 포집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터널 먼지의 80%는 쇳가루가 차지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통해 터널 공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퀴가 없이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것이
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와 레일뿐 아니라 부품들의 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가장 먼지를 적게 발생시키는 교통
수단인 것이다. 자기부상열차가 미세먼지를 적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먼지
를 줄이기 위한 공정을 연구 중이라고 할 정도로 깨끗한 교통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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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the Rail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한국철도공사(이하‘코레일’
) 정인수 차량기술단장. 코레일
의 차량기술 부문 최고 책임자다. 취재 전 걱정이 약간 앞섰다. 하필이면 KTX 고장
관련기사가 꼬리를 무는 와중이다. 아무리 에두른다 해도 그에 관한 질문을 빼놓을
수는 없을 터인데 괜한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을지…. 그러나 기자의 노파심이 정말
공연한 기우였음을 깨닫기까지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반잔의 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비교할 때 흔히 언급하는 비유다. 기자
가“반밖에 안 남았다”
고 걱정이 늘어지는 부류라면, 정 단장은 이를 테면 이런 사
람이다.“야,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어!”

■

고생, 보람의 다른 이름
정 단장의 철도와의 인연은 1986년 기술고시 합격과 함께 시작됐다. 이듬

해 기계사무관으로 철도청 발령을 받은 그의 첫 임지는 대전 차량정비단이다. 그
후 부산과 미국 유학, 경기도를 거쳐 다시 대전에 오기까지 이삿짐을 꾸렸다 풀기
만 여섯 번. 군인들만 이사가 잦은 줄 알았더니 철도 가족들도 못지 않은 듯하다.
“철도를 철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코레일 사람들은 역마살이 꼈다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25년 그의 철도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로 기억되는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 이
번에도 그는 역시‘진짜 힘들었던’고속철도 개통 당시를 첫 손가락에 꼽는다.
“고속철도 차량과장으로 2003년부터 고속철도 개통을 준비했고 2004년 드디어
고속철도가 달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때 초기 고장이 많아서 얼마나 고생이

긍정이라는 이름의 긴 호흡

심했는지 모릅니다. 국회며 감사원이며 감사 받으러 정말 많이 불려 다녔고요. 지
나고 보니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고 성취감 역시 가장 컸던 때입니다. 그렇게 고
생한 덕분에 2005년 철도의날에 산업포장까지 받게 됐지요.”아무래도 편한 여행

글 조수현 사진 전일연

보다 고생했던 여행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모양이다.

■

한뼘 더 크는 성장통
그가 차량기술단장에 부임한 것은 지난 3월 21일이다. KTX의 연이은 차량고

장이 바로 전날인 20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오비이락(烏飛

), 까마

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Boys, be a specialist!’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철도는 거대한 종합시스템이지요. 차 한 대가 고장나서 원인을 찾고 수리하는 것과
는 분명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구요. 비 온 뒤에 땅이 굳
는다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점들 때문에 경황이 없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자면 우리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이익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에
공헌할 여지까지 함께 커지는 길이니까요.

코레일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겪고 넘어가야 하는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무수히 많은 도전과 응전의 시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렇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
로 결과가 나타나곤 합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분명 한 단
계 더 성숙해진 코레일을 볼 수 있으리라고 말이지요.”

■

‘Boys, be a specialist!’

정인수 단장이 이끌고 있는 코레일 차량기술단은 우리나라 철도 차량의 전반을 관리

기술의 발전이 곧 철도의 발전이라는 정 단장은“차량기술단이 바로 그

하는 기구다. 100여 명의 기술지원 인력 및 산하 3개 정비단을 중심으로 5천여 명에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라고 말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철도기술의 발전은 비단‘국

한국철도공사

달하는 각 지역본부 차량관리 인력과 협력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해 노

민의 편익’
이라는 국가적 비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인수

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철도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확실한 전문가가 되자는 것이지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이익일 뿐

운영 중인 차량의 유지보수, 개량사업, 설비들의 관리와 함께 새로 운영할 차량의 제

만 아니라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에 공헌할 여지까지 함께 커지는 길이니까요.”

차량기술단장

작설명서를 만들어서 발주하는 역할, 그리고 이를 승인하고 검사하는 일도 중요한 업

철도교통시스템 전문가를 향한 정 단장의 노력 역시 현재진행형이라고 한다. 그

무이지요. 광역철도차량본부에서 관리하는 전동차의 경우 역시 기술지원을 하고 있

렇게 쉼없이 전문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껏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

습니다.”

키지 않고 후배들과 사회에 환원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제가 코레일과 철도 가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Boys, be a specialist!’
,

상황이 상황이라 휴일에도 비상근무의 연속이라는 게 차량기술단 다른 직원의 귀뜸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이었다. 정 단장 역시 마찬가지, 아니 몇 배의 부담이 있을 터이지만 말끔한 그의 얼굴

인터뷰가 끝나고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정 단장의 말 한마디가 여전히 머리

에서는 쉬 피곤함이나 어려운 기색을 찾기가 어렵다.“표정에 여유가 있으시네요?”

를 맴돈다.“똑같은 샘물이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마시면 꿀이 된다.”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라 그래요. 요즘에도 밥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그에게서 자

당면한 난제들에 쉬 꺾이지 않고 늘 긴 호흡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는 정인수 차량

연스레 묻어나오는 긍정의 분위기에 함께 웃자니 잠시 긴장했던 기자의 마음 역시 노

기술단장. 그의 기대처럼 우리의 철도가 다시 편하고 안전하고 신나게 철길을 달

골노골 부드러워진다.

릴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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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안전장치 및 의자 조인트

충돌사고시 열차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반드시 만족해야할 요건이 있다.
1. 타고오름 방지 2. 탑승공간 보호 3. 승객감속도 제한
이러한 기본 요건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만족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이 충돌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다. 자동차는 앞쪽에 범퍼와 엔진룸이 있어 이
들이 부서지거나 찌그러지며 충돌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와 유사하게 열차도 충격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전해
지는 전두부에 충돌 에너지를 흡수시킬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둔다. 즉, 자동차의 범퍼 역할이나 주요 에너지 흡수부재는 이
공간에 장착된다. 그러나 열차의 충돌에너지는 자동차의 충돌에너지의 수백배에 이르므로 모든 에너지를 전두부에서 흡수할
수 없다. 그래서 열차는 선두차뿐만 아니라 각 차량을 연결하는 연결부에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퍼 혹은 에너지흡수장
글 전동혁 과학칼럼니스트

치를 넣는다.
철도차량의 가장 대표적인 범퍼는 주사기의 실린더처럼 생겼는데‘에너지 흡수식 연결기’
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평상시에는
피스톤을 실린더에서 빼낸 채로 앞뒤 차량을 연결한다. 실린더 안에는 공기나 점성이 높은 유체를 넣어 연결기가 전후좌우로

7월 23일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에서 고속철

흔들리지 않게 한다. 만약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피스톤은 실린더 내부로 밀려 들어간다. 이때 충돌에너지는 공기나 유체를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3명이 숨지고 211명이

압축시켜 조그마한 구멍으로 빠져 나가도록 구성하여 열에너지로 소진된다. 탄성이 강한 스프링처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

다쳤다. 고속철은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기

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하는 것이다. 이 연결기는 자동차처럼 부서지며 충격을 흡수해서는 곤란하다. 평소에는 앞뒤 차량을 잇

때문에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하게 일어난다.

는 역할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차량이 끊어져 선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작

그래서 철도는 신속성과 편리함뿐만 아니라‘안전성’
도

은 충격에서는 이 연결기에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기에서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수 없는 충격이 발생

중요하다. 미래 고속철에는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할 때도 있다. 이 때에는 에너지 흡수식 연결기에서 흡수하고 남은 에너지를 연결기 후방에 장착된 추가적인 에너지 흡수장

어떤 안전장치들이 장착될까.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치에서 흡수한다.

서는 철도차량 충돌안전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중이다.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철도차량 충돌안전에

이 장치는 경충돌안전장치라 불리는 것인데. 말그대로 경미한 충돌 발생시 열차 본체의 손상을 줄이고 승객 상해를 최소화하

대한 성능 평가 및 피해저감 기술개발’내용을 바탕으로

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다. 만약 이 장치가 없다면, 남은 에너지는 승객이 탑승하는 영역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승객이 탑
승하는 영역처럼 보호해야할 공간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충돌안전장치가 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대신 파괴되어야

유추해 보도록 하자.
01

한다. 그래서 경충돌안전장치는 다른 말로 기계적 퓨즈(mechanical fuse, 특정 하중 이상이 되면 끊어지는 부품)라고 불리
는데, 전기장치에 과부하가 발생시 전기장치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 휴즈가 절단되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경
충돌안전장치의 주 에너지흡수메커니즘은 자동차의 부재가 찌그러지며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원리와 비슷한데 관에 펀치를
밀어 넣어 직경을 팽창시키는 확관튜브의 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경충돌안전장치에서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이후에 충돌에너지가 남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열차의 본체중
일부가 변형하여 충돌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열차 본체는 변형없이 보존되어야 할 영역과 변형이 허용되는 영역으로 나뉜
다. 승객이 타고 있는 공간은 변형없이 보존돼야 할 영역이다. 변형이 허용되는 영역의 에너지흡수구조가 잔여 충돌에너지를

02

03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이 탑승공간 보호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 에너지가 흡수되는 동안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가속도이다. 뉴턴의 힘, 질량, 가속도간의 상관관계에 의
해 충격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면 승객에게 전달되는 가속도량을 제한하여 상해치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승객 가속
도 전달을 제한하기 위해 충돌에너지 흡수가 단계적으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다면, 승객 감속도가 커지는 것을 막
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열차 전용 안전 의자도 필요하다. 이 안전 의자도 다른 교통수단의 의자처럼 충격흡수가 가능한 부
드러운 시트와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장치가 장착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자 아래 차량을 연결하는 에너지 흡수식 연결기
같은 충격 완충장치가 달렸다는 점이다. 이 장치는 열차가 탈선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때 승객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
01. 새마을호 객차 충돌 시험

할 수 있다. 이것이 승객 감속도 제한이 필요한 이유이다.

02. Sled 시험준비 03. Sled 시험 후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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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충돌에서 앞서 얘기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타고오름 현상 방지라는 것이다. 아무리 충돌시 피해저
감에 대한 시나리오 및 설계가 잘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에어백
05

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승객이 에어백에 묻히지 않으면 에어백이 효과를 발휘하

06

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지난 달 중국 고속철 추돌사고시에 피해를 가장 커지게 했던
요인은 타고오름 현상을 막지 못한 것이다. 뒷차가 앞차와 충돌한 후 뒷차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튕겨오르는 바
람에 탈선이 되고 그래서, 교각에서 낙하한 것이다. 뒤집어 생각해서, 타고오름 방지장치가 있었다면, 뒷차는 앞차와 충돌한
후 분리되어 튀어오르지 않고 하나의 열차처럼 붙게 되고 이때에 에너지 흡수식 연결기, 경충돌 안전장치, 에너지 흡수구조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안전장치의 작동으로 인해 피해를 경미한 수준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설혹 그런 장치가 없이 타고오름
방지장치만 있었어도 탈선 후 교각에서 낙하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타고오름 방지가 필요
한 이유이다.

■

충돌 시뮬레이션으로 취약부분 선정

04. 승객 상해치 해석
05~06. 열차 전두부 에너지 흡수구조 충돌시험 장면

최근 컴퓨터의 놀라운 성능향상으로 복잡한 자연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예가 기상예보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 할 수 있는데, 대규모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 열차충돌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 충돌
시험이 필수적이다. 편리하고 쉽게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열차의 취약점을 찾기에는 제격이다. 열차를 형성하는 강도와 골
격, 재료의 성질 등이 컴퓨터에 입력되어야 하며, 주변 상황을 묘사하는 열차의 속도, 위치 등도 입력돼야 한다. 시뮬레이

■

션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컴퓨터에 입력돼야 한다. 예를 들면, 뉴턴의 제

충돌 시험 인프라 구축

2법칙이나 마찰방정식, 응력과 변형율의 상관방정식 등이다. 이러한 물리적 법칙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뮬레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충돌시험시설이 필요하다. 1900년대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열차안전에 대한 시

션이 아니라 에니메이션이 될 것이다.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VTM(Virtual Testing Model)이라 부르기도 하며

험은 그 규모가 방대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초기에는 실제 열차의 충돌시험이 종종 수행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규

시연할 때는‘충돌해석모델’
을 사용한다. 이러한 모델의 장점은 엄청난 규모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실제 시험을 대신할

모의 실물열차충돌을 수행하는 예는 드물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예전의 실제차량 충돌시험에서 얻은 경험과 컴퓨터 시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뮬레이션기술의 발전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현재의 충돌시험시설은 열차 구조의 일부분과 부품, 장치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

오늘날 컴퓨터와 수치해석의 발전에 큰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델의 신뢰성이다. 모델의

게 시험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시험비용 자체도 절감할 수 있도록 발전된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독

구성에서 얼마나 검증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었느냐, 물리적 법칙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느냐에 따

일, 폴란드 등의 유럽 등지에 이러한 충돌시험시설이 있다. 실제 열차를 충돌하는 수준에서 비용측면이나 규묘면에서 효율

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얼마나 실제 상황과 비슷할 것인가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일부 부품단

적인 수준으로 낮춰진 것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 규모는 자동차 충돌시험 설비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위나 장치단위, 각종 재료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서 VTM의 지속적인 보정 및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VTM을 사용하면 우

모든 나라가 충돌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충돌시험시설이 최근에 만들어졌고, 규모나 운영

리가 상상하는 많은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시험없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열차 대 열차 충돌사고, 열차 대 트럭간의 충

면에서 아시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설비임을 시연회를 통하여 입증했었다.

돌사고, 열차와 소형 장애물의 충돌, 열차가 45도 기울어진 벽에 충돌, 열차의 경사충돌, 열차의 측면 충돌 등 생각할 수

한가지 예로서, 열차를 충돌시키는 충돌고정벽이 있다. 열차 전두부 모형 등의 충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벽으로

있는 모든 충돌 상황을 예측해 보고 그 위험한 정도를 파악해 낼 수 있다. 최근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인 부분은 충돌후 탈선

각종 계측장비를 장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시험 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고정벽에 비해 수백배의 충격량이 발생하므로 그 규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분야이다. 열차 사고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철로에서 벗어나는 탈선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모는 매우 크며, 미국이 가장 큰 규모의 충돌고정벽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규모의 충돌시험이 가능한 수

수 있다. 따라서 충돌시 차량의 움직임이 철로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도 충돌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중요한 요소다. 이와

준의 충격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같이 검증되고 합리적인 시뮬레이션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충돌시
속도나 각 차량의 가속도와 무게 등을 바꿔가며 다양한 충돌을 가

그 외에 열차의 모형 전두부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체가 필요하며, 자동차에서와 같이 각종 고속 카메라, 대규모 조명장치,

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다. 이런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충돌할 때

때에 따라서는 인체 상해를 측정할 더미 등도 필요하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시험장비보다는 시험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승객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충돌각본’
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

기술 인력과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험 절차를 체계화시키는 작업은 짧은 시간과

다. 급정거로 인한 탈선과 충돌의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철도 운전

적은 비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기 때

자가 알아서 상황을 판단해 대처하도록 맡기기보다 각 상황에 따

문에 미래 고속철의 충돌안전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른 행동지침을 만들어야‘안전한 사고’
를 일으킬 확률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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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협약 체결

코레일, 협약으로 자유를 찾는다
코레일 연구원 사회봉사단(단장 최성균)은 7월 14일, 꿈동산 지역아동센터·중앙

코레일은 7월 13일, 서울 사옥에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와

동사무소와 함께「꿈동산 프로보노 협약」
을 체결했다.

‘어도비 클린 사이트 프로그램(ACSP)’협약을 체결했다. ACSP 도입으로 코레

※ 프로보노(Pro Bono)란 전문가들이 자신이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 등 자신의

일은 어도비의 대표적 소프트웨어인 애크로뱃과 포토샵 등에 대한 정품 사용 인

재능을 봉사활동을 통해 기부하는 활동

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시에 어도비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히 이번 협약식은 기업·사회복지단체·행정기관이 함께 하는 트라이앵글 사

서는 일일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회환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지적능력을 활

또한 ACSP를 통해 어도비 제품에 대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전국에 산재

용한‘맞춤식’전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한다는 측면

한 사업장의 라이선스를 중앙에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집중관리 할 수 있게 된

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극 실천하고 앞장서는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됐으며, 저

연구원의“한울타리”봉사회 회원들은 퇴근 후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봉사활동 지원대상인‘지역아동센터 꿈나무 공부방’

작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라는 부담을 덜고 자유롭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의 초·중·고 학생 26명에게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의 일반과목 및 제2외국어를 포함한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등 재능

코레일 박양석 정보기술단장은“지금까지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점검 때마다 라이선스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불편과

기부를 통한 나눔활동을 펼치게 된다. 더불어 한국철도공사의 녹색성장 비전인‘GLORY 운동’
을 소개하고 미래의 꿈나무인 아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됐다”
며“이번 협약으로 보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가능해지고 저작권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이들에게 기차여행을 통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계획이다.

도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최성균 연구원장은“향후에도 지역의 소외된 아동들에게 맞춤식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밝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
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트라이앵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프로보노 활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철도선진화 전략 기술교류회 공동 개최

승차권 한 장으로 공항까지 간다!

코레일 연구원(원장 최

코레일은 8월 1일

성균)은 7월 26일, 한국

부터 KTX를 비롯

철도시설공단 본사 회

한 모든 열차와 공

의실에서 철도핵심 3개

항직통열차를 연계

코레일은 7월 22일 새벽 1시, 터널내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기관(코레일 연구원, 한

한 승차권(이하“연

위해 국내 최장인 금정터널(20.3km)에서 열차화재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국철도시설공단 연구원,

계승차권”
)을 발매

이번 훈련은 최근 터널 내 비상정차와 차내 연기 발생 등 고속열차의 고장이 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한다.

생함에 따라,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인명을 보호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

공동으로 개최하는‘제6차 철도선진화 전략 기술교류회’
에

이용객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전국 역

보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터널 내 재난대응체계와 방재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

참가했다.

(자동발매기 포함), 글로리 앱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검했다.

이번 철도연구기관의 전략 기술교류회에서는 기관별 중점추

편리한 연계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공항직통열차 운임의

이번 훈련에는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 동래소방서 등 6개 기관에서

진사항을 포함해 상호간 협조사항 위주로 발표하여 공감대를

30%까지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고속차량, 소방차량 등 17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형성했다. 한편, 분임 과제별 토의시간에는 3개 분야(시설, 자

연계승차권은 한 번의 결제로 한 장의 승차권이 발권

코레일은 터널에서 열차화재가 발생한 최악의 상황을 가상하여 7단계로 구분해 훈련을 실시했다. 1단계~3단계는 사고급보와 상

재, 정책)로 구분하여‘주요자재 국산화 추진방향’
을 비롯하여

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

황전파, 안전조치와 열차운행 통제 및 초기진화, 긴급구조기관 지원 요청, 승객 대피 등 초기 대응단계 훈련을 했고, 4단계~6단

‘합성수지 침목 개발’
,‘장래 철도환경 변화를 대비한 철도교

계에서 코레일과 관계기관은 터널에 복구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화재 진압, 비상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상자 긴급구조와 이송, 구

통 DB 구축방안’
의 추진에 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코레일 김복환 여객본부장은“고객은 서울역에서 이용

원기관차 연결 회송, 열차 운행정리를 통한 시운전과 정상운행을 재개했다. 마지막 7단계는 사후관리 및 사고조사 단계로 화재현

코레일 최성균 연구원장은“철도선진화 전략 기술교류회를

가능한 공항직통열차와 연계 열차의 시간표를 코레일

장에 대한 원인 조사와 증거물 확보, 화재차량의 기지 이동 등으로 마무리했다.

통해 3개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보교류가 더욱 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면서“편리하고 저렴한

코레일 나민찬 안전실장은“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으로 비상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실제

성화 되기를 바라며, 철도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는 계

연계승차권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안전한 열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국내최장 금정터널에서 비상대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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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SNS, 위기에 더 빛났다!

KTX는 낙뢰에도 안전하다

코레일은 이번 집중 호우기간에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실시간 열차운행 상황 전달이 큰 위

코레일은 7월 24일 우리나라 철도의 모든 시설과 차량에는 낙뢰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완벽

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28일 오후까

하게 구축되어 있어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지난 7월 23일 발생한 중국 철도와 같은

지 트위터 등을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열차운행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 내용은

사고는 절대 발생할 수 없고, 고속 및 일반 열차 차량은 동력차의 지붕에 고용량의 피뢰기가

팔로워를 통해 수백번에 걸쳐 확산됐다.

설치되어 있어 낙뢰를 맞더라도 레일을 통해 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차량과 승객의 안전에

코레일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서울메트로, 교통방송의 트위터 계정과 연계해 출퇴근 시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 열차 이용객에게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트위터 사용자로 전달받은 현장

전기시스템도 송전철탑과 변전소에 가공지선을 설치하여 낙뢰 등 이상전압이 유입되었을 때

의 전동열차 지연상황을 트위터로 실시간 공유함으로서 SNS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땅으로 안전하게 방전시켜 문제가 없다. 또, 열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도 낙뢰가

평소 1만 5천명 수준이었던 코레일 트위터의 팔로워는 집중호우 기간(7월 27~28일) 동안 입소문에 의해 급증하여 2만 명을 넘

전차선을 지지하는 전주의 보호선과 접지선을 통해 땅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겼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6월 소셜미디어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객과의 소통 채널을 넓혀가고 있으며, 하루 10만 명이 방문하는

열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호시스템도 모든 설비에 접지설비가 확실하게 설비되어 있어 낙뢰 발생시 땅으로 방전시키고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선행열차의 운행 위치에 따라 후속열차의 운행속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열차자동제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충돌이나
추돌사고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우리나라 철도의 신호시스템은 시스템 자체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열차운행 선로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고속열차의 경우 선행열차가 운행 중 정차하는 등 전방 구

사전 예방중심의 안전체계 강화
코레일 허준영 사장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은 7월 20일, 서울

7월 19일, 전남도청에

사옥에서 시설안전

서 F1 조직위원회(위원

유지관리 정책지원

장 전남도지사 박준영)

기관인 한국시설안

와 양해각서(MOU)를

전공단과‘철도시설

체결했다. 이번 MOU

물 안전관리 기술교

체결로 양기관은 ▲F1

류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세계대회 국·내외 관람객 수송 ▲상호 협력에 의한 상품개

이번 협약의 내용은 철도시설물과 재해우려개소 등 재

발 ▲철도관광상품 공동홍보 ▲열차 이용편의 및 주변 관광

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코레일은 F1대회 기간 중 관광전

의 교류, 기술의 연구, 개발,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용테마열차(통통통 뮤직 트레인, 레일크루즈 해랑 등)를 적

으로 양 기관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극적으로 활용해 행사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여

협약 사업을‘신의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

행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레일크루즈 해랑’
은 F1에 관심

행하는 한편, 담당자들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구체적

이 많은 일본인 관광객 등 150여 명을 태우고 3일간 전남권

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의 고품격 관광지와 F1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여행상품을

코레일은 이번 한국시설안전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다. ‘F1테마열차’
는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철도시설물의 보다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문화를 정착

심야에 서울역을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곡성에 도착한 후 보성

시키고 열차안전 운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녹차밭, 장흥 편백나무숲 등 남도의 맛과 멋을 직접 체험하고

대하고 있다. 한편,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안전은 철도

F1대회도 관람할 수 있는 무박 2일 관광상품도 출시될 예정이

의 핵심가치이자 최우선 목표”
라며“한국시설안전공단

다.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코레일은 F1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전 예방중심의 안전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이라면서“행사 기간

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
고 말했다.

중 관광전용 테마열차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6km 전방에서부터 열차속도를 감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거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F1 조직위원회와 MOU 체결

운행할 경우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 1등 국민철도

신상품 경진대회 성황리에 마쳐

코레일 허준영 사장과

코레일은 6월 30

명지대 유병진 총장은

일, 코레일 본사 글

7월 18일, 코레일 본사

로리홀에서 개최한

사옥에서 중소기업 무

제5회 철도여행 신

료교육 지원을 위한

상품 경진대회 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

20

선을 750여 명의

소시엄 Bridge협약”
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을 활용

본선 심사에는 관광학과 교수, 여행사 대표, 여행업계

하여 중소기업 직원이 무료로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대표 등 8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부문별(코레일,

수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대학생·일반인)로 심사가 진행됐다. 또한 인터넷 공모

코레일은 Bridge기관으로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철도매니아와 KTX 승무원 등을 주축으로 한 평가단(26

수요 조사, 교육대상 모집, 교육장소 제공 등을 지원하

명)은 코레일 강원본부“블링블링∼로하스 기차여행”
을

고 명지대는 교육 운영기관으로서 자체 보유한 우수한

최고 인기상에 선정했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지난 5월부터 협력

코레일 김복환 여객본부장은“수상된 작품은 신상품 개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육내용, 수요인원 등을

검토과정을 거쳐 철도상품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국

조사했고, 명지대와는 ▲철도안전관리 ▲품질검사 ▲현

내관광활성화는 물론 제2의 철도여행 붐이 조성될 것으

장개선 등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준비해

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철도여행경진대회를 통해 팔도

왔다. 무료교육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게는 교육재정 취

5일장열차, 코리아고고투어, 한류관광열차, 줌마렐라열차,

약으로 인한 인적자원개발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생산

마이섬투어 등 다양한 상품이 상품화되어 인기 상품으로

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중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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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소식

K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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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제4대 김광재 이사장, 본격 업무 착수

“분당에서 16분 만에 강남까지”

- 취임식 갖고, 공식적인 첫 업무 시작

- 신분당선 올해 개통 앞두고 시승행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이 본사 업무보고를 받는 등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공단은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의 개통(10

김 이사장은 8월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

월말 이후)에 앞서 지난 7월 14일 국토해양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 업무에 들어갔다.

개통 구간에 대한 시승행사를 가졌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철도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
며“철도전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은 총 연장 17.3km에 1조 2,341억 원의 사업비

문기관의 위상에 맞는 기술력과 주요 자재의 기술 국산화를 통하여 안전과 철도경쟁력 확

가 투입되어 6년 5개월의 공사기간(2005년 7월 착공)을 거쳤다.

보에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당초 금년 12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기 개통을

또한“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만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공단 임직원은 항상 국민의 공복으로서 기본자세를

목표로 하여 마무리 공정 및 시운전을 진행 중(2011년 8월 현재 공정률

잊지 말아 달라”
고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윤리를 당부했다. 이어 대전 현충원 참배하였고, 본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지역본부에

96.5%)이다. 신분당선 개통으로 성남시 정자동에서 서울 강남까지 16분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한편 김 이사장은 영남대를 나와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대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행정고시 제

에 주파할 수 있어, 신분당선이 명실상부 강남과 판교, 분당 등 수도권

24회로 공직에 입문, 철도청 순천지방철도청 장성역장을 시작으로 교통부와, 건교부, 국토해양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고, 국토부

남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광역교통망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정책실장을 지냈다.

신분당선은 민간부문에서 제안하여 민간자금이 약 55%(6,730억원) 투입
되어 건설 중인 사업으로 시설물 준공 후 2041년까지 30년간 민간사업

공단,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협약체결

2015년, 수서·동탄에서도 KTX 탄다

- 철도 정책 및 기술개발 활성화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

자가 관리·운영하게 된다. 신분당선은 총 12편성(1편성 당 6량) 열차 운
영으로 1일 최대 43만명 수송이 가능하다. 출퇴근시 5분, 평상시 8분의 운행시격으로 1일 320회(주말 및 공휴일 272회)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시간은 05:30부터 다음날 01:00까지 1일 총 19시간 30분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월

한편, 신분당선은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차량 출발, 정지 등 열차 운행과 차량 출입문 및 스크린도어 작동 등을

KR연구원(원장 이

28일, 「수도권고속철도

기관사 없이 종합관제실의 원격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조정·제어한다.

시용)은 6월 30일,

수서~평택 구간 건설

이와 함께 개통 초기 무인운전에 따른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열차 장애 발생시 신속·정확한 조치를 위해 각 열차 당 1명

원천기술 지속 확보

사업 기공식」
을 갖고,

의 기관사를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운전 시스템에 따른 운전실과 객실 통합

와 연구교류 활성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

및 객실간 연결통로 개방으로 승객의 전방시야와 개방감을 확대하고, 전동차 앞뒤에 비상탈출문을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승

를 위하여 서울대학

갔다. 이날 행사에는 국

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였다.

교 환경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 체결을 계기

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을 비롯하여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개통 이후 정자~광교 구간이 개통되면, 2016년에는 강남에서 수원(광교)까지 직결 운행(30분 내외 소

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축적한

정·관계 인사 및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수도

요)이 가능하다. 정자~광교 구간(12.8km)은 금년 2월 착공하여 2016년 2월 개통 예정이다.

실용화 기술과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지식을 상호 긴밀히

권 고속철도 착공을 축하했다. 수도권 고속철도(총 61.1km)

또한, 2019년 개통을 목표로 용산~강남 구간(8km)에 대하여 민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이며, 광교~호매실 구간(11.1km)에

접목하여 세계적 수준의 철도 정책·기술개발을 본격적

는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여 동탄역을 거쳐, 평택 지역(평

대하여 2012년 설계 착수를 추진 중이다. 한편, 신분당선 주식회사(신분당선 사업시행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

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대

택시 팽성읍)에서 현재 운영중인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는

터 10월 12일까지 열차 시승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학교 환경대학원은 이번 연구교류 협약을 통해‘철도 정

노선으로, 총 3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대부분 구간을 지하

책·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연구정보 및 인력의 교류’
,

로 건설하며,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와 함께 ’
14년말

‘철도 정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협력’등을 중점적으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KTX 수

로 추진하여 현장애로기술 해결은 물론, 미래철도 선도

서역·동탄역이 신설되어 서울 강남·강동권 및 경기 동남

기술의 지속적인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부 지역으로 KTX 수혜범위가 확대되고, 수서에서 부산까지

KR연구원에서는 지난 2월 KAIST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2시간 2분, 목포까지는 1시간 52분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학연 기술교류를 지속적

어, 이용객 증가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으로 확대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할 철도정책개발과 고효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수도권

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미래형 핵심기술 확보에 적극 노

지역의 시·종착역 분산으로 KTX 열차운영이 더욱 안정적

력할 예정이다.

이고 다양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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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건설재해예방 우수기관으로‘대통령상’수상

공단,‘중국 현지법인’개소

-’
10년 재해율 0.13,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달성

- 중국과 협력 강화 및 다양한 분야 사업영역 개척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재해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월 4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외사업본부(본부장 김선호)는 7월 12일 조현용 이사장 및 국내

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제4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북경 자하문(북경 중푸백화점 5층)에서 중국

건설재해 예방분야에서 단체부분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현지법인 설립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기관 유일하게 재해율을 정부경영평가 지표로 선정하고

이날 개소식은 조현용 이사장을 비롯해 주중대사관 국토해양관 등 국내 인사와 중국

전사적인 안전관리 추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18001)도입으로 체계적인 안

교통운수협회 왕덕영 원사, 전 정주철로국장 서의발, 중철 제1설계원 북경분원 부원장,

전시스템 구축 ▲열차운행선공사 사전승인제 등 철도현장에 적합한 자체제도 개

중철 제4설계원 북경분원 부원장, 산동제철감리회사 부사장, 북경통달회사 사장, 신화

발·운영 ▲원격영상관리시스템 등 IT기술의 안전인프라 확충 등이 타 발주기관과

통신 기자 등 중국 주요 인사 약 120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비교하여 탁월하고 모범적인 평가를 받아, 건설공사 발주기관 최초로 재해예방 분야의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

먼저 최문규 해외사업개발처장이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했고, 이어 조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북경창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0.54이던 재해율을 2010년 0.13까지 낮춰 무려 4분의 1 수준의 재해율을 달성했다. 이는 건

천성공정감리유한공사’개소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께 감사하고, 중국에서 수행중인 공단의 참여사업 소개와 친환

설업 평균 재해율 0.65에 비하여 5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경 교통수단으로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철도의 건설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은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200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매년 합동 안전점

사업영역을 개척하고자 현지법인의 설립 의미를 피력했다. 중국 교통운수협회 왕덕영 원사는 축사에서 공단의 중국 현지법인 개

검 및 안전교육 시행, 안전자료의 공동발간 5회 등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 역량 강화에도 노력해 왔다.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중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넓혀가고 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

이번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단체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포함하여 4개 기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상을, 개인부분은 17명이

으며, 중국은 현재 36개 도시에서 궤도교통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9개 계획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현지법인이 한중 궤

훈·포장 및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으며, 철도건설현장은 영동선 철도이설공사 등 4개 현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도교통분야 교류·협력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지사장은 북경대표처가 설립된지 8년째 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안전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사업을 통해

해에 현지법인 설립을 통하여 지하철건설, 역세권개발 및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제3국 진출추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현

철도건설현장의 무사고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법인의 운영 및 사업수행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 현지법인 설립 개소식 행사는 중국 철도사업
진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시종일관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조지아(그루지아) 인프라부장관 공단방문

국내최초 트랜스포터를 이용한 강아교
치 가설

- 한국-조지아 철도협력 기대

- 정재우 본부장, 안전 및 품질관리 당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정재

카메룬 철도 마스터플랜 후속사업 수주
음발람~크리비, 이데아~크리비 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용역

해외사업본부(본부

우 영남본부장은 6월

- 마스터플랜 컨설팅용역 수주에 이은 카메룬 철도사업 두번째 수주

장 김선호)는 7월 6

29일, 동해남부선(부산

일, KR프라자 및

~울산) 복선전철화사업

21층 상황실에서 중

제9공구(일성건설(주))

앙아시아 흑해연안에 위치한 카프카스3국의 하나인 조

상개고가 강아치교량 시공현장을 순시하여 전반적인 공사추

지아(그루지아)의 라마즈 니콜라이쉬빌리 인프라부장관

진현황과 현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일행을 초청, 양국의 철도협력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당부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개고가(L=450m)중 본 아치교가

김상균 부이사장은 공단의 역할 및 기술역량 등을 소개

가설된 지점은 울산시 남구 두왕동의 왕복 10차로인 국도 14호

하고 현재 공단이 추진 중인 조지아 철도 현대화사업에

선과 국도 31호선을 교차하는 구간으로‘장경간 강아치교량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L=90m, B=20m)’
으로 설계됐다. 이번 상개고가 강아치교 설

라마즈 장관은 한국철도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상호 협

치로 인하여 울산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의 진·출입로인 두왕사

력을 통한 양국의 철도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지아

거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차량사고를 예방하며, 울산광역

의 카슈리~카라굴리(23km), 카라굴리~제스타포니

시 내 동해남부선의 랜드마크 역할 및 도시미관 개선에 큰 도

(38.3km) 구간을 신설·개량하는 본 사업은 공단의 중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강아치교량은 설치 완료된 상

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태이며, 2012년 10월말까지 나머지 공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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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해외사업본부(본부장 김선호)는 7월 21일 아프리카 중서부의 카메
룬 국가철도 마스터플랜 컨설팅용역의 후속사업을 입찰을 통해 수주했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카메룬 국가철도 마스터플랜 컨설팅용역 수주에 이은 두 번째 아프리
카 철도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철도사업에 관한한 미지의 시장
이었던 아프리카에서 연이어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본격적인 아프리카 진장진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금번의 사업수주는 공단을 포함한 민관합동 컨소시엄이 기수주한 사업을 성실히 수
행하는 과정에서 카메룬정부에 신뢰를 쌓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제안한 사업을 카메룬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수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데 의
의가 있다. 본 후속사업은 카메룬 중서부의 대규모 철광석 산지인 음발람과 크리비항을 연결하는 노선(578km)과 보크사이트 산
지인 이데아와 크리비항을 연결하는 노선(110km)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며 110만불 규모로 카메룬 정부의 재정으로 집행한
다. 금번 마스터플랜사업 후속사업 입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하여 한국교통연구원·(주)한국항만기술단·청석엔지니어
링(주) 등 민관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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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철도기술이 한자리에,‘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

철도분야에 IT기술 적용시켜 무선통신시대
망 연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6월 15~18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7월 21일, 철도운영 및 건설기관, 신호·통신 철도관련기관

최된 제5회‘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
에 참가했다.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대회의실에서‘국가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이번 전시회에는 해외 17개국에서 참여한 59개사를 포함해 모두 158개

기술세미나’
를 개최했다.

업체가 682부스 규모로 열려 2009년 전시회에 비해 부스 규모로는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에서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 철도전용 통합무선

15%, 참가업체로는 27% 확대돼 명실공히 세계 4대 철도 전문 전시회로

망에 대한 기술적 사항 및 선진국형의 첨단 무선기반 열차제어 및 통신을 구현하기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철도차량이‘모터쇼’형식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가 철도전용 통합무선망은 열차제어와 신호뿐

로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만 아니라 주행 중인 열차상태 실시간 검지 등 유지보수 관련 정보, 차내 모니터링

▲HEMU-430X ▲차세대전동차 ▲무가선트램 ▲전기차충전장치 등을

을 위한 영상정보, 운영요원과의 음성정보 전송 등 철도 전 분야에서 미래의 철도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적용될 계획이다.

전시하여 철도물류 관련 주요 국가의 인사들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기술세미나를 시작으로 2011년 말부터는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확보를 방송통신위

리나라의 첨단 철도기술을 알렸다.

원회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국가 철도전용 통합무선망을 활용한 미래의 철도 기술 개발을

6월 15일 개막식에서 철도연 홍순만 원장은“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이 한국철도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것처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철도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세계적인 전문 박람회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은 세계 첨단 철도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철도 전문전시회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
으며,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식경제부로부터 유망전시회로 선정됐다.

‘혁신과 비전’모색을 위한 전직원 워크샵
개최

산업기술연구회 권철신 이사장, 현장 방문
소통 강화 나서

한국철도기술연구

산업기술연구회

원은 6월 10~11일

권철신 이사장 일

양일간 인천국제공

행이 6월 2일, 한

항공사 인재개발원

국철도기술연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7월 5일, 서울메트로 3호선 수서역 환승주차장에

과 연구원 오명홀

원을 방문했다.

서‘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시스템’
을 공개했다.

에서‘KRRI 워크

이날 방문은 한국

도심내 지하철 인프라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철도역사에 충전

샵’
을 개최했다.

철도기술연구원

고유가시대, 지하철 역사에 가면 전기차를 탈 수 다 있

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도시철도 전력망을 활용하여 전기차(EV)를 충전

“우리는 미래철도 100년을 디자인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의 연구현장 및 R&D 성과, 시설현황 파악을 위해 추진됐다.

하는 원리이다.

내건 이번 워크샵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조직개편 소개로 시작한 업무보고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전기

위한 경영목표 마련 및 공감대 확산, 조직간 상호이해

서 홍 원장은“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R&D 기획단계에서부

차 충전뿐 아니라 차가 붐비는 도심으로 이동시 철도역사에 주차하고, 도

증진 및 소통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세계 기술 분석을

시철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충전소 설치는 최소한

오명 카이스트(KAIST) 이사장의 초청특강으로 시작된

통해 최적 조합을 찾고 세계 최고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의 추가 설비만을 구축함으로써 충전인프라 구축시 수반되는 비용을 절

이번 워크샵은 부서별로 녹색교통 R&D 미래전략 발표

아웃소싱형 R&D를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약하고, 전기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간 또한 단축할 수

및 토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우리 연구원의 향후 발전

이후, 연구원 R&D Park 및 주요 연구시설을 견학한 권철신

있다.

방향을 정립하고 미래 연구사업 도출의 기반을 다지기

이사장은 R&D 전략·기획 기능 및 기술마케팅의 중요성을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50㎾ 용량에 급속충전방식으로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로 바로 충전이 가능

위한 교류의 장이 됐다. 철도연 홍순만 원장은“우리들

강조했다.

하여 현대차 블루온(BlueOn)의 경우 30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130~140㎞ 가량 주행이 가능하다.

이 꿈꾸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또한 이를 위해 관련기술의 연장선에서 선진국과 차별화된

철도연 홍순만 원장은“철도의 그린에너지와 인프라를 활용하는 개발을 계기로 철도교통과 다른 교통시스템의 연계 기술개발을

잘 세워진 목표와 전략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워크샵

기술영역의 발굴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한국철도기술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철도연, 서울메트로, LS

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과 자세가 기본이

연구원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전선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우위기술을 확보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되어야 한다”
고 전했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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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 논의

보관시설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한‘국가물류

R&D 세나’
미 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7월 12일, 1동 대회의실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분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6월 15일, 국내 물류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협력 회의를 가졌다.

모인 가운데“보관시설 표준화를 위한 국가물류 R&D 세미나”
를 일산 킨텍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철도 밀집도 해소방안 및 포장궤도’
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스에서 개최했다.

졌으며, 철도연 광역도시철도연구본부 창상훈 본부장은 서울메트로 2호선 혼잡

이번 세미나는 6월 14일~17일까지 개최되는 국제물류기기전의 주요행사의

지연 해소방안과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전동차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나로 보관시설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

했고, 서울메트로에서는 오희완 철도토목처장이 세계최초 운행선 콘크리트도상

이다. 이날 세미나는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가물류 R&D의 연구성과물

화 기술인“B2S”공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인‘보관시설 표준 설계 기준과 물류활동의 표준작업’
,‘보관시설 설계 지원

이날 철도연 홍순만 원장은“도시철도가 시민의 다리인만큼 오늘 이 자리를 계

시스템’등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보관시설관련 산·학·연 전문가 200여

기로 기술협력은 물론 기술개발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했

명이 대거 참석해 보관시설의 선진화를 위한 물류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으면 한다.”
고 밝혔으며,“두 기관이 더 많은 협력과 노력을 하는 만큼 도시철도 분야에 더 큰 성과와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

들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보관시설 표준화에 대한 연구성과

이라고 믿는다.”
고 전했다. 한편, 철도연과 서울메트로는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스템

발표에서는 복잡해지는 공급사슬망에서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보관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관시설 내 물

을 비롯해 도시철도 표준화, 차세대전동차, 저상트램 등 다양한 연구사업과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류활동 및 인프라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2000년 보관시설 자유화 이후 난립된 비효율적 보관시설에 의해 약화된 보관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개발된 설계기준은 동탄물류단지와 같은 대형물류단지의 기획시 반영하고 있다.

(주)케이엘넷과 양해각서 체결로 기술
협력 확대

국토해양 R&D 정보교류의 장, ‘2011 국토
해양 Technology Fair’

한국철도기술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구원은 7월 6일,

7월 12일~14일까지 서

1동 대회의실에서

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7월 11일, 바이모달 트램 시스템으로 (재)공공디자인지

(주)케이엘넷과

개최된‘2011 국토해양

원재단에서 주관한 2011 국제공공디자인대상(International Public Design

“철도중심 물류

Technology Fair’
에

Award) 공모전 교통안전분야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참가했다.

이번 국제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바이모달 트램 시스템은 국토해양

시스템 정보화
및 표준화”
를위

바이모달 트램 시스템으로 국제공공디자인대상에서 영예의 대상 쾌거 이뤄

“미래를 여는, 세계로

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국가 R&D 사업으로 지하철처럼 전용궤도

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나아가는 국토해양 Technology Fair”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

에서 자동운전이 가능하고, 일반도로도 모두 달릴 수 있는 첨단 신교통 시스

철도중심 국가물류시스템의 발전과 양 기관의 공동

된 이번 전시회는 기술이전설명회, 기술이전 학술세미나, 투자유

템으로 편의성과 안전성, 정시성까지 지녀 이상적인 대중교통으로 전 세계가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기술협력은 철도중

치설명회, 연구성과 발표회, 녹색도시공모대전, 채용박람회 등

주목하고 있다.

심 지능형 물류터미널 및 물류정보화 추진협력, 국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내 물류정보 표준화 및 국내표준화 협력 등의 내용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차세대 전동차 모형 및 DDM(Direct

서도 뛰어난 차량으로 기존 교통수단의 획일적인 모습을 탈피하였다. 부드럽게 유선형으로 이어지는 차량 외부는 세련된 디자인

을 담고 있다.

Drive Motor) 모형과 함께 연구원의 주요 연구 사업을 소개하며

을 한층 더 강조했으며, 외장을 초경량 복합소재를 사용해 무게 감소로 인한 연비 저감, 부식 및 열적 환경에 오래 견딜 수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철도중심 지능형 물류터미널

녹색 교통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연의 첨단 철도기술을

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녹색 잔디가 심어진 친환경전용선로는 도로를 공원화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이미지

및 물류정보화 협력 개발과 국가물류정보 표준화 및

알렸다.‘2011 국토해양 Technology Fair’
는 우수한 국토해양

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을 통하여 철도 물류터미널 운

R&D 기술을 모아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특히, 이번 결과는 지능형 통합운영기술로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똑똑한 복합교통수단이 디자

영효율 개선 및 물류비 절감효과와 함께 대륙철도

마련해 줌으로써 기술이전 및 판매를 활성화하고자 개최되는 첫

인적 가치까지 높이 평가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계사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로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토해양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

바이모달 트램은 이러한 기능성 외에도 수려한 차량 외관으로 디자인 면에

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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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m/h, 1999년 신간선700계 285km/h, 2004년 신간선800
계 260km/h를 달성했으며, 2008년에는 최고속도 398km/h를
엄기영｜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연구단장 (kyeum@krri.re.kr)

수립하였다.

윤장호｜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yunjh91@krri.re.kr)
정흥채｜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연구단 수석연구원 (hchung@krri.re.kr)

일본의 신간선 개통으로 자극을 받은 프랑스는 1981년 9월 신간

이성혁｜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연구단 책임연구원 (shlee@krri.re.kr)

선보다 빠른 260km/h로 TGV남동선(Paris-Lyon)을 운행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320km/h로 운행 중에 있다. 프랑스는 1981년
2월 380km/h, 1990년 5월 515km/h, 2007년 4월 574.8km/h
등 1981년 이후 바퀴식 철도의 세계 최고속도를 갱신하며 자국의

1. 서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부족

철도의 속도는 교통수단으로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했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속도향상을 위해서는 고속철도 차량의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최고속도는 교통수단의 이미지를 형성한

개발과 더불어 인프라시스템 기술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본고

독일은 1978년 IC특급으로 본격적인 200km/h 운행을 시작하였

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교통수단

에서는 국내외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기술 동향을 간략히 살펴

다. 이후 1985년 ICE 시제차량을 개발하여 1985년 11월 기존선

2.2. 국내 기술동향

의 기술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

보고, 201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00km/h급

에서 317km/h, 1986년 11월 신선의 일부를 사용하여 345km/h

세계적인 고속철도 속도경쟁 못지 않게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발

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내용을 종합적

의 속도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전도 속도향상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1987년 최고속도 150km/h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000년 프랑크푸르트와 쾰른구간 신선에서 300km/h 운행이

의 새마을호 동력차를 개발했으며, 2004년 프랑스에서 TGV를

가능한 동력분산형 고속열차인 ICE3(설계 최고속도 330km/h)

도입하여 최고속도 300km/h의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다. 이후

까지 성능을 향상시켜 왔다. 한편, 독일은 자기부상열차 분야에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최고속도

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1969년 자기부상열차 개

350km/h의 고속철도 기술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 차량은

발에 착수한 뒤 1987년에 차량을 제작했으며, 2004년에는 중국

KTX-산천이라는 모델명으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현재는

푸동공항-상하이 구간에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중국에서 운행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고속도 400km/h의 동력분산형 고속

중인 자기부상열차의 최고 운행속도는 430km/h이며, 시험선에

철도 차량(HEMU-400x)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을 계기로 프랑스로부터
300km/h급의 KTX 차량을 도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6년
부터 2002년까지 최고속도 350km/h의 HSR-350x를 개발하고
2007년까지 시험운행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후, 2007
년부터는 그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속도 400km/h
의 동력분산형 고속철도(HEMU-400x)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 차량의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차량의 개발만으로

현재 세계의 고속철도 지도는 중국에 의해 새로 그려지고 있다.

<그림 1> 고속철도 인프라 시스템

고속철도시스템의 고속화를 달성할 수 없다. 고속화를 위해서는

2007년만 해도 중국에는 근대적인 고속철도는 거의 전무했고 평
균 시속 100km 정도의 일반 재래철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1년

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고속운행시에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선로구축물을 필요로 하며, 환경소음을 적절한 수준까지 저감시

2.1. 국외 기술동향

킬 수 있어야 하고, 고속에 적합한 신호시스템을 통하여 열차운

철도의 역사는 속도향상의 역사였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증기

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즉, 철도차량 기술 뿐만 아니라

기관차를 운행하기 시작한 이래, 1964년 일본 신간선이 210km/h

선로구축물, 전차선, 열차제어, 환경소음 저감장치 등 인프라시

의 속도를 달성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속도향상을 위한 기술경쟁

<그림 2>는 세계 고속철도의 운영 최고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스템 기술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이 촉발되었다.

중국 고속철도의 급격한 기술발전에 돋보이며 프랑스, 일본, 독일

그 동안 국내에서는 더욱 빠른 철도차량의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일본은 신간선 개통이후 1980년대 220km/h로 속도를 향상했

관심을 가져왔으나, 상대적으로 고속철도 차량이 빠르게 그리고

고, 1992년 신간선300계 270km/h, 1997년 신간선500계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그림 2> 세계 고속철도 운영 최고속도

서 최고속도 500km/h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속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은 다분히 고속철

고속철도 차량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차선로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후인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 개막 직전에는 중국 최초로 근대

32

고속철도인 징진(京津)철도(북경-천진간 총길이 120km)가 개통
됐고 그 운행속도는 당시 세계 최고인 350km/h이었다.

등 전세계적으로 영업노선에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경쟁

<그림 3> 우리나라 철도의 속도 변천사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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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속철도 차량 기술의 발전과 비교하여,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를 통해, 400km/h 고속철도 인프라시스

<그림 4>와 같이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의 개발은 크게 4가지 분

슬래브 궤도의 건설을 계기로 고속철도 선로구축물에 대한 상당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기술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고속도

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 12월부터

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각의 분야별로 기술개발 내용을

한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철도건설규칙에 설계 최고속도

350km/h급의 고속철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400km/h급의

약 4년간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를 350km/h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잘 나타나듯이,

고속철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고속철도 차량이 실제로 운행

부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400km/h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하는 노반, 궤도, 전차선, 신호 등의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기술개발은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즉, 핵심

사업명 :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

여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기술개발 목표
- 환경소음 저감장치, 전차선, 궤도노반 등 400km/h급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이로 인해 400km/h 운행을 위한 인프라 기술은 고속철도 건설
규칙이 최고속도를 350km/h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잘 나타
나듯이 350km/h 이상의 고속 대역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상황
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2월부터
400km/h 운행에 대응할 수 있는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 400km/h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현황
-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기술의 새로운 도약

350km/h 이상의 속도대역에 대해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
서도 연구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소음은 고속철도 차량의 운행속도에 비례하며,

<표 1> 400km/h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기술개발의 개요

은 고속철도 차량의 개발이고, 인프라 기술은 차량기술과 비교하

3.2.1. 환경소음 저감기술 개발

- 호남고속철도 Test-bed 구축을 통한 성능검증 및 실용화

승차감 저하와 지역 민원의 원인이 됨으로써 고속철도의 속도향

따라서 350km/h 이상의 속도대역에 대해서는 속도민감 파라미

상을 저해하는 간접적인 또는 사회적인 요인이 된다.

터를 도출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며 측
정DB를 축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일본의 신칸센은 300km/h에서 360km/h로 증속시 약 4dB 정

발주처 : 국토해양부 (전문기관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 소음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TGV-Pos Duplex는

연구기간 : 2010. 12 ~ 2014. 10

300km/h에서 400km/h로 증속시 약 3.8~4dB의 소음이 증가

사업비 : 총 303.6억원 (정부출연금 209억원, 기업부담금 94.6억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력소음의 영향이 커지는 고속철도의 환

400km/h 선로구축물의 최적 설계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반, 선로, 교량 등의 구성품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
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소음 연구에 따르면 ICE 및 TGV는 300km/h와 대비하여

선로구축물은 고속철도 인프라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중대한 영

3.2.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400km/h 주행시 환경소음이 약 5~7dB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향을 미친다. 과잉설계는 안전성을 높이지만 경제성을 저하시키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개발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되었다. 이와 같이 고속철도의 운행속도를 300km/h에서 350km/h

며, 지나친 경제성의 강조는 자칫 안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나뉘어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고속철도의 속도 증가

또는 400km/h로 증속할 경우, 환경소음은 약 7dB 정도까지 증

다. 따라서 선로구축물은 안전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

에 따른 환경소음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둘째는 선로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기술력의 발전에

구축물에 대한 첨단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설계기준을 도출하
기 위한 연구이다. 셋째는 400km/h 운행에 적합한 전차선로시

매우 중요하다.
400km/h 고속철도인프라 연구에서는 i) 400km/h 환경소음 예
측 및 주파수 튜닝 등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

특히 호남고속철도는 국내 최초로 운행속도 350km/h로 건설되

로 실제 고속철도 노선에 설치가 가능한 ii) 방음벽 상단장치와

며, 일부구간에서는 400km/h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흡음블럭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개발

서 고속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중

스템 등 다양한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된 복잡한 기술이다. 그럼

되는 방음벽 상단장치와 흡음블럭은 설치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요하다. 또한 국내 최초로 장경간 케이블 교량이 설치됨에 따라

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차량기술과 비교하여, 차량이 안전하고

3dB의 소음 저감을 목표로 하며, 호남고속철도에 시범적용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고속분기기 및 곡선구간 측정,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시스템은 정책적인 또는 사회

성능을 검증하고 이후 국내 고속철도 노선에서 실용화를 기대하

노반 장기거동 측정 등 새로운 모니터링 기법을 이용한 측정DB

적인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고 있다.

의 구축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다 2009년 12월 철도공사 물자감사에서 감사원은 차세대 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400km/h 운행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한편, 선로구축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계기준 개발은 호남고속

속철도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400km/h급 궤도, 노반, 전차선,

HEMU-400x 시제차량은 기존의 KTX 또는 KTX-산천과 형

철도 건설사업과 긴밀한 연계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2006년부

신호시스템 등 기반시설 연구를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상, 판토그래프 위치 등이 다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환

터 2014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노반, 교량, 궤도 등 각각의 건

이후 2010년 3월 국토해양부 교통R&D 토론회에서는 국내 고속철

경소음 예측 모델의 개발과 환경소음 저감기술의 개발이 새로운

설공정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의 현장설치가 이루어져야

도의 속도향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

고속철도 차량의 실용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하기 때문이다.

3.1. 기술개발의 개요
고속철도는 철도차량, 선로구축물, 전차선로시스템, 열차제어시

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며, 넷째는 세계적인 기술발전 패러다임에
따라 무선통신 기반의 유럽 표준형 열차제어시스템 지상 핵심장
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도의 증속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기획연구(고속철도 인프라 선진화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3.2.2.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설계기준 개발
우리나라는 경부1단계의 자갈도상 궤도, 경부2단계의 콘크리트

<그림 4> 고속철도 인프라 시스템의 구성체계

34

3.2.3. 전차선로 시스템 개발
고속철도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선율, 가선진동(압상량),

201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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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집전계 소음 등의 증가는 속도향상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요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표준형 열차제어시스템

된다. 따라서 고속철도의 속도향상을 위해서는 전차선으로부터

(ETCS-L2) 핵심기술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양질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고성능 전차선로시

ETCS-L2를 구성하는 선로변제어장치(RBC), 전자연동장치

스템을 필요로 한다.

(IXL), 차상 컴퓨터, 차상 안전전송장치, GSM-R 네트워크 가운

국내 전차선로시스템 기술은 경부고속철도 건설 과정에서의 기
술이전 및 자체연구를 바탕으로 300km/h급 전차선로를 독자

<표 2> 고속철도 차량 개발, 인프라시스템 개발, 고속철도 건설
사업간의 연계
고속철도 차량개발

데, 지상의 선로변제어장치와 차상 안전전송장치의 개발을 추진
목

하고 있다.

400km/h 고속철도
적
차량 개발
(HEMU-400x)

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술과 일부 금구류 등을 국산화하였다.

ETCS-L2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무선통신을 위한 철도전용 주파

하지만 300km/h급 전차선로의 일부 개량을 통해 400km/h 운

수를 확보해야 하므로, 기술개발 성과의 조기 상용화가 어려운

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설계 원칙에서 부터 상세 설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

사업비

계기술까지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동시에 400km/h 전차

정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기술을 탑재할 수 밖에 없는데 반해,

주관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로의 신뢰성을 독자적인 체계로 검증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ETCS-L2를 탑재하는 것으로 제안했다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400km/h급의 전차선로시스템 설계기
술의 개발과 전차선로를 구성하는 핵심부품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0km/h 전차선로의 장력이 20kN으로 설계

400km/h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개발
(선로구축물, 전차선 등)

오송~광주송정
~목포간 230.9km
고속철도 건설

2010. 12~2014. 10

2006 ~ 2017년
(오송~광주송정
2014년 말 완공)

303.6억 원

10조 4,901억 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표 2>에서 보듯이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
11년

화할 수는 없더라도 미래의 철도기술 환경과 국제적인 기술발전

말 HEMU-400x 시제차량의 제작이 완료되면 ’
12년부터 경부

추세를 고려한 선행적인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서 신뢰성 및 안전성 시험이 이루어진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4G 통신망(Long Term Evolution)의 구축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차선, 조가선, 가동

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래킷, 곡선당김금구 등 총 7종의 핵심부품들의 개발이 추진되

LTE를 철도에 적용할 수 있는 LTE-R 기술의 개발이 활발하게

고 있다. 400km/h 전차선로시스템은 2013년 말부터 호남고속

추진되고 있고, 또한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철도전용 주파수

철도 구간 56km(상행선 28km, 하행선 28km)에 부설될 예정이

의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ETCS-L2 기

다. 이를 위해 약 500m의 철도(연) 구내 Test-bed를 사전에 구

술의 국내 실용화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

축하여 약 1년간 개발된 전차선, 조가선 등 핵심부품의 성능을 검

하고 있다.

3.2.4. ETCS-L2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961.2억 원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점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개발 성과를 당장 실용

된데 반해 400km/h 운행을 위해서는 34kN의 장력이 필요로 한

증할 예정이다.

사업기간 2007. 7 ~ 2012. 7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개발

이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오송~광주송정 구간이
2015년 초 개통될 예정이며, 400km/h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각종 핵심기술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정에 맞추어 Test-bed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
도 오송~광주송정간 동적통합시험이 예정된 2014년 6월부터는
최고속도 400km/h 시험운행을 통한 인프라 시스템 성능평가를

안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축적한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기술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공히 400km/h급의 고속철도 인프라시스
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브라질 등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
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화석 에너지의 고갈 등과 함께 고속
철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제 고속철도 차량 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기술의 자립을 통
하여 세계적으로 고속철도시스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 고속철
도인프라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프라를 구성하는 각각 요소기술의 복잡
성, 요소기술들간 상호작용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시험과 성능검증을 통해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이제 시제차량의 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400km/h급의 고
속철도 차량과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화된 400km/h급 고
속철도 인프라시스템 기술력의 결합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
로 고속철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실시하게 된다.
참고문헌

3.3. 고속철도 기술개발과 고속철 건설사업의 연계
고속철도 인프라 시스템의 개발은‘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

4. 결론
고속철도는 차량, 궤도, 전차선, 신호 등 한가지 기술의 발전이

경부고속철도의 열차제어시스템은 프랑스의 TVM-430(자동열

업’
과 오송과 광주송정을 잇는‘호남고속철도 1단계 건설사업’
과

차제어장치, ATC)과 IXL(전자연동장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사

있다. 열차제어시스템은 현재 운행구간을 시속 몇 km로 달릴 수

업을 통해 개발되는 동력분산형 차량(HEMU-400x)이

있는지 운전석에 표시하고, 만약 허용속도를 넘어서 열차가 운행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구축되

될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 감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는 Test-bed에서 시험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궤도회로를 이용한 경부고속철도의 ATC는 300km/h 이상의 속도

또한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각종 핵심

소음, 신호시스템 등의 세부 기술들이 상호 인터페이스를 통해

대역에서 작동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량을 필요로 하고, 최

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호남고속철도 일부구간(익산-정읍간

종합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때만이 고속운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근의 국외 고속철도사업에서 무선통신 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을

약 28km)에 현장설치돼야 하므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도

관점에서 400km/h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의 개발과 호남고속

요구하는 등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철도를 대상으로 한 400km/h Test-bed의 구축은 우리나라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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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적 도전이다. 그 동

아니라 고속철도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의 복합적인 발
전을 필요로 한다. 철도기술은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
느 한가지 악기의 연주가 뛰어나다고 해서 좋은 음악이 되지 못
하듯이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은 노반, 궤도, 교량, 전차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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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동력장치에 의한 소음도와 전동소음으로 구분하여 그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준호ㅣ한국철도기술연구원 친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jhcho@krri.re.kr)
고효인｜한국철도기술연구원 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 (hikoh@krri.re.kr)
장강석｜유니슨테크놀러지(주) 책임연구원 (jks@unisontg.com)

1. 서론

콘크리트 궤도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궤도로부터 반사되는 소음

최근 세계 각국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성능향상 및 속

도 고속열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소음과 더불어 적절하게

도향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속

제어될 필요가 있다.

도향상을 가로막는 주요한 문제는 유지보수를 비롯한 경제성과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예측 및 소음원의

환경소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부재라 알려져 있다(참고문헌 1).

기여분석 기술, 그리고 저감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내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노선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400km/h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하는 연구추

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실시설계를 행함으로 친환경적인 철도 건

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2> 스위스 철도소음 예측식의 철도소음 방사 모델 체계

대한 예측방법(Schall03)을 수정 제시했다(참고문헌 6). 이 예측
<그림 1> 기존선 통과 KTX 통과소음도 기여분석 사례
(김제-감곡구간, 속도 : 142km/h, 측정위치 : 12.5m )

워를 1/1 옥타브 밴드별로 구축하였다. 음의 전파는 ISO 9613-2
스위스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스위스 연방 환경청을 중

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신

심으로 대학 및 산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스위스 철도소음 예

뢰성과 정확성이 향상된 고속철도 환경소음에 대한 평가 및 예측

측식(Swiss Prediction Model for Railway Noise) sonRail을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
속철도 연변 방음시설 실시설계에 직접적으로 활용된다.

2.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기여도 분석기술 개발
현황

개발하였다. 비록 고속철도가 아닌 기존선 열차 중심이지만 소음
원의 음향방사와 전파 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예측식으로 평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기여도 분석기술은 철도 노선 계획 및 저
철도의 주요 소음원으로 저속구간에는 동력소음, 중속구간의 경

가받고 있다. <그림 2>는 sonRail의 소음원 음향방사 모델의 구

감시설 설계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기술로써 국외 철도선

우 전동소음, 고속구간에서는 공력소음 등이 지배적임은 이미 잘

축 체계를 나타낸다.

진국의 경우 오랜 기술 개발 경험 및 축적으로 국가별로 철도소

알려진 사실이다(참고문헌 2). 고속 열차의 주요한 공력 소음원

음 예측식 및 기여도 분석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스위스 철도소음 예측식은 전동소음과 동력소음(traction noise)
을 1/3 옥타브 주파수 밴드별로 음향파워를 구성하였다. 특히 전동

에는 열차의 전두부, 후두부에 의한 소음, 판토그라프에 의한 소
음, 차간 공간에 의한 소음, 또한 열차 바닥면과 궤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고속철도 운행 시 주요 소음
발생 원인(전동, 동력 및 공기역학적 소음)을 고려한 고속철도 음
향파워 산정과 수음점까지의 지형·지물 등으로 인한 전달감쇠
를 고려한 체계적인 환경소음 예측식 개발과 정립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400km/h급 고속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환

국내의 경우 철도 환경소음 예측관련 연구는 1990년 이후 국립환

소음의 경우는 휠과 레일의 거칠기 정보와 휠과 레일의 주파수 응

경과학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답함수를 이용하여 전동소음의 음향파워를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국공립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구성된 소음원의 음향파워와 전파모델(ISO 9613-2)(참고문헌 4)

1993~1994년에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새마

의 연계를 통해 정확한 소음 예측식을 구성하였다(참고문헌 5).

을, 무궁화, 통일호 열차에 대하여 주로 거리와 속도의 함수로 최
sonRail은 스위스 기존의 예측식인 SEMIBEL 이나 Nord2000

대소음도 및 등가소음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모델에 비해 더욱 많은 영향요소인 공기흡음효과, 지표효과 및 방

경소음기준을 만족하여 철도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 목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소음방사 이론

음벽, 기상효과, 산란효과(scattering), 방음림(forest) 등을 고려

표 설계속도 운행에 따른 소음방사 특성에 적합한 방음시설 보강

식과 측정데이터를 활용하는 체계의 예측식을 제시하고 그 기여를

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및 성능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내 경부고속철도 2단계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를 수행하였다(참고문헌 3). <그림 1>은 국내

구간(대구-부산구간)과 호남고속철도 등은 자갈궤도가 아닌

고속철도(KTX)가 기존선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에 총합 소음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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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다양한 유형의 차량에 대한 다른 높이의 소음원 음향방사 파

독일의 경우 2002~2006년까지 5년간의 연구를 통해 철도소음에

를 따랐다. 독일 철도 소음 예측식의 특징은 소음저감 기술의 진
보에 따른 여러가지 소음저감 시설이나 장치의 저감효과(새로운
복합재 브레이크 장착 및 레일 삭정효과)를 고려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림 3>은 여러 가지 궤도(track)에 가능
한 소음저감 방법을 적용한 후, 속도에 따른 소음도 예측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참고문헌 7).
미국 연방철도청(FRA,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의 경
우 고속열차 소음과 진동을 예측하는 프로젝트에서 가축 및 야생
동물까지 포함한 소음영향 기준연구, 소음영향 기준에 대한 적용
과 활용, 고속열차의 소음원 특성에 기인한 소음예측 등 다각적인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방음시설 효과를 예측하고 저감대안을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9년 철도소음연구그룹을 결성, EU Directive에
의해 철도 및 도로를 포함한 도시내 소음저감을 위한 소음지도 제
작 의무화를 시행하고 피해와 노출상황을 관리, 이에 상응하는 대
응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저감방안 확립을 꾀하고 있다(참고문
헌 8~9). 이를 위해 EU의 환경소음 저감을 위한 Green Policy에
의하면 인구 2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소음지도를 2007
년까지 제작하도록 하고 있으며(2012년 7월 기준 인구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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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U의 환경소음 정책은 중요 도로, 철도, 공항에 대한 전

열차 주행시 각 소음원의 기여도를 전문적으로 예측하는 패키지

속도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음향강도(sound intensity)를 측정

략적 소음지도 제작을 통해 소음노출의 영향과 법령 제정시 시민

개발로 저소음 철도 연구를 체계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한 결과를 이용하여 소음원의 속도에 대한 파워계수를 결정하는

에게 알리며 환경소음 개선이 필요한 곳에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

다국적 철도차량 제작사로 캐나다에 본사를 둔 봄바르디어

방법에 활용한 사례와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여 소음도 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 공동체는 IMAGINE, HARMONOISE

(Bombardier)사의 경우도 철도차량으로부터 방사되는 철도소음

포 등 소음원 특성 규명으로부터 저감대책 수립한 사례이다.

등의 교통소음원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예측관리기술에 대해 콘

에 대한 도구(BRAINS, Bombardier RAIlway Noise Software)

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EU 회원국에 제공하고

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철도차량 제작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

있다(참고문헌 10).

다(참고문헌 11). 철도차량 판매를 위해 유럽 공동체나 개별 국가의
철도소음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
력소음 해석을 위한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환경소음을 평가하고 또한 차량
실내소음 해석을 위한 입력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참고문헌 11).
<그림 5>는 유럽위원회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SILENCE를 통해
프랑스 국영철도법인(French National Railway Cooperation)
SNCF 중심으로 2005년부터 3년간의 연구로 개발된 VAMPASS
(Vehicle Acoustic Modeling for Prediction of Pass-by and

<그림 3> Schall03 2006에 의해 계산된 궤도와 소음저감방법에
따른 소음도 계산 사례

Audio Sound Synthesis) 소프트웨어 활용 철도소음원의 기여
분석 결과 사례이다(참고문헌 12). 철도소음원 기여분석 기술은
개별 소음원의 위치정보와 소음원 음향파워, 지향성 정보 등이
DB로 사전에 구축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구축된 소음원
기여도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열차의 소음원 변경에 따른 소음

<그림 6> TGV의 속도별 소음원 기여도 규명 사례(참고문헌 13)

프랑스 및 독일의 경우 속도증가에 따른 소음도 예측기술 개발을

<그림 8> 신칸센 고속열차의 각 개별 소음원 방사의 시간이력 예측 결과 사례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표준선로를 구축하고 표준 시험조건을 개
발하여 속도에 따른 회귀식(Regression Law)을 도출하여
300km/h 이상의 고속열차 방사 환경소음을 예측하고 저감방안
을 조기에 수립하고 있다. <그림 7>은 프랑스 SNCF에서 속도향
상에 따른 소음도 예측을 위한 회귀식 작성 사례를 나타내었다(참
고문헌 13).

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9>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한 소음측정 및 저감대책 성능평가 사례
(일본, FASTECH360S, 340km/h)

<그림 7> 속도에 따른 소음도 예측을 위한 회귀식(Regression law) 구축 사례
<그림 4> 차량유형별 소음원 등가 점음원 모델링 사례(HARMONOISE 프로젝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을 비롯한 철도 선진국의 경우 차량 및
인프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저소음 방사를 실현하기 위해 다녀간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그림 5> VAMPASS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철도소음 기여분석 계산 결과 사례

4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선진국은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철도소음 예측식 개발 및 이의 지속적인 보완

일본은 신칸센 고속열차 연변 소음예측을 위해 소음원별로 기여

을 수행하고 또한 철도의 속도향상을 위해 소음원의 기여도를 분

도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열차 설계 및 저감방안 수립

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음 철도환경 기반구축을 위해 노

에 활용하고 있다(참고문헌 14~15). <그림 8>은 200∼270km/h의

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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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환경소음 저감기술 개발 현황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음벽은 재료별로는 금속재, 투명형,
목재, 콘크리트 방음벽 등이 있으며, 기능별로는 흡음형, 반사형,
간섭형, 공명형 방음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방
음시설물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한 장치로는 음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소음을 줄이는 간섭형(Interference type) 상단장치 및
흡음형(Absorber type) 상단형상물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콘트
리트 궤도에서의 반사소음 저감을 위한 흡음블럭 등이 있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참고문헌 16).

도로분야에 비해서 철도의 경
우 상단기술이나 투과손실 향

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론적 수치 해석적 그리고 실험적으로

상 면에서 많이 적용되지 않

밝혀진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꼽히는 방음벽 기술은 상단의 음향

았으며, 상단의 회절효과 감

임피던스를 최소화하여 회절하여 넘어가는 에너지를 제어하는

소를 위한 설계는 프랑스와

방법이다.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동적 방법으로는
공진성 흡음장치(λ
/4, HELMHOLTZ resonator)를 상단에 이용
하는 방법이며, 독일의 베를린 공대와 일본의 규슈 디자인 연구
소에서 주류를 이루어 왔다. 독일의 Moeser 교수팀은 주로 철도

일본에서(참고문헌 19), 그 외
<그림 13> 변형된 Y-자 상단
(일본, 신칸센 철도변)

독일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생

<그림 16> 독일 철도 궤도에 설치된
흡음 블럭

<그림 17> 국내 고속철도 궤도에
설치된 흡음블럭

성하여 인근의 주거지역에 전
기를 공급하는 등 에너지 효율적 활용을 접목한 방음벽을 철도변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고속철도 400km/h 운행시 발생되

에 개발, 적용하고 있다.

는 고소음에 대하여 정온환경을 위해서는 기존 방음벽의 성능을

음의 위상차를 이용 간섭영역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

연변의 소음을 중심으로 개발한데 반해 일본의 Fujiwara 교수팀

지가 있으며, <그림 10>과 같이 방음시설물 상단에 음이 입사되

은 육상교통소음 제어기술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론적, 해석적

는 부분과 방사되는 부분을 따로 두어 입구 단에서 입사되는 음

연구 그리고 모델실험과 현장측정을 통해 효과가 높은 최적의 주

소음을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흡음블럭의 개발이 요구되고

이 간섭장치 내부를 통과하여 출구 단으로 방사되고 이 음과 간

파수 영역에서 5∼7dB의 저감효과를 보였다. 저감대상 영역에

있다.

섭장치 상단을 회절하는 음과의 상호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소음

따라서 크기 및 공동 등을 조절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설계할 수

을 저감하는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있으나 그 외의 주파수 영역에서 역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400km/h급 열차개발 이후 실제적 운행을 위해 본 과제에서는

설계시 주의 및 보완이 요구된다(참고문헌 17~18).

요구되는 인프라시스템 핵심기술개발의 한 부분으로써 콘크리트

보완하기 위한 고성능 상단장치 및 콘크리트 궤도에서 반사하는

<그림 14> 미관과 다중 상단에서의
간섭효과 활용 방음벽(프랑스)

<그림 15> 태양에너지를 생성하여
전력공급에 활용하는 철도변 방음벽

궤도 및 연변 방음벽의 방음성능을 향상, 최적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시작품으로 산출되며, 제품개발의 실용화를 위해 현장 테
스트베드를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개

열차가 기존 자갈궤도가 아닌 콘크리트 궤도를 통과하는 경우 궤
<그림 10> 국내 방음벽 상단에 설치되는 간섭형 방음장치

도 및 측벽에서 반사되는 소음이 더욱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적

<그림 11> 공명성 원리를 이용한 방음벽 상단 음장의 제어기술

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흡음블럭이 개발되
국외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방음벽 연구에 있어서 상단 모서리
의 회절현상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방음벽 상단에
관한 연구로는 크게 상단 모서리 형태의 변형과 상단모서리의 음
향임피던스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외에서 개발된 흡음형 상단 형상물 중 대표적인 예는 일본

어 시험평가를 거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흡음블럭의 설치에

Fujiwara 교수 등에 의해 연구되어 개발된 소음감소기(Noise

의해 200km/h의 속도로 터널을 통과하는 열차의 차실소음 저감

Reducer)가 있으며, 이 소음감소기는 방음벽 끝단 회절부위에서

효과가 5dB이었음이 발표된 바 있다(참고문헌 20).

발차량 및 철도변 시스템에 의한 해당 운행속도에서의 방사소음
예측 및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결과와 신뢰성있는 설계를 위한 소
음원 기여도에 따른 방사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운행속도에 따른 방사특성에 최적인 방음기술을 설계하고 평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구가 개발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운행하
는 철도소음에 대한 분야별 연구인력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효율
적으로 활용하고, 단계적·분산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 및 기술

음향에너지가 최대로 집중되는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소
음감소기의 형상을 원형으로 만들어 집중적인 에너지 축척을 방

국내외 흡음블럭 사용분야는 개활지, 터널, 교량, 역사 등 많은

결과의 한계를 극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개발 성과를 산출할

다양한 기하학적 변형을 통해 간섭 혹은 산란의 효과를 이용하여

지하고 소음감소기 내부를 흡음물질로 구성하여 방음벽 끝단에

개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부 2단계 대구-부산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판단된다. 다음에는 본 과제에서 수행하

소음저감 목표지점에서의 그늘효과를 향상시키는 연구로 주로

서 회절되는 음향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한 소음저

간에 개활지 및 교량 약 8Km 구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러

고자 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감 기술이다.

한 흡음블록은 반사소음의 효율적인 저감을 위해 흡음율은 물론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1980∼1994년에 이루어져 왔다. 상단
자체의 유형으로는 T자형 상단이 공통적으로 효과를 보였으며,

이고 압축강도, 휨강도, 부착력, 충격시험 등 제반 성능검증이 요

이에 흡음재를 첨가한 경우 최고 6dBA까지 저감 향상효과가 나

구된다. 다음 <그림 16>과 <그림 17>은 각각 독일(Bausteine

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이 수치해석이나 모델 측정연구였으며, 다

Briest GmbH)에서 설치 사용되고 있는 흡음블럭과 국내 경부 2

중모서리(multiple edge)는 2∼3dB, 불규칙 모서리(random

단계 구간에 설치 사용 중인 흡음블럭이다.

edge)는 3∼7dB 의 효과를 보였으나 5kHz 이상이나 저주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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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0km/h 고속철도 운행에 대한 최적방음 설계기술 개발
- 400km/h 고속철도의 소음원/전파 모델 구축
- 소음원기여도 분리기술개발 및 소음저감 효과 시뮬레이션
/평가
(2) 400km/h 고속철도 운행을 위한 핵심방음시설 개발

<그림 12> 방음벽 상단에 설치되는 흡음형 상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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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 400km/h 고속철도의 소음원 특성별 저감장치 개발(방음벽

5. 결론

상단 소음저감장치, 콘크리트 궤도용 흡음블럭)

본고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속도향상을 가로막는

- 소음저감장치 현장부설 및 시험평가, 기준제시

주요한 문제 중 하나인 환경소음 관련하여 국내외의 철도소음 예
측기술과 소음원 기여도 분석기술의 개발 현황을 알아보았다.

4. 400km/h 고속철도용 Test Bed 구축 계획

이와 같이 고속철도 400km/h 운행을 위해서는 먼저 주요 소음

400km/h 고속철도의 환경소음 저감을 위해 본 사업에서 개발

발생 원인(전동, 동력 및 공기역학적 소음)을 고려한 고속철도 음

중인 방음벽 상단장치와 흡음블럭은 2011년까지 설계연구를 수

향파워 산정과 수음점까지의 지형·지물 등으로 인한 전달감쇠

행하며 시작품의 실험실 성능평가를 2013년까지 수행하여 그 성

를 고려한 환경소음 예측식 개발과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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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과연 적정한 속도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밝히는 최고속도 시험
은 지속적이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강윤석ㅣ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yskang@krri.re.kr)
최찬용｜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cychoi@krri.re.kr)
(a) 시험구간 노선도

김성일｜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연구본부 선임연구원 (sikim@krri.re.kr)
최원일｜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부장(cwiktx@yahoo.co.kr)

(b) Loir 교의 선로,
교량 모니터링 준비

(c) 열차 주행 후
선로유지보수 준비

<그림 2> TGV 515.5km/h 주행시 선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1990)

1. 서론

니터링을 통하여 측정DB를 구축 및 분석하고 현행 기준과 면밀

세계의 고속철도 기술은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속도향상을 통해

히 비교하여 향후 400km/h급 증속을 위한 선로구축물의 요구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프랑스가 세계 최고 시험속도인 574.8km/h

건(Requirement) 검토와 구조물의 설계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를 2007년에 달성한데 이어 독일, 중국, 일본 등도 고속철도 운

한다.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지침 및 설계기준이 제시

행속도 향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추세를 따라

되지 않는 350km/h 이상의 속도영역에 대하여 국내 독자의 측

서 국내에서도 최고속도 400km급, 축중 130kN의 동력분산식

정 DB를 구축하고 향후 고속철도의 증속을 위한 기반데이터, 가

차세대 고속철도차량을 2012년까지 개발완료하고 경부 및 호남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궤도, 노반 단면의 최적설계(안)로 활용할

고속선에서 주행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결과의 축적을 통하여 고속영역에서

개통하는 호남 고속선 구간에 Test-Bed 구간을 건설하여 안정

도 국내 독자설계가 가능하고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도 보다 앞

성을 확보하고 이 구간의 선로구축물의 거동을 분석하여 최종적

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프랑스

(b) 일본

(c) 중국

(동남선, AGV)

(도호쿠신칸센, FASTEC360)

(무광선, CRH3)

<그림 1> 각 국의 고속철도 속도향상

구분
일본
(Fastech)
프랑스
(AGV)
독일
(Velaro)
중국
(CRH-3)

405
574.8
(5량 1편성 시험)

403.7
(스페인에서 시험)

483

최고운영목표 현재 운영속도
속도 (km/h)
(km/h)
360
360

320
(2012년 계획)

320 예상
(2011년 계획)

과 같이 궤도, 노반, 교량 분야에 대하여 모니터링 시험을 수행하
였다. 2007년 KP 188의 분기기 건넘선에서 시속 560km/h 주행

<표 1> 각 국 고속철도의 최고시험속도 및 운행속도 현황
최고시험속도
(km/h)

2007년에는 최고속도 574.8km(KP 191)에서 달성되었는데 <그림 3>

선로특성

시 포인트, 크로싱부에서 모니터링 시험을 실시하였다. 분기기 직
선에서 500km/h이상 28번 통과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데
이터를 확보하였다. 이외에 안전 확보를 위해 궤도유지보수 전후
의 차량의 가속도와 궤도 면틀림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을 시행하

콘크리트궤도
자갈도상궤도

350

300

콘크리트궤도

350-380

330-340

콘크리트궤도

여 최고속도 시험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레일 윗면의 요철을
0.5mm/1.5m 이하의 다듬질 한도로 정하였다. 또한 차량에서 진
동가속도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에 따라 레일 연삭차로 레일을 삭정
(reprofiling) 관리하였다.

으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이“400km/h급 선로구
축물(호남고속철도) 설계기준 연구”
의 주요 연구 목표이다.
차세대 고속열차가 400km/h 이상의 속도로 Test-Bed 구간에
서 속도증속을 목표로 하는 호남 고속선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곡
선반경이 경부 2단계에 비해 작아지고 선형경합 허용과 특수교
량이 건설되는 등 350km/h로 최적화되어 설계되었다. 호남고속
철도의 구간은 구조물의 공학적인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설계, 시
공하지만 속도증속에 따른 여러 변수 요인들에 대하여 실험적인
규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독일, 중국,
일본 등은 최고속도 시험시 선로구축물의 거동분석을 위한 모니
터링 분석에 따라서 단계별 증속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부 고속철도 1단계 구간에서 HSR - 350의 증속시 시운전에 의
한 선로구축물의 이상 징후의 발생유무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선로구축물의 시운전 시험 임무(Test & Commission)를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Test-Bed 구간의 선로구축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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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관련기술현황

프랑스는 TGV 001이 1972년 시속 318km의 최고 속도시험을

2.1. 각 국의 운행속도 향상 및 최고속도 시험시 구조별 모니

수행한 이후로 1981년 TGV 100 열차가 Sud-Est 운행 개시 이
전에 최고속도 380km/h를 달성하였다. 이 구간은 시속

터링 수행
고속철도가 300km/h이상으로 운행하는 국가르는 <그림 1> 및
<표 1>과 같이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TGV 지중해선 일부구간과 동남선의 제1구간인 파리~보드르크

300km/h로 설계된 구간으로서 선로중심간격 4.2m, 최소 곡선
반경은 4000m, UIC 60 레일이 테르미트 용접된 구간으로서 최
고속도는 곡선반경 19,000m구간에서 달성되었다.

(a) 선로

(b) 궤도노반

(c) 교량

(d) 고속분기기구간
AGV Est KP 188

<그림 3> TGV 동남선 최고속도시험시(574.8km/h)의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2.2. 시험선

측정결과의 기준반영 사례

일본에서는 도가이도 신간선(1962)의 시험용 제3선에서
256km/h 속도 증속 시 궤도구조, 교량 표준단면의 작용력과 노

루간(300Km)에서 320Km/h로 영업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1990년에는 TGV117과 TGV140에 의하여 최고속도 515.3km/h

즈 가동분기기 측정 및 분기기 설계 검토시 활용한 바 있다. 또한

의 쾰른-라인(Cologne-Rhein)선에서는 ICE3가 시속

를 달성했는데, 대서양선(Atlantique) 개시 이전에 KP 166의

일본의 교량충격계수, 레일응력 진동, 노반응력, 진동 등은 측정

330km/h로 부분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무광선에서는 CRH 열

175m 루아르 교량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속도 향상판정에 활용하였고 슬래브 궤도

차가 최고 350km/h로 운행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고

ome)역의 고속분기기 통과속도는
수행하였다. 이때 방돔(Vend＾

측정자료는 설계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일본 철도성령의 경우

속철도의 운행속도는 대부분 320km/h 전후로서 350km/h 이

502km/h였다. 이때도 유지보수 3/64in(1mm)로 자갈궤도관리를

각 시험선에서 시행되었던 측정 DB자료를 근거로 각 파라미터별

상 주행시에 관련된 기술자료는 매우 부족하며, 관련 기준도 명

실시하였고 시험기간 중에는 궤도구조의 손상은 거의 없었고 매우

로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교량의 감쇠비 및 교량 변위기준(2006)

확하지 않다. 하지만 주행 중 차량과 인프라의 거동을 측정하여

적은 궤도틀림 복원 유지보수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은 고속선에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의 측정값을 반영하여 정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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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것이다. 유럽에서는 교량의 감쇠비가 현장 고속시험선에서 측정

구분

Rheda2000

한 값을 반영하도록 개정하였다. 독일 ICE의 주행시 콘크리트도
·HSB(RC)

상 분기기 측정 자료는 설계 및 제작 검증에 활용되었다. 중국의
경우도 시험선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이 수행되며 시험선의 측정

단면상세

결과를 토대로 설계력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각국의 설계하중과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슬래브 단면
열차의 축중감소에 따라서 슬래브궤도의 적용하는 하중이 다르게

최고
운영속도

적용된다. 현재 UIC 71 하중은 집중하중 250kN 4축과 80kN/m
의 분포하중을 재하하는데 국내 호남고속철도에서는 등분포하중
만을 80kN/m에서 60kN/m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무광선에서 운행되는 350km/h급 차량으로는 CRH-2C(축중
14t), CRH-3C(축중 17t)가 있는데 무광선과 같이 고속철도
‘여
객수송 전용선’
에 적용되는 ZK 표준 활하중은 UIC 71 표준 활하

부설국가

·Grouting
mass(H=0.03m)

J-Slab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준비 중인 모

·종방향 돌기구조물
설치

Size : 3.4m*0.3m
·HSB(RC)
·Concrete base(RC)
(W*H)
Size : 3.25m*0.3m
Size : 3.2m*0.3m
E=5,000~10,000MPa
(W*H)
(W*H)

NurembergIngolstadt 330km/h
무광고속철도
350km/h
·분기구간 부설가능

특징

FF Bogel

·정밀 현장타설
요구

NurembergIngolstadt 330km/h

대만고속철도
300km/h

한국, 중국, 대만

128k)내의 직선, 완화, 원곡선 및 취약개소(고속분기기,접속구

일본, 대만, 중국

일 Cologne-Frankfurt 고속선의 경우 UIC71하중의 80%만으

고속철도에서 콘크리트 단면 최적화와 수직처짐 한계, 노반 재료

로 궤도설계를 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운행열차의 축중과 선로

등에 대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변형률계수(

의 운행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동상방지층(FPL) 상부면은

300km/h급 이상 운행되는 각국 슬래브 궤도의 단면의 예는 <표 2>

120MPa, 상부노반 상부면은 60MPa가 최소 권장값이다. 열차

와 같다.

주행에 따른 동적충격계수와 곡선구간의 20% 하중 증가를 고려

Rheda2000

FF Bogel

J-Slab

항목
·계측자료
수집실
- 반영구
운영시설

선구간의 하중증가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설계방법 이외에 궤도구조 형식에서도 경제성을 높
2000 upgrade 시스템이 그 예이다. 구조적 특징으로는 TCL층
의 철근보강을 생략하고 침목 횡방향의 Lattice철근이 이를 지지

개발국가

독일

독일

일본

부설공법

현장 타설
콘크리트 공법

사전 공장
제작식 공법

사전 공장
제작식 공법

궤도
시공높이

772mm(RL~FL)
540mm(TCL~FL)

774mm(RL~FL)
550mm(Slab~FL)

752mm(RL~FL)
540mm(Slab~FL)

·TCL
단면상세

Size : 2.8m*0.24m
(W*H)
Concrete Class :
C30/C37

·Slab track(PC)
Size : 2.55m*0.2m
(W*H)
Concrete Class :
C45/C55

·Slab track
(PC or RC)
Size : 2.0m*0.19m
(W*H)

·CAM (H0.05m)

직선 토공구간 및
원곡선구간
(오송기점 KP. 112k)

- 2011. 06∼2012. 07
- 콘크리트 궤도 접속노반 성토부
및 강화노반 시공시 센서매립

를 종방향 연결하도록 되어있다.

3. Test-Bed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궤도, 노반, 교량의 선로구축물 모니터링의 목적은 속도와 각 변
수의 변화정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구조
물의 운행 한계범위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차하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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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1∼2014. 05
- 궤도,노반,교량 주요 모니터링
데이터 통합수집

- 2013. 01∼2014. 05
- Test-Bed의 곡선반경 7000m
구간으로 원곡선 중심지점에 설치

곡선 완화곡선 구간
(KP. 98k416)

- 2013. 01∼2014. 05
- Test-Bed의 곡선반경 7000m
완화곡선 구간에 설치

·궤도 모니터링
- 반영구
취약개소 PSC-Box
운영시설
교량 접속구간
(KP. 120k645)

·궤도노반
모니터링

- 2012. 01∼2013. 12
PSC-Box교량
- 연정교
(KP.117k735~120k645)
- 교량 상부구조 시공 시 센서 설치

설시기
치 및 기타사항

곡선 원곡선 구간
(KP. 98k815)

하며 3m 간격으로 조인트를 만들고 다웰바를 이용하여 슬래브

한 구조물 거동의 이력을 분석하여 향후 철도구조의 적정설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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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 2013. 01∼2014. 05
직선 토공구간
- 곡선구간 및 취약개소 제외한
(KP.108k663~110k368)
직선구간에 설치. 노반측정장소와
일치

)가

이고 시공절차 단순화와 재료절감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Rheda
부설전경

접속노반
(KP. 120k645)

- 2011. 10∼2011. 12
연약지반
- 콘크리트 궤도 연약지반의 성토부
(KP.109k980~110k260)
및 강화노반 시공시 센서매립

<표 3>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위치 및 시기

하여 단면검토를 수행한다. 향후 하중증가를 통한 충격계수와 곡
구분

·궤도노반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시기는 <표 3>과 같다.

중에서 축하중과 등분포하중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독

<표 2> 전 세계 고속철도에서 사용되는 슬래브 궤도의 제원

설시기
치 및 기타사항

- 2011. 05∼2012. 03
절성토 경계부
- 콘크리트 궤도 절성토 경계부
(KP. 123k680~124k142)
노반에 센서매립

진할 계획이다. 측정대상은 Test-Bed 구간(오송기점 100k간) 궤도작용력 측정, 차량-선로의 동기화측정, 토노반의 작용력

설치위치

상 레일 작용력 측정을 목표로 할 것이며 보다 상세한 모니터링

무광고속철도
350km/h

·분기구간 타설 실적 ·분기구간 타설 실적
없음
없음
독일, 중국

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정과 연계하여 추

검토, 침하 함수비 측정, 교량(특수교량, 일반교량)의 변위, 교량

·공장제작으로 품질 ·공장제작으로 품질
양호
양호

독일, 네덜란드,

항목

·교량 모니터링
Extradosed 교
(KP. 56k933~66k248)

- 2012. 01∼2013. 12
- 정지고가
- 교량 상부구조 시공 시 센서 설치

- 2013. 01∼2014. 05
- Test-Bed의 교량 3개소 중
대표 표준교량 인접 교량-토공
접속구간에 설치

취약개소 Cable
교량 접속구간
(KP. 66k248)

- 2013. 01∼2014. 05
- Test-Bed 2안으로 예정된
Cable-교량(정지고가)접속구간
에 설치

고속분기기 구간
(KP. 100k∼128k내
고속분기기 설치구간 )

- 2013. 01∼2014. 05
- Test-Bed 구간내 고속 분기기
1개소

- 2011. 08∼2012. 08
성토부
- 콘크리트 궤도 성토부 및 강화노
(KP.108k620~110k368)
반 시공시 센서 매립

<그림 4> 호남 고속선 Test-Bed구간 시운전시 최고속도 모니터링 구간

3.1. 궤도 및 노반 모니터링
선로에서의 측정은 전통적인 궤도작용력의 측정 방법이외에도
크게 3가지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첫번째로는 열차거동과 궤도의 응답을 동시에 측정
하기 위한 위성-차량-선로 동기화 측정 시스템과 마그네틱 또는
반사판을 사용한 열차 통과위치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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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반분야 계측기 매설 요구사양

두번째로는 정밀변위 측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기존의 소모
성 측정센서를 대체할 반영구적이며 전자기장, 전자파의 간섭오

계측기

주요거동

토압계

열차하중으로
인한 지반응력
거동

침하계

원지반: 정적
지표: 동적
열차하중에
층별침하 : 정적
따른 수직 변위
동적가능(1kHz)
장기수명(<5년)

류를 최소화시키는 시스템 개발과 레이져 변위계 등을 적용하여
절대 및 상대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세번째로는 각 지
점별의 데이터를 원거리에서 효과적으로 전송 가능한 무선 전송
시스템을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표 4>는 궤도시스템의 주요 측

<그림 6> FBG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한 윤하중 및 횡하중 측정시스템

정목적과 요구사항, 적용센서 타입을 나타낸다.
노반분야 모니터링 구축 시나리오는 <그림 7>과 같으며, 노반 모
니터링은 다른 구조물과 달리 성토체 내부에 센서가 매립돼야 하
<표 4> 궤도시스템의 주요측정
계측종류

측정목적

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
주요요구사항

적용센서 타입

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현장구조물 측정은 보다 안정성이
검증된 센서를 바탕으로 매립할 예정이며, 매립된 센서를 통해

·Sampling ratio ≥
·열차하중으로 인한 궤 10kHz
도 연직 및 연직직각방 ·FBG sensitivity≥
궤도
향 레일의 작용력측정 1,000μ
ε@120g
작용력 ·레일응력 및 레일 지
tension
압력 측정수행
·Resolution : 1μ
ε
측정
·레일변위, 슬래브변위 ·Acquired Speed :
및 진동가속도
100kHz on
4channel

변형률계
FBG 변형률계
변위계
가속도계
FBG 가속도계
Laser Type 센싱

궤도-차량 ·측정시간동기화 및 열 ·Initializing time 106sec 이내
동기화 측정 차통과위치 감지

차량 및 선로
GPS 동기화 모듈

·Sampling ratio≥
·직선선로,곡선구간의
10kHz
Wireless
측정시스템의 간섭최 ·SDRAM
Wireless sensor
측정
소화
(50ch/1.9Mbyte/sec)
·GPS sync

SENSOR

MCU

열차하중에
지반진동
따른 지반진동
가속도
영향

지반용
0.01~수천Hz
장기수명(<5년)

매립형

다목적 테스트베드
강우량계 기상자료 검토

온도, 습도,
강우량 정보습득

정적

PCB 지반진동
가속도계
자동화

<그림 10> 연약지반 테스트베드 구간 횡단면도

<그림 10>은 연약지반구간에 대한 계측기 매설 횡단면도이다. 콘
크리트궤도에서는 연약지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성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돼야 하는
구간이다. 현장에서 침하계측은 철제 침하판을 계측하고자 하는
층에 설치하여 레벨측량기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방

<그림 8>은 콘크리트궤도 성토 표준단면에 대한 계측기 매설 단

주변 다짐도 등 여러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

면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계측기 매설은 토압, 진동, 변위를 그림

다. 또한 테스트베드 구간의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방안이 자동화

에서와 같이 수직단면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열차하중에 직접적

계측기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양을 만족할 수 있는 반도체

으로 영향을 받는 상부노반(강화노반 포함) 중심으로 계측기를
매립할 예정이다. 또한 궤도 양측에 보링을 실시하여 크로스홀
실험을 병행할 예정이다. 크로스홀 시험의 목적은 강우에 의한

<그림 8> 표준성토단면에서의 계측기 매설 횡단면도

식 침하계를 적용하였다. 반도체 침하계는 액상침하계와 작동원
리는 유사하나 액상침하계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대기압과 온도

<그림 9>와 <그림 10>은 노반구조에서 대표적인 취약개소로 평

보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압력판이 진동현식 타입으로

가할 수 있는 절·성토 경계부와 연약지반에 대한 계측기 매설

동적계측이 불가능했던 단점을 보완하여 반도체 센서를 이용하

단면도이다. 일반적으로 절·성토 경계부에서는 강성의 차이로

여 동적계측도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인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 대한 시험목
적은 콘크리트지지층(HSB)의 두께 30cm에 대한 강성영향과 하

Wireless
LAN
AP

부지반의 강성에 따라 응력, 변위, 진동의 영향을 비교하여 향후
설계 시에 통일화된 단면에서 다양한 구조형태로 확대시킬 수 있

·센서 인터페이스
·대용량 데이터(Dynamic Value)처리
·장거리 송신 안정성
·데이터로거 간 시각 동기화
·Input Trigger Module
·마그네틱 센서에 의한 열차 위치 측정

Wireless
LAN AP

<그림 5> Wireless 측정체계도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매립형
반도체식
정적 및 동적
침하계
측정

식은 측량기에 의한 관측 침하량이며, 설치시 침하봉의 수직도,

GPS
·측정항목 : Given
- 윤증, 횡압
- 레일변위
- 레일응력
- 레일진동가속도
·측정방법
·설치방법
·보정

스트레인게이지
타입 및 반도체
타입

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단탄성계수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Wireless
LAN

동적가능 (>1kHz) 매립형
장기수명(<5년)
동적측정

적용센서 타입

터는 무선통신으로 계측관리 사무실에서 원격 측정이 가능한 시

SD Card

AD
Converter

계측방법

현장 제어함에 데이터를 저장 및 보관할 예정이다. 저장된 데이

영향, 동결융해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지반재료의 전
DATALOGGER

주요요구사항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Storage
·장거리 송신 안정성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서버

<그림 7> 노반분야 모니터링 구축 시나리오(안)

<그림 9> 절·성토 경계부에 대한 계측기 매설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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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교량-토공 접속부 테스트베드 계측기 매설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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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교량-토공 접속부 테스트베드 횡단면도 및 평면도
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접속부 표준단면에 대한 허용기
준에 대하여 속도변화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을 통해 정량화하

참고문헌

여 설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3.2. 교량 모니터링

표식

센서명

수량(EA)

1) 측정관련 국내 기준
일반형 가속도계
(5G)

교량 모니터링과 관련된 주요 측정 항목에 대한 국내외 거동한계

5

5

·교량경간중앙 1개
·교량 1/4 1개
·차량위치별 3개

및 동적 기준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Wireless
동기화 센서

<표 6> 교량 모니터링 관련 국내외 주요 기준
항목

기준값
LVDT 변위계

·고유진동수 상한치 : n0 = 94.76×L-0.748
고유진동수 ·고유진동수 하한치 : n0 = 80/L (L=4.0~20.0m)
`
23.58×L-0.592 (L=20.0~ )

면틀림

승차감

차체 연직가속도() (m/s2)

매우 양호

1.0

양 호

1.3

보 통

2.0

경간
중앙처짐

3m 기준 면틀림
변화량

표준열차하 V≤ 200
중재하
200 V

1.0

3.0mm/3m

0.5

1.5mm/3m

실 운행열차 동적해석

0.4

1.2mm/3m

검증(I), (II), (III)
<그림 14> GPS 동기화 개념
1/4

과 같다. 대표 교량으로 선정된 교량 2개소는 대표적 단면인 단경

60~
75
L
L
L
L
L
/1900 /2100 /2200 /2350 /2500
L
L
L
L
L
/1700 /1900 /2000 /2100 /2000
L
L
L
L
L
/1500 /1400 /1300 /1200 /1100
40

45

50

55

6. 김동석, 김성일, 2010.07,“연직 지진하중을 받는 고속철도 특수

다. 먼저 대상 교량 중 PSC BOX의 동적응답중 교량의 연직변위,

교량의 주행안전성 평가”
,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면틀림 및 모드 분석을 위한 변위계 7개와 교량의 연직가속도

pp.1464∼1469

같이 GPS Clock을 이용한 GPS 동기화 방법을 통해 최대 1μsec
센서명

80~ 100~
95
120
L
L
/2200 /1900
L
L
/1700 /1400
L
L
/800 /600

37%

일반형 가속도계
(5G)

Wireless
동기화 센서

10

7

현재 교량의 응답에 의한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검토 기준은 전 세
계적으로 360km/h 이하의 설계속도에 대한 기준이므로, 그 이상
의 속도대역에서는 교량 통과시 차량의 응답에 의한 직접적인 상
호작용 검토가 필요하다. 상기의 기준값과 초고속에 대응한 상호
작용 검토를 위한 교량분야 모니터링 계획은 <그림 12>, <그림 13>

LVDT 변위계

단위까지 동기화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수량(EA)

10

·주경간(2경간)중앙 : 상판상부면 1개,
상판하부면 1개, 거더하부 1개
·주경간(2경간) 1/4 : 거더하부 1개
·1경간 중앙 : 상판상부면 1개,
상판하부면 1개, 거더하부 1개
·3경간 중앙 : 상판상부면 1개,
상판하부 1개, 거더하부 1개

4. 결론
본고에서는 호남고속선 Test-Bed의 선로구축물 시운전 모니터

지반 침하계측 실용화”연구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8. UIC 518 OR, 2003, Testing and approval of railway
vehicl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dynamic behaviorSafety-Track fatigue-Ride quality
9. EN 13146, 2002, Railway applications-Track-Test methods
for fastening system 2002

11. ERRI D 214 RP9, 1999,“Rail Bridges For Speeds v
200km/h”
, European Rail Research Institute

링과 DB구축, 그리고 설계지침(안) 도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2. EUROCODE 1 Part 2,“Actions on Structures : General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400km/h 운행시 선로구축물의 구

actions-Traffic loads on bridges”
, European Committee for

간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측정 DB를 확보하여 단계별 증속시 안

·주경간중앙 1개, 주경간 1/4 1개,
주경간 3/4 1개
·진입경간 중앙 1개, 진입경간 1/4 1개
·면틀림 측정용 4개

수행하면서 시운전 측정 모니터링 기법개발이 가능하며 현장측

정성 검증을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선로구축물의 거동과 속도와
의 상관성을 예측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니터링을
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설계(안) 제시하여 단면과 속도상관
성 분석을 통한 궤도노반/PCL 단면검토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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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동성엔지니어링, 2007,“반도체 방식 침하계를 이용한 연약

10. DE-Consults, 1999, On-Line Tests

·각 경간 중앙 1개씩(3개)
·주경간 1/4 1개
·차량위치별 3개

<그림 13> Extradosed교 센서 배치 예상도

14권, 제1호, pp.57∼65

강 PSC BOX와 장경간 교량인 Extra-dosed교량으로 선정하였

교량상 신호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 설치된 센서는 <그림 14>와
표식

5. 김성일, 김동석, 2011.02,“고속열차 주행 시 지진하중을 고려한
현수교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분석”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

1개

5개, 상호작용 검토를 위한 차상-교량 동기화 센서 5개로 17개의

거더 또는 부재의 경간(m)

0~
25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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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270 V ≤35
/1500 /1500 /1600 /1750
L
L
L
L
200 V ≤270
/1300 /1400 /1500 /1600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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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3, 시운전시 궤도·노반시설물의 성능

량의 경우 총 27개의 센서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차상신호와

면틀림
(mm/m)

윤중감소율

·경간중앙 1개, 경간
경간 3/4 1개
·면틀림 측정용 4개

개발, 고속철도사업 연구개발보고서

센서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3경간으로 구성된 Extradosed교

설계속도(V )
(km/h)

설계속도
(V )(km/h)

7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6.10,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안정화 기술

<그림 12> PSC Box 센서 배치 예상도

교량상판연직 ·유도상 궤도 : 0.35g
·무도상 궤도 : 0.5g
가속도

차상연직
가속도

2. 대한토목학회, 2008, 호남고속철도설계지침
·경간중앙 : 상판상부면 1개,
상판하부면 1개, 거더하부 1개
·경간 1/4, 3/4 : 상판하부면 1개

Standardization
13. Dr. Bernhard Lichtberger, 2005, Track Compendium
(Eurail Press)
14. 佐木直樹, 1989. 12, 新幹線 軌度(日本鐵道施設協會誌)
15. HSL South, 2005,“High Speed Line Progress Repor”
16. Railway Gazette, 2005,“SNCF confirms pursuit of
350km/h goal”
,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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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조용현｜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전략실 책임연구원 (yhcho@krri.re.kr)
권삼영｜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터페이스연구실 책임연구원 (sykwon@krri.re.kr)
이기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터페이스연구실 선임연구원 (kenlee@krri.re.kr)
<그림 1> 경부 고속철도 전차선로

<그림 3> 독자 개발한 한국형 준고속 전차선로 CsKo250

그러나 이후에 300km/h 고속철도 전차선로 시스템에 대하여 기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차선로 기술 수준을 철도 선진국인 프

술이전을 통하여 핵심적인 설계 요소기술을 우리 기술로 소화하

랑스,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차선의 평균 응력은 증가하게 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고속철도 전차선로 설계 요소기술 분석

있다.

전차선로는 차량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인프라시스템으로서 고속

300km/h급 전차선로에서 사용하는 경동(Hard Drawn Copper)

및 성능시험기술 연구”및“고속 전차선로 상세설계 SW개발”등

철도의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기술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

전차선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400km/h급 전차선으로는

의 과제를 수행하여 독자적인 설계기술을 확보했으며, 300km/h

지 세계 최고 속도 등급의 전차선로는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에

파단 응력이 기존의 동합금에 비해 증가된 고강도 동합금 전차선

급 전차선로 자동설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다.

서 개발한 운영속도 350km/h급인데, 프랑스에서의 574.8km/h

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시속 400km의 열차에 필요한 높은 전

최고속도 시험과 중국에서의 394.3km/h 최고속도 시험에서의

기에너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조가선은 전차선의 부족한

경험 자료들을 보면 열차 속도가 350km/h를 초과하여 400km/h

통전용량을 보상함과 아울러 더 큰 전류 수송능력에 대한 대응

에 접근할 경우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에서 이선(Loss of

용량을 가져야 하며 더욱 가혹한 장력과 진동에 견뎌야 하기에

Contact)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차선로와

새로운 조가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차선과 조가선의 장

팬터그래프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선 현상은 주로 열차가 주행하

력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지탱하여야 하는 가동브래킷, 곡선당김

면서 팬터그래프가 전차선에 야기하는 외란(파동)의 전파와 반사

금구를 비롯한 각종 구조체는 다시 설계, 개발돼야 한다.

1. 서론

에 기인하는 것과 전차선로 자체의 강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이 복합적으로 병합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파동의 전파와 반
사에 의한 이선은 열차의 속도가 전차선의 파동전파속도에 접근
할수록 커지므로 열차의 속도 대 파동전파속도의 비를 70% 이하
로 유지하도록 각종 국제 규격 및 국제적 규범은 요구하고 있다.
전차선에서의 파동전파속도는 전차선의 장력에 비례하고, 선밀

<표 1> 철도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전차선로 기술 수준의 비교
구분

요소기술분석

설계기술

상세설계 SW

기존선/준고속

상

상

보유

300km/h

중

중

보유

전차선로/팬터그래프간 동특성 예측 프로그램 개발, 활선상태에

350km/h

중

중

개발중

서 전차선로 동특성 측정시스템 개발, 팬터그래프 공장성능 평가

370km/h이상

하

하

미보유

그 이후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전차선/집전판 마모성능 시험기 개발 등의 연구를 지
속적으로 수행하여 요소별 기반 기술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2.2 국외 고속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의 현황

현재는 2009년 호남고속철도 속도향상 계획에 의거하여 최고속

세계 각국은 지금 속도향상 전쟁 중이며, 전차선로 분야는 속도

도 350km/h급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 중에 있

향상의 핵심 아킬레스건의 하나로 인식되어 이 분야에 대한 증속

따라서 증속을 위한 400km/h급 전차선로 시스템 개발 과제에서

으며, 상세설계 기준(안) 도출 및 장력상승에 따른 일부 금구류의

기술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일

는 전차선로 설계기술 개발, 전차선로 핵심부품 개발, 전차선로

사양 작성과 350km/h급 전차선로 MD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

본, 스페인, 중국 등에서 최고 설계속도 350km/h급 전차선로 시

부품 내구성 평가기술 개발 및 DB 구축, 전차선로 성능평가 기술

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스템에 대한 독자 모델을 개발하여 영업 운행구간에 적용하고 있

개발 등을 세부 주제별로 하고 및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엔지니

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의 고속철도 최고 기록과 속도 향상 시험

어링 차원의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수행하고 있으며

운행과 이에 따른 전차선로 및 조정사항 등을 정리하면 <표 2>와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같다.

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집전 성능의 한계는 열차 팬터그래프와
<표 2> 속도 향상 시험 운행 기록과 전차선로 조정 사항 정리

전차선로의 동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동적 상호작용은
팬터그래프에 못지않게 전차선로의 영향에 지배적이라고 할 수

2. 국내외 고속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의 현황

있다. 따라서 열차의 상용속도를 증속하기 위해서는 400km/h급

2.1 국내 고속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의 현황

의 보다 고성능의 전차선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속철도로서 2004년 개통되어 현재 운용되

한편, 준고속 전차선로에 대해서는 기존선 고속화를 위해

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전차선로 시스템은 프랑스 TGV-북선

250km/h급의 한국형 전차선로 모델을 독자 개발하였다. 이 개

시스템을 원형으로 하여 건설됐으며, 전차선로 분야가 차량, 신

발에서 설계 표준화 및 자재 국산화가 진행됐고, 개발한 시스템

호분야와 함께 코어시스템으로 분류되어 프랑스 설계기술을 그

을 전라선 여수-순천 사이에 시범 설치했고 현장시험을 준비 중

대로 도입하여 건설이 이루어졌다.

에 있어 실용화 직전 단계에까지 와있는 상태이다.

400km/h급 전차선로로 증속하려면 프랑스와 중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파동전파속도의 증속이 필요하므로 전차선의 장력은
증가시키고 전차선의 선밀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그림 2> 호남 고속철도 전차선로(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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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
시험
명 도 최고속도

시험
구간

시험
열차명

독일 ’
88 406.9km/h

FuldaWurzdurg

ICE-V

프랑스 ’
90 515.3km/h

LGV
Atlantique

전차선로 및
기타 조정사항
전차선 장력조정
15kN 20kN

전차선 장력조정
20kN 228kN / 전압
TGV조정 : 25kV 229.5kV
Atlantique
1㎜ 허용오차로 레일
정렬 / 미세자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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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국가 년
시험
명 도 최고속도

시험
구간

시험
열차명

전차선로 및
기타 조정사항

일본 ’
93 425.0km/h

上越
(Jyoetsu)
신간선

STAR-21

전차선 재질변경 및
장력조정 CS 110 TA
150(14.7kN 19.6kN)

Tohoku
신간선

전차선 재질변경 및
FASTECH
장력조정 CS 110 TA
360
150(14.7kN 19.6kN)

TGV EST

전차선 장력조정
26kN 40kN/전압조정
: 25kV 31kV
1㎜ 허용오차로 레일
정렬 / 캔트조정 / 도상
자갈 표면 접촉제사용
차량출력 증가
19.6MW / 차륜직경
1,092㎜ 적용

일본 ’
05 460.0km/h

프랑스 ’
07 574.8km/h

V-50

가선계의 경우 집전 및 전차선로 보호를 하기 위한 가선계의 장
력을 25kN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소 파동전파속도 V > Vmax + 40 m/s
= 350+(40×3.6) = 494km/h

(1)

최소 장력 T = 최소파동전파속도 2 ×선밀도 = 25kN

(2)

중국 ’
08 394.3km/h

북경-천진
도시간선
철도

·2008년 6월 24일
최고속도 394.3km/h
기록을 달성

영업운영
최고속도:
중국 ’
09 350km/h
표정속도:
310km/h

WuhanGuangzhou
고속철도

·스페인 고속철도
AE350에 준하는
EAC350이라 불리는
전차선로(전차선
Cu-Mg0.5%
150mm2 30kN, 조
가선 Cu 120mm2
CRH3C
21kN)
·가선의 단면은 중국
측의 요구로 약간 변
경하였고 중국측
CARS에서 피로시험
수행

이제부터는 철도연맹인 UIC의 고속철도 전차선로에 대한 지침이
나 권고 사항을 먼저 알아보고, 각 나라별로 고속 전차선로의 특징

UIC Code 794 OR에서는 35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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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예전부터 헤비 컴파운드(Heavy Compound) 방식의 커티

를 적용하였다. 전차선 선종은 가선의 파동전파속도를 향상시키

너리를 고수해오고 있다. 그러나 300km/h 이상 고속화용으로 헤

기 위해 단면적이 작은 100㎟이나 120㎟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

비 콤파운드 방식을 대신할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으로의 개량

가선은 전류 용량의 보상과 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

시스템도 한 때 개발하여 시범설치한 적도 있다. 그러나 결국

템별로 적합한 사양을 적용하고 있다(참고문헌 4).

350km/h 이상의 고속용으로도 헤비 컴파운드 방식을 고수할 것
으로 보이며, 최근에 360km/h급으로 110㎟의 전차선을 19.6kN

는 5080~5300㎜, 전차선 기울기는 0, 최대 압상량 120㎜, 동적

로 높인 시스템을 새로운 신간선에 설치하여 2012년에 320km/h

최대 접촉력 250N, 최대경간 65m(터널 50m), 드로퍼 최소길이

로 증속하고 종국에는 360km/h로 운행선의 속도를 높이는데 활

0.25m, 가고 1.4m, 사전이도(Pre-sag) 0.5‰를 충족하도록 권

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05년에 시험최고속도 460km/h를

고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달성한 바 있고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전차선로의 설
계 및 운영기술은 425km/h 이상에 대하여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2.2.2 프랑스

독일 고속철도 IEC는 전통적으로 Y-stitched 방식의 커티너리

중해선, 대서양선 등). 이러한 특징을 포함하여 프랑스 고속철도

를 고수해오고 있다. 이 Y-stitched 방식은 심플 커티너리 방식

발전의 역사적 특징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에 비하여 팬터그래프가 압상력으로 전차선을 밀때 전차선이 압

<표 3> 프랑스 고속철도 발전 역사 요약

상되는 양의 특성인 탄성 특성이 한 경간 내에서 보다 균일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이 방식이 고속주행에 적합한 가

구분

명칭(노선 or 차량)

특징

제1세대

TGV-PSE

최초 고속철도 운영

제2세대

TGV-A

성능향상, 동기전동기, 공기저항 저감형
2단 팬터그래프

제3세대

Euro-Star, TGV-R

유도전동기, 다국적 통과노선 사양 적용

제4세대

TGV-NG

알미늄차체, Tilting 시스템, 2층 객차

AGV

동력분산식, 시험열차 574.8km/h 기록
(2007.4)

제5세대

<그림 5> 독일의 고속 전차선로 시스템 Re250 및 Re330[4]

최근에는 가장 고속용으로 Siemens에서 독자 개발한 모델인
Sicat H1.0이라는 전차선로 시스템이 상용화되었다. 이 시스템

2.2.4 독일

태로 고속철도 노선을 건설해 오고 있다(북선, 동선, 동남선, 지

은 전차선의 장력은 27kN, 조가선의 장력은 21kN, Stitch 와이
어의 장력은 3.5kN으로 하고 있으며, 최고속도 400km/h, 중련
팬터그래프 조건에서 350km/h가 가능하다고 Siemens는 얘기
하고 있다. 중국은 이 시스템을 원형 모델로 하여 이를 변형하여
장력을 강화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선시스템이라고 독일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 방식의 가선을
350km/h이상 400km/h급에까지 적용,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 독일은 Re100부터 Re160, Re200, Re250, Re330 등으로 가
선 명칭을 붙여오고 있다(명칭의 숫자는 최고 운행속도 또는 설계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6> Siemens의 가장 최신 전차선로 시스템 Sicat H 1.0의 특성[5]

전차선로 시스템은 Simple Catenary 방식을 고수하면서 기존의
300km/h 전차선로에 비해 새로운 전차선 및 조가선을 채용하여
장력을 증가시킨 V350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중해선 및 동선에 적
용하여 최고 운행속도 320km/h로 운행하고 있다.
<그림 4> 독일 가선 시스템의 탄성도 특성

<표 4> 프랑스 최신 고속 전차선로 특징

적인 면을 알아보기로 한다.
2.2.1 UIC

Sicat H1.0에는 터널 구간의 단면적에 신경을 쓴듯 가고를 1.6m

또한 UIC Code 799 OR에서는 300km/h 이상에서 전차선 높이

프랑스 고속철도 노선은 파리를 중심으로 방사 형태를 이루는 형
·Simens의 Sicat
H1.0을 기반으로
스티치선 대신 사전
이도를 경간의
1/2000를 부여하여
CRH3C
설계속도 350km/h
급 전차선로 건설

2.2.3 일본

구분

노선명

전차선(장력)

조가선(장력)

독일의 Y-stitched 방식의 커티너리는 드로퍼 간격을 최대 9m까

300km/h급

북부선

Cu 150㎟(20kN)

Bz 65㎟ (14kN)

지 허용하고 있으며 속도 증가시 가선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가고

350km/h

지중해선/동선 Cu alloy 150㎟(26kN) Cu alloy 116㎟(20kN)

56

를 비교적 큰 값인 1.8m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스템인

<그림 7> Siemens에서 홍보하는 자료로서 Sicat H1.0 시스템이 적용된 노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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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스페인[4]

우환-광조우 고속철도의 전차선로는 설계속도 350km/h로 스페

전차선로 설계기술

스페인은 대부분 독일로부터 받아들인 Y-스티치 커티너리 시스

인의 AE350을 기반으로 전차선의 장력 등 일부를 바꾸어 2009년

- 고속전차선로 설계 파라미터 분석

템을 사용한다. 최신의 것으로 350km/h급의 전차선로인 EAC

도 말에 준공하였다. 이를 통해 최고 영업운행속도 350km/h, 표

- 전차선로 시스템 기본사양(안) 수립 및 시스템 설계(안) 제시

350을 마드리느-레리다 노선에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시

정속도 310km/h를 달성함으로써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상용속

- 전차선로 상세설계 프로그램 개발

스템에서의 최고 운영 속도는 330km/h로 알려져 있다.

도 350km/h를 달성한 국가가 되었다.

- 본선 Test-bed에서의 시험을 통한 400km/h급 전차선로

북경-천진간 도시간 고속철도의 전차선로는 설계속도 350km/h

<그림 8> 스페인의 최고 350km/h이 가능하다는 전차선로 시스템[4]

2.2.6 이탈리아

사양 보완 및 전차선로 상세설계(안) 확정

로 독일의 SiCat H1.0을 기반으로 스티취(Stitch) 선 대신에 사전

전차선로 핵심부품 개발(7종)

이도(경간/2000)를 부여하는 등의 일부사양을 변경하여 2008년에

- 고속전차선로 핵심부품 사양 수립

준공했으며 현재 최고 상용속도 330km/h로 운행 중에 있다.

- 고속전차선로 핵심부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북경-천진간 고속철도에서는 향후 속도향상에 대비하여

이탈리아도 여러 노선에서 고속철도를 운영 중인데 로마와 나풀

350km/h 이상의 속도에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고, 2008년 6월

리 사이에 <그림 9>와 같은 심플 커티너리 방식의 고속 전차선로

24일에는 최고속도 394.3km/h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북경-

를 건설하였다. 이 시스템에서의 최고 운영 속도는 300km/h로

천진간 고속철도에서 수행된 집전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알려져 있다.

350km/h 이상의 속도에서는 아크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 고속전차선로 핵심부품 공장성능시험

<그림 12> 증속을 위한 전차선로 시스템 개발 과제의 수행 체계도

본 과제에서 개발하는 자재와 시스템은 호남선 Test-Bed 구간
에 직접 부설될 예정이다. 다시 말하면 실패나 성능 결함 같은 것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중국의 연구진은 350km/h 이상의 고

이 절대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발하는 자재, 부품

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차선로보다 파동전파속도

및 시스템 설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및 시공성 평가를 미리 해보

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장력 증가가 필요하며 드로
<그림 9> 이탈리아 300km/h급 전차선로 시스템 및 가동브래킷[4]

2.2.7 중국
중국은 해외 고속철도 기술을 소화, 흡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신기술로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개발, 발전시켜오는 정책을 취하
고 있다. 전차선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전차선로에 대한 최
근의 동향은 <그림 10>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하여 두고 1년정도 시험, 평가를 진행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는 공
<그림 11> 400km/h 과제에서 개발하는 전차선로 핵심 부품 7종

3. 400km/h급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정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를 포함하여 과제 전체의 Time
Schedule 겸 로드맵은 <그림 13>과 같다.

우리의 400km/h급 전차선로 개발을 위한 연구 과업에서는“증
속에 따른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이라는 과제명을 가지고
최고 운행속도 400km/h급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전차선로 시스

전차선로 부품 내구성 평가기술 개발 및 DB 구축
- 전차선/조가선 내구성 시험 설비 및 DB구축
- 드로퍼/단말금구 내구성 시험설비 및 DB구축

템 사양 제시 및 기술 개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기반기술별 과업 목표와 내용을 수립하고 있다.

전차선로 성능평가 기술개발

- 전차선로 설계기술 개발

- 구내 Test-bed 시범구축 및 시공성/설계파라미터 검증

- 전차선로 핵심부품 개발

- 전차선로 성능평가 종합시험계획/절차 수립

- 전차선로 부품 내구성 평가기술 개발 및 DB 구축

- 전차선로 검측 및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 전차선로 성능평가 기술개발

- 본선 Test-bed에서의 전차선로 성능 및 안전도 평가

이를 위하여 기반기술별로 구체적인 연구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이러한 업무를 여러 전문 기관을 공동/협동 수행기관으로 하여

같다.

유기적인 협동 관계성으로 맺어 수행할 예정이며 지금 현재 계획
된 과업별 수행기관과 유기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 중국 전차선로에 대한 최근의 기술 동향 요약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기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구내에 마련된 시험선에서 설치

퍼의 시공오차 감소 등 정밀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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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400km/h급 전차선로 개발 과제 Time Schedule(로드맵)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기대되는 예상 성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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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 구성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은 2000년대 초까지 국가별로 각각의

ATC 지상장치는 신호기계실장치와 선로변제어장치로 구성되며,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해 왔었으나 2001년 각국별 열차제어시

선로변에 설치되는 안전설비의 감지기(sensor) 등을 제외한 모

4. 결론

스템간의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유럽의회 법령(2001/16/EC,

든 장치가 약 15㎞ 간격으로 설치된 신호 기계실에 집중 수용되

400km/h급 전차선로 개발을 착수한지 벌써 7개월이 경과하고

ERTMS)이 발표되고, 유럽에는 일반철도 뿐만 아니라 300km/h

어 있다.

있으며 현재 시스템의 기반 파라미터, 기본 설계 기준, 기본 사

이상의 고속철도에 유럽표준 열차제어시스템 ERTMS/ETCS가

양, 전주와 기초에 걸리는 모멘트 및 하중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4> 주요 예상 성과

수립, 산정하는 등 완성해 가고 있다. 본 연구 과제가 완성되며
이것은 세계 최초로 400km/h급 전차선로를 실용화하는 것이 되
므로 초고속 전차선로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한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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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TC 장치는 지상장치와 차상장치로 구분 설치되며 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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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부고속철도 ATC 시스템 구성

2.2 현황
경부고속철도의 ATC장치인 TVM 계열의 시스템은 프랑스 TGV
노선의 시스템으로 1981년 개통한 파리↔리용간 구간에는 1세대
운영지원 시스템인 TVM-300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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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시스템의 현대화의 필요성과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하여

<그림 2>는 국내 철도신호시스템 기술동향 및 국내 구축현황이다.

첨단기술인 디지털 컴퓨터 기술이 도입된 SACEM과 궤도회로에
의한 연속적인 정보전송을 제공하는 기술을 접목시켜 TVM400계열의 시스템이 탄생하였다.
TVM-400계열의 시스템중 TVM-430 시스템은 1991년 프랑스
릴(Lille)에서 부르셀(Brussel)간 북부 고속철도 노선에 적용한
시스템으로 고속열차의 자동열차제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우 높
은 안전성 및 가용성, 유연성을 충족시켰으며, 이러한 호환성을
통해서 완전 자동화로 단계적으로 진보하였다. <표 1>은 경부고
속철도 ATC 시스템이다.
<표 1> 경부고속철도 ATC 시스템
구분

내용

신호방식

차상신호(연속제어)

폐색방식

속도코드방식(Speed Code Command)

운전시격

3.0분

열차보호장치

자동열차제어(ATC)

설치구간

경부고속철도(KTX)

제작사

CSEE

비고

·일부 신호시스템 제작기술을 국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은 있음
장

단

점

점

·기존 고속열차(KTX)가 직결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할 경우 열차운행의 상호 운영성을 확
보할 수 있음
·이전된 생산기술은 오래된 기술로 미래지향
성이 낮음
·표준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호환성과 확장
성이 낮음

<그림 2> 국내 철도신호시스템기술동향 및 국내 구축현황

3. ETCS Level 1
3.1 구성
2003년 한국철도공사가 경부선 및 호남선 일반철도 지상구간과
KTX를 포함하여 4차종 400대의 차상장치를 기존 자동열차정지
(ATS)에서 유럽표준(ETCS Level 1)장치로 개량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유럽표준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현재 스웨덴의 봄바디어(Bombardier Transportation)사와 프
랑스의 안살도(Ansaldo STS)사가 9:1의 비율로 점유하고 있는

2.3 기술동향

우리나라 시장은 열차제어시스템에 대한 핵심기술을 모두 외국

TVM 계열의 시스템은 프랑스 고속철도 노선에서의 열차운행을

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설치와 RAMS활동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위한 신호시스템으로 기존에는 경부고속철도 신호시스템과 동일

기술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경부고속선의 신호방식인 ATC

한 TVM-430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했으나, 최근 신호기술의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ETCS는 동작하지 않으며, 별도로 설

발달과 신호시스템의 운용의 가용성의 향상, 유지보수성을 고려

치된 ATC장치가 열차방호를 수행한다. <그림 3>은 국내 ETCS

하여 기존을 TVM-430 시스템의 ATC장치 및 연동장치 기능을

Level 1(ATP)장치 내부구성(BT社 EBI2000제품 기준)도이다.

통합하여 개선된 TVM-SE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그림 3> 국내 ETCS Level 1(ATP)장치 내부구성(BT社 EBI2000제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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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능

2량, KTX-산천 38량은 설치했고, KTX 90량 및 KTX-산천 10

4. ETCS Level 2

유럽은 1990년부터 각국의 상이한 열차제어시스템의 통합으로

량은 설치 중에 있다. 특히 EMU는 누리로 16량 설치됐으며, 경

4.1 정의

국가간 열차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ETCS를 개발하여 설치하

춘좌석 16량은 설치 중에 있다. <표 3>은 국내 철도차량 ATP 설

고 운용 중에 있다. ETCS는 유럽의 각국을 통과하는 고속철도

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및 간선철도를 대상으로 하며, 노선별 특성을 분석하여 시스템을

<표 3> 국내 철도차량 ATP 설치 현황

2011. 7월 현재

4.3.1 무선폐색센터(RBC : Radio Block Center)

ETCS Level 2 역시 Level 1과 마찬가지로 기존 선로를 개량하

무선폐색센터는 열차를 GSM-R 무선과 연결시킨 지상장치로,

는 형식으로 설계되며, 열차감시 및 열차무결성에 대한 정보는

현재 열차 위치가 위치한 궤도의 연동장치와 인터페이스를 유지

기본 신호 시스템(연동장치, 궤도회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다. 즉, 무선폐색센터는 열차의 진로정보를 얻기 위해 그 지역

선정할 수 있도록 ETCS를 3단계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표 2>는 ETCS의 Level별 특징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한국철도공사가 경부 및 호남선 일반철도 지
상구간과 KTX포함 4차종 400대의 차상장치를 기존 자동열차정

구 분 합계

KTX

EL

DL

합 계 664

140

172

188

설치
완료

461

EMU PMC CDC 비고
32

KTX 2량 EL 57량
누리로
188량
16량
산천 38량* EL 28량*
KTX 90량
산천 10량*

화물
87량*

-

위치정보를 RBC 센터로 전송하며, 전송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RDC
45량

폐색센터와 연결되어 열차가 현재 무선폐색센터 영역에서 다음

87량

RBC센터 경로상 열차 위치가 업데이트된다. Level 1과 Level 2

무선폐색센터 영역으로 이동시 연속적인 열차제어의 수행을 위

의 기능적인 면은 전송매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하다.

해 핸드오버한다.

경춘좌석
16량*

리나라도 유럽표준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입했고, 현재 이탈리아

*는 안살도 ATP, 나머지는 봄바르디아 ATP(’
11년 현재 계약물량 포함)

4.2 구성

GSM-R 무선전송을 위해 ETCS는 차상, 지상 모두“유로(Euro)

을 위해 GSM-R 무선을 사용한다.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

무선”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ETCS 지상 무선인터페이스는 권

ETCS-L1 지상설비는 경부선에 봄바르디아사 제품도입 및 SRS

하는 대상의 상태를 무선폐색센터에 보고하고, 무선폐색센터는

한이 없는 제3자의 고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보안

2.2.2를 적용하여 설치를 했으며 2011년 4월 6일에 사용개시하

구역의 다른 열차간의 적절한 이동권한을 생성한다.

계층(security layer)으로 보호받는 무선폐색센터의 여러 모듈로

Level 2는 선로변 신호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선로변 점유 입증

구성된다.

ETCS

3.3.2 ETCS Level 1 지상현황

였다. 또한 경춘선은 탈레스 제품도입 및 SRS2.3.0를 적용하여

<표 2> ETCS 단계별 특징

2011년 12월 사용개시할 예정이다. <표 4>는 국내 철도노선별
특징

·열차정보 전송과 위치검지를 위한 Balise (Euro-Balise) 사용
Level 1 ·기존의 궤도회로를 이용하여 선로점유 및 Train integrity 확인
·Block section을 활용한 열차간 안전간격 확보
·GSM-R을 이용하여 지상제어설비와 차상제어설비의 양방향
통신
·열차위치 확인 목적으로 Balise 사용
Level 2
·연속적으로 열차의 안전속도(제한속도)를 감시함
·Train integrity를 확인하기 위한 설비 사용
·Block section을 활용한 열차간 안전간격 확보
· Level 3은 Level 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 차상신호장치의 열차위치정보 및 Train integrity정보를
Level 3
토대로 선로점유 상태 파악
- 지상제어설비에서 열차간 안전간격 제어(가상 블록)

4.3.2 ETCS 무선인터페이스 장비

ERTMS/ETCS Level 2는 무선폐색센터와 열차간 데이터 교환

Turin에서 Novara(길이: 85km), 로마에서 나폴리(길이: 220km)

통신을 수행하는 ETCS Level 2가 운행 중이다.

이동권한을 차상으로 전송한다. 또한, 무선폐색센터는 인근 무선

45

설치중 203

는 GSM-R을 이용하여, 지상제어설비와 차상제어설비간 양방향

을 제어하고 열차 이동권한을 생성하며, GSM-R을 통해 열차의
Level 1과는 대조적으로 Level 2 차상장치도 이동권한 요청이나

87

지(ATS)에서 유럽표준(ETCS Level 1)장치로 개량함에 따라 우

또한 스위스의 Mattstetten에서 Rothrist(길이: 45km연장)에서

ETCS-L1 지상설비 운용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인 폐색 제어기를 구비해야 한다. <그림 4>는 ERTMS/ETCS
Level 2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표 4> 국내 철도노선별 ETCS-L1 지상설비 운용현황
구간

제작사

버전

비고

경부선

서우/LG CNS(봄바르디아)

SRS2.2.2 적용

’
11. 4. 6 사용개시

호남선

서우/LG CNS(봄바르디아)

SRS2.2.2 적용 ’
10. 4. 21 사용개시

경춘선

대아TI(탈레스)

SRS2.3.0 적용 ’
11.12 사용개시 예정

전라선

설비(track-side occupancy proving devices)를 갖춘 전통적

3.3.1 ETCS Level 1 차상 현황

Communications-Railway)
지상의 무선장비로서 무선폐색센터에서 연산된 열차의 이동권한
비(ISDN)이다.

4.4 차상장치의 기능
ETCS 차상시스템은 열차에 설비된 ETCS 모든 부분을 포함한

ATP 설치를 위한 RFP 작성 중

다. 그 핵심은 유럽 바이탈 컴퓨터(EVC : Europe Vital
Computer)로 불린다. 차상컴퓨터는 주행거리계 시스템(속도와

3.4 기술동향

거리정보 생성), 열차 인터페이스(열차제동기를 제어하고 견인을

프랑스의 고속열차 제어기술을 도입한 국내 철도시장은 세계적

중단), DMI, GSM-R 무선, 기록장치(judical recording

추세인 유럽표준형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

unit)(법정 목적의 데이터 기록), 유로 발리스/유로 루프전송장
치, 기존 전송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위한 선택적인 특정 전송모

입 의존), 최근 국내 고속철도의 수출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고속

듈을 포함하거나 인터페이스되어 있다.

철도 열차제어 핵심기술의 국내 확보의 시급성이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ETCS Level 1 차상장치 개량현황을 살펴보면 KT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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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GSM-R 고정무선장치(Global System for Mobile

및 핸드오버 정보를 GSM-R 설비로 전송하기 위한 고정통신장

발이 국내시장의 미약한 이유로 진행이 미진하며(전량 외자재 수

3.3 ETCS Level 1 설치 현황

4.3 지상장치의 기능

<그림 4> ERTMS/ETCS Level 2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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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제어시스템(ET CS Level 2)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 (ETCS Level 2)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4.4.1 ETCS 안전전송장치

선로, 노반, 열차전용주파수 확보 등) 및 차량장치 소프트웨어

<표 5> 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사례

ETCS 차상장치와 GSM-R 무선통신 시스템간의 데이터 송수신

업그레이드 수행이 된다면 개발된 무선페색센터 및 안전전송장치

프로젝트명

을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로, 데이터 송수신시 사용 권한이 없는

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현차시험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제3자의 고의적인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지상

370km/h 속도증속을 위한 기술적 검토시 또한 현차 시험이 성

과 차상에 각각 설치돼야 한다. 지상 모듈은 E1, T1 통신카드로

공적으로 된다면 국내 최초 ETCS Level 2 기술개발로 인한 실

구성되며, 차상모듈은 안테나를 포함하는 통신모듈 형태이다. 기

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능으로는 ETCS 차상장치와 GSM-R 무선통신 시스템간의 메시
지 암호화(Encryption) 및 해독(Decryption) 기능을 수행한다.
4.4.2 GSM-R 이동무선장치

5.2.1 철도전용 주파수 사용현황 및 개발사례
국내 철도관련 무선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에서는 열차
제어용 전용주파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국내 철

정보를 무선의 형태로 전송하기 위한 무선장비(안테나)이다.

도전용 주파수를 나타낸 것이다.

무선방식 위치속도검지 개발년도

전용
미국과 캐다다의 회사
900MHz

1983

도플러안테나

1986

지상자

1995

4G

ASTREE

프랑스 국철

ERTMS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EU

이동무선
900MHz

AATC

샌프란시스코
연안철도

SS2.4GHz 무선전송시간

1994

CBTC

뉴욕지하철

SS2.4GHz 지상자 및 기타

1997

CARAT

철도종합기술연구소

LCX
400MHz

차륜회전과
지상자

1985

ATACS

JR 동일본

전용
400MHz

차륜회전과
도플러안테나

1994

CCST

RATP

GSM-R

차륜회전과
지상자

1999

LTE

장점

단점

·LTE 기술 규격이 최근에
·이동통신 분야가 LTE 대세 마무리
·유럽 2017년 LTE-R 표준 ·단말과 기지국 장비개발
미진
규격 개발 예정
·LTE-R 규격 제정에 개발
·LTE-R 기술 선도 기회
비용과 기간이 소요됨

5.2.2 철도전용주파수 확보
위와 같이 철도전용 주파수 동향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철도분

·철도용으로 150MHz, 440MHz(VHF 방식) 사용중(아날로그, 간선, 광역
철도)

차륜회전과
지상자

전용
400MHz

5.2 ETCS Level 2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향후 과제

차상에 설치된 무선장치로, 차상에서 지상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5. ETCS Level 2 기술의 실용화 전망 및 향후
과제

ATCS

개발 주체

통신방식

야에서는 열차제어분야의 철도전용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단계
적으로 안전성 및 보안성을 포함한 환경 구축 및 미래 수요예측
을 고려하여 열차제어분야의 철도전용 주파수를 확보해야 할 것

·800MHz(TRS-Astro, TRS-Tetra) 사용중(KTX)

이다.
5.2.3 ETCS Level 2 적용 차상신호장치 확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ETCS Level 2 관련하여 운용되는 사

5.1 ETCS Level 2 기술의 실용화 전망

·18~19GHz 사용중(도시철도 영상전송용)

최근 철도전용 주파수 동향은 <표 6>과 같이 GSM-R 세대에서

례가 없으나 국내 최초 400km/h급 열차제어핵심기술 개발을 위

현재 경부선 및 호남선은 ETCS Level 1을 설치완료했고 경춘선

·2.4GHz ISM 밴드(분당선 등) 사용중 철도제어 주파수

LTE-R 세대로 변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해외철도 동향을 살

한 필수조건으로 ETCS Level 1 차상신호장치와 호환되는

펴보면 유럽에서는 2017년도에 LTE-R 표준규격을 개발한다는

ETCS Level 2급 차상신호장치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의 경우 설치 중에 있으며 곧 개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동향을 살
펴봤을 때 국내 열차제어분야의 ATC 및 ATP는 열차제어기술의

·미약전계 강도 무선주파수 (2040㎐, 2400㎐, 2760㎐, 3120㎐, 78㎑,
98㎑, 106㎑, 114㎑, 122㎑, 130㎑, 3.95㎑, 4.52㎑, 27㎑) 사용 중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국내시장 각

교차점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는 표준화 정책에 따

통신사에서는 LTE 통신방식을 체택하여 운용계획을 가지고 있으

라 ETCS-Level 단계별로 개발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국내에

며 철도분야에서는 철도기술 선진화 대비책으로 열차제어분야의

서 기술정책 방향에 대한 계획 수립 중이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

철도전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진행 중인 차세대 고속철도 열차제어
(ETCS Level 2) 핵심기술개발은 지상의 무선폐색센터 및 차상

통신방식

과 지상 통신을 위한 안전전송장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TCS Level 1을 기반으로 폐색방법론을 개발하여 무선폐색장치
개발에 적용하고 안전전송장치의 개발후 완벽한 시스템체계로 구
성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지상무선폐색센터 및 안전정보
전송장치의 핵심기술 확보로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철도망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되어 운용된
사례가 없고, 추가적인 조건으로써 지상인프라 구축이 된 요건에

진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JR 동일본 등은 각각 무선통신
을 채택하여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특히

WiBro

서 400km/h급 증속관련 지상인프라구축(지상신호설비, 전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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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수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5>는 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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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유럽도 GSM-R의 한계로
·fallback 기능이 가능
·새로운 기술 개발 비용절감 LTE-R로 진화 되고 있음
WCDMA
·국내 WCDMA 장비업체 ·전용 통신 장비 구축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함
장비 활용

해외 통신기반 열차제어시템 개발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철도 선

JR 동일본에서는 ATACS 프로젝트로 전용 400MHz 무선주파

장점

국내철도의 지상분야 열차제어방식 중 ATP(ETCS Level 1 방식)
는 2010년 4월 21일 호남선에서 사용개시 되었다. 이는 유럽 열차
제어표준화에 따라 제작사마다 지상신호설비와 차상신호설비간
상호운용성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표 6> 통신방식에 따른 장단점
<그림 5> 국내 철도 주파수 사용현황

5.2.4 400km/h급 지상인프라 구축

·세계적인 WiMax 시장
축소로 인한 유지보수의
·Fallback 시스템 가능
어려움 예상
(2011년 KT 전국망 구축)
·국내 WiBro 장비업체 장비 ·철도에 적합한 규격 작업
필요
활용 가능
·저렴한 전용망 구축 가능 ·독자적인 철도 규격으로
고립화

한 유럽열차제어기술 표준화를 기본으로 시장성을 고려한 중요
사례라 언급할 수 있다. 다음 <표 7>은 국내외에서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국외 제작사별 지상 및 차상설비 사용현황이다.
<표 7> 상호운영성을 고려한 국외 제작사별 지상 및 차상설비
사용현황
구분

Ansaldo STS
LEU/Balise

RBC

영업운행중
영업운행중
알스톰(Alstom)
(이탈리아 고속선,
(이탈리아 고속선)
OBU
스페인 고속선)

On 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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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제어시스템(ET CS Level 2)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 ETCS Level 2)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구분
알스톰(Alstom)
RBC

-

봄바르디아
(Bombardier)
RBC

-

봄바르디아
(Bombardier)
OBU

영업운행중
(스페인 고속선)

RBC

On Board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상인프라의 경우 현재 호남

영업운행중
설계단계
(이탈리아 고속선) (이탈리아 고속선)

고속철도 사업이 350km/h 또는 370km/h로 검토되어 있으며

설계단계
(중국 고속선)

영업운행중
(이탈리아 고속선)

어시스템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400km/h급 구간에 증속을

시험단계
(중국 고속선)

-

-

시험단계
(경부선, 호남선)

일부구간에 400km/h의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열차제

-

-

-

영업운행중
(네덜란드)

탈레스(Thales)
L1 Trackside

-

-

설계단계
(경춘선)

-

인벤시스
(Invensys) OBU

-

영업운행중
(스페인 고속선)

윤장호ㅣ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yunjh91@krri.re.kr)
이시용ㅣ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장 (syl5873@hanmail.net)
이수형ㅣ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철도건설처장 (llll2716@hanmail.net)

있다.

탈레스(Thales)/
지멘스(Siemens)
RBC

지멘스(Siemens)
영업운행중
OBU
(스페인 고속선)

엄기영ㅣ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연구단장 (kyeum@krri.re.kr)

위한 지상신호시스템의 증속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

위에 언급한 과제 해결시 국내 최초로 ETCS Level 2 핵심기술력

봄바르디아
(Bombardier)
L1 Trackside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수 확보 등 우선적으로 환경 구축이 이루어져 기술 구현을 할 수

Ansaldo STS
LEU/Balise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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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및 현차시험이 이루어져 실용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
다. 또한 국내에서 건설시 해외기술대비 건설비용이 절감이 예상
되며 확보된 국내 기술력으로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1. 서론

본고에서는 TPS(Train Performance Simulation)와 환경소음,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은 궤도토목, 환경, 전차선로, 신호제어 등

선로구축물, 전차선 등 기술분야별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부기술의 개발

400km/h급 Test-bed 구간 선정결과와 각 기술분야별 Test-

과 각 기술개발이 일관된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통

bed 구축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1)

합과 연계를 필요로 한다.「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
용 기술개발」
은 속도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처음으로 차량개발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단 규모로 국가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발전이 이루
-

어진 고속철도 차량기술에 상응할 수 있는 인프라시스템 기술의

* OBU : On-Board Unit (차상장치)
* LEU : Line-side Electronic Unit (선로변제어유니트)
* RBC : Radio Block Center (무선폐색센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400km/h급 차량, 선로, 토목, 방음장치 및 전차선 환

계에서 처음으로 운영구간에 Test-bed의 구축이 동시에 추진된

경이 구성되고 해외에서 도입한 지상신호시스템 증속을 위한 사

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가R&D가 연구개발로 끝나

업수행이 필요하다.

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국내 고속철도 현장에 시범

더불어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의 개발은 핵심기술의 개발과 세

2. 호남고속철도 건설현황
호남고속철도는 1990년 호남선 고속전철화 타당성 조사 이후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2006년 8월
SOC건설추진위원회를 거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 11월에는 기본설계
를 완료했으며, 2009년 7월 익산역에서 착공식이 이루어졌다.

설치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직접적으로 추진한다는 의
미이다.

6. 결론
국외 철도기술은 최고의 기술력 확보 및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익
을 도모하고 있으나 국내 열차제어분야의 핵심기술은 대부분 해
외 철도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 연구개발은국내환경에서철도열차제어분야에서수입하여
사용 중인 설비의 기술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핵심기술 개발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TCS Level 2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현차시험 및 실용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 차상신호장치의 업그레이드 및 철도전용 주파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Test-bed의 설계속도는 400km/h로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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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호남고속철도의 중부 분기역은 오송역이며, 오송-광주송정-목

국내현황은 현재 동력분산식 차세대고속열차가 최고속도

아니라 선로선형, 구배, 정거장 통과여부, 사구간(dead section)

포 구간에 사업비 10조 4,901억 원을 투자하여 오송~광주송정

400km/h이상으로 개발(2007~2012년)됨에 따라 차량의 최고

등 인프라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

TPS 분석을 통해서 400km/h 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182.3km) 구간을 1단계로 완공하고, 광주송정~목포(48.6km)

속도 시험에 대비하여 그에 적합한 인프라시스템 기술개발이 필

국, 400km/h 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뮬레

Test-bed 구간이 될 수는 없다. 각각의 구간이 선로구축물 모니

구간을 2단계로 완공할 예정이다. 2009년 착공이후 현재 약

요하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구간이

이션(TPS)을 통해서 한편성의 열차가 일정한 선로구간을 주행하

터링이 필요한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

20~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반, 터널, 교량, 궤도, 전

400km/h 운영이 가능한 선구이다. 이 선구에서 400km/h급 이

는데 따른 시각별 위치, 속도, 전력소비 등의 제반 성능을 분석하

정과 연계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

차선, 신호 등 분야별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으로 인프라가 건설된다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운영선구에 인

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1년 4월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을 주

프라를 구축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표 1> 호남고속철도 현황
2009년~2017년
(1단계 2014년)

전기방식

사업구간

1단계: 오송~광주송정
2단계: 광주송정~목포

신호방식

노선연장

230.9km

사업기간

설계속도

배

교류 25,000V
TVM-430 (개량)

선

복 선

350km/h (일부 400km/h)

400km/h 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판별하기 위하여 차세대고속철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00km/h급 고속

도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되는 HEMU-400x와 호남고속철도 노

철도인프라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선조건을 바탕으로 TPS 분석이 이루어졌다. TPS의 구체적인 입

철도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

력 및 분석 조건은 <표 2>와 같다.

다. 그 가운데 하나는 호남고속철도에 약 28km2)의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시스템 Test-bed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경부고속철도 1, 2단계 건설시 처음으로 적용한 인프라

부터 시공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계측시스템

서 매우 의미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세계적인 고속철도 속도향

구축이 필요함을 최근에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건설

상 추세와 미래 철도기술개발을 고려하여 호남고속철도의 일부

중인 호남고속철도 구간에는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와 첨단의 센

구간을 400km/h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

싱 및 모니터링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선로구축물, 전차선로시스

한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의 증속을

템, 환경시스템, 전기신호시스템과 향후 열차(시험 및 운영차량)

위해 선형 및 노반구조물, 궤도구조, 전차선 설비, 변전설비, 신호

운행시 적합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인프라 및 인터페이스 검

시스템, 환경소음 등에 대한 기술적 용역 검토를 추진중에 있다.

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선로구축물의 경우 비록 구조물의 안
전계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하지만 증속에 따른 여러

3. Test-bed 구간의 선정

구내 Test-bed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능검증이 이루어지만, 실
제 고속철도 노선에 설치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

(2009.12)에서 40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가 사용될 수 있도

여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 최고속도는 프랑스가 574.8km/h(2007.4), 중국 486.1km/h
(2010.12), 일본 443km/h(1996.7)의 순으로 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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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Test-bed 구간내에는 없지만 호남고속철도에 처음 적용
된 Exradosed교에 대한 정밀 계측이 요구됨에 따라 정지고가교

<표 2> 400km/h 운행가능 구간 분석을 위한 TPS 조건

(56k933~66k248)에 별도의 계측장치 설치하고, 전차선의 경우
상행과 하행을 분리하여 400km/h 운행이 가능한 상행선 100-

·입력 자료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구간 선형조건
- 고속열차(HEMU) 차량 조건 입력(시제차량 및 운영차량)

128k(28km)와 하행선 56-84k(28km)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분석 조건
- 감속 및 가속은 차량의 최대성능 적용
- 하기울기 제한속도 400km/h 및 곡선제한 속도는 철도건설규칙을 적용
- 정거장 구간 제한속도는 호남고속철도 설계속도 350km/h 적용
- 절연구분장치를 고려한 사구간(Dead section 10개소) 적용
- 공주, 정읍정거장 무정차 통과

<표 3> 호남고속철도 400km/h Test-bed 구간

되었다.

4. Test-bed 구축 계획
4.1. 기술분야별 Test-bed 구축

3.2. 최적 Test-bed 구간의 선정

TPS 분석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잠정적

3.2.1. TPS(Train Performance Simulation) 분석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현재까지 세계 고속열차

확보할 수 있는 오송기점 100~128k(28km)를 최적 후보지로 선
정하였다.

록 호남선 일부구간을 400km/h급으로 건설할 것을 권유하고 이

R&D 토론회(2010.10)에서 목표 속도를 향상하는 인프라선진화

도 건설공정과 일정의 연계가 가능하며, iii) 충분한 가속거리를

음저감장치(상단장치, 흡음블럭)의 경우에도 실험실과 철도(연)

본 연구사업의 배경은 감사원의 철도운영공사 물자감사

또한 세계 고속철도의 속도향상에 맞추어 2010년 국토부 교통

간이면서 환경소음 저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ii) 호남고속철

변수요인들도 실험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전차선로와 환경소

3.1. Test-bed 구축의 필요성

에 따른 인프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 되었다.

관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i) 토공 및 교량구

TPS 분석결과 상행선에서 4개 구간, 하행선에서 2개 구간에서
400km/h의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

3.2.2. Test-bed 최적 구간

으로 결정된 Test-bed 구간(상행선 100~128k, 하행선

400km/h Test-bed 구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구간

56~84k)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종

에서 400km/h 운행이 가능한지 판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

인프라시스템이 시범 설치된다. 환경소음 저감기술, 선로구축물,

속철도의 운행속도는 차량 자체의 성능(견인력, 제동성능 등) 뿐만

전차선로시스템 등 각각의 기술분야별로 Test-bed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TPS 분석결과 - 호남고속철도 400km/h 운행 가능 구간

2) 편도 기준 28km이며, 상·하행선 왕복기준 56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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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철도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호남고속철도 Test-bed(400km/h급) 구축 계획

·고속철도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및 측정 DB구축
·전차선로 시스템 기술 개발

4.1.1. 환경소음 저감장치

에 대한 계측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노반분야는 성토부 절·

환경소음 저감장치는 2010년 12월부터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개

성토 경계부, 연약지반 등으로 나누어 계측시스템이 구성된다.

발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음벽 상단장치와 흡음

교량분야에서도 PSC-Box교와 Extra-dosed교에 대한 모니터

블럭을 개발하여 실험실에서 성능검증이 이루어진다. 이후 2013

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년 말부터 호남고속철도 Test-bed 구간에 설치하기 위한 제품
을 양산하여, 2014년 실제현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을 기존의 300km/h 및 350km/h급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전차선로시스템 핵심부품들은 철도(연) 구내 Test-bed에서 충분한
성능검증을 거친 후, 2013년 8월부터 호남고속철도 상행선 28km
(100~128k)와 하행선 28km(56~84k)에 각각 설치하게 된다. 상행

선로구축물 분야는-환경소음 저감장치, 전차선로시스템 등과 달

선과 하행선의 설치위치가 다른 이유는 선로선형, 구배 등으로 인해

리-호남고속철도 건설공정과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 노반,

400km/h 운행이 가능한 구간이 상·하행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며, 흡음블럭은 개활지 400m와 터널구간 400m에 각각 부설하
여 성능과 현장적용성을 검증하게 된다. 즉, 방음 및 흡음성능,
유지보수성, 부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4.1.2.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시스템

고속철도의 속도는 기술력의 상징이다. 물론, 고속철도 기술의
경쟁력은 단순히 속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수송용량, 안전성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림 7> 전차선 시스템 설치구간

구분

설시기
치

설치위치

곡선, 완화곡선, 고속분기기, PSC교 접속부, Cable교 접속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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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경부고속철도의 건설, G7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호남고속철도(Test-bed 구간 포함)의 열차제어시스템은 현재 경

등을 계기로 고속철도 차량과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기술

부고속철도에 부설되어 있는 TVM-430을 개량하여 설치하는

력을 축적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속도 경쟁력 측면에서는 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럽, 일본등의 기술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400km/h급 고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무선

속철도인프라시스템의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Test-bed의 구축

2013. 1~2014. 5

직선토공, 원곡선, 완화곡선, 고속분기기,
PSC교 접속부, Cable교 접속부 등

노반

2011. 5~2012. 8

성토부 절·성토 경계부, 연약지반 등

통신 기반의 ETCS-L2 핵심기술이 개발되지만, 철도전용 주파

은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속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으

교량

2012. 1~2013. 12

PSC-Box교, Extra-dosed교

수의 부재로 인해 단시간내의 실용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 기대된다. 2004년 300km/h의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한 이래,

2014년까지 건설될 호남고속철도에는 속도코드 추가 등의 소프

불과 10여년만에 최고속도 400km/h급의 고속철도 인프라시스

트웨어 개량과 지상장비, 궤도회로장치, 불연속정보 전송루프

템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호남고속철도

전차선로시스템은 400km/h 속도에 적합한 전차선, 조가선, 균압

(BSP) 조정 등 하드웨어 개량이 이루어진 TVM-430이 설치될

일부구간에 400km/h급 이상으로 인프라가 건설된다면 세계에

드로퍼, 인류애자 등 총 7종의 핵심부품을 2012년말까지 개발하

전망이다. TVM-430의 개량은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시

서 처음으로 운영선구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500m의 철도(연) 구내

스템 개발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한국철도시설

특히, 400km/h급 고속철도인프라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Test-bed에서 성능검증 및 기술보완을 하게 된다. 고속철도인프

공단의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다. 비록 철도전용 주파수의 문제로

경부고속철도 1, 2단계 건설시에 확보하지 못한 고속열차(시험,

라시스템 사업을 통해 개발할 예정인 400km/h급 전차선로시스템

인해 국가R&D를 통해 개발되는 ETCS-L2 열차제어시스템을

운영차량)와 인프라(선로구축물, 전차선로, 환경, 전기신호)와의

당장 실용화할 수는 없지만,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다양한

적합성 및 성능평가를 통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핵심기술들은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축에 활용될 예

판단된다.

궤도

구분

300km/h
(경부고속철도)

최대경간

63m

전차선

적 설계기준 수립을 위하여 궤도, 노반, 교량 등에 대한 첨단 모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궤도분야는 직선토공, 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속도의 향상이 가장 고난이도
의 기술적인 과제인 만큼 종합적인 기술력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

4.1.4. 열차제어시스템

<표 4> 선로구축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그림 6> Extra-dosed교 계측센서 배치도

선로구축물 분야에서는 400km/h 운행에 대응한 선로구축물 최

가고 있다.

속철도 건설공정에 맞추어 궤도분야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표 5> 속도대역별 전차선로시스템 비교

<그림 5> 연약지반 자동화 계측시스템

ETCS-L2 시스템의 실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호남고

4.1.3. 전차선로시스템
<그림 4> 환경소음 저감장치 설치 구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

5. 결론

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각종 계측시스템의 설치가

구체적으로 방음벽 상단장치는 개활지 구간 약 450m에 부설하

표준규격을 개발할 계획이며, 철도전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교량, 궤도 등 선로구축물의 시공 일정에 따라 각종 계측장치의

5월까지, 노반분야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량분야
<그림 3> 방음벽 상단장치 및 흡음블럭

있고, 유럽이 2017년까지 현재의 GSM-R을 대체하는 LTE-R

조가선

400km/h
350km/h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Test-bed)
65m

참고문헌

55m

장력

20kN

26kN

34kN

선종

Cu 150mm2

Cu-SN 150mm2

CuMg150mm2

장력

14kN

20kN

23kN

선종

Bz 65mm2

CuMg 116mm2

CuMg 116mm2

H250

H250

H300

최대경간

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LTE망의 구축이 급격하게 추진되고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0)「고속철도 인프라 선진화 기술개발사
업 추진계획」
, 연구보고서.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1)「고속선 운행속도 향상을 위한 인프
고속열차 기관실

신호시스템

철도교통관제센터

라 보강방안 수립 기획연구」
, 연구보고서.

<그림 8> 열차제어시스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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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ㅣ한국철도기술연구원 친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jangyj@krri.re.kr)

약 3~4 $/Watt로 특수용도(등대, 도서 지역 전화, 오지 전력공

외피를 장식하고 있는 유리 표면의 면적이 50,000m2 이며, 유리표

급, 통신, 의료 등)에서는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기존의 발전

면을 구조적으로 지탱해주는 프레임 등에 쓰인 철재도 85,000톤이

방식(화력 방식)과 경쟁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조 단가의 획기적인

소요되었다. 이 역사에서는 태양광 모듈 780개를 사용하여 철도

저감이 필요하다.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전 세

역사 지붕의 남쪽 방향으로만 1700m2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태양

계 에너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태양광(PV)과 연료전지 기술로 대

광 발전을 하고 있다. 총 태양광 발전 용량은 180KWp이며, 시공

체가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후 연간 평균 발전량은 약 160MWh/년이다. 이는 Hauptbahnhof
철도 역사에서 사용되는 필요한 총 전력의 2%에 해당하는 전력
량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 총 공사비는 약 55억원이 소요되었다.

1. 서론

현재 태양전지 분야의 최대 화두는“가격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

2002~2006년까지 5년간 풍력,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을 포함

이냐”
이다. 특히 실리콘 원료의 공급과 함께 웨이퍼 분야에 있어

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연간 15~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서의 명제가 되고 있는 i) 웨이퍼의 두께 감소와 ii) 생산성을 극

있다. 2006년 기준 세계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화 하는 방안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웨이퍼의 두께

4%에 불과했으나, 2040년 이후 생산량은 50%이상 확대될 것으

감소는 차례로 후속 공정인 셀 제조와 모듈 제조 공정에 적용할

로 예상된다.

새로운 공정 기술이나 장치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림 3> 태양전지 가격 하락 추이

전세계가 태양광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드 패러티가 2014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드
패러티란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단가와 태양광 기술에 의

<그림 5> Berlin Hauptbahnhof (베를린 중앙역)

한 발전단가가 동일한 수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림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연평균 증가율
<그림 4> 에너지별 발전 단가 비교(cents/kWh)

제1, 2차 오일 쇼크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태양 전
지용 실리콘 기판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poly-Si(결정계

2. 해외 선진 철도분야 태양광 적용 기술

태양전지)의 대량생산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웨

해외 선진 철도분야에서는 태양광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

이퍼 생산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도체용 실리콘 단결정의 연속 성장

으며, 아직 태양광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

기술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입자형 poly-Si의 중요성이 더욱 강

책적·경제적으로 태양광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그림 6> 780개의 태양광 모듈로 형성된 태양광 발전기

조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미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을

2.1 독일 태양광 발전 철도 역사 (Berlin Hauptbahnhof)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온 선진국의 기술개발은 태양광 산업의
빠른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말 이후에는 보다 심각

독일은 태양광 기술을 철도분야에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그림 2> 태양광 기술혁신을 통한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해진 유가의 고공행진이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최근 20여년간 집중적인 기술개발 결과 태양전지 가격이 1/7 이

함으로써 고순도 Si 원료 소재의 공급부족이 예상보다 더욱 심각

하로 대폭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태양전지 소재는 웨이퍼 형태

해질 것이라는 점이 선진국의 상용화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주도하고 있다. 태양전지 단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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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중 선두 국가이다.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베를린
Hauptbahnhof 철도 역사는 총 면적이 180,000m2 이며, 총 길
이 321m의 글라스 홀과 46m높이의 아치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그림 7> BIPV 태양광 모듈 확대 사진: 총 발전용량 = 18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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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일, Berlin Hauptbahnhof 철도 역사 BIPV 태양광
발전기 현황
구분

자료
2002년 (투자비용 : 약 55억원)

태양광 발전 용량

180kW (연간 : 160MWh/년) :
전체 역사 필요 전략의 약 2%

전체 태양광면적

1,700m2 (모듈 개수 : 780개)

철도역사의 남쪽
방향으로만 설치됨

발전 전력 전량 독일 전력에 판매
: 판매 단가 약 40센트유로/kWh
(독일 전기료의 약 6.7배)

독일 산업용
전기료 :
약 6센트유로/kWh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독일 전력에 판매
할 경우 고가에
판매

정부지원 정책

현재 진행 상황

산출 근거

비고

설치년도

생산된 전력
처리 방법

<표 3> 한국과 독일의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금 비교 (2010년 기준)

투자비에 비하여 소량의 발전량이
지만 충분한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
하고 있음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역사에서 소모하지 않고 독일 전력에 전
량 판매를 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금액

독일

기본지원 31.0ct/kW + 특별지원① 8.3ct/kWh
628.98원/kWh
+ 특별지원② 0.5ct/kWh

한국

연간발전량이 200kW 초과 1MW 이하인 경우
(일반부지에 설치한 가격 적용)
※ 2010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
가격 지침

370.70원/kWh
<그림 9> 스위스 취리히 도로변 양면 태양광 방음벽

<표 2>는 한국과 독일의 2010년 기준 태양광 발전 관련 정부 보

적용된 태양광 모듈은 양면 태양광 모듈로 TNC에서 개발된 기

조금 지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단순 비교하였을 때 독일의

술이다. 태양광 모듈 아래쪽에는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을 포함하

정부 보조금은 한국 정부보다 1.7배 정도 높다.

고 있다. 모듈의 한쪽은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고 있고, 반대쪽은

<그림 12> 남북으로 철도노선이 많은 한국에 적합한 양면 태양광 발전기

해가 지는 서쪽방향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남

2.2 스위스 태양광 방음벽

북 방향으로 길게 철도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적용하기에

스위스 역시 신재생에너지 기술 지원에 국가가 정책적, 경제적

적합한 기술로 판단된다. 동서 양면 태양광 발전기는 남향 태양

지원을 폭 넓게 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전기료 자체가 고가이

광 발전기에 비하여 약 90%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

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다.
2.2.1 스위스 취리히 도로변 태양광 방음벽

독일 전력 매각 금액 (독일 법규상 지원 금액) =

스위스 취리히 시는 TNC 연구개발회사와 함께 1990년대부터 철

기본지원 40.6ct/KWh (2006년 기준) + 특별지원①

도 선로변/도로변 태양광 방음벽 기술을 20년 동안 꾸준히 개발

8.3ct/KWh + 특별지원② 0.5ct/KWh

하고 있다. TNC 회사는 <그림 9>과 같이 취리히 남북도로 끝자
락(Aubrugg)에 태양광 방음벽의 여러 형태를 설치하고 효율을

특별지원①
건물과 방음벽에 태양광시설을 마련할 경우, 추가적인 토지 훼
손이 없기 때문에 많은 특혜를 제공. 기본지원금 이외에 용량에
따라 특별 지원금 지급, 시설 규모가 적을수록 보상률이 높음

조사하고 있다. 이는 PVNB(Photo Voltaic Noise Barrier) 융합
<그림 13> 남향 태양광 발전기에 비하여 동서 양면 태양광 발전기는
약 90%의 효율을 가지고 있음

기술을 세계에서 첫번째로 적용한 시설로써, 전체 길이는 약
100m정도이고, 총 발전량은 8.7KW 이다.
<그림 10> 양면 태양광 방음벽에서 생산된 전력을 도로 하단의
컨트롤러로 모아주는 장치

- 용량 30kW까지의 시설 : 11.7 ct/kWh
- 용량 30kW 이상 ~ 100kW 미만의 시설 : 8.9 ct/kWh

<그림 14>는 2008년 스위스 Munsingen 지역의 철도 선로변에
설치된 양면 태양광 방음벽이다. 설치된 전체 길이는 약 115m 이

- 용량 100kW 이상의 시설 : 8.3 ct/kWh

며, 높이는 약 2.2m이다. 방음벽 전면에서는 7.25KW를 방음벽

특별지원②

후면에서는 5.59KW의 전기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전기는 전량

건물통합형 전면시설(BIPV)에는 0.5 ct/kWh 특별지원금 지급

스위스 전기에 판매하며 판매 단가는 약 50스위스센트/KWh 이
다. 이는 스위스 산업용 전기료(약 15스위스센트/KWh)의 3.3배

<표 2> Berlin Hauptbahnhof 가동 연도에 따른 보상 금액
가동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kWh당 45.7ct 43.4ct 40.6ct 37.9ct 35.5ct 33.2ct 31.0ct
보상금액 (717원) (681원) (637원) (595원) (557원) (521원) (4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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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 스위스는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정책을 가지고 있

2010

으며 이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
<그림 11> 도로 하단의 컨트롤러 박스 (스위스 전기로 송전하는 장치)

<그림 8> 다양한 태양광 방음벽 기술

78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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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정부의 꾸준한 지원 정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스위스 경우도 태양광 발전 기술
개발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으며, 특히 철도 분야에서 철
도 선로변 태양광 방음벽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이
다. 위의 두 나라 모두 FIT(Feed In Tariff : 발전차액지원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
국의 전기 회사에 매각하고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림 14> 스위스 Munsingen 지역의 철도 선로변에 설치된 양면 태양광 방음벽

<그림 16> 스위스 Walliselen 철도 선로변 태양광 방음벽 뒷면
(소음 흡수 기능을 담당) (좌), 태양광 발전기 컨트롤러 (우)

<표 4> 스위스 Munsingen 철도 선로변 양면 태양광 방음벽 현황

<표 5> 스위스 Walliselen 철도 선로변 지그재그 태양광 방음벽 현황

구분

자료

설치년도

2008년

방음벽 높이
및 길이

높이 : 2.2m / 전체길이 : 115m

전체 태양광
발전량

비고

구분

자료

설치년도

1998년

기울기 : 0°

방음벽 높이
및 길이

높이 : 2.2m / 전체길이 : 72m

전면 : 7.25kW / 후면 : 5.59kW

양면 발전

전체 태양광
발전량

9.65kW(모듈 개수 : 135개)

생산된 전력
처리 방법

발전 전력‘스위스 전기’
에 판매
: 판매단가 약 50스위스센트/kWh
(스위스 전기료의 약 3.3배)

스위스 산업용
전기료 : 약 15
스위스센트/kWh

생산된 전력
처리 방법

발전 전력‘스위스 전기’
에 판매
: 판매단가 약 50스위스센트/kWh
(스위스 전기료의 약 3.3배)

정부지원 정책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정부지원 정책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개발형태

예산지원 : 연방정부
개발회사 : TNC Consulting AG.

현재 진행 상황

현재는 전력 발전 시험단계

한국의 경우는 2012년부터 FIT 제도로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의무할당제도) 제도로 전환하여 신재생에
너지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당
장의 경제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지혜로운

비고

결정을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기울기 : 10°
한 방향 발전 방식
뒷면은 흡음기능
스위스 산업용
전기료 : 약 15
스위스센트/kWh

개발회사 :
TNC Consulting

<그림 16>는 1998년 스위스 Walliselen 철도 선로변에 설치된

스위스의 경우 한국보다 전기료 자체가 고가이고, 태양광 발전

지그재그 태양광 방음벽이다. 전체 길이 72m, 높이 2.2m이며,

시스템 유지보수 기술의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

기울기는 10。
이다. 방음벽 한쪽 면에 태양광 모듈 135개를 사용

원정책 등으로 태양광 방음벽 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하다.

하여 9.65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발생된 전기는 스위스
전기에 판매하고 있다.

3. 결론

참고문헌

본고에서는 철도 선진국의 다양한 태양광 적용 기술에 대하여 소
개를 하였다. 독일 베를린 Hauptbahnhof 철도 역사, 스위스 양
면 태양광 방음벽 (철도/도로), 스위스 지그재그 태양광 방음벽에
대하여 각각 상세히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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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 2007. 11.
2. 산업교육연구소,“태양광발전 사업 제반분석 및 부품/소재/장비
세미나(I)”
KIEI세미나2009-11, 2009. 11.

독일은 일조율이 한국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철
<그림 15> 스위스 Walliselen 철도 선로변 지그재그 태양광 방음벽

1.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태양광]”
, 산업

도 역사 등에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제성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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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로해석 및 분석 이론

응력-수명방법(stress-life approach)은 정량적인 강구조 부재

2.1. 피로해석이론

의 피로에 대한 설명을 위해 사용된 최초의 방법으로 S-N 방법

2.1.1 파괴모드 및 설계개념
강구조 부재의 피로파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파괴

서중교｜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건설처 대구도심PM 차장(sjk007@korea.com)

모드(fracture mod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요 파괴모드와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고주기 피로파괴(High cycle fatigue) : 응력(stress) 기준으로

1. 서론

차이를 보이게 된다(M. Ishida, 1996). 현재 레일의 사용 수명을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결정하기 위한 파괴 확률의 결정은 철도운영기관의 정책적 결정

철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일은 대량의 여객 및 화물
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도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궤도 구성
품 중 하나이며, 열차의 주행 안정성 및 탈선방지를 위해 레일 피

에 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철도환경 및 궤도재료 열화 등의 변수
들에 대한 고려를 S-N선도의 파괴 확률로써 적용하고 있다(성덕
룡, 2010).

해석 ex) 레일용접부, 용수철, 차축, 크랭크 축 등
저주기 피로파괴(low cycle fatigue) : 변형률(strain) 기준으
로 해석 ex) 노치부위가 자주 소성변형까지 도달, 압력용기 등
피로균열전파(crack propagation) : 파괴역학적 해석
위에서 언급한 파괴모드에 대한 강구조 부재의 설계개념은 다음

로파단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1999~2000

특히 고속화, 고밀화 철도운영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

년까지 영국(Railtrack)에서는 연간 300~600건의 레일 파단사

크리트궤도의 사용 등 새로운 철도환경의 적용과 레일표면 요철

과 같다.

례가 있었으며, 이 중 횡방향 파단이 39.5%, 테르밋용접부 파단

의 발생 및 진전, 궤도지지강성의 변화, 운행 속도의 증가 등에 따

무한수명설계(Infinite-Life Design)

이 22.4%를 차지했고, 프랑스(SNCF)의 경우 전체 레일교체 수

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을 통해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안전수명설계(Safe-Life Design) : S-N선도를 이용하여 최대

량의 35.5%가 테르밋 용접부의 파단에 의한 것이었다(Sawley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갈궤도에서 적용하던 레일 피

능력하에서 유한한 반복하중에서 안전하도록 설계

and Reiff, 2000).

로수명 예측방법을 바탕으로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레

ex) 레일용접부, 베어링 등

일표면요철, 궤도지지강성, 열차속도에 따른 콘크리트 궤도 레일

파손안전설계(Fail-Safe Design) : 피로균열의 발생은 허용하

의 피로수명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며 그것을 찾아서 보수할 때까지 그 균열 성장이 파손에 이르

이러한 레일의 갑작스런 피로파단을 예방하고 주행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누적통과 톤수에 의한 레일
교체 주기를 설정하고 있으며, 레일교체 기준에 의한 레일교체
비용은 전체 궤도 유지보수 비용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레
일 피로수명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한 실정이
다. 차륜이 레일 용접부를 연속적으로 통과하면서 비정상적인 충
격하중 및 용접부의 물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레일 표면에 요철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레일표면요철의 성장은 동적 윤중을 증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를 통한 레일 피로수명 예
측을 위한 피로해석이론을 검토했으며,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

려져 있다. 응력-수명방법의 기본은 파괴시까지의 반복수(N)에
·
·
대한 교번 반복응력(S)의 관계로 나타내어지는 와일러(Wohler)
또는 S-N선도를 이용하게 된다.
변형률-수명방법(strain-life approach)은 일반적으로 초기수
명을 평가할 때 적용되며, 노치(notches)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
한 소성변형을 고려한다. 또한, 10~105cycles이하의 단수명을
가지는 경우에 적합한 피로해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파괴역학방법(fracture mechanics approach)은 초기균열을 가
정하고 균열이 진전되어 파단에 이르는 수명(균열진전수명)을 평
가하는데 사용된다. 이 방법은 선형탄성파괴역학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2.1.3. S-N선도

가정하고, 정기 검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레일의 피로파괴는 오랜 반복하중

일표면요철 15개, 궤도지지강성 6개에 대한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조건에 미세한 균열로 인해 갑작스런 파단에 이르는 고주기 피로

차량 및 궤도조건에 따른 레일 휨응력을 산정하였다.

파괴에 속한다. 또한, 레일용접부의 경우에는 갑작스런 피로파괴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도출된 레일 휨응력을 바탕으로

레일교체주기는 동적 윤중에 의한 레일용접부의 휨 피로수명에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레일 휨응력 예측식을 산정하였다. 또한,

의해 결정된다(M. Ishida, 1990).

기존 도출된 고속선 S-N선도에 산정된 레일 휨응력을 적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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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cycles 이상의 긴 수명을 가지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으로 알

손상허용설계(Damage-Tolerance Design) : 균열의 존재를

에서는 콘크리트궤도와 KTX동력차를 대상으로 열차속도 6개, 레

레일의 피로수명을 크게 단축시킨다. 즉, 누적통과톤수에 의한

필요하며, 레일강 S-N선도의 파괴 확률에 따라 사용 수명에 큰

받는 경우에 대한 피로수명 산정방법이며, 일반적으로 10~

지 않도록 설계

1.2. 연구수행흐름도

시켜 레일저부의 휨응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또한, 레일의 사용수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레일강의 S-N선도가

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강구조 부재가 탄성영역에서 하중을

S : 응력범위(stress range
or alternating stress)
N : 반복횟수(cycles)
a : S-N선도 기울기
b : S-N선도 y축 절편
¨
Se : 피로한도(fatigue limit)
Nf : 파단횟수

를 예방하기 위해 유한수명이 있다고 가정하는 안전수명설계에
속한다.
2.1.2. 피로수명 평가방법

누적피로해석을 수행했으며, 열차속도, 궤도지지강성, 레일표면요

강구조 부재의 피로수명 평가방법은 응력-수명방법(stress-life

철과 S-N선도 파괴확률에 따른 콘크리트궤도 레일의 피로수명을

approach), 변형률-수명방법(strain-life approach), 파괴역학방

예측하였다.

법(fracture mechanics approach)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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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응력크기에 대한 S-N선도 작성방법

(b) S-N선도 및 피로한도
<그림 1> S-N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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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수명방법의 기초가 되는 와일러(Wohler) 또는 S-N선도는

b : S-N선도의 Y축 절편
구하고자 하는 수명 N tatal에 대해 정리하면 식 (2.5)와 같다.

응력범위(stress range or alternating stress, S)와 파단횟수(N)
로 나타내어지며, 일반적으로 log-log좌표로 나타내지만 x축은

식(2.5)

선형함수(linear)로 y축은 log함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은
피로시험을 통해 도출된 일정한 응력에 대한 파단횟수를 표기하
여 나타낸 S-N선도를 보여준다.
2.1.4. 선형누적피로해석이론

여기서, N tatal : 총 피로수명(cycles)

선형손상법칙은 Palmgren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고, Miner에

σ: 확률밀도함수의 표준편차

의해 발전하였다. 특히 Miner는 Miner's rule을 제안하였고, 이

m: 확률밀도함수의 평균

는 식 (2.1)로 표현된다.

<그림 3> 선형누적피해법칙을 이용한 응력범위-피로수명 관계

<그림 2> Palmgren - Miner’
s rule(S-N 선도 적용)

a : S-N선도의 기울기
b : S-N선도의 Y축 절편

반복비(cycle ratio)
여기서,

식 (2.1)

,

식 (2.3)

지침과 BS 5400에서는 Haibach's rule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 일정한 응력범위(S)에서의 반복수,
: 일정한 응력범위(S)에서의 피로수명
,

,

식 (2.2)

실제 대부분의 대형구조물은 불규칙적인 외부 하중하에서 거동

본 연구에서는 M. Ishida(1990)을 참고로 하여 레일의 피로수명

하기 때문에 작용응력이 불규칙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S-N곡선

예측을 위해 Modified Miner’
s rule과 Miner’
s rule의 중간기

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Palmgren - Miner의 법

울기를 적용하는 Haibach’
s rule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칙을 적용하여 피로파괴 발생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D : 손상률(damage fraction),

2.1.5. 응력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레일 피로수명 예측방법

: 일정한 응력범위(Si)에서의 반복수,

그러나 피로손상도가 크게 되면

σ
i가 일정진폭응력하에서의 피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김진성, 2000)(M. Ishida, 1990)

: 일정한 응력범위(Si)에서의 피로수명

로한계 이하여도 피로손상의 진행에 기여한다. 이것은 피로손상

은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도출한 최대응력값들에 대하

이 진행함에 따라서 피로균열이 성장하게 되고 피로균열성장에

여 정규분포도로 고려하는 방법이다.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레

σ
i한계값이 작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다. 이와
i의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같은 피로한계 이하의 σ

일 피로수명 예측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 (2.2)에서 D는 손상률(damage fraction)로 하나 또는 일련의
과정에 의하여 사용된 수명의 비율로 정의된다. 누적손상이론에
서는 파괴 손상률의 합이 1이거나 1보다 클 때 발생한다. 일정한
응력범위( )에서 손상률( )은 반복비(

/

)와 같다.

따라서 하중 1 cycle에 대한 손상률 D는 1/N이고, 이는 하중 1
cycle의 작용으로 피로수명의 1/N을 소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Miner 법칙은 S-N선도상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

기여하는

Modified Miner’
s rule와 Haibach’
s rule이 있다.
Modified Miner’
s rule에서는 피로한계 이하의
로수명

를 ∞로 하지 않고 <그림 4>와 같이 피로한계 이상의

S-N선도를 피로한계 이하에서도 원 기울기를 연장해서

라 하고, σ
1인 응력수준이

계 이하에서 S-N선도의 기울기를 완만하게(Miner’
s rule과

1

및

σ
3인 응력수

회 반복되어 피로파괴가 일어났다면 이 경우의 조건은

3

식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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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Miner’
s rule의 중간기울기 적용)하고
로수명

면요철에 따라 증가하게 되어 식 (2.5)를 사용하여 레일 피로수명
을 예측할 때는 큰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레일표면요철은 누적
통과 톤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누적통과 톤수에 따라 하중조건
이 변한다고 가정할 경우 i년차에 레일의 피로손상도 di는 식
(2.6)과 같다.
식 (2.6)
,

는 각각 i년차에 대응하는 하중에 의한 발

생 휨응력의 확률밀도함수 및 S-N선도상의 휨응력에 대응하는
식 (2.4)

반복횟수이다. 레일 피로수명이 X년이라고 가정하면 식 (2.7)가
성립한다.

여기서, N tatal : 총 피로수명(cycles)
: 레일응력 s의 반복수로 a는 계수, b는 정수

Haibach’
s rule에서는 <그림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피로한

,σ
2인 응력수준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레일에 작용하는 하중은 레일표

식 (2.7)

를구

1, σ
2, σ
3의 피로수명을 N1, N2, N3
이 선도를 살펴보면 응력수준 σ
1

식 (2.5)는 레일에 작용하는 하중이 항상 변하지 않을 경우에 적

여기서,

선형누적피해법칙에 의해 식 (2.4)이 성립한다.

σ
i에 대한 피

하고, 식 (2.3)을 이용해서 피로수명을 구하는 방법이다.

다(<그림 2> 참조).

준이

일본강구조협회 지침(안)에서는 Modified Miner’
s rule, ECCS

σ
i에 대한 피

: 레일응력 s의 확률밀도함수

σ: 확률밀도함수의 표준편차

여기서, i년차에 해당선로를 통과하는 축중의 종류가 m일 경우,
각 축중을

, j=1, 2,..., m, 각 축중의 연간 통과횟수를

레일저부에 발생하는 휨응력의 분포를

,

, j=1, 2,..., m라 하

면 식 (2.7)는 식 (2.8)와 같다.

m: 확률밀도함수의 평균

를 구한다.

a : S-N선도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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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8)

<그림 4>에서 레일표면요철과 레일 휨응력은 선형적인 관계에

대한 피로수명 예측방법으로써 Haibach's rule을 적용한 경우이

모델링했으며, 31.5~32.5m 지점에 레일표면요철이 존재하도록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정한 크기의 레일표면요철에 대해 레일

다. 응력확률밀도함수의 ±4 σ범위에 해당하는 응력들을 S-N선

설정했고, 이 위를 KTX 동력차 1량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모델링하였다.

P년간의 하중을 받은 경우 식 (2.8)는 식 (2.9)과 같게 되며, 잔존

휨응력의 평균이 m인 확률밀도함수 f(s)로 나타낼 수 있다. 확률

도에 각각 적용하여 파단횟수(NF)를 산정하고 이를 전체 합함으

수명은 (X-P)가 되고 잔존누적통과톤수

밀도함수를 레일강의 S-N선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설

로써 전체 피로수명(Ntotal)을 산정하게 된다.

는 식 (2.10)과 같게

된다.

정해야 하며, 그 범위는 ±99.99%에 해당하는 ±4를 적용하였다
식 (2.9)
식 (2.10)

(M. Ishida, 1990).

<표 1> KTX 차량 해석물성치 및 기본제원

2.2. 중회귀 분석이론
다변량분석이란 복수의 변량(즉, 다변량) 데이터가 동시에 얻어

Train type

KTX

<그림 5>는 레일 휨응력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레일 휨 피로강

질 때에 이용되는 분석기법이다. 다변량분석을 통해 복수의 변량

Mass of train body (kg)

27,480

도(S-N선도)에 적용하여 피로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으며, 다변량분석법 중 복수의 변

Stiffness of secondary suspension (kN/m)

1,268

량으로부터 구성되는 데이터에 있어서 특정의 변량을 나머지 변

Damping coef. of secondary suspension (kN·s/m)

28.5

Mass of bogie frame (kg)

1,210

Stiffness of primary suspension (kN/m)

1,252

Damping coef. of primary suspension (kN·s/m)

16.0

<그림 4>는 레일표면요철과 레일 휨응력의 상관관계 및 확률밀

량의 일차식으로 예측하는 분석법을 중회귀분석이라 한다.

도함수를 나타낸다.

특정의 1변량을 목적변량, 나머지 변량을 설명변량이라고 하며,
설명변량이 1개일 때를 단순회귀분석, 설명변량의 수가 2개인 경
우 중회귀분석이라 하고, 예측식은 식 (2.11)과 같이 표현된다.
(

,

,

는 상수)

Distance between rigid wheel bases (m)

3.0

Wheelset mass (kg)

1,024

Wheel diameter (mm)

920

식 (2.11)

여기서, Y : 예측하고자 하는 값
x, u : 변수

<표 2> 콘크리트궤도 해석물성치 및 기본제원

: 상수
,

<그림 5> S-N선도를 이용한 피로해석 방법

: 편회귀계수

편회귀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최소자승법과 극치조건, 분산과

<그림 4> 레일표면요철지수와 레일 휨응력의 상관관계

σ: 응력확률밀도함수의 표준편차
SE : S-N선도의 피로한도

3.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

f(s) : Z0일 때 응력확률밀도함수

a, b : S-N선도의 기울기, y축 절편

3.1.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의 기본조건

m : Z0일 때 응력확률밀도함수의 평균

N : 반복회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차량모델은 KTX차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y : 레일휨응력

NE : S-N선도의 피로한도에 대한 반복회수

<표 1>은 해석에 적용한 KTX차량의 제원을 나타내고, <표 2>는

U : 열차속도, Z : 레일표면요철지수

NF : 레일휨응력 S에 대한 파단회수

Radius of rail crown (mm)

300

Mass (kg/m)

60.3

Bending stiffness (kN/m )

6.42x103

Stiffness (kN/m)

20.0x103

Damping coef. (kN·s/m)

5.0

Mass (kg)

25.0

Stiffness of concrete supporting concrete
Concrete
slab

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한 GTDAP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해석
<그림 5>는 레일용접부 S-N선도에 대하여 레일 휨응력에 대한

모델은 침목간격 0.65m, 침목개수 101개로 총 65m 길이의 궤도를

0.89x106
slab (kN/m)
Damping coef. of concrete supporting
980.0
concrete slab (kN·s/m)

궤도의 해석물성치를 나타낸다.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은 한국

a, b : 계수, c : 상수

σ: 응력확률밀도함수의 표준편차

UIC60

Pad

S : 레일휨응력
여기서, Z0 : 레일표면요철(V, W)에 대한 편회귀계수-요철지수

Type

2

이용하였다.

m : Z0일 때 응력확률밀도함수의 평균

Value

Rail

공분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소자승법을

여기서, f(s) : Z0일 때 응력확률밀도함수

Characteristics

Stiffness (kN/m)

5.00x104

Damping coef. (kN·s/m)

980.0

Subgrade

확률밀도함수가 S-N선도의 피로한도 이하에서 적용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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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기 위해 임의의 요철량을 설정하여 cosine파형으로 모형화하

본 연구에서는 총 540개 모델에 대해 해석을 수행결과는 <표 8>

였다.

~<표 11>과 같다. 해석결과는 4개의 차륜이 65m 연장의 궤도를
주행할 때, 31.5~32.5m 지점에서 발생한 궤도동적응답(윤중, 변

<표 3> 차량 및 궤도 매개변수 조건
구분

궤도지지강성 열차속도
(kN/m)
(km/h)

레일표면요철
구분
V(mm) W(mm)

10x103
<그림 6>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 모델(콘크리트궤도)

20x103

3.2.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의 매개변수

100,
200,

50x103
250,
콘크리트
궤도
(Concrete
Track)

100x103

300,
350,

200x103

400

400x103

위, 응력)을 나타낸다. <그림 8>은 패드지지강성에 따른 궤도동적
응답을 나타낸다.

a

0.00

0.00

b

0.25

0.00

c

0.60

0.00

적윤중은 감소하였으나, 레일 처짐 및 휨응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d

0.90

0.00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레일휨응력은 동적윤중보다는 레일 처

e

1.20

0.00

짐에 의한 곡률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f

0.60

0.59

g

0.55

0.68

<그림 9>에 제시된 해석결과는 열차속도 100km/h, 패드 지지강

h

0.34

0.92

성 20kN/mm일 때, 레일표면요철모델에 따른 레일 휨응력 해석

l

0.00

1.34

결과를 보여준다.

j

0.36

1.22

응력의 상관관계식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4장에 수록하

k

0.58

1.25

였다.

l

1.01

1.23

m

0.40

1.73

<그림 11>에 제시된 해석결과는 열차속도 400km/h, 콘크리트궤

n

0.37

1.91

도 레일표면요철모델 f일 때, 패드지지강성에 따른 레일 휨응력

o

0.09

2.20

해석결과를 보여준다.

(a) 열차속도 100km/h

<그림 8>에서와 같이 콘크리트궤도 패드지지강성이 작을수록 동

(b) 열차속도 300km/h

<그림 10> 레일표면요철에 따른 레일 휨응력 해석결과 예
(콘크리트궤도, 패드지지강성 20kN/mm, 열차속도 100km/h, 300km/h)

<그림 10>에서와 같이 열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레일 휨응력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양한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열
차속도에 따른 레일 휨응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중회귀분석을 통한 열차속도와 레일 휨

3.3.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 결과
(a) 레일표면요철모델-a

(b) 레일표면요철모델 - o

<그림 9> 레일표면요철에 따른 레일 휨응력 해석결과 예
(콘크리트궤도, 패드지지강성 20kN/mm, 열차속도 100km/h)

<그림 7> 레일표면요철 1m 파형 모델 예

본 연구에서는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열차속도, 궤도지

<그림 9>에서와 같이 레일표면요철 파형에 따라 레일 휨응력은

지강성, 레일표면요철 등 총 540개의 매개변수 조건에 대한 레일

다양한 결과값이 도출된다. 즉, 본 연구에서 적용한 레일표면요

휨응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레일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철모델인 V, W에 따라 레일 휨응력의 크기는 영향을 받으며, 다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차량 및 궤도의 매개변수

(a) 동적윤중(kN) - 100kN/mm

(b) 레일처짐(mm) - 100kN/mm

양한 레일표면요철모델과 레일 휨응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

(a) 패드지지강성 100kN/mm

(b) 패드지지강성 400kN/mm

<그림 11> 패드지지강성에 따른 레일 휨응력 해석결과 예
(열차속도 400km/h, 콘크리트 궤도표면요철모델 f)

는 <그림 8>과 같으며, <그림 8>에 제시된 궤도지지강성은 콘크리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중회귀분석을

트궤도 레일체결장치 패드의 지지강성을 나타낸다. 또한, 차량/궤

통한 레일표면요철모델(V, W)에 따른 레일 휨응력의 상관관계식

<그림 11>에서와 같이 콘크리트궤도 패드지지강성이 작을수록 레

도 상호작용 해석시 레일표면요철에 대한 해석조건은 M.

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4장에 수록하였다.

일 휨응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8>

Ishida(1999), 양신추(2001)를 참고하여 <그림 7>과 같이 레일용
접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철파형인 V형 요철모델로 가정하
였다. 레일표면요철에 따른 레일 휨응력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c) 레일 휨응력(MPa) - 100kN/mm

<그림 8> 패드지지강성에 따른 궤도
동적응답 해석결과 예
(콘크리트궤도, 열차속도 400km/h,
레일표면요철 모델 - l)

88

<그림 10>에 제시된 해석결과는 콘크리트궤도의 패드 지지강성
이 20kN/mm, 레일표면요철모델 l일 때, 열차속도에 따른 레일

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레일 휨응력은 레일 처짐에 의한 곡률
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휨응력 해석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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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궤도 레일의 피로수명 예측

열차속도에 따른 레일 휨응력 예측식을 산정하였다. 레일 휨응력

4.1. 레일 휨응력 예측식 산정

예측식은 패드강성 6개, 레일표면요철모델 15개, 열차속도 6개

4.1.1. 레일 휨응력 예측식 산정을 위한 중회귀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특정변량을 요철량과 속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
량을 레일 휨응력으로 하여 요철량과 레일 휨응력간의 상관관계
를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로 각 매개변수별 540개의 데이터가 중회귀분석에 적용되었다.

<표 5> 편회귀계수(요철지수)를 적용한 매개변수별 레일 휨응력
예측식
구분

레일 휨응력 예측식

중상관
계수(R)

표준편차
(SD)

C-10

Y=2.312Z+0.017U+45.136
(Z=10V+25.99W)

0.976

9.521

C-20

Y=2.184Z+0.014U+43.708
(Z=10V+26.10W)

0.977

8.815

C-50

Y=2.109Z+0.012U+35.935
(Z=10V+23.85W)

0.982

6.961

C-100

Y=1.862Z+0.010U+34.805
(Z=10V+25.20W)

0.985

5.850

C-200

Y=1.670Z+0.002U+35.448
(Z=10V+26.89W)

0.986

5.377

C-400

Y=1.559Z+0.001U+34.948
(Z=10V+29.62W)

0.980

6.636

<표 4>의“구분”
에 제시된 기호의 구분은 첫째자리는 콘크리트궤
도(Concrete track)를 나타내며, 둘째자리는 패드지지강성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중회귀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변량분석
의 한 종류인 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회귀분석식은 각각의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된다. 각 위
치별 요철량 V ,W를 측정하고, 측정 당시 운행한 열차의 속도를
U로 정하고, 운행열차에 대하여 측정된 레일 휨응력을 정리한다.

<그림 13> UIC60 용접레일의 S-N선도(50% 파괴확률)

그런 다음 요철량 V, W, 열차속도 U를 독립변수로 하고, 레일 휨응
력 Y를 종속변수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회귀

<표 4>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매개변수별 레일 휨응력 예측

분석을 위해 통계해석 전용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사용하였다.

식은 중상관계수(R)가 0.85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중회귀분석을 통해서 레일 휨응력 Y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

있으며, 이와 같은 레일 휨응력 예측식을 통해 실제 현장 궤도조

분석 식을 산출하고, 산출된 식을 V, W의 계수인 편회귀계수를

건(궤도지지강성) 및 레일표면요철(V, W)과 열차속도(U)를 예측식

이용하여 요철지수 Z를 산출한다. 측정데이터의 평균열차속도에

에 대입하여 레일 휨응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12>는 매개변수

대하여 요철지수 Z에 관한 레일 휨응력 Y 그래프를 작성하고, 이

(a) C-10

별 레일 휨응력 예측식의 표면요철량(V, W)을 편회귀계수를 적용

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요철지수와 레일 휨응력

하여 요철지수(Z)로 변환하고, 열차속도 U=400km/h일 때 레일

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휨응력 예측식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5>는 열차속도 400km/h
일 때, 편회귀계수(요철지수 z)를 이용하여 레일 휨응력 예측식을

4.1.2. 레일 휨응력 예측식 산정

재정리한 결과이다.

<표 4> 매개변수별 레일 휨응력 예측식
구분

레일 휨응력 예측식

중상관
계수(R)

표준편차
(SD)

C-10

Y=23.106V+60.041W+0.017U+45.136

0.976

9.521

C-20

Y=21.835V+56.987W+0.014U+43.708

0.977

8.815

C-50

Y=21.087V+50.287W+0.012U+35.935

0.982

6.961

C-100 Y=18.616V+46.909W+0.010U+34.805

0.985

5.850

C-200 Y=16.699V+44.906W+0.002U+35.448

0.986

5.377

C-400 Y=15.589V+46.168W+0.001U+34.948

0.980

6.636

4.2. 고속선 레일용접부 S-N선도(성덕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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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도(MPa) 표준
(200만회)
편차

상관
계수

구분

S-N선도

UIC60 TW
rail

S=1132.49-147.68LogN

202.0

20.53

0.915

UIC60
FBW rail

S=1204.45-150.80LogN

254.3

19.48

0.882

<표 6>과 같이 본 연구에서 인용한 UIC60 용접레일의 S-N선도
는 상관계수가 0.85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UIC60 테르밋용접레일의 피로한도는 202.0MPa, 플래쉬 버트
용접레일의 피로한도는 254.3MPa로 테르밋용접레일이 가장 낮
은 피로한도 및 피로수명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레일 피로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레일 피로시험을 통한 S-N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측 레일 피로수명 예측을 위해 피로한

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성덕룡, 2010)을 참고하여

도 및 피로수명이 가장 낮은 UIC60 테르밋용접레일 S-N선도를

국내 고속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UIC60 테르밋용접레일과 플래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쉬 버트 용접레일의 S-N선도를 활용하였다(<그림 3> 참조). <표
6>은 UIC60 테르밋용접레일과 플래쉬 버트 용접레일의 S-N선
도식(파괴확률 50%)과 반복수 200만회에 대한 피로한도, 표준
편차 및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b) C-400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궤도조건에 따른 레일표면요철과

<표 6> UIC60 용접레일의 S-N선도 및 피로한도(50% 파괴확률)

<그림 12> 요철지수에 따른 레일 휨응력 예측식 (콘크리트궤도, U=4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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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콘크리트궤도 레일의 피로수명 예측결과
4.3.1. 열차속도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
KTX-II, 차세대 고속열차 등에 의해 국내 고속철도 최고 운행속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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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궤도조건별 레일 휨응력 예측식을 이용하여 고속철도 궤도

<표 8>과 같다. 레일표면요철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조건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장치의 패드 지지강

낮을수록 레일 처짐이 증가하여 곡률이 증가함으로써 레일 휨응력

조건과 유사한 콘크리트궤도 C-50에 대하여 최고 운행속도를

열차속도 400km/h, 파괴확률 50%에 대한 결과이다.

성 변화가 레일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9>에서와 같이 50kN/mm의 패드 지지

400km/h까지 고려하여 레일 피로수명을 예측했으며, 예측결과는

과는 <그림 16>과 <표 9>와 같다. 여기서 초기 레일표면요철은 7이

강성에서 10kN/mm까지 감소할 경우 레일 피로수명이 약 32.54%

<그림 14>, <표 7>과 같다.

며, 열차속도 400km/h, 레일 S-N선도의 파괴확률 50%를 적용한

감소했고, 400kN/mm까지 증가할 경우에는 약 33.36% 증가하는

결과이다.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초기 레일표면요철은 0으로 가정하였다.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체결장치 패드 지지강성에 따라 레일 피로수
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체결장치 패드의 지지강성이 낮을수록 소음 및 진동 방지효과
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레일 피로수명 측면에서는 불리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3.4. S-N선도 파괴확률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궤도조건별 파괴확률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
측조건은 다음과 같고, 예측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은 차량/
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도출된 레일 휨응력 예측식(<표 6> 참조)

<그림 15> 요철지수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파괴확률 50% 적용 시)

을 레일 휨 피로강도시험을 통해 도출된 파괴확률에 따른 S-N선도
(성덕룡, 2010)에 적용하여 예측된 결과이다.

<표 8> 요철지수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
(파괴확률 50% 적용 시)
<그림 14> 열차속도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 (파괴확률 50% 적용 시)

<표 7> 열차속도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
(파괴확률 50% 적용 시)
열차속도

C-50
반복수(cycles)

증감율(%)

100km/h

3.42e8

7.77 ↑

200km/h

3.29e8

3.81 ↑

300km/h

3.17e8

-

400km/h

3.05e8

3.67 ↓

<그림 14>으로부터 열차속도 300km/h를 기준으로 100km/h 운행

요철지수
(z)

<그림 16> 궤도지지강성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파괴확률 50% 적용 시)

C-50
반복수(cycles)

증감율(%)

0

3.05e8

-

3

2.51e8

17.92 ↓

5

2.20e8

28.03 ↓

7

1.93e8

36.89 ↓

9

1.69e8

44.67 ↓

<표 9> 궤도지지강성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
(파괴확률 50% 적용 시)
궤도지지강성*

4.3.2. 요철지수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
레일표면요철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 결과는 <그림 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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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cycles)

증감율(%)

10kN/mm

1.30e8

32.54 ↓

20kN/mm

1.45e8

24.69 ↓

50kN/mm

1.93e8

-

<그림 15>와 <표 8>로부터 레일표면요철 발생은 레일 피로수명을

100kN/mm

2.16e8

12.09 ↑

급격히 저하시키며, 요철지수 7의 경우 레일 피로수명을 약 37% 감

200kN/mm

2.44e8

26.56 ↑

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00kN/mm

2.57e8

33.36 ↑

시 콘크리트궤도 레일의 피로수명이 약 7.77% 증가하였으며, 열차
속도 400km/h 운행 시에는 약 3.67% 감소하였다.

Concrete track

궤도지지강성 : 체결장치 패드 지지강성을 의미함.

궤도조건별 레일 피로수명 예측 조건
- UIC60 테르밋용접레일 S-N선도 50, 1, 0.1, 0.01% 파괴확률
(성덕룡, 2010)
- 초기 레일표면요철지수 Z=0, 열차속도 300km/h
- 궤도조건별 레일 휨응력 예측식 적용(<표 6> 참조)
위와 같은 레일 피로수명 예측을 위한 초기조건은 국내 고속철도 건
설당시 초기상태로 가정하여 레일표면요철이 없고, 국내 고속철도
최고속도인 300km/h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17>과 <표 10>을
보면 파괴확률에 따라 레일 피로수명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 여기서 제시된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는 레일표면요철

4.3.3. 궤도지지강성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
레일 휨응력은 동적윤중 발생 시 레일처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곡률

<그림 16>을 보면 일정한 크기의 궤도지지강성 이상에서 레일 피로

진전, 열차속도 증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기에서

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M. Ishida, 1996). 이러한 레일처짐 곡선은

수명이 점차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궤도지지강성이 낮을수록

제시한 조건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레일저부를 받치고 있는 지지강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레일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궤도지지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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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열차속도, 레일표면요철, 궤
도지지강성 등 차량 및 궤도조건에 따른 콘크리트궤도 레일 휨
응력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레일 휨응력 예측식은 국내 KTX 고속열차
에 대한 다양한 궤도조건에서의 레일 휨응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궤도설계 및 안정성 평가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참고문헌

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차량 및 궤도조건에 따른 콘크리트궤도 레일 피로수명 예측을
통해 300km/h의 열차속도를 기준으로 400km/h 증속 시 레

<그림 17> 파괴확률에 따른 콘크리트궤도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

궤도
조건

파괴확률
50%

파괴확률
1%

파괴확률
0.1%

측,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4권 제4호, pp 62~70.
2. 박용걸, 성덕룡 외 2인. (2009). 고속철도 레일의 피로수명에 영

일의 피로수명은 약 3.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초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2권 제3호,

기 레일표면요철이 존재할 경우(요철지수 7), 초기 표면요철이

pp 396~404.

없는 경우에 비해 레일의 피로수명은 약 37% 감소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표 10> 파괴확률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 예측결과

1. 김만철 외 2인. (2001). 슬래브궤도상의 레일 용접부 피로수명 예

3.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뉴레일연구소. (2009). 고속화를
위한 선로구축물 핵심기술개발(1단계 연구보고서),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파괴확률
0.01%

반복수 톤수 반복수 톤수 반복수 톤수 반복수 톤수

3. 궤도지지강성의 감소는 레일의 피로수명을 감소시키며, 일정
크기(200kN/mm) 이상의 패드지지강성에서 점차 수렴하는

4. 성덕룡. (2010). 차량/궤도 상호작용의 해석을 통한 레일 피로수
명 예측, 박사학위논문,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cycles) (tonf) (cycles) (tonf) (cycles) (tonf) (cycles) (tonf)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N선도 파괴확률(50, 1, 0.1,

2.27e8 3.86e9 5.10e7 8.67e8 3.26e7 5.54e8 2.33e7 3.96e8

0.01%)에 따른 콘크리트궤도 레일의 피로수명을 예측한 결과,

레일 휨응력 예측식,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

C-20 2.44e8 4.15e9 5.49e7 9.33e8 3.40e7 5.78e8 2.43e7 4.13e8

파괴확률에 따라 레일 피로수명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315~323.

C-50

분석되었다.

C-10

3.17e8 5.39e9 7.13e7 1.21e10 4.69e7 7.97e8 3.36e7 5.71e8

6. Dr. Bernhaed Lichtberger (2005). Track Compendium,

C-100 3.35e8 5.70e9 7.52e7 1.28e9 4.65e7 7.91e8 3.33e7 5.66e8
C-200 3.53e8 6.00e9 7.94e7 1.35e9 4.91e7 8.35e8 3.52e7 5.98e8
C-400 3.62e8 6.15e9 8.15e7 1.39e9 5.04e7 8.57e8 3.61e7 6.14e8

5. 성덕룡, 박용걸 외 3인. (2010). 중회귀분석을 통한 콘크리트궤도

Eurail press, pp99-166.

즉,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궤도 패드지지강성(10, 20, 50, 100,
200, 400kN/ mm)에 따른 레일 피로수명을 제시했으며, 이는
철도운영기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7. H. CHEN, M. ISHIDA. (2006) Influence of Rail Surface
Roughness Formed by Rail Grinding on Rolling Contact
Fatigue, QR of RTRI, Vol. 47, No. 4, Nov.
8. M. ISHIDA. (1997). Estimation of Service Life of Rail
Welding Joint concerning Thermal Stresses, Vol. B Proc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콘크리트궤도 레
일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검토하였고, 해석결과값에 대해 중회귀

4. 따라서 콘크리트궤도의 경우에는 레일표면요철 및 패드지지
강성이 레일 피로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9. S.C.Yang. (2010). Enhancement of the finite-element
method for the analysis of vertical train-track interactions,

분석을 수행하여 운행속도와 표면요철에 따른 레일 휨응력 예측

즉, 콘크리트궤도 레일 피로수명 향상을 위해서는 레일표면요철

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산정된 예측식을 바탕으로 콘크리트궤도

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는

장대레일의 피로수명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

향후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레일의 교체주기를 산정하는데 기

은 다음과 같다.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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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CRR'97, Florence, pp. 331-337, 16-19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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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adashi DESHIMARU, Hiroo KATAOKA. (2006)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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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간선여객 수송실적 분석

방윤정 차장ㅣ한국철도공사 여객계획처(bang6902@korail.com)

무궁화호는 전년대비 수송량이 3.7%(일평균 5.8천명↑), 수익은

통근열차는 여전히 수송실적이 저조하다. 현재 통근열차는 경원

3.6%(일평균 38백만원↑)가 각각 증가하였다. 경춘선 광역철도

선과 경의선에 운행중이다. 통근열차의 수송실적이 저조한 것은

운행으로 이 구간을 운행했던 무궁화호 열차를 모두 운행을 중지

여러가지 영향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서울~문산간 광역철도

(1일 △38회)한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선방을 했다고 해도 과

운행과 이 구간 이용수요가 전반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간선여객

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구역구간, 시간대별 등 이용패턴을 고려

열차종별 수송량 및 수익 세부자료는〈표 2〉
,〈표 3〉
과 같다.

하여 열차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표 2〉간선여객 수송량

1. 서론

구분

2010년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2010년 12월 15일 경전
선에 KTX가 직결 운행함에 따라 개통 전보다 수송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2004년 KTX 개통이후 철도는 새로운 도약기

’
11년 상반기
주중

’
10년 상반기

주말

주중

증감

주말

주중

구분
주말

새마을호

72

74

74

74

△2

-

무궁화호

286

278

324

316

△38

△38

통근열차

53

53

61

61

△8

△8

를 맞이하게 되었다.
열차운행 횟수를 비교해 본 결과, 2011년 5월기준 KTX는 1일 주
중 160회, 주말 198회를 운행하였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경
전선 KTX 개통으로 전년대비 주중 18회, 주말 17회가 각각 증가
한 것이다. 일반열차는 경춘선 광역철도 개통(1일 △38회 감소)
과 KTX 이용활성화, 선로용량에 따른 제약조건, 일반열차 효율
화를 위한 운행구간 축소 및 감축 등으로 전년대비 주중 △48회,
주말 △46회가 감소하여 주중 411회, 주말 405회가 운행하였다.
전년대비 열차종별 운행 현황 비교자료는〈표 1〉
과 같다.

2. 상반기 간선여객 수송실적 분석

(단위 : 천명, %)

’
11. 1. 1 ~ 6. 30(6개월간)
실적

계획

계획대비

1일평균

전년동기

전년대비

실적

전년동기

증감

합계

60,635

59,916

101.2

54,447

111.4

335

300.9

34.1

KTX

24,618

25,380

97

19,541

126

136

108

28.1

일반열차

36,017

34,536

104.3

34,906

103.2

199

192.9

6.1

새마을호

5,782

5,076

113.9

5,679

101.8

31.9

31.4

0.6

무궁화호

29,638

28,843

102.8

28,585

103.7

163.7

158

5.8

통근열차

597

617

96.8

642

93

3.3

3.5

△0.3

자료출처 : 코레일 영업정보시스템

2.1 수송량 및 수익
간선여객 전체 수송량은 전년대비 11.4%(일평균 341천명↑)가 증

<표 3〉간선여객 수익

(단위 : 백만원, %)

가하여 일평균 335천명을 수송하였다. 수익은 전년대비 20.3%(일
평균 857백만원↑)가 증가하여 일평균 5,087백만원이다. KTX는

구분

’
11. 1. 1 ~ 6. 30(6개월간)
실적

계획

계획대비

1일평균

전년동기

전년대비

실적

전년동기

증감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경전선 KTX 개통으로 KTX 수혜지역 확대

합계

920,833

960,462

95.9

765,570

120.3

5,087

4,230

857

와 함께 열차운행 횟수가 증가했으며, 타 교통수단 이용객 전이 등

KTX

685,943

729,294

94.1

532,037

128.9

3,790

2,939

851

신규수요 발생으로 전년대비 26%(일평균 28.1천명)가 증가하여 일

일반열차

234,890

231,168

101.6

233,533

100.6

1,298

1,290

8

새마을호

68,006

62,283

109.2

72,454

93.9

376

400

△24

무궁화호

166,461

168,428

98.8

160,608

103.6

920

887

33

통근열차

423

457

92.6

471

△93.9

2

3

△1

향후 철도인프라는 더욱 증가될 예정인데 올 10월에는 전라선이,

평균 136.1천명을 수송하였다. 수익은 KTX 특성상 중·장거리 이

2012년에는 인천공항철도가, 2014년에는 수도권 고속철도

용객이 많아 28.9%가 증가하여 수송량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

KTX(수서~동탄~평택)가 직결 운행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

다. 철도분야의 이러한 결과는 다른 교통수단 이용의 감소로 이어

고 있다. 이에 상반기 수송패턴과 실적을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져서 항공은 △14.4%, 고속버스는 △3.4%가 각각 감소하였다. 새

향후 KTX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해

마을호는 열차운행 횟수 감소와 KTX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행구

보기로 하겠다.

간을 단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량은 전년대비 1.8%(일평균

2.2 승차율 및 이용률

KTX 전체 거리별 이용실적

0.6천명↑)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용수요가 없는 구간에 대하여는

KTX는 수송량 증가로 전년대비 승차율 6.1%p, 이용률이

- 301km이상 장거리구간에서 전년대비 27.1%(일평균

과감히 운행구간을 축소하고 KTX와의 환승체계를 최적화한 결과

13.7%p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용률이 더 큰 증가를 보인 것은 2

10,195명↑)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경부고속

이다. 수익은 장거리 운행열차 감소로 주로 단거리 이용객이 많이

단계 개통시 새로운 정차역(신경주·울산·수원·영등포역 등)

철도 2단계와 경전선 KTX 개통 때문임

이용하여 △6.1%(일평균 △24백만원)가 감소하였다.

수 증가로 단거리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물론 장거

<표 1〉간선여객 열차운행 현황
구분

’
11년 상반기
주중

주말

(단위 : 회/일)

’
10년 상반기
주중

주말

증감
주중

주말

전체

571

603

601

632

△30

△29

KTX

160

198

142

181

+18

+17

일반 계

411

405

459

451

△48

△46

새마을호 장거리 주 감소구간 : 서울~해운대 △2회, 서울~부전

계획에는 운임인상분(8%, 4월부터 인상시 연간 746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리 이용객 또한 많이 증가하였다.

- 그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구간은 100km이하로 전년대비
24.7%(일평균 2,463명↑)로 이는 신경주, 울산, 영등포, 수원 등

△12회, 서울~마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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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레일의 피로수명 해석
2011년 상반기 간선여객 수송실적 분석

새롭게 KTX가 정차하여, 영등포·수원↔천안아산·대전,

3. 철도와 타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신경주·울산↔동대구·부산 등 단거리 이용객이 증가했기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분석 결과, 철도의 수송량은 전년대비

때문임

21.9%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KTX는 26%

- 201km~300km이하 구간에서 감소를 보인 것은 신경주,
울산, 창원, 마산역을 이용하기 위한, 동대구역 등에서 환승

〈표 4> KTX 전체 거리별 이용실적

100km이하

12,427

9,964

+2,463

KTX

구분

’
11년

항공

’
10년

증감률

’
11년

서울~부산

25,502

19,991

27.6

을 보였고, 그 다음은 고속버스로 △3.4%가 감소하였다. 고속도

서울~동대구

21,714

22,816

△4.8

서울~울산

6,597

6,332

고속버스

’
10년

증감률

6,748

’
11년

△6.2%

1,603

2,806

’
10년

증감률

1,876

2,105

1,838

1,905

△3.5%

844

1,527

△44.7%

699

△36.5%

△42.9%

△10.9%

서울~신경주

3,996

-

444

서울에서 부산간 KTX 이용인원이 27.6%가 증가하였고, 항공은 △

서울~창원중앙

1,436

-

1,236

1,514

△18.4%

6.2%, 고속버스는 △10.9%가 각각 감소하였다. 이는 경부고속철 2

서울~마산

1,194

-

1,261

1,450

△13%

24.7%

단계 개통으로 KTX 수혜지역 확대와 함께 열차운행 횟수가 많이

용산~익산

2,593

2,491

4.1%

-

1,250

1,201

4.1%

증가하여 타 교통수단 이용객이 KTX로 전이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용산~광주

3,188

3,269

△2.5%

7,203

7,139

0.9%

용산~목포

2,083

2,029

2.7%

1,151

1,147

0.3%

(단위 : 명 / 일)

'11년 상반기 '10년 상반기 증감인원

(단위 : 명 / 일)

가 증가하였다. 반면 항공은 △14.4%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
로는 2.6%로 소폭 증가하였다.

하는 이용객이 감소했기 때문임

구분

〈표 6〉철도와 타교통수단별 주요구간 이용실적

증감률

101km~200km이하

27,457

26,968

+488

1.8%

201km~300km이하

30,872

32,721

△1,848

5.6%

301km 이상

47,776

37,581

+10,195

27.1%

서울에서 동대구간 KTX가 △4.8%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1,434

1,476

△2.8%

51

자료출처 : 철도공사 올랩시스템, 항공공항공사 홈페이지, 고속버스운송조합

는 2단계 개통전에는 신경주·울산·창원·마산권역 이용시 동
새마을호의 수송량은 소폭 증가한 반면, 승차율이 △2%, 이용률

대구역에서 환승하던 패턴이 개통 후에는 직접 이용이 가능해져,

은 △16.9%로 각각 감소한 것은 장거리 운행열차의 감소(좌석거

주로 환승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또한 △3.5%로 감

리)와 수송력이 부족한 시간대 임시열차의 많은 운행으로 공급좌

소하였다.

석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울산간 KTX는 일평균 6,597명이 이용하고 있다. 항공

주요 장거리 감소구간 : 서울~해운대 △2회, 서울~부전 △12

은 △42.9% 고속버스는 △44.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회, 서울~마산 △4회

구간에서 KTX가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임시열차 6개월간 공급좌석수 311.5% 증가 : 104천석 → 428

아닐 것이다.

천석, 324천석↑
무궁화호는 서울~신창간 추가(토요일 기준 10회)운행으로 주로
단거리 구간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여 승차율 4.2%, 이용률
25.4%가 각각 증가하였다.

구분

(단위 : %)

’
11년 상반기(a)

’
10년 상반기(b)

승차율

승차율

이용률

이용률

증감(a-b)
승차율

이용률

2,413

1,813

2,033

2,137

2,103

신경주

5,070

5,221

4,826

5,298

4,634

6,408

6,211

울산

8,758

9,735

10,161 10,757

9,501 10,558 10,997

수익

20

694

4

△31

경전선 개통후 수송량은 86.6%(일평균 3,536명↑), 수익

0.7

22.7

26.7

4.7

△5.2

550.5%(일평균 158,54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다. 수익 증가폭

증가율(a/b)

개통 후(’
10. 11. 1 ~ 6. 30, 8개월간), 개통 전(’
09. 11. 1 ~ 6. 30, 8개월간)

이 큰 것은 인당 단가가 비싼 KTX가 새롭게 운행했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13%가 감소하였다.
<표 9> 경전선 KTX 수송실적
용산에서 광주간 KTX가 △2.5%가 감소하였다. 이는 일부 이용
객이 용산(행신)~목포행 KTX 1일 4회 증가로 이용객중 일부가

2.8p

13.3p

2.8% 감소, 고속버스는 0.9% 증가하였다.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2,289

1,912

663

111.7

0.4p

2,636

1,773

24

52.7

0.6p

2,783

1,793

13.9

차이(a-b)

서울에서 창원중앙간 KTX 일평균 이용객이 1,436명, 고속버스

125

12.7

1,959

5. 경전선 KTX 개통전·후 수송실적

55.5

11.2

2,449 2,289

오송
김천구미

595

일반 계

13.1

344

564

같은 역세권인 광주송정역으로 전이됐기 때문이다. 항공은 △

11.8

332

85

13.7p

통근열차

2,713 2,965

2,604

16.7p

25.4p

2,445

88

6.1p

4.2p

수송량

276

3,420

3,199

8.2p

△2p △16.9p

수익

422

3,039

173

76.1
118.4

수송량

370

3,027

개통 전

95.6

137.7

수익

일반열차

369

2,662

주 경쟁수단인 고속버스는 △36.5%가 감소했다.

53.1

47.1

수송량

KTX

371

수원

89

53.4

55.4

합계

(단위 : 천명, 백만원/일)

6월

3,298

92.8

163.1

〈표 7〉경부선 KTX 수송실

5월

108

109.3

101.5

694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다.

4월

3,862

61.6
45.1

영등포

3월

197

59.2

59.6

KTX 수송량 13.9%(일평균 24천명↑), 수익은 20.7%(일평균

2월

개통 후

합계

무궁화호

구분 ’
10.11월 ’
11. 1월

서울에서 신경주간 KTX 일평균 이용객이 3,996명이고, 이 구간

KTX
새마을호

〈표 8〉경부선 2단계 개통시 신규정차역 수송실적 변화 (단위 : 명/ 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후 8개월 동안의 수송실적 분석 결과,

구분

△18.4% 감소했고, (서울~마산 )KTX 일평균 이용객이 1,194명,

〈표 5> 승차율 및 이용률

4.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후 8개월

개통 초기와 비교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역은 울산역으로
25.6%가 증가하였다. 울산 주변지역이 영남알프스 등 관광 특수
지역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그 다
음은 신경주역으로 22.5%가 증가하였다. 신경주역은 편의시설,

철도와 타 교통수단별 주요구간에 대하여 전년대비 비교실적은

환승체계 등 지속적인 역세권 개발의 영향인 듯 보인다. 기타 다
른역 또한 영등포역( △7.3%)를 제외한 모든 역이 증가하였다.

〈표 6〉
과 같다.

98

구분

합계
수송량

개통 후

7,619

(단위 : 명, 천원/일)

KTX
수익

187,352

개통 전

4,083

28,805

차이(a-b)

3,536

158,547

증감률(a/b)

86.6

550.4

수송량

일반열차
수익

수송량

4,483 167,900
-

-

4,483 167,900
-

-

수익

3,136

19,452

4,083

28,805

△947 △9,353
△23.2

△32.5

개통 후(’
11. 1. 1 ~ 6. 30, 6개월간), 개통 전(’
10. 11. 1 ~ 6. 30, 6개월간)
진영·창원중앙·창원·마산 ↔ 동대구·대전·서울방면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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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레일의 피로수명 해석
2011년 상반기 간선여객 수송실적 분석

경전선 KTX 구간의 신설역의 개통초기 보다 이용인원이 가장

영등포, 수원역에 KTX를 새롭게 정차하였고, 호남선 장성역에는

많이 증가한 역은 창원중앙역으로 일평균 320명이 증가하였다.

KTX를 추가 정차하였다. KTX 신규 및 추가 정차는 인근 역세권

창원중앙역은 다른 역에 비해 기업체, 관광서 등이 많아 역세권

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과 이용의 편리성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

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창원역은 개통초기 보다 일평균 △

이 있는 반면, 1인당 단가 감소와 열차운행 시간이 길어지는 역효

146명이 감소했다. 창원역은 창원중앙역과 같은 역세권으로 기

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존 이용객 중 일부가 정차 횟수 등 이용의 편리성으로 창원중앙
역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산역은 개통초기 보다
일평균 △187명이 감소하였다. 마산역의 과거 일반열차 이용패
턴을 분석한 결과, KTX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계절적 요
인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영
창원중앙

2월

철도 구간(수서~동탄~평택)의 KTX가 직결 운행예정에 있어, 해
당권역 특성에 맞는 KTX 운행 횟수의 설정과 승하차 인원과 시
간대별 특성을 감안한 정차 횟수가 요구되며, 그에 따른 적절한
홍보와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표 10〉경전선 KTX 신설역의 이용객 실적 변화
구분 ’
10.12월 ’
11. 1월

2011년 10월 전라선, 2012년 인천공항철도, 2014년 수도권 고속

3월

4월

(단위 : 명/ 일)

5월

6월

168

192

213

186

215

254

226

1,656

1,709

1,807

1,758

2,102

2,054

1,976

창원

936

830

859

735

858

803

790

마산

1,741

1,541

1,744

1,358

1,646

1,628

1,554

합계

4,501

4,272

4,623

4,037

4,821

4,739 4,546

6. 결론
KTX의 이용객 특성을 조사한 결과 중·장거리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를 뒷받침 하듯이 2011년
상반기 분석 결과 200km 이상 중·장거리 이용비중은 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경전선
KTX가 직결 운행함에 따라 상반기 수익은 28.9%가 증가하여,
수송량보다 2.9%p가 더 많이 증가하여 철도의 영업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열차는 경춘선 광역철도 개통으로 운행횟수의 대폭 감소와
KTX 이용활성화 및 일반열차 운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행구간
을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구역구간,
시간대별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KTX와의 환승체계 최적화 등 열
차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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