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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가는 한국 철도기술

세계 최고의
경량화·소형화 된 전동차용
보조전원공급장치 개발
우리가 매일 아침 출·퇴근시에 이용하는 지하철은 운전장치, 냉난방장치, 조명 등의 전원설비 외에도 전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철도기술연구원과 대전도시철도공사 및 (주)브이씨텍은 효율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오랜 연구 끝에 세계 최고수준의 경량화·소형화 된 전동차용 보조전원공급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세계를 가볍게 앞서가다

기존의 전동차용 보조전원공급장치는 제품당 중량이 1.5~2.5톤, 부피 1.5~2m³에 이르는 매우 크고 무거운
부품이었습니다. 이에 좀 더 효율적인 보조전원공급장치를 개발하고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대전도시철도
공사, (주)브이씨텍은 함께 공동 연구 및 개발에 착수하였고 중량 800Kg, 부피 1.33m³의 초경량 보조전원 공
급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보조전원공급장치는 기존 보조전원공급장치보다 47%가량 가벼워 졌으며 크기 또한 32%나 줄
어들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독일 S사의 초경량 보조전원 공급장치보다 100Kg이상 가벼우며 크기 또
한 작다는 것입니다.(표 참조)

경량화·소형화 된 전동차용 보조전원공급장치의 미래

<표> 보조전원공급장치 부피 및 중량
개발된 초경량 보조전원
공급장치

국내 기존
보조전원 공급장치

독일 S사 초경량
보조전원 공급장치

부피

1.33㎥
(2,100×975×650)

1.95㎥
3,000×1,000×650

1.428㎥
1,500×1,700×560

중량

798kg

1,500kg

900kg

가볍고 크기가 작아진 보조전원공급장치는 전동차의 운영비 절감을 비롯하여 궤도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주며 철도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출력전압 품질도 향상
시켜 전동차용 전원설비의 사용연한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조전원공급장치의 무게가 가벼워 질 수 있는데는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변압기의 크리를 줄일 수

더 나아가 초경량 보조전원공급장치는 소형화가 필수인 이층열차와 저상트램 등의 핵심 전장품 기술로 자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보조전원 공급장치는 전력변환 반도체 장치와 60Hz 고중량 변압기를 사용했던

해 향후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전동차 및 부품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경

것에 반해,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절연 회로에 8kHz의 고주파수 전력변환 기술을 적용, 경량화에 성공했으며

량 보조전원공급장치는 대전도시철도 전동차에 설치하여 운행 중이며 신뢰성 시험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4

주파수 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공진형 컨버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공진형 컨퍼터 기술이란 전

년 하반기에 상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력변환장치와 변압기가 있는 회로에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장치(커패시터)를 설치하고 전압이 0인 상태에서 전
력변환 스위치를 켜고 꺼지게 하여 전력 변환 손실을 거의 없앤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작은 보조전원이 가장 무거운 열차를 이끌어가듯이 앞으로 한국 철도기술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신기술로 철도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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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와 KTX
토르처럼 막강한 힘을 얻게된 고속열차의 비밀

영화 <토르>나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둥번개와 관
련이 많은 일종의 뇌신(雷神)이다. 무기인 묠니르는 천둥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토르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번개는
과학자들이 정체를 알아내기 전까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었다. 번개가 단지 방전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는 마치 토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전기의 막강
한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KTX와 같은 고속열차이다.

글 | 최원석 과학칼럼리스트

현대의

영화 <토르>가 인기를 끌기 전에는 번개를 사용하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

프로메테우스는

우스가 가장 유명했다. 토르나 제우스 모두 서양의 목요일을 상징하는 신으로

누구 ?

북유럽과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력하고 인기 있는 신이었다. 물론 토르나
제우스 같은 뇌신이 서양의 신화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문화권
에서 천둥이나 번개와 관련된 신화가 전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붉은 악
마의 엠블럼으로 사용되는 치우천왕이나 ‘번개 맞아 죽을 놈’과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번개는 신의 능력이나 심판이라고 여겨져 왔다.
번개가 전기 현상의 일종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에 의해 밝혀졌다. 프랭클린은 일종의 축전기인 라이덴병에서 발생
하는 전기 스파크와 번개가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1746년 유명한 ‘연 실
험’을 실시한다. 프랭클린은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날 연줄에 열쇠를 매달고
연을 날려 열쇠 사이에 스파크가 튀는 것을 발견하여 번개가 전기 현상의 일
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것으로 이
를 재현하기 위해 따라했던 다른 과학자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 프랭클린은
번개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피뢰침을 발명했지만 사람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여전히 번개를 신에 의한 심판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화약
을 보관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하곤 했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에 의해 번개의 정체가 발견 된 후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인 루
이지 갈바니는 ‘동물전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한다. 갈바니는 죽은 개구리 뒷다
리에 금속 메스를 접촉시키자 다리가 움찔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리와 신
경에 동물전기가 흐른다고 생각했다. 갈바니의 동물전기는 많은 관심을 끌었
고 심지어 전기를 이용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실험도 벌어졌고, 이 실험을 모
티브로 여류 작가인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1818)」를 쓴다. 이 소설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비록 전기를 이용해 죽은 사람
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셸리는 전기의 위대한 힘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편 갈바니의 동물전기 실험 소식을 접한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렉산
드로 볼타는 이것이 동물전기가 아니라 전기 현상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고,
최초의 화학전지인 ‘볼타전지’를 발명한다. 볼타전지 덕분에 과학자들은 지속
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얻을 수 있었고, 현대의 전기 문명이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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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에너지의 전환 방법과 송전시스템이 갖춰지자 발명가들은 전구나 전신, 전기기관차 같은
다양한 전기 활용방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초의 전기기관차는 1879년 베를린 만국박람회
에서 등장했는데, 객차 3량을 시속 12km 속도로 300m 거리를 움직이는 오늘날 놀이공원의
유아 탑승용 놀이기구 같았다. 이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것은 독일의 발명가 지멘스였는데, 그
는 영구 자석대신에 전자석을 사용한 발전기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발전소를 건설한 전기 전문
가였다. 지멘스의 회사는 전력설비와 무선전신 등 전기에 관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기
관차를 만들 수 있었다. 비록 전기기관차의 시작은 초라했지만 오늘날 전기 없이는 기차를 운
행할 수 없을 만큼 전기 에너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차에 있어서 전기에너
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증기기관차의 경우 화학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열차를 운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록 전기기관차의 시작은 초라했지만

활용 방법이 없었다. SF의 한 장르인 스팀펑크 작품에는 스팀엔진으로도 다양한 기기를 작동

오늘날 전기 없이는 기차를 운행할 수 없을 만큼

시키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역학적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톱

전기 에너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니바퀴의 조합과 도르래 등의 복잡한 기계부품이 필요해 실용적인 기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
다. 물론 놀랍도록 복잡한 오토마타(automata)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정교한 로봇
에 비할 바는 못 된다. 마찬가지로 기차에 있어서도 단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역학적 에너지만
얻으려고 했다면 증기기관차나 디젤기관차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디젤기관차조차
도 디젤엔진으로 발전기를 작동시킬 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와 기차내부의
여러 가지 전기 기구들을 동작시킨다. 전기 에너지는 기차를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에서 얻은 힘

전지가 만들어져 전류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기문명이 바로 탄생한 것은 아
니었다. 볼타전지는 과학자들이 전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류를 공급할 수는 있
지만 실생활에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과학자들이 전지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는 했지만 전기를 활용할 실용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전기의 활용방법이 등장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학자와 발명가들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특히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다. 전기와 자기 사이에 관계를 처음으로 발견해낸 사람은 덴마크
의 물리학자 한스 외르스테드였다. 그는 1820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반을 가져갔
다가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
실을 발견한다. 외르스테드의 실험을 토대로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스터전은 전자석을 발명
한다. 당시에는 아직 절연된 구리 전선이 발명되지 않아 바니시를 발라 만든 초라한 전자석이
었지만 이것은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성을 띠고 세기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영구자석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았다.
이제 전기문명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것 중 남은 것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
과 송전시스템 뿐이었다. 그 중 발전기의 원리는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가 알아낸다. 패러
데이는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면 반대로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 수 년 간의 노력 끝에 패러데이는 코일 속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간단한 방법으
로 전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사람들에게 실험으로 보여주었다. 발전기의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을 지켜보던 영국의 재무장관은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 쓸모가 있다는 말
이요?”라고 묻자 패러데이는 “아마도 미래에는 이것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
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디슨에 의해 전력 송전시스템이 발명되면
서 현대 전기문명의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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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나 소리, 열 등의 형태로 쉽게 전환된다. 전기 에너지만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기
쉬운 에너지가 없기에 미래에도 기차는 여전히 전기로 움직일 것이다. 단지 미래의 기차는 전
기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을 것인지 전지나 소형 발전소를 싣고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해결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는 지금처럼 발전소에서 전차선을 통해 공급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전기 기관차 위에 붙어 있는 팬터그래프가 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된
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은 기차가 저속일 때는 상관없지만 고속으로 달릴 때
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에 유격이 생겨 번개처럼 스파크가 튀는 경우도 있다. 이 스파크
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에 전압차가 발생하여 생기는 소형 번개이다. 그래서 초고속 열
차는 번개를 일으키며 엄청난 위력으로 날아가는 토르의 묠니르와 닮은꼴이다. 미래에는 초고
속 열차의 성능이 한층 향상되겠지만 아쉽게도(?) 위력적인 웅장한 소리와 스파크는 사라질 것
이다. 웅장한 소리는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스파크는 고속주행을 방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차의 속도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선 전력전송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거나 더
욱 뛰어난 효율을 지닌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무선 전력전송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에디슨을 이긴 비운의 천재 과학자 테슬라가 생각해낸 것으로 이제야 기술적으로 조금씩 실현
시키고 있다. 볼타전지에서 시작된 전지도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수소연료 전지의 상용화를 목
전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설국열차를 달리게 하던 핵연료를 사용하는 열차나 아이언맨의 아크원자로를 장착한
열차가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선 전력전송기술을 사용한다면 굳이 원자로나 핵융합로,
또는 아크원자로를 열차에 싣고 다닐 이유는 없다. 물론 영화처럼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노아
의 방주가 필요하다면 핵잠수함처럼 열차도 자체 발전소를 싣고 다녀야 하겠지만, 그런 미래는
결코 오지 않으리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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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아픔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 순간에 가장 많이 찾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철도의 인연으로
맺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반걸용 연구원장님

철도와 함께 한 25년

초록이 물들어가는 4월의 화창한 봄날, 올해도 4월의 대전역에는 어김없이 파란하
늘이 출렁이는 봄날이 찾아왔다. 오늘은 따스한 햇살의 안내를 받으며 미래철도발
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연구원을 찾아가보았다.

누군가 그랬다.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을 몸담고 있다면 匠人이라고. 한국철도공사의 반걸용 연구원장님은
25년이라는 시간을 철도와 함께했다. 철도의 발전과정이 곧 그가 보낸 청춘과 열정의 시간이었다.
“제가 철도에 몸담게 된 건 지금부터 25년 전인 1989년 영주지방철도청 영동보선사무소부터입니다. 토목을
전공한 제가 철도를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86년 육군대위로 전역하여 내무
부 토목사무관으로 발령받아 충남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직하던 중 유년시절 동경하던 철도에 대한 열정과 갈
망으로 부처교류를 신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제가 원하던 철도에 재직하게 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철도는 그에게 있어 필연이자 인생이다. 철도가 선로 위를 자연스럽게 순환하듯 그 또한 자연스럽
게 철도에 발을 딛고 그 후로 오직 철도발전에 매진했다.
“89년 내무부에서 철도청으로 옮긴 후, 영주, 마산, 대전, 제천,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열차의 안전운행
을 위하여 선로 유지보수에 매진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 흘리던 땀의 노력들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철도는 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우리 기술력으로 고속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등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
다. 이렇듯 내일을 향해 발전하는 철도에는 그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그것을 동력으로 무한히 앞
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25년 이라는 철도와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 ‘정’으로 기억된다.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철도의 특성상 가정에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었으나 현장에서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단결해야 하다 보니 그만큼 끈끈한 정이
생겨났다고 한다.
“지금도 경조사 같은 아픔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 순간에 가장 많이 찾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철도의
인연으로 맺게 된 사람들입니다.”
철도는 그에게 있어 영원히 함께 할 친구이자 동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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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지향하는 대한민국 철도미래

한국철도공사 연구원의 비전은 미래 경쟁력 확보 및 고효율 운영체계 구축지원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는 선진 연구개발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철도공사 연구원은 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철도 경영정책 및 재무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운행 최적화 기술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연구, 국가 R&D사업 과제 발굴 및 수주, 수행관리 및 사업
지원업무, 차량 및 부품의 제작. 승인, 신기술 도입 업무, 철도용품의 검사 및 국제공인 시험(KOLAS)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연구원에서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과제선별을 위해 공모를 통한 차기년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심사위원
회가 직접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가R&D 연구도 매년 추진 중이며 2014년도 상반기 ‘250km/h급 무선제어시스템 실용화’
등 7건의 과제를 수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경영개선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체연구는 ‘고정크

“저는 직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로싱 분기기별 최대통과 속도 산정에 관한 연구’와 ‘8200호대 전기기관차 견인전동기 베어링 품질 분석연구’ 등 42건의 연구

중요하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를 수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공사의 현안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다루었듯이 한국철도고상에서는 일반철도 분기기 통과 증속시험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향후 효과에
대해 궁금해졌다. “분기기 통과 증속시험은 현행 분기기 직선측 최고 통과속도를 13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JR의
협궤사용에 따른 주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한 속도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표준궤를 사용하는 국내의 속도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역구내 분기기 통과 속도를 상승시켜 열차운행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기간은 올 12월까지이며 연구가 완료되면 분기기 종류별, 열차종별 통과속도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열차정시
율 확보 및 운행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한다.

Don't worry be happy

“철도는 휴일에도 많은 승객들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종사자들도 휴일에 나와 일을 하게 되는 경
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철도종사자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시간
을 쏟는 것이 등한시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
1988년 바비 맥퍼린이라는 가수가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를 발표했다고 한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걱정을 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는 의미이다. 연구원장님은 늘 직원들에게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느림
의 미학, 즉 서두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걱정의 92%는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 일어났던 것, 절
대 생기지 않는 걱정, 이런 것들이 걱정의 주된 원인이며 4%만이 걱정을 해서 대책을 세울수 있는 것들입니
다. 4%는 걱정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삶을 지향하고 걱정에 대한 삶에서 직원들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한국철도공사
연구원장님, ‘don't worry be happy’를 외치는 연구원장님의 말처럼 점점 빨라지고 있는 고속열차와는 반대
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적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삶도 필요할 것이다. 고속열차덕분에 우리는 시간
을 벌수 있게 됐다. 그 시간은 우리들의 것이니 나를 위해 써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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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자의 상상력풀가동

꼬마버스 타요 흥행?…
웃기지마 ‘테마상품 원조’는
나요 나

‘꼬마버스 타요’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꼬마버스 타요 도심 운행은 3월 26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아이코닉스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맞아 ‘타요·라니·로기·가니’
캐릭터가 그려진 시내버스 4대 시승행사로 시작됐다. 6만명의 아이들이 ‘한 번만 타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은 그
야말로 진풍경이었다. ‘꼬마버스 타요’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몰이를 하자 서울시는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100
대 추가 운행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인기비결은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대중교통편에 ‘테마’라는 특색을 덧입혔기 때문. 갖춰
진 고객 접대 매뉴얼 하나 없이 단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버스를 덮어씌운 일종의 ‘랩핑’ 기법만으로 대박을 이뤘다는 점에
서 그간 수많은 테마관광열차를 선보였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한 때 코레일도 경주용 자동차 대회
F1를 겨냥한 새빨간 테마열차로 변신하는 전성기를 누렸다. 랩핑이 마케팅 시장에 본격 도입된 건 4~5년 전 부터다. 코레
일도 이와 궤를 맞춰 각종 관광테마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코레일이 지금까지 선보인 테마열차 중 가장 아이디어가 번뜩
이는 몇 가지 테마열차를 살펴보고, 관련한 상상의 나래도 함께 펼쳐본다.

‘별그대’
특별 대륙횡단열차 있다면
탑승권은 얼마?

한류열풍을 200% 활용한 ‘동방신기 데뷔 10년 기념’ 특별열차는 메이저리그 추신수에 비유할 정도로 향후 잠재
적 가치가 월등한 상품 중 하나다.
코레일은 최근 서울역에서 섬진강 기차마을까지 동방신기와 국내외 팬 250여명이 탑승한 S-train(남도해양관
광열차)을 운행했다.
코레일 페이스북을 통해 10명을 모집했는 데 40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체 탑승
자 중 30%가 외국인 승객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양질의 국내 여행상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 같은 한류테마
열차가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국 대륙을 들썩거리게 한 토종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에 도민준(김수현), 천송이(전지현) 사
진을 랩핑하고, 별그대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연이어 상영하는 ‘시네마관’, 출연진과 팬들이 함께 하는 ‘포토
존’, 제작진들이 말하는 촬영 뒷이야기 ‘토크쇼존’, 명장면 ‘사진존’ 등으로 구성된 테마열차가 부산에서 런던까지
대륙횡단열차로 바로 지금 운행된다고 가정하면, 티켓 한 장 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별그대 팬미팅 암표값이 최고 340만원선에 거래됐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대략 어느 정도
까지 추정해 볼 수 있을까. 필자입장에선 여전히 가늠이 안되는 물음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동방신기 특별열차를 계기로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은 SM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다른 연예
기획사와 함께 '한류여행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별그대 특별열차 운행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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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자의 상상력풀가동

‘전통시장·귀농귀촌·교육’
사회이슈도
테마로 채용

대형마트로 전통시장이 위기에 봉착하자 코레일과 중소기업청은 ‘팔도장터관광열차’라는 합작품을 내놨다. 이
는 전국 대표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상품이다.
이 열차는 △양평전통시장(두물머리·세미원) △안동구시장(월영교·하회마을) △경주계림시장연합(간절곶·
불국사) △삼천포용궁수산시장(삼천포선상유람선·금산보리암) △단양구경시장(온달관광지·청풍호유람선)
△제천한마음·약초시장(박달재·의림지) △강경젓갈시장(궁남지·부소산성) △나주목사고을시장(나주목사내
아·금성관) △남원공설시장(지리산·춘향테마파크) △정선아리랑시장(레일바이크·아라리촌) 등 전국 11개
시장을 50회 운행한다.
이 상품의 매력 중 하나는 별의별 연계 서비스·상품이 등장한다는 것. 예컨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30%(100만원 한도)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을 테마로 잡은 기차여행(상품명: 순천으로 희망열차 타GO~)도 있다. 1박 2일 일정으로 참가자들은
두부만들기와 감자캐기 등 농촌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강사의 귀농교육과 귀농선배와의 대화
등 귀농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쌓는데 안성맞춤이다.
이유경 수도권서부본부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개
발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국 유명 베이커리나 소문난 커피전문점만 찾아다니는 ‘아메리카노 외식업 창업열차 타GO~’ 등의
상품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을 테마로 한 열차(상품명: 이-트레인(E-train))도 있다. 교육·세미나 등에 최적

‘럭셔리’ 테마열차
“이름값 하네”

화된 열차로 오는 6월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강의나 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방송장비와
3차원(D) 빔프로젝트 등이 설치돼 있는 게 특징이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 트레인은 교육테마 여행분야에 갈증을 느
껴온 학생·교육 관련 단체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열
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당벌레(Lady bird) 형상을 닮은 이색 테마 관광열차 ‘레이디버그’는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실내인테리어로 개

다만, 이 열차는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열차처럼 ‘동해-남해-서

조된 최고급 관광전용열차이다.

해’로 이어지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만일 그렇

‘와인인삼트레인’은 영동에 위치한 국산 와인제조공장 와인코리아와 금산군 인삼을 연계해 열차내 와인과 인삼

다면 이곳에서 진행되는 회사 워크숍 대부분은 ‘끝장 토론회’,

에 대한 다채로운 행사와 와이너리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릴레이 장기자랑’ 등 직원들을 무척 곤욕스럽게 만들 프

땅 위의 유람선이란 별칭이 붙은 ‘레일크루즈 해랑’은 국내 유일의 호텔식 숙박형 관광열차이다. 세 상품 모두

로그램들로 꽉 채워질 공산이 커 보인 탓이다.

연인만들기 혹은 효자상품으로 분류돼 그 가격이 제법 나가는 편이다. 예컨대 해랑은 여행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네 식구가 이용하는 데 대략 200만원 가까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밀리는 상품이다.
만약 당신에게 이색 테마 열차를 추가로 기획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 보겠는가. 필자라면 ‘설국열
차’를 비슷하게 재현한 상품을 만들어 볼 것이다. 물론 탑승권 가격에 따라 앞칸과 꼬리칸의 서비스는 천차만별
일 것이다. 꼬리칸 승객으로 열차에 올라 기내식으로 양갱을 받아 먹는 재미가 아마 솔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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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제도 소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제도 소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의 운영방안 및 기술기준 개발 현황
철도 형식승인검사기관 운영 방향과 해외 인증제도 사례

1. 서론

2. 철
 도용품과 관련된 철도안전법 하위
법령체계의 구성 및 내용

최근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세계 철도시

2.1 철도용품과 관련된 법령의 구성 및 내용

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으

철도용품과 관련된 철도안전법상의 국가인증은 [그림 1]의 법령

로 철도안전 인증체계를 개선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산업

구성체계에서 보듯이 형식승인과 제작자 승인이 있으며, 형식승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이 지남 2012

인은 법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

년 말에 공포되어 2014년 3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철도안전

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법 공포 이후 개정 철도안전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준비하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였고 최근에 「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64호, 2014.3.

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형식

1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1호, 2014.3.19.)」

승인 대상 철도용품을 먼저 선정하며 선정된 철도용품에 대해서

이 고시되어 개정법의 법령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법령에서

는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대한 적합성을 승인토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과 관

되어 있다.

련되어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

제작자승인은 법 제27조의2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

작자승인 시행규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63호)」과 기술기준

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

및 표준규격 관리,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대상 선정, 제도 시행중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

에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용품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68호)」이 고시

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

되었으며 행정에 필요한 행정규칙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로써 철

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안전법의 개정 공포 이후 히위법령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으며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승인으로

현재 철도용품 기술기준과 이의 관리를 위한 지침 고시가 남아 있

철도용품의 설계승인을 받은 다음 양산/판매를 위하여 이를 제작

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철도용품과 관련하여 기존의 철도용품

하는 경우 적합하게 제작을 하는지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품질

2.2 철도용품과 관련된 행정규칙의 구성

품질인증이 형식승인제도(제27조)와 제작자 승인제도(제27조의

관리체계 적합성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고시된 행정규칙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

2)로 개편되었고 형식승인 사후관리와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에

법31조는 필요시 형식승인 등의 확인 및 점검을 가능토록 하여 문

침」과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

관한 사항(제31조 및 제32조)을 담고 있다.

제가 발생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법32조에서는

며, 추가로 요구되는 「철도용품 기술기준」과 「기술기준 관리 지침」

철도용품과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제27조 3항에서 규정하듯이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철도용품의 제작·수입·판매를

등이 준비 중에 있다. 고시된 두 개의 행정규칙은 [그림 2]와 같이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은 5개의 장에 총 34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하고 있어 이전의 철도용품 품

시행령에서는 제26조 및 제28조에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에

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도기술심의위

질인증이 권고사항이었다면 개정 법령에서는 강제사항으로 철도

대한 면제조건을 정하였으며 제27조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

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

용품에 대하여 그 안전 및 성능품질을 국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63조에서는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

어 있다.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국가 법령체계의

검사, 제작자승인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 등을 『한국철도기술연구

먼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제1

변경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전의 품질인증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원』에 위탁하고 있다.

장은 총칙으로서 본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형식승

그 절차와 인증 형태가 바뀌게 되어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
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찰에서는 2013년 3,4
월호에 이어 공포 및 고시된 하위 법령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실
제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 승인을 시행하는 절차에 대하
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시행규칙에서는 제44조와 제45조에서 철도기술심의 위원회의 역
할을 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철도표준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 승인대상 철도용품의 선정·변경 및 취소 등으로 정의하였
으며 최대 1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제60조에서 제
63조 및 제64조에서 제67조까지는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과 제작
자승인에 대하여 각각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하고 승인 완료 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68조에서 형식승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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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그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69조에서 제73조까지는
지위승계, 취소, 정기 및 수시검사, 시정조치 등 다양한 상황의

사후관리에 대한 방법을 정하였다.

[그림 1] 철도안접법에서의 철도용품 관련 법조문 구성 체계

인 및 제작자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검사기
관』으로 정의 하고 있고 형식승인 및 제작자 승인에 필요한 수수
료를 신청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조에서는
신청자의 설계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의 검사기관 비
밀유지를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과 관련한 조항으로 제5조부터 제
18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5조는 사전검토회의에 관한 사항으
로 신청자가 사전에 검사기관과 형식승인 검사에 대한 범위 및 자
료의 준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시에 검사

21

Korean Rail Technology
www.krri.re.kr

2014 MAR/APR
VOL.54

Themes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제도 소개

Themes
기관과의 이견에 의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장 기타사항에서는 승인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형식승인 및 제

화되어 있는 적합성평가의 기본적 방법을 따르고 있다. 철도용품

제6조에서는 신청 시에 준비서류, 입증계획서등을 준비하도록 명

작자승인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도록 제32조에 일괄신청 조항을

의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에 대하여 앞에서 논의된 법적 체계를

시하였고, 제7조에서는 형식승인 검사를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

명시하였으며,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 용품 형식시험 순으로 총 3단계로 시행하도록 정의 하였다.

사항에 대해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재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는 검사기관이 형식승인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하도록

하여 분쟁해결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3.1 철도용품 형식승인 절차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형식승인 검사에 필요한 기술기준의 유연

부칙 제3조에서는 철도용품의 특수성에 기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수행절차는 2.장에서 설명되었던 「철도안전

성을 주기 위하여 임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0조

위하여 법 적용 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즉, 철도용

법 시행규칙」과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에 따

는 신청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형식시험에 필요한 시험 절차서를

품이 철도차량과 시설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계약시점을 차량 및

라 신청자와 전문기관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6단계로 구분하여

검사기관이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2조 및 제

시설의 계약시점으로 간주하고, 철도안전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전체 흐름에 대한 개념은

13조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에 대하여 각각 그

철도차량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성능시험을 통해 형식승인을

[그림 5]와 같다.

시행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정의하였다. 설계적합성검사는 설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운영차량의 유지보수를 위한 철도차량분야

계자료를 통하여 철도용품의 안전과 성능에 대하여 적합성을 확

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여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인하고 합치성검사는 설계적합성검사에서 확인된 설계대로 제작

하였다.

하였는지를 도면을 통하여 외관과 사용 구성품을 확인하며, 형식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험은 합치성검사가 완료된 시제품을 통하여 기능과 안전성능을

을 시행함에 있어서 철도기술심의위원회를 두어 하위 기술기준

실제 작동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특히 각각의 검사는 신청

(철도차량, 철도용품, 철도시설 등) 및 철도표준규격 등의 제·개

자의 요청서에 의하여 입증이 시작되고 검사가 완료되는 경우 확

정, 폐지에 관한 사항, 국가 승인대상 철도용품의 선정 및 폐지에

인서를 발급하여 단계별 검사가 종료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관한 사항,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

다. 검사과정에 발생되는 부적합 사항은 시정조치를 통하여 처리

도록 하도 있고 당연직으로 국토교통부 4급 이상의 공무원 1인을

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부당한 사안은 주요사안검토서 작성을 통

포함하여 15인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제3조에 그 자격조건

하여 개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그 절

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급 이상의 국토교통부 직원 1인을 간사

차를 정의하였다. 제17조에서는 각 검사별 확인서를 확인하여 국

로 선임하거나 검사기관 또는 표준규격 관리기관(한국철도기술연

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

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으며, 최종 증명서가 발급되면 검사기관은 형식승인보고서를 신

기술위원회는 최고 심의의결 위원회로서 4개 분과(철도차량분과,

청자에게 교부하도록 제18조에 명시하여 형식승인을 종료하도록

철도시설분과,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 분과, 철도운영 분과)

하였다.

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할

제3장은 제작자승인과 관련된 조항으로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

수 있도록 제6조에 규정하여 기술심의 위원회의 업무 과중을 해

제작자승인에 요구되는 방법과 절차를 형식승인의 과정과 유사

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게 체계를 구성하였다. 내용적으로는 형식승인의 3단계 검사와

제4조에서는 전문위원회의 분과별 전문위원 구성을 50인 이내

달리 제작자승인은 2단계 검사로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와 제

로 구성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명시된 자격조건을 기준으로 국

작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검사는 주로 서류

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다. 전문위원회 간사는 7급 이상

검사로서 제작자가 갖추어야 되는 품질관리체계가 양산제품에 적

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검사기관, 표준규격 관리기관 소속직

용되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며, 제작검사는 적합하

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술위원

다고 판단된 품질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관리되는

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를 공장방문을 통하여 검사한다. 제작자승인은 제28조에서 정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분석 및 시험 등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의

기 및 수시검사등과 같은 유지검사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 승인받

견수렴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10조와 제11조에 명시 하였다.

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시정명령 등에 대하여 45일 이내에 조
치결과를 통보하도록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림 3] 철도용품 형식승인 단계별 순서

- 1단계 : 형식승인 신청 전에 신청자와 검사기관간의 신청에 대한 형
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단계로서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형식승인 신청 시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
을 사전에 검토하여 신청자와 검사기관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예상되
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사전검토회의는 사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수차례 개최될 수 있다.
- 2단계 : 신청자의 신청과 검사기관의 검토 및 계획서를 마련하는 단
계로서 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를 통하여 이해된 신청자료를 신청서
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검사기관은 신청자료를 검토하여 형
식승인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계획(기준, 방법 및 절차, 승인될 내
용, 일정, 전담인력 등)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 배포한다.
- 3단계 : 설계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자료(도면, 검토서, 해석자료 등)를 검사기관이 검토하여 확인 승
인토록 하며, 완료 후 확인서를 교부한다.
- 4단계 : 철도용품의 설계 합치여부를 검사하는 제작 검사단계로서 3
단계에서 실시한 설계자료를 토대로 제작된 철도용품(부품, 구성품)
의 치수, 중량 등과 구성되어 있는 부품들이 제작도면에 따라 장착되
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최종적으로 기본 기능이 작동되는지를 검사하
여 완성품이 설계대로 제작됐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완료 후 확인서
를 교부한다.

[그림 2] 철도용품관련 고시된 행정규칙 구성 체계

3.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 절차

제4장은 철도용품의 선정 및 폐지에 대한 절차를 제30조 및 제3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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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개편된 철도용품의 국가 인증제도는 안전 및 철도운영에 중요한

거치도록 정하였다.

용품을 선택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고 그 절차는 국제적으로 보편

- 5단계 : 안전 및 성능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단계로서 합치성검
사가 완료된 완성품을 이용하여 안전 및 기본성능을 시험절차서에 따
라 시험되었고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시험은 공인기관
에 의한 시험과 자체 입회시험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실적 자
료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시험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교부한다.
- 6단계 : 형식승인 완료단계로서 국토교통부에서는 3, 4, 5단계에서
교부된 확인서를 토대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문기관은 형식승인 용
품의 주요내용을 기술한 형식승인 자료집을 발급한다. 또한 전문기관
은 형식승인 전 과정의 내용을 정리 기술한 보고서를 배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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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제작자승인 완료단계로서 국토교통부에서는 3, 4단계에서
시행된 확인서를 토대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문기관은 제작자승인
전 과정의 내용을 정리 기술한 보고서를 배포토록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수행절차는 3.1의 형식승인 절차와 유사하
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과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
행지침」에 따라 신청자와 전문기관은 [그림 4]와 같이 크게 5단계
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체 흐름에 대한 개

4. 결론 및 향후 계획

념은 [그림 6]과 같다.

2012년 12월 18일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어 2014년 3월
19일부터 발효가 되었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철도분야의 국가
인증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 철도용품에

[그림 4]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단계별 순서

대한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
행하기에 이르렀다.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인 「철도안전법 시행
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
행지침」,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최근에 고시되었고, 현재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과 제작
자승인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기준과 관련되는 「기술기준 관
리 지침」과 「철도용품 기술기준」의 고시가 예정되어 있다. 고시된
법령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논
의 되어 최종 고시하였지만 시행중에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
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여 분쟁해결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
으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그림 6]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절차 개념 흐름도

최고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5] 철도용품 형식승인 절차 개념 흐름도

- 1단계 : 제작자승인 신청 전에 신청자와 검사기관간의 신청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단계로서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
여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제작자승인 신청 시에 결정해야 하는 사
항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신청자와 검사기관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예
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사전검토회의는
사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수차례 개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과 관련된 법령 구

- 2단계 : 신청자의 신청과 검사기관의 검토를 통한 계획서를 마련하
는 단계로서 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를 통하여 이해된 신청자료를 신
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검사기관은 신청자료를 검토하
여 형식승인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계획(기준, 방법 및 절차, 승인
될 내용, 일정, 전담인력 등)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 배포한다.

자승인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형식승인 대상 선정과 기술기준에

- 3단계 :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검사를 수행 단계로서 신청자가 제시
하는 문서화된 품질관리체계 자료(자원, 생산설비, 제작 프로세스, 검
사장비 등)를 검사기관이 검토하여 확인 승인토록 하며, 완료 후 확인
서를 교부한다.
- 4단계 : 확인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영/유지에 관하여 공장현장
에서 검사하는 단계로서 품질관리체계 자료를 토대로 공장의 제작과
정을 따라 문서화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확인하며 완료 후 확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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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체계를 고시된 법령을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신청자(산업체)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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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의 운영방안 및
기술기준 개발 현황

1. 서론

2.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운영방안

최근 주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된

2.1 법체계

사고 및 운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의

[그림 1]은 개정되기 전의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의 체계이며,

안전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의 안

철도차량 및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안전지침, 표준규격, 시험기

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통해 철도차량 인증

준 등이 부령 또는 고시(장관고시)로 규정되었다. 철도차량안전기

제도를 국제적 추세인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정비하였다.

준 및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은 기술의 발전동향, 안전사고 또는

기존의 인증제도인 성능시험·제작검사제도에서는 최초차량에

운행장애의 유형 등에 따라 신속히 개정되어야 하지만, 국토교통

대한 성능검사가 제작된 이후에 실시되므로 차량제작 전에 설계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

검증을 통해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다. [그림 2]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의 체계이며, 유연한 관리(제·

기존 인증제도는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설계적합성의 검증 없

개정)를 위해 철도형식승인제도의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과 기술

[그림 2] 개정 철도안전법의 체계

이 부품·구성품 단위 또는 완성차 단위의 시험에 치중하므로 사

기준을 장관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형

전 설계검증이 미흡하였고, 차량제작이 착수된 이후에도 설계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제도 소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의 운영방안 및 기술기준 개발 현황
철도 형식승인검사기관 운영 방향과 해외 인증제도 사례

02

식승인의 대상, 절차, 방법, 증명서교부, 변경승인 대상·절차, 변

경 또는 설계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하여 철도차량의 품질과 안

2.2 하위법령의 구성 및 내용

경신고 대상, 형식승인검사 면제범위, 변경승인 명령 등을 규정하

정성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차량기술의 발전과

<표 1>은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보여준다.

였다. 또한 형식승인검사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

더불어 차종도 다양화되어 제작자가 아닌 제3자(검사기관)가 결

시행령은 국내에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철도차량

험의 절차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철도차량의 제작 품질

함을 찾아 시정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의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하고, 유지보수, 사고복구 등 특수목적 차

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작자승인과 완성검사의 대상, 절차,

더구나 기존 인증제도에서 제작자는 자발적인 안전성 및 품질관

량의 형식승인검사 면제범위를 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

리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법정검사의 통과에만 주력할 수 밖에

입한 협약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면제범위 등을 규정하였다.

<표 1>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의 구성 및 내용
시행령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
검사 시행지침

없었고, 법정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운행 중에 결함 또는 운행장

철도안전법

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검사기관)와 제작자 또는 발주자(운영

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2
(형식승인의
취소)

제22조(형식 제46조(형식승인 신청 절차)
제2장(철도차량 형식승인)
승인검사를
제47조(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1절(형식승인검사 준비)
변경)
면제할 수 있는
2절(계획수립)
3절(형식승인검사 방법 및
철도차량 등) 제48조(형식승인검사 방법 및
절차)
증명서발급)
제49조(형식승인검사 면제절차)
제50조(형식 변경승인 명령)

제26조의3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4
(결격사유)
제26조의5
(승계)

제2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자)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제작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
나 해당차량의 사용정지를 명령하는 등의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
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제작검사 과
정에서 검사기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오히려 제작자의 경쟁
력 저하와 자발적 품질관리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
었다.(1-5)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의 개정(2012년 12월 18일)을 통해 이
와 같은 기존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철도안전을 근본적

시행규칙

제3장(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51조(제작자승인 신청)
1절(제작자승인검사 준비)
제52조(제작자승인의 경미한
2절(계획수립)
사항 변경)
3절(제작자승인검사 방법 및
제53조(제작자승인검사 방법 및
절차)
증명서발급)
제54조(제작자승인 면제절차)
제55조(지위승계 신고)

(a) 철도안전법

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성능시험·제작검사제도를 대신하여 형식

제26조의6
(철도차량
완성검사)

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1년 3개월

-

제56조(완성검사 신청)
제57조(완성검사 방법 및
검사필증 발급)

제4장(철도차량 완성검사)
1절(완성검사 준비)
2절(계획수립)
3절(완성검사 방법 및 절차)

의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절
제29조
제26조의7
(시정조치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면제신청)
취소)
제26조의8
(준용규정)
제31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2조(제작
또는 판매중지 등)

차·방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2014년 3월 18일), 시행
규칙(2014년 3월 19일), 시행지침(2014년 4월 3일)을 개정하였
김연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인증안전센터 책임연구원
(yskim@krri.re.kr)

다. 설계적합성 검증의 기준이 되는 철도차량기술기준은 전문연
구기관, 철도운영기관, 차량제작자가 공동연구를 통해 초안을 마
련하였고, 여러 단계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중에 있
다. 본 자료에서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도입된 형식승인, 제작

이푸르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인증안전센터 연구원
(kinky0602@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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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인, 완성검사제도의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현재 초안이 마련
되어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철도차량기술기준(안)을 소개하였다.

제58조(제작자승인 취소 등 처분 제3장(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기준)
4절(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
제59조(품질관리체계의 유지)
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b) 도시철도법

[그림 1] 개정전 철도안전법 및 도시철도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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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증명서교부, 변경승인 대상·절차, 변경신고 대상, 검사 면

2.4 효율적 운영방안

제범위, 지위 승계 절차, 승인 취소 등을 규정하였다. 제작자승인

[그림 6]은 일괄시행 절차이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검사는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검사, 제작검사로 구성하였고, 완

를 순차적으로만 시행할 경우 인증기간이 증대되어 신청자와 발

성검사는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으로 구성하였다.

주자(운영기관)에게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승인을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서는 신청자(제작

신청할 때 제작자승인과 완성검사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효

자), 발주자(운영자), 형식승인검사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등

율적 제도 운영방안이 마련되었다. 일괄로 시행할 경우 부품·구

수행주체별 역할, 입증자료에 대한 보안·비밀보장·보관, 분쟁

성품·완성차 단계별로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

해결 등을 규정하고,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의 중복승

업무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인증기간이 크게 단축될

인 방지 및 일괄수행 등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규정하였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는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

[그림 3] 철도차량 형식승인 세부절차

[그림 4]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세부절차

<표 2> 철도차량 형식시험 종류

[그림 5]는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세부절차이며, 전문기관에서는

검사에 대해 사전검토회의, 계획수립, 입증·검증, 증명서 교부,
(6)

사후관리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2.3 형식승인제도 운영방안

[그림 3]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세부절차이다. 형식승인 신청자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시운전시험

완성차량검사, 형식승인검사기관에서는 주행시험을 시행한다. 신

내장판 화재

구조체 하중

중량측정

역행

청자는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

의자 화재

대차 하중

차량한계측정

제동

하여 형식승인검사기관에 신청한다. 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전

최고속도

통로연결막 화재

대차 안정성

곡선통과

는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바닥재 화재

차체지지장치

접지시험

집전

형식승인검사기관에 신청한다. 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전에 해

단열재 화재

집전장치

절연저항

유도장애

에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완성검사 범위(면제범위), 일정 등을 검

전선 화재

추진제어장치

내전압사

보호장치동작확인

성검사계획서는 완성차량검사계획서와 주행시험계획서로 구성

보조전원장치

누수

소음

되며, 각각 검사기관과 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

검사기관은 신청된 형식승인에 대해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변

차체구조 화재(방화벽)

차상신호장치

차체리프팅

진동

다. 신청자는 완성검사계획서에 따라 부품·구성품·완성차 단계

자동화재 진압설비 성능

종합제어장치

집전장치

승차감

경신고, 제49조에 따른 면제, 제50조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

전자제어기기 환경

제동장치

추진제어장치

주행저랑

정하고, 형식승인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형식

유리창

냉난방·환기장치

보조전원장치

공력특성

전품목검사와 완성차검사로 구성되며, 안전품목검사는 철도차량

승인계획서는 형식승인에 대한 세부기준, 세부절차, 세부일정, 수

의자강도

여압장치

차상신호장치

냉난방환기

의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출입문

종합제어장치

여압장치

있는 34개 품목에 대한 검사이다. 완성차검사는 해당 철도차량이

충돌안전성

제동장치

지상설비 연계동작

구성품·완성차 단계별로 설계적합성·합치성의 입증, 형식시험

냉난방ㆍ환기장치

주요기기온도 및 상태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을 시행한다. 신청자는 입증활동 및 자료작성을 직접 하거나 외부

여압장치

동적특성(주행안전성)

전문가(공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청자는 각

기능 및 동작

중련운전

고, 일정 등을 검사기관과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

행조직 등을 정의한다. 신청자는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부품·

단계별 입증결과 또는 시험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검사기
관은 이에 따라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의 입회/

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와 관련하여 검사기관, 전문기관,
신청자 사이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철
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중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식승인에서의 완성차시험과 동등하게 수행된다. 주행시험은 예
비주행과 시운전시험으로 구성되며, 시운전시험은 양산된 차량이

기밀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과 동등한 형식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형식승인에서의 시운전시험과 동등하게 수행된다. 국토교통부장

검증을 수행한다. 설계적합성검사는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기술

를 요구하지 않도록 중복승인 금지조항을 두었다. 또한 형식승인

별로 완성차량검사 및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완성차량검사는 안

지상설비연계동작
중련운전

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에 대해 신청자에게 중복·반복하여 검사

사기관 및 전문기관과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 완

차체외장 화재

당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승인 범위(면제범위), 변경승인/변경신

발주자는 검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형식승인검사, 제

관은 검사기관과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서 검증을 완료하면 최
종적으로 완성검사필증을 발급한다.

[그림 6]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의 일괄시행 방안

4. 철도차량 기술기준 개발현황

검토서, 도면, 계산서, 해석서 등)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그림 4]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세부절차이며, 형식승인 세부

검사이다. 합치성검사는 설계적합성을 확인받은 해당 철도차량의

절차와 유사하다.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는 신청자가 형식승인

설계와 제작품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사이다. 형식시험은 부품시

에 합격한 철도차량을 양산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였

4.1 철도기술기준 체계

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시운전시험으로 구성되며, 세부항목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이다. 제작검사는 승인된 품질

철도기술기준은 [그림 7]과 같이 철도차량기술기준, 철도용품기

은 <표 2>와 같다. 부품단계에서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

관리체계가 제작공장 등에서 적용·운용·유지하고 있는지에 대

술기준, 철도시설기술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로 구성될 것이다.

단계별로 입증·검증이 완료되면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설계적

한 현장실사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모든 단계에서

이들 중 철도차량기술기준은 차종별 기술기준과 제작자승인 기술

합성검사확인서, 합치성검사확인서, 형식시험확인서를 발급한다.

검증을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발급한다.

기준으로 구성되며, 차종별 기술기준은 다시 고속철도(동력집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모든 단계에서 검증을 완료하면 최

식, 동력분산식, 자기부상식), 일반철도의 동력차/객차(디젤기관

종적으로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한다. 검사기관은 모든 형식승인

차, 디젤동차, 전기기관차, 전기동차, 객차)와 화차기술기준, 도

단계에서 생성·확인·승인·검증한 문서들을 전자문서 형태로

시철도의 전동차(DC전동차, AC전동차, AC/DC 겸용전동차별 대

보관하여 향후 변경신고·변경승인·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

[그림 5] 철도차량 완성검사 세부절차

형 및 중형전동차)와 경량전철(고무차륜형식, 철제차륜형식, 노면

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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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황 및 향후과제

전차, 모노레일, LIM 형식, 도시형자기부상) 기술기준 등 총 18개

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철도차량, 제작자

차종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철도차량기술기준은 고

승인 기술기준, 안전품목검사기준의 8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속철도 1종, 일반철도 2종(동력차/객차, 화차), 도시철도 1종, 경

총칙(Part 1)은 철도차량 기술기준 및 시험규격에 대한 적용기준,

전철 1종(또는 6개 차종의 기술적 차이점에 따라 별도 고시 검토)

일반사항, 용어정의, 유효기간, 철도차량의 분류를 규정한다. 기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한 이후에 하위법령과 기술기

등 총 5종이 독립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특수철도차량 기술기

술기준 적용(Part 21)은 형식승인·제작자승인 및 변경승인·변

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공청회

준은 차종별 기술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특성을 갖는 특수한

경신고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용기준을 규정한다. Part 31 ~ Part

(2013.5.31)에서는 기술기준과 시험규격의 분류체계, 세부항목

차량이 포함될 것이다. 제작자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이와 같은

61은 차종별 기술기준 및 시험규격으로서 고속철도 차량(Part

등에 대해 의견 수렴하였다. 제2차 공청회(2013.9.13.), 행정예

18개 차종의 제작(양산)을 위한 품질유지 및 제작관리를 규정하므

31), 일반철도 차량(Part 41), 도시철도 차량(Part 51), 특수철도

고(2014.2.10.), 제3차 공청회에서는 기술기준 및 시험규격 세부

로 1종이 개발될 것이다.

차량(Part 61)이 이에 해당된다. 차종별 기술기준 및 시험규격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외에도 철도관련 다양한 이해

개요, 적합성평가, 필수요구사항, 주요장치별 기준, 시험규격서로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차량제작사를 포함 26개 기관 의

구성된다. 적합성평가에서는 기술기준 세부항목별 입증방법(기술

견조회, 부품업계 간담회, 철도차량제작사와의 협의회 등이 수행

검토, 도면, 해석, 계산) 및 시험항목이 제안되었다. 필수요구사항

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은 차량시스템 레벨에서 요구되는 안전(차량한계, 주행안전, 충돌

형식승인제도를 준비·개발하는 측과 철도산업계의 의견차이가

안전, 화재안전, 전기안전, 위험도분석, 철도소프트웨어), 성능(운

상존하고 있다. 즉, 철도산업계는 새로운 인증제도가 인증기간을

행조건, 운행성능), 차량-인프라 인터페이스(차량-전력, 차량-

증대시키고, 강화된 기술기준은 차량의 설계·제작비용을 상승시

신호, 차량-통신, 차량-궤도, 차량-기관사), 운영 및 유지관리

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철도차량 관련 사고와 운행장애를

(유지보수기준, 유지보수성, 유지보수자료), 운용한계(신뢰성/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의 선진화와 기술기준의 강화가 반드

용성, 보건, 소음, 구원운전, 공기역학(고속철도)) 요구사항이 규

시 필요하다는 것이 기술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측의 입장이다. 우

정되었다. 주요장치별 기준은 차체 및 설비, 주행장치(대차), 제동

리는 철도교통은 단 한번의 사고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이

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

러한 사고는 국가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거의 경

4.2 철도차량기술기준 개발계획

결장치 등에 대한 설계 및 구조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 시험규격

험을 통해 알고 있다. 지금 당장 다소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철

[그림 8]은 철도차량기술기준의 개발 계획이다. 형식승인제도가

서는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시운전시험으로 구분되

도안전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이를 실행해야만 과거의 아픈

시행되는 2014년도에 고속철도(동력집중식), 일반철도(동력차/객

어 적용범위, 참고표준규격, 시험방법, 결과분석, 판단기준 등을

경험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 도시철도(전동차), 제작자승인기준을 시작으로 2017년도까

규정하였다. 제작자승인기준(Part 71)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

지 18개 차종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기준이 개발될 예정이다. 또

량을 양산하는데 필요한 제작자의 품질시스템, 품질관리 및 제작

한 2014년도부터 개발된 기술기준을 이용하여 형식승인·제작자

관리 책임, 제작·생산·품질유지, 불만족사항관리, 품질시스템

승인·완성검사를 모의수행하고,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검증·

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그림 7] 철도기술기준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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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철도차량 기술기준 및 시험규격의 구성

4.3 철도차량기술기준 구성
철도차량기술기준은 [그림 9]와 같이 총칙, 기술기준의 적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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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도 형식승인검사기관
운영 방향과
해외 인증제도 사례

제외)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격관리기준(가칭)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안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절차로 인증업무의 평가·심사자, 기술책임자, 인증과제책임자

철도의 안전확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철도 차량 및

본 논고에서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철도 차량 및

등을 선정, 배치할 수 있는 인증·심사인력 관리체계를 구축, 운

철도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시켜서 철도의 안전

용품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제도의 시행 업무를 국

영할 준비도 필요하다.

인증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우리 철도산업의

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시행하는 형식승인검사기관의

또한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 인력은 기존에 보유

해외 경쟁력을 높이려는 배경에서 2012년 12월 18일 철도안전법

운영 방향과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해외의 철도 인증제도와 인증

한 인증기법과 경험의 활용을 통한 전문성 유지와 함께 한편으로

이 개정되었고 1년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3월 19일부

업무를 시행하는 인증기관의 운영사례, 인증 절차 등을 소개함으

는 철도분야에 개발, 시도되는 신기술 동향이나 새로운 인증기법

터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가가 관

로서 철도 형식승인검사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등의 정보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과정

리해야 하는 형식승인제도 운영 관련 시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고

한다.

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형식승인기관은 전담인력의 전문성

시하고 철도 차량 및 용품의 기술기준을 국제 수준과 국내 기업의

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도 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고 정기 교육훈련을 시행함으로서 인증·심사인력의 인증기법과

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제작자(수입자)가 해당 철도차량·용
품의 설계와 품질관리체계, 제작 과정이 정부가 고시하는 기술기

2. 철도 형식승인검사기관의 운영 방향과
고려사항

준에 적합한 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제도이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의 운영방안 및 기술기준 개발 현황
철도 형식승인검사기관 운영 방향과 해외 인증제도 사례

목진용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인증안전센터 수석연구원
(jymok@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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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형식승인 업무를 전담하는 인증·심사 인력에 대한 자

2.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영 제63조4항 제1호에 따라 완성차량검사업

형식승인제도는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될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제도 소개

03

철도 분야의 신기술 동향 등 전문성을 유지,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의 준비와 실행도 필요할 것이다.
2.2 인증·심사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Impartiality)

형식승인제도의 도입 효과로 철저한 사전 설계검증으로 설계 시

2.1 철도 인증·심사업무의 전문성(Competency)

인증·심사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은 신청 고객의 다양한 제시 의

행착오를 줄이고 차량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철도시스템은 공학분야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첨단기술

견과 입증자료에 대한 기술검토, 확인시험 등을 통한 검증활동 그

된다. 형식승인제도를 구성하는 3가지의 대분류 모듈은 크게 형

이 조합된 대형 복합시스템이며, 특히 철도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

리고 적합성을 판단하는 의사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

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그리고 차량에 적용되는 완성검사

인검사 기관은 철도차량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 개발, 시험인증 경

한 과정의 기술검토 절차와 인증·심사 결과의 판단, 의사결정 과

로 구성된다. 형식승인 검사는 국가가 고시한 철도차량 기술기준

험과 기술역량을 갖춘 인력과 업무처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철

정의 객관성, 공정성 유지는 신청 고객의 신뢰 확보 뿐 아니라 인

에 대한 차량의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및 형식시험으로 구

도 인증심사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증품질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도 인증기관이 갖출 중요한 덕목

성되는 검사이다.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면 철도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정부출연

으로서 요구될 것이다.

제작자승인 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 또는 용품을 제작하기

(연)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정부출연 연

따라서 철도 형식승인검사기관의 내부에는 인증·심사 업무처리

위해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인력, 설비, 장비, 기준 등 제작자의

구기관으로 인증업무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연구원

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인증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품질관리체계가 정부가 고시한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확인하는 품

의 시험인증안전센터는 국가로부터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에 정

있도록 세부 인증업무 처리 절차와 의사결정 절차 등을 정형화

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로 구성되는데, 여기서의 제작

한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용품 품질인증기

시켜 정의하는 품질매뉴얼과 표준절차서가 준비되어야 하며, 인

검사는 입고·공정·최종검사로 구성된 기존제도의 제작검사와

관,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의 법정시험을 담

증·심사업무 종사자들은 이러한 품질매뉴얼을 준용하여 담당 세

달리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입증자료, 문서에 대한 제작자 현장

당해 온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KOLAS국제공인

부업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하는 체계가 정형화 정

의 확인검사를 말한다.

시험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표준개발협력기관, 국

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도 형식승인검사기관의 품질매뉴얼을

완성검사는 양산 제작되는 모든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최

제표준 간사기관(ISO/TC17/TC269/SC15, IEC/TC9,) 역할도 적

준비할 경우, 매뉴얼에 포함될 항목들은 아래의 <표 1>에 보이는

초차량과 동등하게 설계·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서, 안전

극 활동하고 있으며, TTCI(미), RTRI(일), SNCF(프), CARS(중)

항목들이 고려해 볼 만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될 것이다.

품목검사와 완성차검사로 구성된 완성차량검사, 예비주행과 본선

TUV-SUD(독), Lloyd Rail(영) 등 해외 철도분야의 전문 시험·

이와 더불어 위에서 보인 세부 항목마다 인증기관 내부에서 진행

시운전으로 이루어진 주행시험으로 구성된다,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시험검사 기법과 경험, 신기술 동향

되는 기술 검토, 주요 의사결정 등 업무처리 절차는 어느 담당자

이러한 형식승인제도의 검사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등을 상호 공유하는 교류·협력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

에 의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정형화시켜 정해 놓은 형식

는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철

같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법정시험기관으로 쌓은 기술적 경험

승인 세부업무 절차서가 필요하며 인증·심사자는 이러한 절차에

도차량(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서 아

과 해외 시험·연구기관과 기술교류 성과는 철도 형식인증 및 검

따라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표준화된 세

래와 같이 역할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요구되는 경험, 숙련도와 전문성 확보

부업무 절차(도)는 이래 [그림 1]에 보이는 예시와 같이 정형화된

면에서 효과적인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흐름도 형태를 이용하여 세부 업무의 처리담당자 및 처리 순

이와 더불어, 향후 철도 형식인증 업무 고도화와 장차 해외 인증

서, 관련 문서의 명칭 등이 명확히 규정되도록 업무처리 절차와

기관과 상호인정단계까지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인증기관 내부

흐름을 정립하고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1. 검사기관 :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
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완성차량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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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2.3 인증·심사 고객에 대한 보안성과 투명성(Confidentiality and

<표 1> 품질매뉴얼 항목(예)
분류
총칙
일반
사항

매뉴얼 항목
형식승인검사 분류

신청서 접수

목적/범위/용어정의

책임과 권한

서류 검토
철도
용품
형식
승인

openness)
공인 인증·심사기관에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운영원칙은 인
증 신청 고객의 정보,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 활동과 고객

형식승인계획 작성

의 지적재산에 대한 비밀보장관리 체계의 운영이다. 고객에 대한

설계적합성 검사

투명성 원칙과 보안성은 공인 인증기관이 신청 고객에 대하여 갖

설계자료 승인

추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문서의 관리

합치성 검사

기록관리

형식시험 입회

교육관리

증명서 교부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유지

승인신청서 접수

대한 중요성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한 형식승인 시행지침

서류 검토

에도 잘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안성 철학은 인증기관의 내부

제작자승인계획 작성

품질매뉴얼 또는 보안성 관리 기준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준수되

권한의 위임
책임의 면책
고객 재산권 보호

철도
차량
제작자
승인

QMS 적합성 검사

이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내부적으로 고객의 정보 및 자료 등 지
적 재산에 대한 보안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에

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철도 차량·용품 형식승인 시

프로세스 관리

제작 검사

시정 및 예방조치

제작자 승인

행지침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검사기관의 고객에 대한 보안

내부 심사

신청서류 접수

관리 기밀유지 조항은 아래와 같다.

경영 검토
부적합 처리 절차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고객 이의신청 처리

철도
차량
형식
승인

매뉴얼 항목
사전 검토

조직 구성

경영
요구
사항

분류

품질경영 방침

철도
용품
제작자
승인

서류 검토
제작자승인계획 작성
QMS 적합성 검사
제작 검사

사전 검토

제작자 승인

신청서 접수

사전 검토

서류 검토

신청서류 접수

형식승인계획 작성
설계적합성 검사
설계자료 승인

철도
차량
완성
검사

서류 검토
완성검사계획 작성
주행시험 입회

합치성 검사

완성검사 필증 발급

형식시험 입회

완성검사보고서 작성

증명서 교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5조(비밀보장 등)
① 검사기관등은 입증자료 및 설명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청
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기관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형식승인검사 등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검사기관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형식승인검사등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되는 자료 등의 유출ㆍ분실 방지를 위해 보안계획을 자체
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검사 등의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
3. 승인업무 자료 종류별 보안등급 및 보안관리 절차
4. 승인업무 자료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 제작 결함 : 차량 제작자 또는 유지보수업체(유지보수 과정의 차량
개조 시)
* 유지보수 미흡 : 차량 운영자 또는 시설관리자

따라서,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품질경영체계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하는 절차를 매뉴얼
등을 통해 절차로 만드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
께 ISO17020/17021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심사기관의 책임
성과 관련한 전문가 책임보험의 가입 범위 등 인증심사 결과의 책
임성 보장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5 고객의 이견·불만 처리(Responsiveness to complaints and
appeals)
시험·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운영 요건
중 하나는 인증신청 고객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불만 또는 이견
에 대한 합리적 처리 절차이다. 물론 기존의 공인시험기관에도 품
질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품질경영 구성요소로서 고객서
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나, 특히 철도 형식승인제
도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형식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고객
서비스 체계 구축과 고객의 이견·불만 처리 절차를 좀 더 신중하
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증기관 내부에는 고객 불만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이해시키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 또는 절차의 준비가 필요한데, 예
를 들면 고객 불만처리 절차의 대안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
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고객의 불만사항 또는
이견에 대한 기술 검토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의견을 제시
함으로서 고객의 만족과 이해를 얻는 절차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기술위원회 운영 방안은 고객 만족과 신뢰를 높이는
바람직한 절차의 하나가 될 것이다.

2.4 철도 인증·심사 결과의 책임성(Responsibility)
시험·검사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기관이 고려해야 할 운
영요건 중 하나는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다. 시스템이

철도국(ERA；European Railway Authority)에 의해 법령으로
정해 운영 중인 인증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유럽의 TSI 인증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철도차량 제작자 또는 대리인은 인증기관인 Notified Body (NoBo2))
에 EC-검증(Verification)을 신청한다. (그림2 - ①)
2) 선택된 모듈에 따라, NoBo는 세부절차별 진행과정이 완료될 때 마
다 아래의 문서들을 신청자에 제공한다.(그림2 - ②③④)
- Type examination report (형식 검사 결과서)
- Design examination report (설계 검사 결과서)
- Assessment report on suitability for use (사용적합성 평가 보고서)
- Audit report on quality management system, specific for the
product category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공장 품질관리시스템 감사 보고서)
- Other kind of reports are possible (기타 가능한 종류의 보고서)
3) EC-검증(EC Verification) 수행 결과는 NoBo에 의해 기술문서로 요
약, 정리되어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4) EC-검증이 성공적(positive reports)으로 수행되면, NoBo는 (typeexamina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approval, conformity,
suitability of use)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림2 - ⑤)
5) 인증기관의 장이 EU에 인증서(EC Certification of Verification)를 발급
한 후에는 신청자는 적합성 EC선언(EC Declaration of Verification) 또
는 상호운영성 적합성(EC Declaration of Conformity, IC)에 대한 EC
검증 선언문서를 작성하여 NSA(National Safety Authority) 측에 제출
한다. (그림2 - ⑥⑦)
6) NSA(National Safety Authority；국가 안전관리기관)는 EC 검증 선언
문서와 자료를 확인한 후 차량(용품)의 영업운행을 승인하는 허가서
류를 발급한다.
7) NoBo는 매년 정기적 품질감사를 수행하며 이 감사는 전체적인 절차
뿐 아니라, 제품(subsystem, constituent)의 생산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춰 진행 된다.

유럽 연합의 철도 “상호운영성” TSI 인증 체계에서 철도차량의 경
우 EC-검증(EC Verification) 세부 모듈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철도차량 제작사는 모듈 SB+SD를 선택하

관(NoBo)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NoBo 역시 책임 보험

3.1 유럽 철도의 TSI1) 형식인증 체계와 인증 절차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여 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사

여 NoBo에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특별하게 세

해외에 운영 중인 철도 인증제도 중 체계적으로 잘 정립된 인증체

부 모듈 SB+SF를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로 한정된다.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NoBo가 적합성평가 과정을 수행하고 인
증서를 발행한 철도차량이 실제 영업운행 중 문제(고장 또는 장

1) TSI(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 유럽 회원국간에 운영되는 철
도분야의 기술기준으로서 ‘상호운영성’은 요구성능을 달성하면서 안전하고 중
단없는 열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철도시스템의 능력을 의미하며, TSI는 ‘상
호운영성’을 달성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며 최적 수준의 기술
적 조화를 정의한 문서로서, EU 회원국에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

애)가 발생한 경우, 원인에 따른 해당 기관별 책임 소재를 구분하
는 사례도 있으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참
고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설계 결함 : 설계자(일반적으로 차량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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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유럽 연합의 TSI(상호운영성 기술기준) 인증체계이며, 유럽

3.2 유럽 철도 TSI 인증 체계의 세부 모듈 구성

3. 유럽 철도의 형식 인증제도 운영 사례

비교적 잘 정립된 유럽의 경우, 유럽 연합은 규정에 공인인증기

[그림 1] 형식승인 세부 업무 -증명서 발급 절차(예시)

03

[그림 2] 유럽연합(EC)의 철도 TSI 인증 절차

2) NoBo(Notified Body) : TSI의 요구사항에 대해 IC 또는 하부시스템의 제삼자 평
가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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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철도 형식승인검사기관 운영 방향과 해외 인증제도 사례

Themes
- 관련 경험이 제한적인 반면 관련 기술이 새롭거나 복합적인 경우
- 제작될 차량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 많은 관련 이해 당사자가 있을 경우 (설계자, 제작자, 협력 업체 등)

는 EC-검증 선언문서(EC Declaration of Verification)를 작성하

No.

Body

여 해당 국가의 안전관리기관(NSA)에 제출한다. 이 EC-검증 선

24

NB 1467

25

NB 1468

26

등록 국가

라 새롭게 시행되는 철도 형식승인제도와 관련하여 정부(국토교

Instytut Kolejnictwa

Poland

통부장관)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된 형식승인검

TRANSPORTOWY DOZOR TECHNICZNY

Poland

NB 1602

Bahn Consult TEN Bewertungsges.m.b.H.

Austria

사기관의 향후 운영 방향과 인증업무의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고

27

NB 1615

BELGORAIL S.A.

Belgium

28

NB 1675

HALCROW RAIL APPROVALS LIMITED

United
Kingdom

29

NB 1696

LLC BALTIC TESTING CENTRE - BALTIC CERTIFICATION
ORGAN RAILWAY TECHNICAL FACILITIES

30

NB 1714

Vyzkumny Ustav Zeleznicni, a.s.

31

NB 1736

MOVARES POLSKA Sp. z o.o. LABORATORIUM BADAWCZE URZADZEN
I SYSTEMOW STEROWANIA TRANSPORTU SZYNOWEGO

32

NB 1807

VANAHEIM AB

33

NB 1869

HHC/DRS Inspecties BV

34

NB 1940

INSTYTUT POJAZDOW SZYNOWYCH TABOR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 유럽 철도국(ERA)에 등록된 공인

35

NB 1960

ITALCERTIFER S.P.A.

인증기관은 57개 기관이며, 아래 <표 2>와 같다.

36

NB 2030

Network Rail Infrastructure Ltd
Scandpower AS
‥zlekede′ studoma′nyi Inte′zet Nonprofit Kft.
KTI Ko

언문서(EC Declaration of Verification)를 근거로 해당국의 안전
기관 NSA(National Safety Authority)는 해당 차량의 영업운전
에 관한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함으로서 철도차량의 TSI 인증

공인인증기관(NoBo) 명

절차가 완료된다.
3.4 유럽의 TSI 인증기관 현황
유럽연합은 철도 “상호운영성 기준” TSI 인증체계를 운영하기 위
해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Member State)들이 상호 인정하기
로 규약을 정한 공인 인증기관을 유럽철도국(ERA)에 등록, 공지
하고 철도 차량 및 용품의 TSI 형식인증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
[그림 3] 유럽 TSI 인증의 세부 모듈 구성

3.3 유럽 철도차량의 TSI 인증에서 신청자 vs. 인증기관의 역할 구분

No.

Body

계적합성 평가 및 EC-검증(EC Verification) 절차와 관련하여 신

1

NB 0038

Lloyd's Register Verification Limited

공인인증기관(NoBo) 명

Latvia
Czech
Republic

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의 철도 인증제도 중 유럽 연합의 TSI(상호운영성 기술
기준) 인증체계에 대하여 형식인증 체계와 인증 절차, TSI 인증체
계의 세부 모듈의 구성, TSI 인증체계에서 신청자와 인증기관 간
역할 구분 등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형식승인검사기
관의 역할과 발전해 가야할 운영 방향 등을 비교해서 가늠해 볼

Poland

수 있는 참고 정보를 설명하였다. 결론으로, 본 논고에서 새롭게

Sweden

출범하는 형식승인검사기관이 앞으로 국제 수준의 인증기관으로

Netherlands
Poland
Italy
United
Kingdom

37

NB 2058

등록 국가

38

NB 2071

United
Kingdom

39

NB 2101

Associação Portuguesa para a Normalização e
Certificação Ferroviária

Portugal

France

Norway
Hungary

발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운영 방향과 고려 사항을 검토한 결과,
1) 철도 인증·심사업무의 전문성(Competency) 유지
2) 인증·심사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Impartiality) 확보
3) 고객에 대한 보안성과 투명성(Confidentiality and openness) 유지
4) 인증·심사 결과의 책임성(Responsibility) 확보
5) 고객 이견·불만 처리체계(Responsiveness to complaints and
appeals) 상시 운영 등을 향후 형식승인검사기관의 운영 방향에 고려
할 사항들로서 제안하였다.

2

NB 0062

BUREAU VERITAS

아래 [그림 4]의 유럽 TSI EC-검증(EC Verification)절차에서 신

40

NB 2106

Q TECHNA D.O.O.

Slovenia

앞으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철도 차량·용품 기술기준

3

NB 0474

RINA Services S.P.A.

Italy

41

NB 2129

BUREAU VERITAS, d.o.o.

Slovenia

청자 vs. 인증기관 역할에 보이는 바와 같다.

4

NB 0640

DEKRA Industrial AB

Sweden

42

NB 2191

Plurel

이 고시되고 철도 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되는 단계

세부 절차로 보면, 신청자는 차량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최

5

NB 0676

LLOYD'S REGISTER NEDERLAND B.V.

43

NB 2192

MMRA Ltd

종 시험 등 설계 적합성 입증과 관련한 제반 준비 업무를 책임지

6

NB 0893

EISENBAHN-CERT (EBC) Benannte Stelle
Interoperabilit·t beim Eisenbahn-Bundesamt

44

NB 2212

Schieneninfrastruktur-Dienstleistungsgesellschaft mbH

고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신청자(제작사)의 설계적합성 입

7

NB 0930

KEMA RAIL TRANSPORT CERTIFICATION

Netherlands

증자료 준비, 제출 및 입증 활동에 대해서 인증기관 NoBo는 EC-

8

NB 0941

RAILCERT B.V. (Subsidiary of T ÜV S ÜD)

Netherlands

검증(EC Verification) 절차를 진행한다. 형식인증기관 NoBo는

9

NB 0942

AGENCE DE CERTIFICATION FERROVIAIRE (CERTIFER)

10

NB 0986

ASOCIACI·N DE ACCI·N FERROVIARIA (CETREN)

11

NB 1010

LUXCONTROL NEDERLAND BV.

NB 1020

TECHNICKY A ZKUSEBNI USTAV STAVEBNI
PRAHA s.p.
RAILWAY APPROVALS LTD

신청자의 설계적합성 입증자료에 대한 검증활동 결과 신청자의
입증자료가 유효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완료하면,
EC-검증(EC Verification)에 관한 EC-인증서(EC Certificate)를
발행하고 관련 기술문서를 함께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발
급받은 EC-인증서(EC Certificate)와 기술문서를 근거로 신청자

[그림 4] 유럽 TSI EC-검증(EC Verification) 절차에서 신청자 vs. 인증기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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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럽연합(EC)에 등록된 TSI 인증기관 목록

유럽 연합의 철도 “상호운영성” TSI 인증 체계에서 철도차량의 설
청자와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은

03

12
13

NB 1125

Netherlands
Germany

France

Netherlands
United
Kingdom
Austria

45

NB 2237

Sconrail UK Ltd

46

NB 2250

Arsenal Railway Certification GmbH

Austria

Spain

47

NB 2269

Netherlands

48

NB 2329

ERC Gmbh

Austria

Czech
Republic

49

NB 2365

Certyfikacja Infrastruktury Transportu Sp. z o. o

Poland

50

NB 0038

RCC NOVA Sp. z o. o.

Poland

United
Kingdom

51

NB 0062

TINSA Ltd.

52

NB 0474

TÜV Nord Luxembourg s.a′.r.l.

53

NB 0640

54

NB 0676

ISARail S.p.a.
‥
T ÜV SUD Danmark

55

NB 0893

Network Rail Certification Body limited

United
Kingdom

56

NB 0930

CERTUNIV VASU′TI TANU′SI′TO E′S MU″SZAKI SZAKE′RTO″ Kft

Hungary

57

NB 0941

DIS Consulting d.o.o.

Slovenia

NB 1127

DELTA RAIL NOTIFIED BODY LIMITED

United
Kingdom

15

NB 1133

INTERFLEET CERTIFICATION LIMITED

United
Kingdom

16

NB 1143

ATKINS NOTIFIED BODY

United
Kingdom

17

NB 1144

SGS CORREL RAIL LTD

United
Kingdom

18

NB 1157

Altran UK Ltd.

United
Kingdom

19

NB 1278

SINTEF

Norway

20

NB 1304

SLOVENIAN INSTITUTE OF QUALITY AND
METROLOGY - SIQ

Slovenia

21

NB 1358

VYSKUMNY USTAV DOPRAVNY, A.S.

Slovakia

22

NB 1370

BUREAU VERITAS ITALIA S.P.A.

23

NB 1412

JSC Inspecta Latvia

행을 위한 실제 사례 중심의 문제와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United
Kingdom

Organismul Notificat Feroviar Roman – AFER
(Rumanian Railway Notified Body)

14

에 좀 더 다양하고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시

Romania

Bulgaria
Luxembourg
Italy
Denmark

출처: European Commission, N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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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01

1. 서론
일반적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될 경우, 그 교통수단이 이전

한 기본 인식전환 및 발전전략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의 교통수단에 비해 진보된 경우, 특히 고속·대량의 운행적 특성

나아가 고속철만의 수송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교통네트워크

을 갖는 교통수단일 경우, 도시·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시켜 도

중심지 역할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특화산업의 전달체가

1)

시, 지역 및 국가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고속철도 운영전략으로 세계철도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문화 및 생활 패턴까지 변화시키는 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
- 250km/h 속도용으로 설계된 새로 건설된 철도
- 200km/h 이상 혹은 220km/h 이상으로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개량된 기존선로
●차량 및 운영조건
- 출력/중량비가 증가되고 공기역학, 신뢰성, 안전성과 같은 특징을
갖는 기존의 차량과 구별되는 특수한 차량
- 220km/h 이상의 속도에서 기존의 선로변 신호로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운전실 신호를 장착한 차량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기술지에서는 고속철도의 정의와 함께 고속철도의 수송경쟁력

많은 고속열차가 기존선 철도망 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는

2004년 4월 1월 서울~동대구 간 경부고속선 1단계 개통, 2010년

의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적 관점에서 볼 때, 고속철도의 수송력은 고속철도의 기반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선 및 건설선에 고속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하지만 정부의 고속철도 경쟁체제 정책 및 잦은 안전사고 등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인식이 발생, 기존의 고속철도에 대

KTX(고속철도)의
수송경쟁력 이해와
발전방향

11월 1일 동대구~부산 간 경부고속선 2단계 개통 등 KTX가 우리

설에서 허용하는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허용되는 기존철도 보다

나라 대중교통의 척추를 담당하며 지역 간 거리 극복과 함께 일상

훨씬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속철도

생활권역을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 간 통행체계의 양적·질

2. 고속철도의 정의

적 변화를 나타내면서, 지역 간 수단분담구조를 속도-거리별 비

철도역간 이격거리 적정화 연구
절연구간 자동통과를 위한 Thyristor 전원절체
시스템 개발 사례 및 전망

로서 기준 속도보다 낮게 운행하는 몇몇의 선로상에서 기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인구밀도가 높은 어떤 지역에서 열차

교우위 개념에 부합하는 구조로 변화시켰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KTX(고속철도)의 수송경쟁력 이해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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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는 소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110km/h로 제한하거나 혹

1단계 개통과 호남선 전철화 이후 직결운행을 시작으로 대량·고

고속철도의 정의는 시대적 시간가치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소

은 터널구간 혹은 긴 교량에서 열차의 속도는 용량과 안전의 분명

속 수송에 의한 간선축 교통이용패턴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2)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초까지는 최대속도 100km/

한 이유로 160~180km/h로 제한한다. 결국 기존선 철도의 성능

a. 2004년 11월

h 이상이면 고속철도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철도 최고속도가 약

이 고속철도의 운영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나라에서 160km/

160km/h일 때를 기술적 한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

h 속도로 운행 가능한 열차와 조건을 만족하는 높은 품질(미래의

이후 자동차·항공기·열차 등 교통수단의 급격한 기술향상으로

고속철도 진입의 첫 번째 단계로서)의 열차는 이미 고속철도로서

오늘날 바퀴식 철도 최고속도가 350km/h 이상까지 가능한 기술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고속전철은 220km/h 이상

수준을 고려할 때 열차 최고속도 200km/h이상을 고속철도라 한다.3)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철도를 의미한다.

b. 2006년 4월

중국 고속철도 교량설계 기본개념 소개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규칙에서는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
구간을 200km/h 이상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 장
관이 지정, 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속철
도에 대한 정의는 사용되는 기준치에 따라 다양하다. 왜냐하면 고

3. 고속철도와 수송경쟁력 관계

속철도가 복잡한 현실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

자료 : 조남건 외,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 변화」 국토연, 2006. 12

[그림 1] 고속철도 이용권역 변화

용되는 정의는 유럽연합(UIC)에 의한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UIC

수송경쟁력(輸送競爭力, Competitiveness in Transport Sector)

에서는 고속철도의 기반시설, 차량, 운영의 관점에서부터 고려하

이란 교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가

여 다양한 환경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늠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포터(Michael

유럽연합 지침서 96/48에서 고속철도의 정의는 많은 시스템을 포

Porter)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는데 주로 경영전략이론에서 경쟁

서울~부산 구간에서 KTX는 항공과 고속버스 및 승용차의 수요

함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

우위(競爭優位, Competitive Advantage)를 의미한다. 원래 미시

를 상당부분 대체 하였고, 서울~대구 구간에서의 항공 및 고속버

가 서유럽의 다양한 철도시스템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부터 이미

적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사용

스 수요 역시 KTX로 많은 전환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철도교

사라진 오래된 기반시설과 기술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고속철

되었다가, 기업경영의 거시적 환경 및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통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키는 ‘저탄소 녹

도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별 노력을 포함하여 기존철도에 대한 평

면서 산업은 물론 국가단위 경쟁력을 거론하는 등으로 발전한 개

색성장’의 상징이 되었다. 운송수입 증가는 물론 에너지소비 및

가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고속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

념이다. 종합하자면 수송경쟁력이란 “경쟁우위의 확보여부”를 가

이산화탄소 배출도 저감되는 국가적인 성과창출을 가져왔다.

소를 통합하여 정의하고 있다.4)

늠하는 잣대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수송경쟁력에 앞서 수송활동은 현대사회 및 경제성장을 위한 필
요 요소인 접근성과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서 사회에 많은 이득을

오윤식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경영연구처 주임연구원
(202367@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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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병호, ‘고속철도 개통과 대전시 공간구조 변화’ 2008
2) 건설교통부 ‘KTX개통 2년, 교통패턴과 국민생활에 큰 변화 가져와’ 보도자료,
2006. 03. 30

3) 철도건설법 제2조(정의)
4) “High Speed Rail and Sustainability” UIC 2011.11

준다. 그러나 이러한 수송활동은 이산화탄소 발생, 혼잡, 사고 및
토지수용 등과 같은 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

41

Korean Rail Technology
www.krri.re.kr

2014 MAR/APR
VOL.54

Technical Notes
KTX(고속철도)의 수송경쟁력 이해와 발전방향

01

Technical Notes
동시에 수송활동으로 인구의 증가, 도시화, 석유 및 에너지 비용

과 호남선은 인천공항까지 직결운행되어 환승 없이 KTX타고 공

2004년 개통당시 일일 132회에서 2012년에는 202회로 70회가

영향으로 2012년에는 14만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개통 이후 꾸준

의 증가와 함께 자원의 결핍과 같은 미래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안

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증가되었다. 반면 일반열차 중 새마을은 14회 감소, 무궁화는 5

히 증가하는 KTX 이용을 근거로 고속철도 수송경쟁력은 전반적

겨준다. 미래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효과적이

<표 1> 국내 고속철도 운행선 현황

회 증가, 통근열차는 96회 감소를 보였다. 이는 고속열차 서비스

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도입에 따른 이용고객의 선호도가 바뀌면서 고속열차 서비스

<표 5> KTX 수송실적 추이

고, 경제성을 갖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수송활동이 요구된다. 이

구분

선별

런 의미에서 고속철도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동시에 속도, 신

고속선

경부선

- 서울-광명-천안아산-대전-동대구-부산

경부선

- 서울-영등포-수원-천안-대전-동대구-부산
- 서울-광명-천안아산-대전-동대구-밀양-구포-부산

뢰성, 안락성 및 안전성과 같은 이동에 요구되는 많은 요소와 혼
합하여 수송수단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수송활동에 대한 정책선언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수송

직결선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의 기본적인 접근성과 개발 요구를 허용한다.
•안전 및 인간의 건강을 지원한다.
•승계하는 세대간 및 세대 내에서 평등성을 진작시킨다.
•구하기 쉽고 공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수송모드의 선택을 제공한다.
•경제적으로 경쟁력과 균형된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지구의 에너지 흡수 능력 내에서 탄소 배출량 및 폐기물을 제한한다.
•새로운 대체 연료를 허용하는 자원을 사용한다.
•소음발생과 토지 사용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이처럼 고속철도는 타교통수단보다 우위적인 교통수단일 뿐만 아
니라 환경과 국가적 경제발전 측면을 비롯한 지속성장 가능한 교
통수단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속철도의 수송경쟁력 이란
교통수단 중 하나인 고속철도(고속열차서비스 또는 KTX)가 경쟁
교통수단인 도로(승용차, 고속버스)는 물론 항공 및 해운과의 경
쟁에서 비교우위를 갖는가를 검토하고 비교우위가 없는 경우 비
교우위 확보를 위해, 이미 비교우위가 있다면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운행구간

화물

총운행
횟 수

142

631

2,022 2,653

447

3,100

287

140

627

2,021 2,648

359

3,007

2006년

140

70

310

109

629

2,107 2,736

353

3,089

고속철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이동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2007년

136

79

292

105

612

2,092 2,704

353

3,057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구간 개통으로 우

2008년

140

81

302

72

595

2,087 2,682

327

3,009

리나라 고속철도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지난 2010년 11월 동대구

2009년

142

74

302

61

579

2,237 2,816

300

3,116

~경주~부산을 연결하는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부산간

2010년

172

74

272

55

573

2,331 2,904

299

3,203

2011년

162

68

286

46

562

2,326 2,888

303

3,191

2012년

202

50

299

46

597

2,470 3,067

289

3,356

인천공항∼서울

2013년

호남선

인천공항∼용산

2013년

호남선

오송∼광주송정

2014년

동해남부선

경주∼포항

2014년

포항직결

경부선

대전·대구

2014년

대도심 통과

수서∼평택

수서∼평택

2014년

수도권 고속철도

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열차와 ITX-청춘, 전동열

호남선

광주송정∼목포

2017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차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일제 근무와 여가생

은 해에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도 완공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
포)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노선을 고속화하는 방안(함평~

4.1 고속철도 수송현황
현재 KTX는 고속선 뿐만 아니라 일반선으로도 운행중에 있다.
고속선은 경부축 2010년 2단계 개통으로 광명에서 부산까지 운
행되고 있다. 고속선과 함께 일반선으로 운행하는 직결운행선은

1일 평균 143.46 137.83 113.28 102.68 104.15 102.23 99.97 88.68 54.47

293

경부선

개통 이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은 2014년 완공예정이고, 같

2004

64

비 고

이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계획으로는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2005

64

경전선 복선전철 2단계

자료 : 철도공사 중장기 운송전략, 2012. 08

2006

136

2012년

4. 국내 고속철도(KTX)의 수송경쟁력의 의의

요일별 열차 운행 횟수를 보면 KTX의 경우 주말에는 주중보다

자료 :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4.2 국가 교통의 변화

통행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단축되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
로 변모하게 되면서 지역 간 이동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6> 고속철도 개통 전후 주요 구간별 통행시간 변화
구분

고속철도 개통 전

경부고속철도개통 후
(KTX 기준)

서울~대전

1시간 31분
(새마을호 기준)

52분

서울~대구

3시간 3분
(새마을호 기준)

1시간 44분

교통이동시간 단축으로 일일여행자의 증가로도 추측할 수 있다.

서울~부산

4시간 10분
(새마을호 기준)

2시간 13분

<표 4> 요일별 열차 운행 횟수

서울~오송

1시간 30분
(고속버스(남부터미널) 기준)

49분

서울~김천

2시간 40분
(고속버스(동서울터미널) 기준)

1시간 29분

28회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열차는 약 9회 정

활 증가에 따른 이동인구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고속이동에 따른

구분

주 중(회)

(단위 : 회/일)

주 말(회)
토요일

일, 공휴일

KTX

230
202
230
(경부130, 호남42, 경전18, 전라12) (경부152, 호남44, 경전22, 전라12) (경부152, 호남44, 경전22, 전라12)

서울~경주

4시간
(고속버스(동서울터미널) 기준)

2시간 10분

일반
열차

395
(새50, 누22, 무277, 통46)

387
(새52, 누10, 무279, 통46)

386
(새70, 누12, 무278, 통46)

서울~울산

4시간 40분
(고속버스(동서울터미널) 기준)

2시간 22분

소계

597

617

616

화물

289
(컨테76, 일213)

237
(컨테70, 일반167)

147
(컨테40, 일반107)

ITX-청춘

76

54

54

전동열차

2,426

2,009

2,009

소 계 (광역)

2,470

2,063

2,063

합계

3,356

2,917

2,826
자료 : 기준일 ‘13. 1. 31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이다. 경부선의 경우 서울~대전

최근 고속철도의 수송실적 현황을 보면 고속철도에 의한 선호도

까지는 일반선 이후 대전~부산까지는 고속선을 이용하는 경우와

를 파악할수 있다. 개통 첫 해인 2004년 수송인원이 1일 평균 5

반대로, 서울~동대구까지는 고속선 이후 동대구~부산까지는 일

만 4천명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5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8만 9천

반선을 이용하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 호남선의 경우 용산~서

여명, 2006년 약 10만명에 근접하였고 2007년 이후 10만명을 넘

대전까지는 고속선, 목포와 광주까지는 일반선을 이용한다.

어섰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다음해인 2009년에는

향후, 고속철도망 계획으로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오송~광주송

42

여객
합계

반영년도

무안 직결선 포함)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정까지 연결되고, 2단계는 광주송정~목포까지 연결된다. 경부선

(단위 : 회/일)

일반철도

마산~진주

호남고속철도 1단계

2007

연간 52,362 50,309 41,349 37,477 38,016 37,315 36,490 32,370 19,882

경전선

공항철도 직결

2008

132

- 용산-천안아산-서대전-익산-순천-여수엑스포

간

(단위 : 천명)

2009

2005년

- 서울-광명-대전-동대구-밀양-창원중앙-마산-진주

전라선

구

2010

2004년

경전선

<표 2> 고속철도망 중장기 운송계획

2011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소계

호남선

자료 : 2013. 4.

2012

광역
철도

년도별

KTX, KTX-산천

구분

<표 3> 연도별 일일 열차운행 현황

- 용산-천안아산-서대전-익산-목포
- 용산-천안아산-서대전-익산-광주

운행차량

노선

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KTX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부축 2단계사업
[그림 2] 고속철도 네트워크 계획(2012. 8.)

으로 추가 역(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 개통 및 속도향상의

[그림 3] 경부고속철도 개통전후 철도 이동시간 비교(서울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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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고속철도)의 수송경쟁력 이해와 발전방향

Technical Notes
즉, 초고속·대량 수송이 가능한 첨단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등

고속철도 개통 이후 교통부문의 변화는 구체적으로는 지역간 교

20%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감소이다. 또한, 2050년까지 세계적인

장은 대한민국의 교통을 KTX를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KTX는 국

통수단 분담률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지난 2004

배출량을 50% 감소하는 장기목표에 즉각적으로 시행하는데 발표

가교통의 대동맥으로 자리 잡았고 일부 지역의 경쟁교통수단의

년 4월 KTX개통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간 통행패턴은 KTX를 중

하였다. 다음 그림은 해양과 항공을 포함한 EU 27개국의 전체 온

몰락을 가져왔다. 서울~대구 구간 항공서비스 단절이나 일부 고

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대구, 서

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감소목표치는 전체 수송분야

속버스회사의 합병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울~부산 등 300km 이상 장거리 통행의 경우 승용차와 고속버스

의 배출량 곡선을 따라 80%와 95% 감소목표를 향해 현재 추정

2013년 4월 고속철도 개통 9년을 맞이한 시점을 기준으로 KTX

수송분담률이 크게 감소하고, KTX의 수송분담률이 60% 가량을

경향을 가정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이용승객은 총 3억 6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누적 수입액은 10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천안, 서울~대전 등 200km

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현재 14

이하 지역간 통행의 경우 승용차 분담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만 6,800명으로 개통 초기 평균 7만 2천여 명보다 약 2배가 늘었

있다.

으며 KTX의 운행횟수도 개통 초기 하루 132회에서 217회로 1.6

이러한 분담률의 변화는 기존 승용차 중심 교통이용 패턴을 급격

배가 늘어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 변화시켜 사회적으로는 의미 있는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그

우리나라 교통부문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20%, 국가 에너지 소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너지 이용 절감과 이에 따라 유발되는 환경

비량의 21%(전체 석유 사용량 중 35%)를 차지한다. 교통부문의

오염 저감, 그리고 차량이용 감소에 따른 사고절감 등이 있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 총 35.4백만 TOE 가운데 도로부문은 28.0백

<표 7> 고속철도 개통 9년의 주요 변화

자료 : ITF, 2005

[그림 8] 수송분야의 모델별 CO2 발생량

구분

개통(2004년)

9년 후(2013년)

하루 평균 이용객

74,051

146,800

2011년 서울~대구 구간 승용차 통행비율이 27%로 고속철도 개

만 TOE를 소비하여 전체의 79%를 차지하는 반면, 철도는 0.5 백

KTX 운행 횟수

132

217

통전인 2003년 41.2%에 비해 14.2%나 감소하였으며, 항공은

만 TOE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4%에 불과하다.

정기권 이용객

2,000

8,000

서울역 이용자

32,000

75,400

해당구간 상업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같은 기간 버스 통행 역시

또한, CO2 배출량은 도로부문이 86.9백만톤, 철도부문이 0.9백만

천안안산역 이용자

3,900

14,700

23.3%에서 9.1%로 감소하였고, 12%에 불과하는 철도 분담률은

톤으로, 철도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0.87%만을 차지하는 친

11,000

62.7%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부간 구간

환경 운송수단이다. 특히, 고속철도는 승용차에 비해 속도는 3.5

역시 유사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배 빠른 반면, CO2 배출량은 승용차의 1/9순준으로 저탄소 녹색

항공이용객

31,000

자료 : 문화일보 2013. 4. 2,

특히, 장거리에서 KTX의 시장 점유율은 독보적으로 코레일이 조

자료 : Marland,G,T.A Boden, and R.J.Andres, 2010

5)

사한 ‘교통수단별 시장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전체 교통수단 중

성장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그림 6] 1900~2000년 석유 연료의 소모에 의한 탄소발생량

KTX점유율은 300km 이상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 57%로 다른

4.4 고속철도에 의한 사회·경제적 변화

교통수단 보다 월등하게 높다.

앞에서 말했듯이 교통수단간 분담률 변화로 석유에너지 소비감

고속철도는 대한민국을 단일도시권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산업

소, CO2 배출을 낮추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소 등의 경제적·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했다면,

경적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효과

KTX 고속철도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했다. KTX를 통

로서 2008년 기준 2,974억원 에너지 비용 감소와 1,183억원의

해 이뤄지고 있는 속도혁명은 우리의 삶과 경제생활에 커다란 변

환경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를 가져오고 있다. 1905년 경부선 개통 당시 서울~부산 통행
에는 17시간이 걸렸다. 1960년대 무궁화호의 등장으로 6시간대,

<표 8>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에너지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액
[그림 5] 경부 축 주요 구간 수송분담률 변화

1980년대 새마을호 덕분에 4시간대로 줄더니, 이제는 KTX로 2
시간대로 단축됐다.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영화 한편 본 뒤 부산
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그림 4] 고속철도 개통 전·후 시간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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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EA TERM Report. 2009

4.3. 고속철도의 환경적 유익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현실적으로 타나남에 따라

[그림 7]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성장

(단위 : 억원)

지역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에너지비용 감소

1,900

2,883

2,947

2,974

2,974

13,678

789

1,178

1,195

1,183

1,183

5,529

환경비용 감소

자료 :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고속철도 개통 5주년 성과연구」 2009

기후변화 국제기구(IPCC)는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

수송분야는 현재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성 때문에 에너지 자

고속철도는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작용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는 질문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IPCC는

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해결 대상이 된다. 수송분야는 전세계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속철도역이 미래 도시경제활동의 핵심축이

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본으로 2100년까지 기후 상승이 1~6℃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로서 두 번째로 크다. 전체 수송분야의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KTX의 고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보다 높은 예측이 정확하다면

탄소배출량 73%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 분야이다. 항공

대량 수송 능력, 즉 고품질의 이동성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결단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분야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하여 13%로 두 번째이다. 철도는

열악했던 지방도시의 비즈니스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

이에 유럽 각국 정상들은 2007년 3월 법적 구속력의 목표치를 설

전체 수송분야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에 철도는 타 교통

인다. 게다가 고속철도역은 지역의 관문이자 권역의 거점으로, 지

정하는데 동의하였다. 동의 내용은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분야 보다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세

역을 대표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된 경제활동을 전개하기에는 매

계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 적합한 장소적 장점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의 특성이 잘 표출

5) 2012년 하반기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철도공사, 월드리서치

되어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경우, 지역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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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

고속철도역이 거점화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면 철도역 인근 상업

집중현상보다 오히려 서울에서 KTX 정차 도시로의 이동이 더 많

30%로 비중이 낮아진 반면 6%에 불과하던 부산의 비중은 23%로

다. 고속철도역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도로중심 교통이용패턴

시설의 경영환경은 양호하게 변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

은 것으로 타났다. 아래 표를 보면 2003년과 2009년을 비교할 경

크게 증가하였고, 대전도 5%에서 8%로 증가하였다.

이 고속철도로 옮겨 가면서 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히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역사내 상업시설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우 서울에서 4개 도시의 이동인구가 4개 도시에서 서울로 이동한

실제로 과거 포항, 경산 등으로의 이동은 고속도로를 이용했기 때

인접 상업시설의 매출 역시 유사 업종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

인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증가율 면에서 더

문에 대구와는 큰 관련이 없었으나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동

나고 있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있다. 이는 인구의 이동보다는 의료기술력이

대구역은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경북의 교통거점으로 변모하였다.

이 밖에도 고속철도 역사와 연계된 회의실은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

지방까지 확산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대구역은 인접한 경산, 포항은 물론 구미, 김천 등 경북

들이 시간을 절약하여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

방문객의 중간 기점이 되고 있다. 부산 역시 인접도시인 김해, 창

며, 이에 따라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KTX 역사 내

원 방문자의 지역 거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실은 51개로 2005년에 비해 역 8배 증가하였고 회의 개최 건수,
이용인원, 회의실 당 회의개최 건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회의실수(실)

회의건수(건)

주 : 개통 전(2000년~2004년), 개통 후(2004년~2008년)

[그림 13] KTX 개통 전후 도소매업 매출 변화율

이용인원(명)

회의건수/회의실수(건)
주 : 개통전(2000년~2004년), 개통후(2004년~2008년)

경북의 교통거점 - 대구

[그림 12] KTX개통 전후 관광숙박시설 객실판매 변화율
<표 9>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일수 추이
이용인원/회의실수(명)

이용인원/회의건수(명)

(단위 : 인/일)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4개 도시

895

953

1,037

1,273

2,643

3,556

3,785

4개 도시→서울

1,236

1,315

1,452

1,656

2,067

2,361

2,536

주 : 4개 도시(부산, 대구, 대전, 울산)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지역 및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보험 지급 실적 자료」, 2010

경남의 교통거점 - 부산

[그림 9] KTX 개통에 의한 지역교통 거점화

[그림 10] 롯데마트 서울역점 매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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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철도역 임대회의실 운영현황(12개 역, 51개실)

[그림 14] KTX 개통전후 지역별 국제회의 개최실적
2003년 총 289건

2008년 총 635건

도소매업 매출 증가율 또한 KTX 정차역 간에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4.78% 증가하였고, 대구는

KTX 정차 도시의 관광부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14.77%, 부산은 33.69%로 증가하였으며, 대전은 소폭 감소하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전의 관광숙박시설 객실판매실적

으나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KTX 개통 전 우려되었던

이 KTX 개통 이후 크게 개선되어 이들 지역으로의 여행객 유

서울로의 집중현상의 발생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입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이나 부산의 경우

다. 그러나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KTX의 개통으로 인하여 수도권

2000~2004년도와 2005~2008년도를 비교하면 17.8%이상 증가

집중현상이 강화되어 지방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하고 있다. 실제로 고속철도가 운행 중인 일본의 경우 고속철도

있다.

개통 초기 동경으로의 집중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KTX의 영향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방도시의 국제회의 개최역량

국제회의의 증가에 따른 도시 이미지 개선, 이동시간 단축 등으로

증진으로 유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속철도 개

인한 지방의 여가 및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

통전과 비교하여 2008년 서울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193건으로

로 보고 있다.

22% 증가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대전, 대구, 부산의 국제회의 개

한편 KTX 개통 전 지방 도시에서 우려했던 서울로의 집중현상

최건수는 2003년 41건에서 2008년 212건으로 약 5배 증가한 것

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부문의 경우 KTX 개통

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KTX 개통 전(2003년) 국내 국제회의

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서울로의

중 53%가 개최되었던 서울에서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2008년

[그림 15] 지역별 국제회의 개최실적 변화

5. 고속철도 수송경쟁력 발전방향
고속철도는 국가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SCO 사업으로 개통
후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단순한 교통수단으로서 개통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준비를 못하였다. KTX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 정차도시 및 주변지역의 KTX 이용이 증가
하게 되고 정차도시와 주변지역간 기능의 상호 연계가 강화되면
서 다양한 방향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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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주변지역의 발전 잠재력, 그리고 정차도시 간 연계교통체

는데, 고속철도 개통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센텀시티의 가치를

사 외에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속

계를 개선하여 지역간 동반발전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국제행사

철도는 운영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

KTX 정차 도시는 주변인접도시의 기능 분담을 하면서 전통문화

역시 외부로부터의 대량·고속 이동이 가능한 KTX를 통해 성공

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용률이 높아지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

및 특화를 통해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울산역은 2010년에야

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

KTX 가 정차도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타 교통수단과 협력하여 국

개통되었지만 산업도시인 관계로 가장 빠른 이용객 증가를 나타

스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과 국가의 경

토의 네트워크 교통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내고 있으며, 개통 초기부터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산업관광’이

쟁력 강화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만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각광받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고속철도 수송경쟁력의 제고는 국가적 교통체계

이처럼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도시들을 역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제한적인 고속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에서도 KTX서비스

또는 국민의 이동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며, 화석연료에 의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유치할 수 역량을 갖추고

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익산의 경

한 교통수단 감소를 통해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한편 교통 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 인근 전주와 군산, 더 나아가 새만금까지를 아우르는 지역의

잡, 교통사고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을 줄인다. 이는 국가경제 전반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한 도심재생 추진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고

토지이용이 재편되고 있으며, 광주송정은 광주의 부도심으로 성

의 화석에너지 자원에 대한 희소성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려되어야 할 사항은 대중교통 등 교통거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개통된 여

온다.

이다. 이후 교통에 기반을 둔 도시개발(TOD)이 추진된다면 KTX

수엑스포역 역시 여수가 중남권의 중심으로 부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KTX특송, 역사내 회의실 임대, MICE유치 등 고속철도의

이용여건이 개선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유동인구 증대를 통한 개발

를 만들었고 미래 남해안고속철도 추진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

속도와 전국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신규 비즈니스의 일자리 창

수요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개발수요, 즉 KTX 이용자

가되고 있다.

출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규 비즈니스는 주

의 특성은 역세권 개발의 의미 있는 정보로서 이를 근거로 적합

로 지역에 감춰져 있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져 지

한 비즈니스를 유치할 경우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더욱 높아

방도시의 발전, 즉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질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과 같은 고부가가치 업종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면, 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이 이

관광·휴양 등과 연계한 국제적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경우 소위

루어져 지역의 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

마이스(MICE) 산업 중심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본 기술지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속철

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의 수송경쟁력은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이처럼 지역마다 장점을 활용하여 KTX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

도의 정의를 알아보고, 고속철도와 수송경쟁력과의 관계를 통해

국민행복 또는 복지와도 관련이 높다. 우선 도로교통을 대체하기

다면 지역은 다양한 기능의 특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전

2004년 개통이후 고속철도 수송경쟁력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요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흡수하여, 사고로 인한 인적 손실과 이

국은 하나의 거대도시(Mega City Region)가 될 수 있다. 이 과정

약하자면, 고속철도 수송경쟁력은 직접적인 고속철도의 수송량뿐

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

에서 지역에 산재하는 경쟁력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

만 아니라, 간접적인 환경·사회·경제적 요소까지 제고되어야

행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철도는

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쟁력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속철도 이용을 교통수단 중 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중교

로 거듭날 것이다.

도상품의 하나인 ‘KTX’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통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에게도 유리한 교통수단이 되어 고속철

<표 10> KTX 개통효과 검토 기준

‘시설수준’에 따른 ‘고급수준’이 아닌 이용자의 선호도를 통한 ‘서

도의 복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경제 효과
지역개발

내용

계량화 내용

비고

개발수요
확보

지역 내 거점화 정도
- (유동)인구 증가
- 지역 내 교류증가

영향권 범위 및 특성
- (유동)인구 수 및 특성

시장 전국화
방문·관광증가

지역브랜드의 전국화 사례
관광객 증가

창업 증가
- MICE산업

창업 사업체 수
신규비즈니스(MICE 등)

산업고도화

3차 산업 비율 변화
- 금융·보험·행정

시장 확대 수요자 확대
신규
비즈니스

시장 창출

산업구조 고부가가치
고도화 산업비중 증가

실제로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동대구역으로의 유동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모 대기업이 동대구역 중심 복합환승
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부산 센텀시티 모 백화점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부산은 서울과
함께 경부고속철도의 양극으로 차별화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

비스’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품에
대한 단순한 판매가 아닌 서비스 관점에서 보는 경쟁력으로 인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고속철도 수송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고속철도를 선택하

참고문헌
 한국철도공사, 「교통시장 정기조사 연구보고서」. 2008~2012

게다가 고속철도역이 지역의 관문이 되면서 역세권에 대한 개발

가 성공된다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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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01

 양준규, 「고속철도 개통 5주년 성과 연구」코레일 연구원, 2009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2012
 한국교통연구원,「KTX경제권 특성화개발 연구」 2010~2011
 조남건 외,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 변화」 국토연구원, 2006
 임병호, 「고속철도 개통과 대전시 공간구조 변화」 대전발전연구원,
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지역 및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보험 지급 실적 자료」, 2010

 Plassard F (1991),「Transport and Spatial Distribution of Activities」,
Round Table 85, ECMT, Paris, pp43-74

는 이용자에게는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성도(fidelity)를

 Berg L van den, Pol PMJ (1998), 「The European High-Speed

높이고, 비이용자에게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Train and Urban Development: Experiences in Fourteen

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은 KTX 사업자인 철도공

European Urban Regions」, Ashgate, Aldershot

6)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박람회와 산업을 말한다. 이는 좁
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관광, 전시·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ICE 관련 방문객
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더불어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층
이기에 도시 홍보·마케팅 유발 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MICE 산업
육성을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다.

 UIC(2012), 「High Speed Railway System Implementation
Handbook,

 UIC(2011), 「High Speed Rail and Sustainability」
 UIC(2011), 「Carbon Footprint of High Speed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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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 론

02

~광주송정 182.3km 간 공주, 익산, 정읍역이 평균 45.6km 간격
으로 위치하는 등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의 역간거리는 평균 46km
수준이다.

철도역간
이격거리 적정화
연구

철도교통의 핵심 기능인 정거장의 위치 및 역간거리는 노선, 열차

2.1 현황분석

평균속도, 수요, 운송수입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

2.1.1 국내 철도 노선의 분류 및 지정

속화, 기존선 개량 및 신선 건설시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

현재 우리나라 철도 노선은 철도건설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며, 기준보다 과다한 정차역의 설치는 사업비를 증가시켜 철도투

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등에 의해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

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철도 및 도시철도로 분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능과 운행지

평 균

한편, 현재(2012년 조사 기준, 이하 동일) 우리나라의 평균 역

역을 근간으로 열차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고, 도시권

간거리는 고속철도46km, 일반철도 6.7km, 광역철도 2.1km로

역에서는 도시철도, 광역철도권에서는 광역철도, 지역간 교통에

이는 외국에 비해 59~84% 정도로 짧은 수준이다. 경부고속철

서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로 구분하며, 지역간 교통에서 고속철

도의 경우 천안·아산역~오송역이 28.7km, 신경주역~울산역

도는 200km/h 이상으로 분류하여 속도로서 일반철도와 구분하

이 29.6km 떨어져 있는 등 1990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오송, 김

고 있다.

천·구미, 신경주, 울산역 등 다수의 역신설로 인해 운행속도가
저하되어 표정속도가 선진국의 78% 수준이며, 경부선을 제외한
KTX(고속철도)의 수송경쟁력 이해와 발전방향
철도역간 이격거리 적정화 연구
절연구간 자동통과를 위한 Thyristor 전원절체
시스템 개발 사례 및 전망
중국 고속철도 교량설계 기본개념 소개

<표 3> 고속철도 평균 역간거리

<표 1> 국내 철도 노선의 분류
구 분

정 의

관련법

일반철도의 경우에도 표정속도가 45~60km/h 수준으로 운행함

고속철도

주요 구간을 200km/h 이상 주행

철도건설법

에 따라 타 교통수단 대비 속도경쟁력이 저하된 실정이다. 또한,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철도건설법

광역철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
철도 또는 철도

추가역 신설에 따른 역간거리 단축으로 인해 건설비의 증가도 불
가피한 바,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초기 계획 이후 4개 역의 신설
로 인한 추가 건설비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운행시간도 당초
서울~부산 간 1시간 56분에서 2시간 18분으로 22분 지연되었으
며, 역 추가 신설에 따른 분기기, 선로전환기, 신호기 등 시설물도
추가로 설치되었다.

도시철도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
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
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에서 정거장 간 거리를 1km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표준 역간거

특별(광역)시장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의 정거

<표 2> 국내 철도 노선의 지정

장 위치와 역간거리는 교통수요, 정거장 접근거리, 운행속도, 여

구 분

객 및 화물열차 운행방법, 정거장 건설 및 운영비용, 선로용량 등

고속철도

단일 차량과 단일 정차패턴이 기본인 도시철도에 비해 복잡한 변

일반철도

광역철도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노선별 역간거리를 조사하여 비교하고, 역
간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주요 영향 인자인 열차 최고 운
행속도, 표정속도, 수요 및 사업비 기준으로 적정 역간거리를 산
정하여 제시하였다.

정거장 수

평균 역간
거리 (km)

경부고속

서울 ~ 부산

417.5

10

46.4

호남고속

오송 ~ 광주송정

182.3

5

45.6

도시철도

비고

46.0

일반철도의 평균 역간거리는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사업이
8km, 덕소~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4.5km 등 2011년 기준 9개
사업의 역간거리가 평균 6.7km 정도 수준으로 조사된다.
<표 4> 일반철도 평균 역간거리
사업명

노선연장
(km)

정거장 수

평균 역간
거리 (km)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95.5

12

8.0

덕소~원주 복선전철

90.4

19

4.5

제천~도담 복선전철

17.4

4

5.8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11

5.7

진주~광양 복선화

51.5

5

8.9

2011년

포항~삼척 철도건설

165.8

19

8.7

기준

소사~원시 복선전철

23.1

12

2.1

전라선 복선전철화

119

21

5.7

울산~포항 복선전철

76.6

8

10.9

평 균

696.3

111

6.7

자료 : 국토해양부, 한국교통연구원 (2011) 철도의 명칭정립 및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이러한 철도 노선은 분류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노선연장
(km)

도시철도법

이러한 역간거리와 관련하여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

수를 내포함으로써 표준안을 제시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관련

구 간

구 분

비고

광역철도의 평균 역간거리는 수도권 전철 중 경부선 서울~신창
간 2.83km, 경인선 구로~인천간 1.42km, 경원선 소요산~청량
리간 1.87km 등 8개 노선 평균 2.1km의 역간 이격거리를 보이
고 있다.

지정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

비

고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
리, 기준반경 40km이
내, 표정속도* 50(40)
km/h이상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표
 정속도 :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체 소요시
간으로 나눈 속도
* 자료 : 국토해양부, 한국교통연구원 (2011) 철도의 명칭정립 및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2.1.2 노선별 역간거리 현황

<표 5> 수도권 전철 평균 역간거리
연장 정거장 평균 역간
(km) 수 거리 (km)

구 분

구 간

경부선

서울 ~ 구로 (신창)

116

42

2.83

경인선

구로~인천

27.0

20

1.42

경원선

소요산~청량리(지하)

42.9

24

1.87

중앙선

용산~국수

51.5

19

2.86

안산선

오이도~금정

26.0

13

2.17

과천선

남태령~금정

14.4

8

2.06

분당선

선릉~보정

27.7

20

1.46

일산선

대화~지축

19.2

10

2.13

합

계

평

균

비고

2009.4
기준
(8개 노선)
*인천공항
철도 제외

324.7 156
2.1

우리나라의 건설 및 운영중인 고속철도의 평균 역간거리를 살펴
장호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연구원
정책연구소 과장
(hhjang@kr.or.kr)

50

보면,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서울~부산 417.5km 간 광명, 천안·

참고로, 전국 도시철도(지하철)의 평균 역간거리는 서울이

아산, 오송, 대전, 김천·구미, 동대구, 신경주, 울산역의 8개역

1.09km, 부산이 1.03km 등 전체 평균 1.04km의 거리로 이격되

이 평균 46.4km 간격으로 위치하며,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오송

어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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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도시철도 평균 역간거리
구 분

연장
(km)

정거장수

평균 역간 거리
(km)

비고

룹은 FS-Holdings를 기본으로 철도의 건설 및 관리를 하는 철도

광주남역 간 1,068km를 평균 76.3km의 이격을 두고 운영하고

시설회사(RFI)와 철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Trenitalia SpA로 구성

있다.
이상으로 고속철도 신선 건설 및 운영국 7개국 평균 역간거리를

그리스

1,209

88

13.1

Piraeus-Thessaloniki, Thessaloniki–Bitola, Thessaloniki–Svilengrad (3)

포르투갈

918

119

9.7

Douro, Norte, Beira Alta, Alentejo (4)

696

111

서 울

286.9

265

1.09

부 산

96.0

94

1.03

로 구성되어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조사한 결과 고속철도의 평균 역간거리는 78.5km로서 우리나라

대 구

57.3

56

1.04

이탈리아는 2011년 말 기준 복선화 7,514km(45%) 및 전철화

고속철도의 평균 역간거리 46km와 비교해보면, 일본을 제외시

인 천

22.9

23

1.04

광 주

20.5

20

1.08

대 전

20.5

22

0.98

합 계

504.1

480

평 균

11,925km(71%)로 총 16,727㎞를 운영중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고속철도 역간거리의 43~63% 정도로 짧으며

이탈리아는 1992년 피렌체와 로마간 254km(신선 238km) 노선

평균적으로는 59% 수준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을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고속철도 신선은 토
1.04

간격으로 운행하여 전체 운행시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2.2 외국의 역간거리 현황
2.2.1 고속철도
1) 프랑스
프랑스 철도는 인프라교통관광부(French Ministry of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산하의 철도시설회
사(RFF: Re′seau Ferre′ de France)가 건설하며 SNCF (Socie′
te′ Nationale des Cheminsdeferfrancais)가 운영을 담당하
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복선화 18,278km(59%) 및 전철화
16,321km(53%)로 총 30,884㎞를 운영중이다.
프랑스 고속철도 신선은 크게 파리와 리옹을 잇는 LGV(Lignes

국가명

노 선 (조사노선 수)

1,597

21

107.5

LGV남동선, 론알프스선, 지중해선, 대서양선, 북선, 동선 (6)

독일

857

17

78.9

하노버-뷔르츠부르크/베를린, 만하임-슈투트가르
트, 쾰른-프랑크푸르트, 뉘른베르크-뮌헨 (5)

이탈리아

954

14

73.4

토리노 – 밀라노 – 로마 – 나폴리 – 살레르노 (6)

스페인

1,931

23

96.9

마드리드-바르셀로나/바야돌리드/세비야/발렌시아, 코르도바-말라가 (5)

화 5,221km(37%) 및 전철화 8,738km (63%)로 총 13,945㎞를

일본

2,568

91

43.1

토호쿠, 조에츄, 나가노, 토카이도, 산요, 큐슈 신칸센 (6)

운영중이다.

미국

734

11

73.4

워싱턴DC - 뉴욕 – 보스턴 (1) * 최고운행속도 240km/h

스페인은 1992년 마드리드와 세비야간 471km 노선을 처음으로

중국

1,068

15

76.3

무광선 (무한-광주) (1)

스페인 철도는 철도시설회사(ADIF)에서 철도시설을 철도운영회
사(RENFE)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복선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고속철도 신선은 마드리드를 중

평균
대한민국

78.5
600

15

심으로 크게 5개 노선으로 이루어지며 평균 96.9km의 역간거리

평균
대한민국

노 선 (조사노선 수)

11.4
삼랑진-진주, 덕소-원주, 제천-도담 등 (9)

6.7

2.2.3 광역철도
외국의 광역철도 평균 역간거리는 프랑스가 2.45km, 스페인이
3.11km 등으로 5개국이 평균 2.66km 정도로서 우리나라 수도권

노선연장 정거 평균 역간
(km) 장수 거리(km)

프랑스

4) 스페인

노선연장 정거 평균 역간
(km) 장수 거리(km)

전철의 평균 역간거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79% 정도로 짧다.
<표 10> 외국과 우리나라의 광역철도 평균 역간거리 비교
국가명 도시명

광역
철도명

노선수

평균역간거리 대한민국
노선연장
정거장수
대비(%)
(km)
(km)

프랑스

파리

RER

5

623

257

2.45

117

독일

베를린

S-Bahn

15

331

165

2.21

105

스페인 마드리드 Cercanias

9

339

118

3.11

148

덴마크 코펜하겐 S-train

7

165

85

2.12

101

11

729

225

3.41

162

2.66

127

2.10

100

일본

도쿄 외 JR동일본 외

평균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2)

46.0

자료 : 각국 시설 및 운영회사 홈페이지, www.wikipedia.org 외

를 두고 운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전철

9

325

156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7) 도시교통 특성을 고려한 도시철도 시스템 평가방안 외

2.2.2 일반철도

2.3 영향 요인별 역간거리 산정

a′ Grande) 남동선, 론-알프스선, 지중해선, 대서양선, 북선, 동

5) 일본

고속철도를 운영중인 철도 선진국을 대상으로 일반철도 역간거리

2.3.1 역간거리 산정시 고려요소 설정

선으로 구성되며, 짧게는 115km에서 길게는 409km의 거리에

일본 철도는 크게 신칸센(고속철도), 재래선(간선철도), 도시철

를 조사한 결과 평균 역간거리는 8km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

우선 역간거리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효과를 긍정적 효

2~4개의 역이 평균 107.5km 정도로 이격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 지역철도로 구분되며 신칸센 건설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나라가 외국 일반철도의 평균 역간거리의 84% 정도로 짧은 수준

과와 부정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긍정적 효과로는 전체 통

보조를 받아 독립행정법인인 철도건설운수정비지원기구(JRTT)

이다.

행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추가역에 정차함으

<표 8> 외국의 일반철도 역간거리

로써 발생하는 제동시간과 정차에 따른 여객 취급시간, 가속시간

2) 독일
독일 철도의 주체는 독일연방교통부(BMV) 산하 독일철도주식회
사(DB AG) 및 5개 자회사, 독일연방철도청(EBA), 연방철도자산
관리청(BEV) 등으로 구성된다. 선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선로의
유지보수는 DB AG 자회사인 DB Netze Track AG(철도시설관리
자)가 직접 수행하며, 역사 또한 국가가 소유, 관리와 운영은 DB
AG 자회사인 DB Netze Station AG가 담당하고 있고, 철도운송
은 DB AG 자회사인 DB ML AG 산하 4개 운송회사 및 380여개
의 여객·화물 열차운영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말 기준 복선화 18,124km(54%) 및 전철화
19,826km(59%)로 총 33,576㎞를 운영중이다.
독일 고속철도 신선은 크게 하노버와 뷔르츠부르크를 연결하는
노선 등 5개로, 81~327km의 거리를 평균 78.9km의 역간거리
를 두고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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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외국과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역간거리 비교

리노와 살레르노를 잇는 954km로 14개 역사를 평균 73.4km의

<표 9> 외국과 우리나라의 일반철도 역간거리 비교
국가명

되며 Trenitalia SpA는 여객부와 지역부, 화물부 및 시설차량부

2009.4
기준

02

가 건설 및 보유하고 영업회사(JR)가 영업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
다. 재래선 건설은 국가, 지자체, JRTT가 담당하나 대형 사철의
경우 직접 노선을 건설하기도 한다. JRTT는 일반철도 건설 및 정
비 신칸센 건설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의 일반선은 거의 건
설 완료된 상황으로 일반선의 경우 JRTT는 고속화사업 위주로
추진중이다. 2010년 말 기준 복선화 7,603km(38%) 및 전철화
12,391km (62%)로 총 20,140㎞를 운영중이다.
일본의 고속철도(신칸센)는 토호쿠, 제수, 나가노, 토카이도, 산
요, 큐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짧게는 117km에서 길게는
714km의 거리에 4~23개의 역이 평균 43.1km 정도로 이격되어
운영되고 있다.
6) 그 외 국가
미국 고속철도는 미 북동부의 워싱턴-보스턴을 연결하는 최
고속도 240km/h의 노선으로 2000년 영업을 개시하여 총 연

3) 이탈리아

장 734km의 11개 역을 평균 73.4km의 거리를 두고 고속열차

이탈리아 철도에서 국영철도회사인 FS(Ferrovie dello Sato) 그

(ACELA)를 운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속철도(무광선)는 무한~

국가명

노선연장 정거 평균 역간
(km) 장수 거리(km)

노 선 (조사노선 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통행시간이 절감됨으로써

Paris–Lille, Paris–Strasbourg, Paris–Mulhouse 등 (10)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송수요의 증가도 예상할

프랑스

4,617

540

9.1

독일

2,915

470

7.3

Berlin–Hamburg, Berlin Northern, Berlin–Hannover 등 (10)

수 있다. 그 외에도 열차 가감속에 따른 열차운영비 절감도 기대

이탈리아 2,195

295

7.7

Milan–Venice, Pisa - Roma, Firenze - Roma 등 (8)

할 수 있다.

평균

8.0

반면, 역간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역과 역 사이에 거주하여 접근이

하지만, 적정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

어려운 주민의 직접적 수요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철도에 대한

의 국가와 비교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적

부정적 이미지,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 반발 등

정한 국제비교를 위해 인문·지리적 여건이 반영된 국토계수와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GDP의 일정수준 도달 시점을 비교하여 그리스 등 4개국을 비교

이러한 요소와 역간거리에 대한 관계는 크게 운영자 측면의 차량

국가로 선정[6]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한국과 면적이 비

성능 및 수송수요, 이용자 측면의 소요시간, 건설자 측면의 사업

슷한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비교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국

비 등 크게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들의 평균 역간거리는 11.4km로서 우리나라가 59% 정도로 짧

먼저 운영효율이라는 차량성능의 측면에서 볼 때 고속철도 차량

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10량 1편성의 경우 335억원에 이르는 고비용의 차량이므로 차량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량의 성능 측면에
서 본다면 최고속도로 가속한 후 경제적으로 필요한 일정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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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속운행 및 감속하는 전체 거리가 최소 역간거리가 될 것이다.

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선별 목표 표정속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노선별로 대표노선을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최고운행속도, 수요, 표정속도, 외국사례,

또한 승객의 여행 소요시간을 결정하는 차량의 표정속도 측면에

최소 역간거리를 산정하였다.

선정하여 역간거리에 따른 사업비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에 따

사업비 기준 순으로 역간거리가 증가하며 현재의 평균 역간거리

서 본다면 전 역 정차 기준의 경우 역간거리가 짧을수록 표정속도

노선별 목표 표정속도는 고속철도의 경우 대전/대구도심

른 역간거리를 평가하였다.

는 6.7km로 최고운행속도 기준보다 낮아 차량성능을 100% 발휘

가 저하되므로 표정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가급적 역간거리를 증

56.9km, 서울~시흥간 및 부산 도심 20.5km의 기존선 운행구간

일반철도를 예를 들면, 역간거리 12.9km를 전후하여 역간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대시킬 필요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역간거리가 증가하면 정거장

의 선형 개량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는 승용차/버스 대비 경쟁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역

광역철도의 경우 최고운행속도, 표정속도, 수요, 외국사례, 사

접근성에는 반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거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력을 확보할 수 있는 표정속도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각

간거리가 12.9km를 초과해 길어질수록 역간거리가 사업비에 미

업비 기준 순서로 역간거리가 증가하며 현재의 평균 역간거리는

이용자의 수요 확대 측면에서는 역간거리를 짧게 하고 역을 많이

각의 목표 표정속도에 따른 적정 역간거리를 산출하면 <표 12>와

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반면 짧아질수록 사업비에 대한 영향력

2.1km로 최고운행속도 기준의 역간거리와 같은 수준이다.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수송수요 측면에서는 적정 규모

같다.

이 증가하게 된다.

각 노선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면 <표 16>과

<표 12> 목표 표정속도 기준의 역간거리

<표 14> 일반철도의 역간거리에 따른 사업비 변화

산정이 필요하다.

(단위 : km, 억원)

같다.

9

<표 16> 각 기준별 역간거리 산정 결과 (단위 : km)

그리고 본선 건설비의 약 2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거장

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비로 인해 역간거리가 길어질수록 역수가 줄어들어 건설비는

목표 표정속도 (km/h)

191

94

60

역간거리 4.8

역간거리 (km)

57.1

10.3

2.2

역 사업비 2,679 2,545 2,411 2,277 2,143 2,009 1,875 1,741 1,608 1,474 1,340 1,206 1,072 938

감소하는 반면, 역간거리가 짧을수록 건설비가 증가하게 된다.

정거장 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5

5.3 5.7

6

6.5

7

7.5 8.2

9

8

7

10 11.3 12.9 15.1

본선사업비 12,896 12,992 13,088 13,184 13,279 13,375 13,471 13,567 13,663 13,759 13,855 13,950 14,046 14,142

이외에도 단선, 복선 등 노선형태, 여객, 화물 및 여객/화물 혼용

2.3.4 수요 기준

등 노선기능, 선로용량을 고려한 격역정차(급행) 운영방식 등 기

현재의 국내 철도나 도로 등의 사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된

술적 요소와 주민요구, 개발계획 및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적 영

기준 척도는 경제적 타당성 즉,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비)이고,

향 요소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역간거리의 장단에

이러한 편익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는 수송수요가 큰 비중을 차

따라 영향을 받는 주요 요소인 차량성능, 표정속도, 수송수요 및

지하고 있으며 역간거리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주

고속철도 및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차량의 최고속도 운행으로 차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정량적 분석에 의하여 각 요소별 역간거리

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성능을 100% 활용하고 타 교통수단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표

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의 각 노선별 운행

정속도 기준의 역간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

총 사업비 15,575 15,537 15,499 15,461 15,423 15,385 15,347 15,308 15,270 15,232 15,194 15,156 15,118 15,080

선상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수요 미흡 기준을 각각 설정하고 제시

되며 고속철도는 57.1km, 광역철도는 2.2km로 산정하였다.

2.3.2 열차 최고 운행속도 기준

한 기준 대비 실적이 저조한 역사를 제외하였을 경우의 역간거리

한편,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을 표정속도 50(40)km/h 이상으로

열차가 하나의 역을 발차하여 다음 역에 도달하기까지는 동력차

를 재산정하는 결과론적 접근 방식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적정 역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일반철도의 전체 표정속

의 특성에 따른 가속부분, 최고속도로 가속된 후 최고속도로 운행

간거리를 산정하였다.

하는 등속부분, 목표지점에 정차하기 위한 감속특성에 의한 감속

고속철도는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50% 미만이며, 일평균 이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역간거리가 짧을 경우 최고속도에 도달하

용 인원이 10,000명 이하로 실적이 저조한 역을 제외하고 역간거

기 전에 제동을 체결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리를 산정하였으며, 일반철도는 2004년 이후 코레일에서 수요를

따라서 열차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운전 경

고려하여 적자선/적자역 운영 합리화를 통해 전환된 (무배치)간이

제성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며 운행시간 단축 등 운송 소기의

도 목표는 별도로 제안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간선철

[그림 1] 역간거리에 따른 사업비 영향평가 (일반철도)

역(경부, 호남, 중앙선 평균 12개역)을 제외하고 산정, 광역철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각 노선별로 기준 역간거리를 산정하면 <표
15>와 같다.

도 정비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주요 재래 간선철도의 선형개량을
통한 표정속도를 90km/h까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비
교해 본다면 본 연구를 통한 일반철도의 표정속도(94km/h)는 시
설개량 및 고속화에 초점을 두고 산정한 결과로 다소 높게 책정되

<표 15> 사업비 기준의 역간거리
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기존 역간거리 (km)

140

12.9

2.8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속, 일반, 광역철도 각 기준별역간거

목적 달성과 고객서비스 개선에도 기여가 가능하므로, 선로용량

는 수도권전철의 일평균 10,000명 이하로 이용이 저조한 역(수도

및 열차 최고속도를 고려하여 최소 역간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바

권 전철 7개 노선 평균 3~4개역)을 제외하고 역간거리를 산정하

속도, 표정속도, 수요 기준 순서로 역간거리가 증대되는 반면에

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열차 최고 속도에 따른 역간거리를 산

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일반철도는 최고운행속도, 수요, 표정속도 순으로 표정속도 기준

정하면 <표 11>과 같다.

구분

3. 종합결론

<표 13> 수요 기준의 역간거리

<표 11> 열차 최고 운행속도별 역간거리
고속열차

일반열차

전동차(광역)

최고속도 (km/h)

300

350

150

180

110

120

최소 역간거리 (km)

42.7

55

7.3

10.6

2.1

2.6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2006) 설계속도 수준별 비용·효과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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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기존 평균 역간거리 (km)

46.0

6.7

2.1

적용 후 역간거리 (km)

59.6

8.1

2.5

리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고속철도 및 광역철도는 최고운행

의 역간거리가 수요 기준의 역간거리 보다 긴 결과를 보이는데 이
는 표정속도가 다소 높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감안해야할 사항은 철도는 신속성, 편리성, 안전성뿐만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각 노선별로 외국

아니라 공익성을 대표하는 주요 교통수단이며, 그 중 일반철도는

2.3.5 사업비 기준

사례와 비교, 최고 운행속도, 표정속도, 수요 및 사업비를 기준으

다른 노선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철도의 공공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철도의 공사비는 본선 및 정거장 관련 공사비로 구분할 수 있다.

로 역간거리를 분석하고 적정 역간거리를 산정하였다.

있다. 즉, 표정속도 증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그 가중치가

2.3.3 표정속도 기준

정거장의 연장은 노선 종류별로 상이하며 이러한 정거장 공사는

고속철도는 최고운행속도, 표정속도, 수요, 외국사례, 사업비 기

고속철도나 광역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철도가 승용차 등 타 교통수단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본선 연장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토목 뿐 만 아니라 건축, 기계

준 순으로 역간거리가 증가하며 현재의 평균 역간거리는 46km로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일반철도의 표정속도는 다소 높게 책정

는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 단축, 즉 높은 표정속도 확보가 필요하

설비 등도 포함되므로 정거장 공사비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상당

최고운행속도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되었으며, 일반철도가 가지는 공공성 등을 감안하면 표정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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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최고 운행속도 기준으로 역간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

로써 역 신설과 관련된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이고 쾌

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적정 역간거리를 7.3km로 산정하였다.

적한 철도를 건설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02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노선별 역간거리를 조사하여 비교하고, 역
간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주요 영향 인자인 열차 최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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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otch-On상태로 전기차량 판토그래프가 가압 부분에서

기준으로 38kV(정격전압 x√2)가 되며 과전압 1.1배를 적용하면

무가압 또는 상이 다른 부분으로 옮겨질 때 심한 아크가 발생하

42kV가 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며, 이로 인해 전차선로 손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고속열

그리고 고속철도의 교류변전소 및 급전구분소(SP:Sectioning

최근 전기철도는 도시 집중화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차 운행중지 등 사고발생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Post)의 앞에서 서로 다른 위상 또는 공급점이 다른 전원이 인접

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간 일일 생활권의 문화를 형성해 주는 고속

따라서 절연구간에 무접점 전원절체 스위칭을 통하여 절연구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기철도 전력계통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변

철도시대를 맞이하여 전기철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상(相)절체 섹션 및 전력용 반도체를 이

전소 전원이 혼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분용 절연구분장치

또한 산업기반으로 물류화물 수송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

용한 스위칭소자로 절체장치를 제작하여 개폐동작을 시행하였다.

(절연구간)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차가 300km/h로 800m의 절연

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고객들은 더 빠르고 보다 안

절체시스템이 고속으로 상(相)절체를 시행하므로 개폐에 의한 속

구간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9.6sec이다. M상(相)과 T

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전기철도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도의 저하 및 기관사의 개입 없이 절연구분개소를 통과하는 것이

상(相)이 연결된 절체장치에서는 상간 혼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

요구에 맞추어 전기철도는 급격히 발전하여 고속화 및 안전성과

가능해 졌다. 또한 Thyristor 소자를 채택함으로써 기계적인 접점

체동작이 순차적인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다.

및 가동부가 없기 때문에 동작회수에 제한이 없고, 개폐시 발생되
는 소음도 무접점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전차선로는 전기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하는 특수한 전기철도

반도체 소자 사용에 따라 전극간 방전 현상이 없고 Thyristor소자

설비이다. 전기설비로서 전기적인 특성상 서로다른 전기(異種電

사용으로 Gate-Off 후 전류가 저절로 0[A]점 부근에서 소호하기

氣)와 접속할 경우 두 전기간에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절연을 시

때문에 비교적 개폐 Surge의 발생이 거의 없고 전기기기의 절연성

켜야 하는데 이 필수적인 설비를 절연구간1)(絶緣區間)이라 한다.

능 열화를 경감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기차량의 주회로 차단기의 차

절연구간은 크게 나누어 교류/직류 절연구간과 서로 다른 위상(位

단 없이 통과 하므로 진공개폐기의 동력원으로서 필요한 진공압축

相)을 가지고 있는 교류/교류 절연구간이 있다.

기 등도 불필요하여 신뢰성 및 유지보수성이 향상 될 수 있다.
향후 철도는 고효율 에너지 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일환으로 전철화 사업이 확대 투자됨에 따라 전차선로 절연구간

중국 고속철도 교량설계 기본개념 소개

[그림 2] Thyristor 전원절체 개폐장치 동작원리

에서의 불안전한 급전시스템 개선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

[그림 1] 교류전기철도 계통 및 절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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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로 전기차가 절연구간에 접근해 올 경우, 차량감지센서로

화 연구 단계가 필요하며, 전기철도 운행 효율향상과 함께 전기철

부터 M상(또는 T상)의 입력신호를 받게 되고 절체장치는 M상(또

도 급전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는 T상)을 절연구간에 도통시키게 된다. 두 번째 단계로써 전기차

교류/직류 절연구간은 직류방식(DC1500V)을 사용하는 서울시지

가 절연구간으로 완전히 진입하였을 때, 차량감지센서로부터 신

하철과 교류방식(AC 25000V)을 사용하는 철도공사 구간을 전기

호를 입력받고 M상에서 T상(또는 T상에서 M상)으로 절체장치

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종(異種) 전기구분용이며 교

권성일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기술연구처
(kwon1911@korail.com)

라서 절연구간용 무접점 개폐장치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실용

2. 자동 전원절체 통과시스템 개발

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전기차를 검지하는 센서 부분에

류/교류 절연구간은 변전소 앞이나 변전소간에 이상의 전기를 구

서 신호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최대 1sec 이하이며,

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상(異相) 전기구분용 설비이다.

전원절체 개폐장치가 절체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신호 입력 후

교류전기철도에서는 변전소 및 급전구분소의 앞에서 서로 다른

2.1 전원절체 개폐장치 구성

약 50ms이다. 또한 개폐장치의 오류 또는 이상 발생시 긴급모드

위상 또는 공급점이 다른 전원이 인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기

전기철도의 급전은 한전의 3상 154kV 모선으로부터 전철변전소

(by-pass mode)로 전환되어 VCB(Vacuum Circuit Breaker)를

철도 전력계통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변전소 전원이 혼촉되는 것

까지 송전되어 전철 변전소 내의 Scott변압기에 의해 단상 55kV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300ms이므로 이를 모두 감안한

을 방지하기 위한 구분용 절연구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차

로 변환된다. 단상 55kV의 교류전원은 단권변압기(AT: Auto-

절체 총 시간은 개폐장치 동작시간과 보조 VCB의 동작시간을 합

량이 이 구분개소를 통과시 서로 다른 2개의 전원이 혼촉되지 않

Transformer)를 거쳐 선로에 연결되며 각 M상과 T상의 교류 전

하여 300±50ms로 하였다. 현재까지의 소요시간을 종합해보면,

도록 전기차량의 운전실 조작에 의한 타행운전(Notch-Off)을 하

원이 분기되어 전차에 공급된다. 현재 전차선로에서 사용하는 단

전기차가 통과하는데 전체 소요시간 9.6sec에서 대략 400m 길이

므로 (약 600~700m정도) 이 동안 열차의 속도가 저하되며, 절연

권변압기는 1차와 2차의 권선비가 2:1이며, 급전계통의 전압이

의 전기차가 절연구간의 1/2 지점으로 완전히 진입하는데 필요한

구분개소 통과시 기관사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전방향 주시 소

전차선로 전압의 2배로 되어 있다. 즉, 급전계통의 전압은 55kV

시간 4.8sec, 신호처리시간 약 1sec, 절체장치 동작 시간 50ms,

홀이나 착각에 의한 타행 표지 불인식으로 Notch-On 통과시 전

이고 2차 측의 전압은 27.5kV가 된다. 그리고 두 권선을 연결

긴급상황시 300ms를 모두 고려하면, 대략 3.45sec의 시간적 여

기차량의 집전 판토그래프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는 탭 부분은 전차선로의 레일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입력

유가 있다. 이는 신호 및 통신 지연시간을 감안한다고 해도 개폐

전압은 AT 계통 2차 측의 공칭전압이 25kV이지만 정격전압은

장치의 동작에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

27.5kV로서 M상(相)과 T상(相)을 절체하는 개폐장치는 상전압

또한 본 개폐장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Thyristor)를 사용하여

1) 절연구간이란: 전기철도 전기적인 특성상 서로 다른 전기와 접속할 경우
두 전 기간에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절연을 시키는 필수적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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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03

스위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속 개폐가 가능하고, 기계적 접점

어부에서 하달되는 명령에 따라 구동하는 Stack부, 전차선의 AT

Thyristor가 M상 및 T상을 구성하여 상당 24직렬로 구성되어 있

방식이 아니므로 동작횟수에 제한이 없고, 기계적인 접점의 개폐

전압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전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에

음을 나타내고 있다.

소음도 없으며, gate-off 후에 전류가 스스로 0A로 소호하기 때

서 전원절체 개폐장치의 Block Diagram을 나타내고 있다.

수전반은 고전압의 전기 선로를 받기 위해 수전에 필요한 계기,

문에 surge의 발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도체 소자는

열차 검지 장치로부터 신호가 발생되면 Hard-wire를 통해 M

제어 개폐기, 보호 계전기 등을 설치한 배전반이며, M상 및 T상

온도에 민감하여 동작 시 열이 발생하며, 이 열에 의해 소자가 정

상 또는 T상의 ON/OFF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에 따라 정해

입력 또는 출력이 수전반을 통해 입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전차선

상 동작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점을 감안하여 반

진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제어하는 Main Board가 제어부에 있

의 주전원인 M상과 T상은 수전반을 통해 Stack에 연결되고, 불

도체 소자의 열을 안정적으로 냉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작

다. Main Board의 주요기능은 차량 검지 신호를 받아서 Stack

의의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위 급전소와

하였다. 이와 관련된 시방으로 전류 및 동작책무 있으며, 가장 핵

을 구동시키는 신호를 발생하고, 절체장치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

보호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심적인 요인으로는 전류를 들 수 있다. 동작 시에 흐르는 전류의

고 처리 및 표시한다. 신호 전달체계는 Main Board의 CPU에서

또한 제어시스템의 고장시 첫 번째의 경우로 정전으로 인한 상용

크기와 시간의 경과에 대하여 발생하는 열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발생된 명령이 I/O Board를 통해 Interface Board를 거쳐 Gate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제어부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으면 제어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열에 대응하는 적절한 냉

Driver로 전달되어 Stack을 제어하게 되며, 또한 반대로 Stack의

부의 게이트 신호가 발생되지 않고, 릴레이가 동작하여 비상 스위

각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상태신호는 Gate Drive Board에서 발생되어 Interface Board, I/

치가 OFF 되므로 인해 수전반에서 전차선과 연결된 두 개의 VCB

상기 전원절체 개폐장치의 주요 시방은 아래 <표 1>과 같다.

O Board를 통해 다시 Main Board로 전달하게 된다.

가 OFF 되며 전차선과 분리된다. 따라서 제부시스템이 고장일 경

[그림 6] 실증시험장 인출용 전동단로기 및 전주

<표 1> 전원절체 개폐장치 주요 시방

따라서 제어부는 Main, I/O, Interface Board들로 구성되어 있

우는 M상과 T상의 혼촉이 절체장치에 의해 발생하지 않도록 계

는 것처럼 바닥은 에폭시 페인트로 마감 처리를 해서 먼지 및 오

고, 특히 Gate Drive Board는 Thyristor를 직접 동작시키기 위

통에서 분리가 된다. 그리고 제어부는 정상동작하고 스텍이 동작

염의 발생을 줄였다.

해 Stack과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제어에 필요한 신호들은 광케

하지 않을 경우는 M상과 T상에 예비 VCB가 동작하여 동작수행

평상시에는 운행선으로 사용하다 실증시험시 전동단로기를 투입

이블을 통해 상호 전달된다. Stack의 Gate Drive Board는 Main

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상황을 경보하도록 되어 있다. 여

하여 자동전원절체 시스템과 연결되는 설비로 구성하였으며, 선

Board로부터 Gate On/Off 신호를 받아 주회로(전차선)의 전류를

기서 예비 VCB는 상호 인터록이 설정되어 있어 한 개가 ON 되어

로에는 시험용 절연구간을 동력용 단로기를 3대를 설치하여 절연

통전시키는 기능을 하며, 직렬로 구성된 Thyristor의 각각에 과

있을 경우에 다른 하나는 절대 ON이 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

구간을 임시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차선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케

전압이 발생하면 과전압상태 신호를 발생시켜 제어부로 전송하는

M상, T상간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이블에 의한 장력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지하 1.5m 깊이로 전

항목
압력전압
전류

규격
42kV

비고
선간전압 기준

1,000A(40sec), 200A(연속)
300 ± 50 msec

열차검지 신호 입력 후
By-Pass 동작시간 포함

상용주파내압

95kV

1분 동안

충격전압

200kV

냉각방식

자냉식(自冷式)

동작빈도
설치
장소
사용조건
온/습도

200회/일 개폐

절체시간

기능을 가지고 있다. Gate Driver를 제외한 Board들은 제어전원

주를 매설하였으며, 전주 상부는 3개의 전주를 가이드로 고정하

(SMPS)과 함께 제어반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제어반은 수전반

2.2 Thyristor 자동 개폐시스템 설치

고 그 위에 단로기를 장착시켰다. 또한 전차선측의 케이블 장력을

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결 단자들로 구성되어

[그림 5]는 실증시험장의 전기실 사진이다. 세로 12m, 가로

고려하여 반대 방향에 지선을 매설하고 연결하여 안정성을 향상

있다.

7.2m의 크기로 만들었으며, 제어반 조작시 조작자의 활동 범위를

시켰다.

상기 시방을 갖은 전원절체 개폐장치는 전기차가 300km/h의 속

[그림 3]에는 절체장치의 전체 구성 중에 제어부와 Stack부의 구

고려하였다. [그림 5] (a)에 전체 전경을 나타냈으며, 전기실을 바

전기실 좌측에 있는 전주는 선로의 M상, T상, 절연구간과 연결되

도로 절연구간을 역행(力行) 상태로 감속 없이 통과하도록 제어하

성을 Block Diagram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Main Board와

라볼 때 정면에 장치를 운반 설치할 수 있는 큰 미닫이 문이 있고,

어 있으며 전차선과 연결된 부분을 단로기의 1차측으로 볼 때, 단

는 지능형 스위치이며, 이를 위해 약 800m의 절연구간을 설정하

강제 Turn-On 및 Thyristor Short Fault Interface Board, 그리

(c)에서 보이는 것처럼 건물의 좌측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

로기의 2차측이 90°도 회전되는 축으로 전동기와 연결되어 있다.

고 M상과 T상을 절체 장치에 연결하여 외부 열차 검지 신호에 따

고 Gate Trigger Pulse Interface Board와의 연결을 보이고 있다.

입문이 있다. (d)에서 내부는 86.4㎡로 넓게 설계되었으며, 보이

전동단로기의 모터박스는 작업발판에서 약 1.5m 위에 장착되어

라 상(相)절체를 진행하도록 하는 자동절체 개폐장치가 된다.

또한 Stack의 내부 Thyristor의 연결 상태를 보이고 있고, 각각의

옥내용, 해발 1,000m 이하
-10℃ ~ 40℃, 90%RH 이하

결로하지 않을 것

있고, 모터박스 상부에서 축이 돌출되어 단로기의 회전축과 연결

이 절체장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절체에 필요한

되어 모터가 동작하면 단로기의 회전 블레이드가 탈착되는 구조

모든 연산 및 통신 등의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부 및 제어반과 제

이다. 또한 단로기의 2차측에서 수전반까지는 66kV 케이블로 연
결되어 있으며, [그림 6]에서 좌측①번 단로기는 수전반 EV3와
연결되어 있고 ②번 단로기는 EV1, ③번 단로기는 EV5에 연결되
어 있다.

[그림 3] 전원절체 개폐장치 Block Diagram

60

[그림 4] 제어부 및 Stack의 Block Diagram

[그림 5] 실증시험장 전기실 내외 전경

[그림 7] 전기실 내부에 설치된 절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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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실증시험시에는 동력용 단로기 제어반에서 임시로 절연구간을 구

스택을 이용한 절체시험

차단기를 이용한 절체시험

03

이용한 절연구간 무접점 자동전원절체통과시스템 기술개발 연구

성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실증시험장과 선로 전차선로

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

를 연결하는 전동단로기의 모터박스는 전기실 내에 있는 전원박

점을 얻을 수 있다.

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실에서 전원을 ON/OFF 조정한
다. 그리고 전동단로기의 ON/OFF는 제어반에 결선되어 있기 때
문에 제어반 전면에 있는 레버를 통해 제어하게 된다.

[그림 9] 실증시험장 모니터링 장치에서의 전압·전류 파형
차단기를 이용한 절체시험

스택을 이용한 절체시험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전력전자 요소기술을 융합한 기술개발 연
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력전자소자
를 사용함에 따라 고조파의 발생으로 철도 및 배전 계통에 원하지
않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계통의 보호시스템 오동작
이 유발된다. 그리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용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를 통해 절연구간 무접점 자동전원절체통과시스
템 개발과 관련된 안정성 및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8] 실증시험장 자동절체시스템 배선도

[그림 10] 자동 절체장치 배선도

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인원 및 대량의 물품을 수송할

2.3 Thyristor 자동 개폐시스템 실증시험
시험 항목에 따른 세부시험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폐 기기
및 제어 기기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조작 장치 및 보조 기기를

수 있는 전기철도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럴

3. 결 론

포함한 정상 사용 조건을 기준으로 하였고, 세부 시험내용은 다음
과 같이 진행하였다.
● 실증시험 시험운행 방법
- 전기기관차 서울방면으로 절연구간 통과 시험운행(정방향 시험)
- 전기기관차 목포방면으로 절연구간 통과 시험운행(역방향 시험)
- 자동절체 동작여부 1일 왕복 5~6회 시험으로 절체동작 여부점검
- 휠 센서 동작점검 및 열차검지장치 동작여부 점검
- 차단기 및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제어반 동작점검
- 검지장치 모니터링반 열차통과 여부 점검
- 전기기관차 1차측 전력품질측정기 설치(전압·전류측정)
- 실증시험장내 모니터링 장치로 전압·전류측정

사회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지역 간의 문화 및 경제적 교류가 활

수록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좀 더 편리하고 안전성을 요구하
게 되었고,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절연구간 무접점 자동전원
절체통과시스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용화 연구단계를 거쳐 더

최근 화석연료의 부족과 환경오염, 이 두 주제가 모든 국가의 최

욱 더 슬림화 발전시켜 전기철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전기철도는 `효율성`과 `무공해`라는

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져야 한다.

두 장점으로 인해 교통수단으로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
으며. 더욱이 전기철도는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다 빠르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
춘 전기철도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에 맞추어 전기철
도는 급격히 발전하여 고속화 및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
다. 하지만 교류전기철도 계통은 절연구간(Dead Section)을 가
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열차감시장치 모니터링 파형분석
- 주 절체 장치인 사이리스터 동작 및 보조 절체 장치인 차단기 절체
시험 파형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기기관차 내부 1차측 전력분석기를 이용한 파형분석
- 절체시 돌입 전압 및 전류로 인하여 전기기관차 MCB차단 방지를
위하여 RC 뱅크를 설치하여 돌입 전압·전류를 완화시킴
* 8200대 MCB차단조건 (과전압 41kv ±2%, 저전압 16kv ±2%,
과전류 600A ±5%)

참고문헌
따라서, 열차의 안전성과 운행속도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차선
로 절연구간에서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관한 대책 연구가 필요하
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필요성에 발맞춰서 일본을 비롯한 유럽

 절연구간 무접점 자동 전원절체 톨과 시스템 기술개발 보고서
2014. 2

여러 국가에서는 절연구간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전력전자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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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은 2008년부터 교통망 확충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고속철도

중국 고속철도
교량설계 기본개념
소개

건설에 착수하여 2011년 6월말 베이징∼상하이노선(총1,318km

※두
 개 이상의 궤도를 가지는 구조물은 다음 두 경우 중 불리한 조건을 검
토하여 적용한다.
ⅰ) 두
 개의 궤도의 가장 불리한 위치에 ZK활하중을 재하하고 나머지 궤도
에는 재하하지 않는다.
ⅱ) 모
 든 궤도의 가장 불리한 위치에 ZK활하중의 75%를 재하한다.
※공
 차로 교량 각 부위 부재를 검토하는 경우, 종방향 활하중은 10KN/M
으로 계산한다.

04

3.3 중국 고속열차 “中華之星”(중화지성)
•열차편성 : 1동력차 + 9객차 + 1동력차, 11량
•열차속도 : 160km/hr, 180km/hr, 200km/hr, 220km/hr,
240km/hr, 270km/hr

구간)을 4시간 50분만에 주파하는 시속 350km의 고속철도 개통
과 더불어 총연장 8,358km 고속철도망을 구축하였다.

2.2 중국 ZC활하중(UIC하중 60%적용)

또한, 2020년까지 16,000km에 이르는 “4종4횡” 여객전용선 고

•○○∼○○ 도시간 설계시 적용한 활하중(일명 ; ZC활하중)
[그림 5] 중국 ““中華之星”(중화지성) 동력분산식 참고도

속철도망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대륙철도(TCR)와 원할한
연계를 위한

2.3 중국 中一활하중(2005)

4. 교량 설계적용 하중종류

•장대중차(長大重車)인 고속열차 적용시
4.1 교량 설계적용 하중종류(중국고속철도)
하중유형

하중종류

KTX(고속철도)의 수송경쟁력 이해와 발전방향
철도역간 이격거리 적정화 연구

[그림 2] 중국의 中一활하중(2005)

절연구간 자동통과를 위한 Thyristor 전원절체
시스템 개발 사례 및 전망
중국 고속철도 교량설계 기본개념 소개

3. 고속열차 열차동력 분산방식
[그림 1] 중국의 운영 및 계획중인 고속철도노선

한반도 철도(TKR) 및 대륙철도(TSR, TCR 등)와 연계운행을 위
하여 대륙철도 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원할한 대륙
철도 연계추진을 위하여 설계 및 관련규정(2010년이전)을 토대로
중국 고속철도 교량설계 기본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조경완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 호곤선 귀주2구간 전감
wiss@kr.or.kr

3.1 중국 “300km/hr” 고속열차
•열차편성 : 2×(동력차+객차+동력차+동력차+동력차+동력차
+객차+동력차), 16량
•열차속도 : 250km/hr, 275km/hr, 300km/hr, 325km/hr,
350km/hr, 375km/hr, 400km/hr, 420km/hr

2. 교량 설계표준하중

사하중

구조 부품 및 부속설비의 자체 무게, PS응력, 콘크리트
수축 및 크리프 등 변형에 의한 응력, 토압, 정수압 및 부
력, 기초 변위에 의한 응력

활하중

열차 종방향 정적 활하중, 도로 종방향 정적 활하중(필요시),
열차 종방향 동적하중, 장대레일 신축력 및 처짐, 원심력, 횡방향
흔들림, 열차 활하중에 의한 토압, 보도 및 난간의 활하중

주하중

부가하중

제동력 혹은 견인력, 풍력, 동수압, 빙압, 온도변화에 의한 영향

특수하중

열차 탈선 하중, 선박 및 자동차 등의 충격하중, 시공중
하중, 지진력, 장대레일 전단력

주) 1. 특
 정 부가하중을 지탱하는 것이 부재의 주요 용도인 경우, 해당 부재
계산 시 해당 부가하중은 주하중으로 간주한다.
2. 장
 대레일의 신축력, 처짐, 단절 및 제동력 혹은 견인력 등과의 조합
은 <신설철도 노반 및 교량구간 장대레일 설계 임시시행규정>에 부
합하여야 한다.
3. 흐
 르는 물의 압력과 결빙 압력이 함께 조합을 이룰 경우, 제동력 혹
은 견인력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
4. 열
 차 탈선 하중, 선박 및 자동차 등의 충격하중, 장대레일 전단력의
경우, 그 중 1개 하중과 주하중을 조합하는 경우만 계산하며, 기타
부가하중과는 같이 고려하지 않는다.
5. 지진하중과 기타 하중의 조합은 국가 현행 <철도공사 내진설계규범>
(GB50111)을 참조.

[그림 3] 중국 300km/hr 고속열차 동력분산식 참고도
이억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 호곤선 귀주2구간 총감
ehanlee@hanmail.net

2.1 중국 ZK활하중
•변형 UIC 하중 사용(ZK활하중 ; ZK-Live Load)

3.2 중국 고속열차 “先鋒 ”(선봉호)

•중국은 UIC하중의 등분포하중 부분을 80% 적용한 변형UIC하

•열차편성 : 5×(동력차+객차+동력차), 15량

중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설계하였으나, 일부 변형된 하중을 개
임용문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 호곤선 귀주2구간 조장
ymlim@kr.or.kr

발하여 시험 중에 있다.

5. 교량 동력(충격)계수, 구조물 변형, 변위 및
진동

•열차속도 : 160km/hr, 180km/hr, 200km/hr, 220km/hr,
240km/hr, 270km/hr

(ZC하중 및 中一하중(2005) 등)

5.1 교량 동적효과(동력(충격)계수)
•열차 종방향 활하중에 동적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열차 종방향
활하중은 열차 종방향 정적 활하중 × 동력계수(Ф) 이며, 동력

황승현
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지사 호곤선 귀주2구간 조장
tapies2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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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아래 공식과 같다.
[그림 4] 중국 고속열차 “先鋒 ”(선봉호) 동력분산식 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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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① 전단력 계산 시

⑤ 차체의 횡방향 진동 가속도

ay ≤ 0.10g

⑥ Sperling 승차감 지표

< 2.5

② 휨모멘트 계산 시

•교면설계는 통일적으로 선로중심에서 방호벽 유효거리 2.2m

우수

로 규정

2.5∼2.75 양호
			

여기서, LФ : 추가 하중길이(m), 그중 LФ<3.61m시 3.61m로 계산(단순교의
경우 교량의 경간) n경간 연속교의 경우, 평균 경간에 아래 확대계수를
곱한다. (n=2 : 1.20, n=3 : 1.30, n=4 : 1.40, n≥5 : 1.50)
Ф1과 Ф2계산 값이 1.0보다 작은 경우 1.0을 적용

•교량 위의 전철주 위치는 전차선 기술요구, 곡선 내측한계와

2.75∼3.0 합격

폭 요구에 따라 확정한다.

⑦ 20Hz이하의 강진 속 교면판의 종방향 진동 가속도
자갈궤도 		

≤ 0.35g

콘크리트궤도		

≤ 0.50g

04

<중간단면>

•교량 위 교량 검수를 위해 전철주 외측에서 보호난간 내측으로
최소 0.8m 폭이 필요하다.

LФ이 최대경간보다 작은 경우 최대경간을 적용

5.2.4 교량 횡방향 제한값
•열차의 횡방향 흔들림, 원심력, 풍력과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5.2 구조물 변형, 변위 및 진동값

가운데, 교량의 수평처짐은 교량경간의 1/4000 이하 이어야

5.2.1 교량의 처짐 제한값(ZK활하중)
경간

L≤40m

40m<L≤80m

L>80m

250km/hr

L/1400

L/1400

L/1000

300km/hr

L/1500

L/1600

L/1100

350km/hr

L/1600

L/1900

L/1500

설계속도

주) 1. 처짐 제한값은 3경간 및 이상의 복선 상판에 적용한다.
2. 단
 경간 복선 상판, 2경간 복선 상판 또는 연속교, 상판 수직방향 처짐
한계는 1.4배를 제고해야 한다.
3. 경
 간 및 이상의 연속교, 상판 수직방향 처짐 한계는 1.1배를 제고해야
한다.
4. 단
 선 상판 또는 연속교, 상판 수직방향 처짐 한계는 복선 교량의 0.6 배
를 취해야 한다.

한다.
<지점단면>

•콘크리트궤도 교량의 인접하는 교량 상판 단부 양측 레일 지지
점의 횡방향 상대 변위는 1mm 이하 이어야 한다.

[그림 7] 콘크리트궤도 교면 배치도(유지보수 작업통로 확보시) (단위: mm)

5.2.5 교량 종방향 자체진동 빈도

7. 교량 상판 교면배치도

•단순교 종방향 자체진동 빈도는 아래 제한값 이상 이어야 한다.

※ 설계속도 250km/hr 이상

7.1 상판 작업통로 확보시
7.1.1 자갈궤도 교면배치도

공식 중 n 0 -- - 단순교 종방향 자체진동 빈도의 제한값(Hz)
L --- 단순교 경간(m)

•자갈궤도 아래 침목 바닥의 자갈 두께는 0.35m(고무패드를 설
치하는 경우 패드층의 두께 포함)보다 작으면 안 된다.

5.2.2 교량 단부 꺾임각

•직선 및 곡선구간 교면은 동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6. 교량 상판 단면도

작업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자갈궤도 교면은 그림과 같

※ 2005년도 단면폭(13,400mm) 자료를 참고하여 소개함

이 배치하여야 한다. 높은 자갈막이 벽을 설치하는 경우 직선
과 곡선구간에서의 높이가 같아야 한다.

궤도유형
자갈궤도

콘크리트
궤도

위치

한계치(rad)

교대와 교량간

θ≤2.0‰

비 고

인접하는 교량간 θ₁+ θ₂≤4.0‰
교대와 교량간
인접하는 교량간

θ≤1.5‰

상판 단부 뻗은 길이 ≤ 0.55m

θ≤1.0‰

0.55m < 상판 단부 뻗은 길이 ≤ 0.75m

6.1 교량 선로간격

•복선 교면 위 선로간격은 5.0m이며, 선로 중심에서 자갈막이

설계속도(km/hr)

350

300

250

선로간격(m)

5.0

4.8

4.6

θ₁+θ₂≤3.0‰

상판 단부 뻗은 길이 ≤ 0.55m

6.2 교량 상판단면

θ₁+θ₂≤2.0‰

0.55m < 상판 단부 뻗은 길이 ≤ 0.75m

•교량 상판 단면

•여객전용선 상용 경간 교량면 배치는 전철주 외측에 차량검사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다.

L ≤20m인 경우
20<L≤96m인 경우

7.2 상판 작업통로 미확보시

•전철주 기초 교량면 외부 가장자리에 설치하고, 내측은 선로중
심선까지 거리가 3.0m 이상이어야 한다.
•자갈궤도 방호벽 내측에서 선로중심까지 거리는 2.2m이고, 콘
크리트궤도 방호벽 내측에서 선로중심선까지 거리는 1.9m이다.
•공동구 양측에 통신/신호 케이블을 같이 설치하고, 유효폭은
350mm이며 전력 공동구 폭은 200mm로 설계한다.
•자갈궤도 교면 총 폭은 12.6m이고 콘크리트궤도상 교면 총 폭
은 12m이다.
7.2.1 자갈궤도 교면 배치도(작업통로 미확보시)

벽까지의 거리는 2.2m이고, 자갈 트로프의 넓이는 9.4m이다.
•교량구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는다.

주) 1. 대
 경간 무도상궤도 교량에 대해 상판 단부 횡전각이 상술한 요구에 만
족하지 않을 때 상판 단부 횡전각 변형이 궤도구조에 대한 영향을 검산
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인
 접 두개 교량의 횡전각 합(θ1+θ2)이 도표 중 규정에 부합하는 외에
매스판의 횡전각은 도표 중 “교대와 교량 지간 회전각 한계” 규정에 부
합하여야 한다.

[그림 8] 자갈궤도 교면 배치도(유지보수 작업통로 미확보시)

5.2.3 교량의 동적 거동 제한값
① 탈선계수

Q/P ≤ 0.8

② 축중의 종방향 적재하중 감소율 △P/P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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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갈궤도 교면 단면도(유지보수 작업통로 확보시)
(중국 통교(2005)2322-Ⅰ, Ⅱ, Ⅲ, Ⅳ 및 통교(2006)2322-Ⅶ 상판단면도 참고)

③ 차륜의 횡방향 수평력

Q ≤ 10 + P0/3

7.1.2 콘크리트궤도 교면배치도

④ 차체의 종방향 진동 가속도

az ≤ 0.13g(g는 중력 가속도)

•선로 중심에서 방호벽 유효거리 1.9m 요구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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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콘크리트궤도 교면 배치도(작업통로 미확보시)

8.4 원기둥형 교각

9. 교량 교대

04

9.3 공심 교대

•수중 사교 교각에 적용한다.
9.1 종류
•주로 장방형 교대(일자형)과 공심 교대 두 가지종류가 있다.
9.2 장방형 교대(일장형)

[그림 12] 원기둥형 교각 도면(단위 : cm)
[그림 16] 공심교대 입체도

[그림 9] 콘크리트궤도 교면 배치도(유지보수 작업통로 미확보시)

10. 교량 접근시설
8. 교량 교각
중국 고속철도 교량 접근시설은 현재 주로 계단 구배식 접근시설임
8.1 교각 종류

(그림17 참고) ※별도 : 선회식 구조 접근시설 설치(그림18 참고)

[그림 13] 원기둥형 교각 도면(단위 : cm)

•경도가 비교적 큰 실체 교각 또는 철근콘크리트 공심 교각을
사용한다.
•보통 경간의 교각 종류로는 주로 원단형, 장방형, 쌍장방형 등
이 있다.

8.5 쌍기둥 장방형 교각
•교각 높이가 12m좌우 및 이하 쌍기둥 장방형 교각은 모든 교
각 종류 중에서 경제적이며, 교각이 간단하고 라인이 명확하며
미관이 양호하다.

8.2 원단형 교각
•중국 고속철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각 종류이다.

[그림 14] 쌍기둥 장방형 교각 구조도면

[그림 17] 계단 구배식 구조 접근시설 참고도(단위:mm)

[그림 10] 원단형 판식 교각 구조도(단위:cm)

8.3 장방형 판식 교각
•보통 육지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림 15] 복선 장방형(일자형) 교대 구조도
[그림 11] 장방형 교각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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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선회식 구조 접근시설 참고도(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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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기타형식 접근시설 사례

11.3 CRTSⅡ형 판식 콘크리트궤도 교량

밀도 폴리에틸렌)관으로 방호한다.

10.1.1 경사식 접근시설

•매립적용시

(길이가 500m보다 긴 교량) 관통접지의 접지저항이 1Ω보다 작

•경사식1 교량 높이가 5∼20m, 보수가 없는 통로의 한 측에 설치

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개 교각 내 단독으로 Φ30mm인 접

•경사식2 교량 높이가 5∼20m, 보수가 있는 통로의 한 측에 설치

지철근을 설치하여 교각 밖으로 수평 인출하고 노출철근의 길이
는 0.5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교량의 금속구조물(난간, 방음벽 등)은 관통접지 연결, 금속난
간은 50m마다 연결
[그림 25] CRTS II형 판식 콘크리트궤도 교량 신축이음 입면도 예비방안(단위:mm)

12.2 교량 상판부 접지

•블럭아웃 적용시

상판부 횡, 종방향접지 철근을 예비 설치하고 상판 정상면 및 하
부면에 접지 단자를 미리 설치하여 접지가 필요한 구조 및 하부
구조 접지체와 연결하는데 사용한다.

[그림 19] 경사식 접근시설 측면도(단위:mm)
[그림 22] 선회식 접근시설 정면도(단위:mm)

11. 교량 상판 신축이음부
[그림 26] CRTS II형 판식 콘크리트궤도 교량 신축이음 입면도 블록아웃 예비
방안 (단위:mm)

11.1 자갈궤도 교량 상판 신축이음부

12. 교량 접지

[그림 20] 경사식 접근시설 정면도(단위:mm)

[그림 28] 교량 상판 접지철근 참고도

10.1.2 선회식 접근시설
•교량 높이가 10.6m∼20m에 적용한다.

12.1 설치 방식

12.3 교각 및 말뚝기초 접지

(길이가 500m보다 작은 교량) 양쪽에 종합접지와 동일한 재질,

교각은 교각의 2개 수직방향 철근을 접지체로 하여 교각 정상에

규격의 환경보호형 관통접지를 이용하여 상,하행으로 2개 관통

서 상판 끝 접지단자와 연결하고 교대하부에서 기초 환형 접지철

접지를 등전위 연결하고 횡방향 연결접지는 강관이나 HDPE(고

근과 용접 연결한다.

[그림 23] 자갈궤도 궤도 교량 신축이음 입면도
[그림 21] 선회식 접근시설 측면도(단위:mm)

11.2 CRTS I형 판식 콘크리트궤도 교량

[그림 24] CRTS I형 판식 콘크리트궤도 교량 신축이음 입면도(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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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교량구간 종합관통접지선과 접지시설 설치 참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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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 배수(콘크리트궤도)

[그림 36] 교량 상판 공동관로 구조도(단위:mm)
[그림 31] 자갈궤도 교량면 쌍측 배수 시스템 참고도(단위:mm)

13.2 콘크리트궤도 상판 배수

[그림 34] 콘크리트궤도 교량면 중앙 배수 시스템 참고도(단위:mm)

•콘크리트궤도 교량면은 궤도판 구조 등의 필요에 따라 3열 배
[그림 29] 교각 접지철근 배치 참고도(단위:mm)

12.4 접지단자

수, 양측 ,배수, 중간배수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4. 교량 상판 공동관로

① 3열 배수(콘크리트궤도)

접지단자는 스틸재질의 노출면치수 50mm × 50mm, 두께
5mm, 연결 길이 45mm, 직경 38mm인 케이싱을 사용하고 케이
싱과 접지철근은 압력 연결한다.

15. 교량 난간
15.1 교량 난간
15.1.1 스테인레스관 난간 및 철(변형시공) 난간
철(변형시공) 난간 : 스틸/탄소강 복합관 및 인공 아르곤 용접을

14.1 교량 상판 공동관로

사용, 기둥은 강판사용, 두께는 12mm, 표면아연도금·플라스틱

•종류별 현황

분말 분사처리

[그림 37] 스테인레스관 난간 구조도(단위:mm)

[그림 32] 콘크리트궤도 3열 배수시스템 및 집수 평면도
[그림 30] 접지단자 구조 평면도(단위:mm)

② 양측 배수(콘크리트궤도)

[그림 38] 철 난간(삼교통(2009)7000-IV철근 콘크리트 광가교 교면 부속

15.1.2 RPC-H 난간 및 C40콘크리트(기둥)와 강관 조합난간

13. 교량 상판 배수
[그림 35] 교량 상판 공동관로 구조도(단위:mm)

13.1 자갈궤도 상판 배수
•단면의 중심으로 2%의 양방향으로 양측 배수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33] 콘크리트궤도 교량면 양측 배수시스템 및 집수 사용시 평면 참고도

[그림 39] RPC-H난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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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량 상판 난간저판(벽체)

19. 맺음말

16.1 교량 상판 난간저판

최근 세계 육지면적의 36%, 세계인구의 71%가 살고있는 유라시
아(유럽+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아시아 주요국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주도적인 제안)’, 중국은 ‘신
(新)실크로드 구상’, 러시아는 ‘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을 각각 앞세워 유라시아의 리더 자리를 노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3년 닝항, 진진, 항심, 서보 등 신설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고속철도 총 영업거리가 11,028km에 달하며, 건설
중인 고속철도 규모가 12,000km로 세계에서 고속철도 총 연장
이 제일 길고, 건설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더불어, 중국은 고속철도 건설 경험과 더불어 기술력 및 실용성
이 높고, 건설비용이 낮아 고속철도 건설 경쟁력에 강한 자신감
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한반도 철도(TKR)와 대륙철도
(TSR, TCR 등)의 원할한 연계운행을 위해 대륙철도 특히, 중국
고속철도 교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천진(天津)진황도(秦皇) 고속철도 및 호곤선 귀주2구간 시공감리 참여 경험
을 살려 중국 고속철도 교량 설계 기본개념을 소개하였다.
향후, 철길을 이용한 유럽과 중앙아시아로의 수출길을 확보하려
는 각 나라 간의 경쟁에서 철도의 고객이 아닌 유라시아 경제권
의 설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방음벽 미설치구간

[그림 40] C40 콘크리트와 강관 조합난간 구조도

[그림 45] 방호벽 구조 및 철근 배치도(단위:mm)

15.1.3 철근콘크리트(C40) 난간 및 일체식 난간(난간저판과 일체식)
철근콘크리트(C40) 난간 : 난간기둥, 손잡이, 횡빔은 모두 C40콘
크리트를 사용하고, 격주, 기둥단부 덮개는 C30섬유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난간기둥 타설 전기둥 내 주철근은 플랜지강판과 인공
아르곤 용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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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교량 상판 난간저판 구조도(단위:mm)

•방음벽 설치구간

18. 교량 상판 전철주기초

일체식 난간 : C40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블럭철근과 교면 블럭
철근을 조립한 후 현장타설 격벽과 일체가 되도록 구성되고, 종

18.1 교량 상판 전철주기초

류는 1,996mm, 1,326mm, 1,261mm, 1,780mm, 1,680mm

전철주기초 치수는 1,000mm × 700mm(선로방향×선로직각),

다섯 가지 종류가 있음.

전철주기초 구조 및 상판 보강 철근은 하중에 대응하여 계산한다.
도면 중 H수치는 공동구 덮개두께의 수치에 따라 변화한다.

참고문헌
[그림 44] 교량 상판 방음벽 난간저판 구조도(단위:mm)
※ 참고 교량 상판의 공동관로 내 전철주 기초 위치 변화에 따라 난간저판의 크기가 다
양하게 변화됨

 고속철도 표준설계하중(2007년) 김병호
 신설철도 노반/교량구간 장대레일 설계임시시행규정(철도공사
내진설계규범(GB50111)

[그림 41] 철근콘크리트(C40) 난간 구조도

 중국고속철도 설계기준 소개(2009) 이진균
 철도 콘크리트 구조 내구성 설계 잠행 규정 등
[그림 46] 전철주기초 철근 배치도

 중국 통교(2005)2322-Ⅰ,Ⅱ,Ⅲ,Ⅳ 및 통교(2006)2322-Ⅶ 상판단
면도 도면 참고

 신설 시속 300∼350km여객전용선 철도 잠행 규정

17. 교량 상판 방호벽

 여객전용선 철도 상용 경간 교면 부속시설(통교(2006)8388)
 새로발급한 여객전용선 전철주 교량통용 참고도 실시작업의통지
>(철건설함[2208]399호)

17.1 교량 상판 방호벽

[그림 42] 일체식 난간 구조도(난간저판과 일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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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벽은 교량 위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단부 철근과

 여객전용선 철도 상용 경간 교면 부속시설 (통교(2008)8388A)

신축이음 정착철근과 조립하는데 주의하여야 하며 무도상궤도

 삼교통(2009)7000-IV철근 콘크리트 광가교 교면 부속

상판의 방호벽 시공시 특히 높이는 레일상면 높이와 일치하여야

 여객 전용선 전차선 H형 철주도(통화(2008)1301

한다.

[그림 47] H형 전철주기초 철근 배치 및 매설강판 참고도(단위:mm)

 그 외 중국 고속철도 도면 및 설계자료(2010이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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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운전대 놓고 남도로 봄맞이 가볼까
코레일, 특별관광열차 15회 운행

봄맞이 남도 여행을 떠난다면 열차여행이
답이다. 장시간 운전의 피곤함 없이 열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면 어느새 아지랑이 피
는 남도의 봄이다. 코레일은 3월부터 특별
관광열차와 남도해양열차 등 봄맞이 기차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월 3일 밝혔
다. 광양매화축제(3월 22일~30일), 구례
산수유꽃축제(3월 22일~30일) 등 이름난
남도의 축제뿐만 아니라 아지랑이 피는 시
골마을까지 기차로 떠나는 편안한 봄 여행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열차여행 패키지로 한번에 OK]
남쪽으로 봄꽃을 맞으러 가는 가장 편한
방법은 남도의 축제에 맞춰 운행하는 기차
여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다. 단 모두
가 가고 싶어 하는 지정된 날짜에만 운행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코레일은 3월 한 달에만 지리산 산수유, 광
양 매화마을 등으로 15편의 특별관광열차
를 운행하고, 정기열차를 이용한 관광프로
그램도 전국 주요역 여행센터와 기차여행
전문여행사에서 마련하고 있다. 서울, 용
산, 의정부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부
전, 경북 김천 등 전국에서 출발하기 때문
에 선택의 폭이 넓다. 또 현지 이동 수단
도 연계되어 있어 굳이 승용차를 운전하느
라 도로에서 고생할 일이 없다. 특히 코레
일은 광양매화축제에 3월 23일, 3월 28일,
3월 30일 3차례 팔도장터관광열차를 운행
한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광양매화축제, 광
한루, 남원 공설시장 등을 돌아오는 일정
이다. 요금은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1인당
5~7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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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코레일관광개발 1544-7755

[남도여행은 S-train으로 통한다]
정해진 일정의 단체 여행이 싫다면, 지난해
개통한 남도해양열차(S-train)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S-train이 남원, 구례구, 순천,
보성, 진주, 하동, 광양 등 남도의 주요 관
광지를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봄꽃여행 떠
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순천시는 3월
부터 S-train과 용산발 KTX 도착시간에 맞
춰 ‘순천만 에코힐링투어’ 버스를 매일 운
행한다. KTX나 S-train을 타고 순천역에서
내리면 선암사-낙안읍성-순천만 등 순천
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다시 열차 시
간에 맞춰 역까지 데려다 준다.
순천 외에도 S-train을 이용해 남원, 오동
도, 벌교, 보성, 순천만 등 남도의 주요 관
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은 서울역, 용산역,
대전역 등 수도권 주요역 여행상담센터에
서 안내하고 있다.
※문
 의 : 서울역(02-3149-3333), 용산
역(02-792-7789), 대전역(042-2537960), 순천역(061-745-7785), 부산역
(051-440-2513)

[열차+카셰어링으로 호젓하게]
포근하게 뻗어있는 남도의 산자락과 언덕
배기 마을 담벼락에 핀 꽃을 호젓하게 보
고 싶다면, 열차로 현지까지 이동해서 역에
서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방법을 권한다.
진주, 하동, 순천, 여수, 보성, 나주, 전주 등
S-train의 주요 정차역에서 저렴하게 차를 빌
릴 수 있어 가족단위 여행에 안성맞춤이다.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유카
(youcar.co.kr) 회원에 가입한 뒤 이용하면
저렴하다. 레이 등 경차 기준으로 평일 1시
간 빌리는데 4,090원(유류대 별도)으로 택
시요금보다 싸다. 단,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아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유
 카 이용 문의 : 코레일네트웍스 16440520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품격 높은 기차여
행 프로그램으로 국민행복시대에 앞장서

고, 국내 관광 진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
화에 철도가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OSJD 제휴회원 가입…실
크로드 익스프레스 가시화
OSJD, 4월 평양에서 열리는 사장단 정례
회의 참석 요청...정부와 협의 후 결정

선로 불균형 0.5mm도 허용하지
않겠다
코레일, 최첨단 궤도검측차 추가도입으로
과학적인 안전점검 실현

코레일은 KTX의 안전성 확보 및 승차감 향
상을 위하여 KTX 고속선 춘계 집중보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레일이 작년
에 도입한 궤도검측차(코레일 시설장비사
무소 소재, 대전시 대덕구 평촌동)
코레일은 선로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
는 최첨단 궤도검측차를 활용하여 KTX 고
속선 춘계 집중보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선로
의 작은 변화도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 또
한, 강철이 소재인 선로는 대기온도가 급격
하게 변하는 환절기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코레일은 춘계와 추계에 집중적으로
KTX 고속선을 보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궤도검측차를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선로의 효율적 검측을 위하
여 작년 12월에 궤도검측차 1대 추가 도입
했다. 코레일 담당자는 “KTX의 안전성 확
보 및 승차감 향상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KTX 고속선 구간을 집중 점
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궤도검측차란 선로를 주행하면서 궤
도의 틀림상태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선
로 유지보수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3월 21일 폴란드 바
르샤바에서 OSJD 제휴회원 가입을 위한
협약서 체결후 따데우쉬 쉬오즈다 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부산을 출발해 평양, 베이징·모스크바, 베
를린을 거쳐 런던에 도착하는 대륙횡단열
차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첫 걸음이
시작됐다. 코레일은 3월 21일 폴란드 바르
샤바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관련 국제기
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제휴회원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레일 최연
혜 사장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이 이날 따
데우쉬 쉬오즈다 의장(Tadeusz SZOZDA)
등 집행부를 면담하고 OSJD 활동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OSJD
의장은 매년 열리는 사장단 정례회의가 이
번에는 4월 24일부터 4일간에 걸쳐 북한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코레일도 제휴
회원으로 가입한 만큼 참석할 것을 요청했
다. 이에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귀국 이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
인지 확인한 후 참석여부를 결정할 것”이
라고 밝혔다.
OSJD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한 동유
럽과 중앙아시아 27개 국가들의 철도협력
기구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
단철도(TCR)을 통한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
서는 가입이 필수적이다.
OSJD 제휴회원 가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를 열어 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인 실크

로드 익스프레스(SRX) 구현을 위한 실질적
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륙철도
운행을 위한 국제규약, 통관협정, 환적, 수
익배분, 비용분담을 위한 모든 워킹그룹회
의 참석 권한 및 자료 요청권을 갖게 됐다.
또한 회원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네
트워크 구축으로, 그동안 북한의 반대로 지
연되고 있는 정부(국토부)의 정회원 가입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사장단 정례 회의에서 의결권은 없지
만 국익을 위한 발언권을 갖게 된 것에는
큰 의의가 있다.
코레일은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만반
의 준비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먼저 대륙철
도가 연결될 경우 물류가 가장 중요한 전
략적 분야가 된다는 판단 아래, 물류부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 저비용·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통상 4주가 소요되는 해상수송에 비해 철
도는 15일면 충분하기 때문에 10일 이상
운송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이는 곧 연간
수천억원대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함께 국
내제품의 해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
로 전망된다. 앞서 코레일은 대륙철도 연
결의 시발점이 될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2월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향
후 국익 차원의 종합적 고려 하에 정부와
신중하게 협의한 후 참여를 결정할 것으
로 알려졌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그동
안 남북분단으로 섬 아닌 섬에 갇혀 있다
보니 철도인으로서 대륙을 지나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염원이 더 간절했다”며,
“OSJD 가입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
현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남북철도 대륙철
도 시대를 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철도연맹(UIC), 코레일의 유
라시아 철도 구성 지지
코레일 최연혜 사장, UIC 사무총장 방문...
대륙철도 의견 교환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3월 24일 프랑스 파
리에 위치한 국제철도연맹(UIC)을 방문하
고 장 피에르 루비노 UIC 사무총장과 대륙
철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3월 24일 프랑스 파
리에 위치한 국제철도연맹(UIC)을 방문, 장
피에르 루비노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대륙
철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제철도연맹(UIC)는 세계 각국의 철도사
업자로 조직된 국제기구로 1922년에 국제
열차 운행의 원활화와 철도 기술의 표준화
를 목적으로 유럽 각국의 철도사업자가 중
심이 되어 발족했으며 현재 197개 회원기
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장 피에르 루비
노 사무총장은 “코레일의 OSJD 제휴회원
가입은 한국의 유라시아 철도 구상의 시발
점이다.”라며 축하하고, “향후 대한민국 정
부의 OSJD 정회원 가입을 포함하여 한국
이 대륙철도로 나아가는데 적극 지원하겠
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유라시아 철
도의 유일한 미싱링크(미연결)인 남북철도
가 해소될 경우 교통물류 체계의 효율화가
가져올 유무형의 과실을 인접한 모든 국가
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며 “하루속히
남북철도가 대륙철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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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KTX 개통 10주년 맞아 알찬 행사가
가득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이벤트
시행

코레일은 2014년 4월 1일 KTX 개통 10주
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축하행사와 고객 감
사 이벤트를 시행한다.
2004년 세계 5번째로 개통한 고속철도
KTX는 시속 300km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
권으로 만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문
화를 비롯한 국민 생활의 패턴을 바꾸었다.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차별화된 서비스
를 선보여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국제철도연맹(UIC) 안전분야 특별상
을 수상하는 등 KTX 안전성과 정확성은 해
외에서 먼저 인정하고 있으며, 개통 첫해 7
만명에 불과했던 1일 이용객이 15만명으
로 2배 이상 증가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
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레일은
이 모든 성과가 국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에 보답하
고자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
련했다고 밝혔다.
[‘바로 당신이 KTX 주인입니다!’ 다양한 고
객참여 행사]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코레일페이
스북을 통해 열차를 인연으로 결혼에 성공
한 커플의 러브스토리를 응모하면 10쌍을
선정하여 S-트레인 시승권을 제공하고,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13일간 코레일
페이스북에 KTX 개통 10주년 축하와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100명에게 영화예매권
(1인 2매)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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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
KTX 주요 정차역인 서울, 용산, 대전, 광
주, 부산역에서 10주년을 맞이하는 KTX와
코레일에 바라는 내용을 엽서(현장 배부)에
적어 희망트리에 걸어놓는 ‘국민행복 희망
트리’ 행사가 진행되며, 참여한 2명을 선정
하여 S-트레인 시승권을 지급한다.
특히, 3월 24일에는 2004년 KTX와 같은
해에 데뷔한 한류스타 ‘동방신기’와 한·
중·일 팬들이 함께하는 S-Train 관광열
차가 운행된다. (운행구간 및 시간 : 서울
09:32 → 곡성 13:23 / 곡성 15:40 →
서울 19:54)
[지난 10년을 기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철도]
4월 1일에는 코레일 본사 사옥에서 ‘KTX
개통 10주년 기념식’과 학계, 정계 등의 오
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KTX와 함께 열어가
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코레일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코레일 히어로’와 지난
10년간 KTX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을
선정하여 기념패와 상품 증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하루 앞선, 3월 31일에는
KTX 개통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일반인
과 직원으로 구성된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
트라의 기념음악회가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에서 열린다.
[‘응답하라! 2004’ KTX 개통 축하 운임할
인 깜짝 이벤트]
4월 1일에 2004년 KTX 개통일 승차권을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왕복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KTX 개통일에 출생한
어린이(주민등록등본 제시)에게는 동반 1
인을 포함하여 무료이용권을 증정한다.
또한, 당일 10만번째 이용고객에게 KTX
10회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열차내에서
깜짝 추첨을 통해 2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지난 1년간 코레일톡을 이용하
지 않은 고객이 4월 한 달간 코레일톡을
이용시 100명을 추첨하여 30∼5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한국철도는 대륙으로...! 『실크로드 익스프
레스 원정대』출정]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동번영을
기원하고, 철도를 통한 문화교류와 신뢰 프
로세스 구축을 위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원정대(가칭)를 구성하여 금년 7월에 유라
시아 횡단철도를 체험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열정
과 재능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
고, UCC 제출과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하
게 되며, 세부계획은 오는 4월 홈페이지 등
의 매체를 통해 발표된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KTX가 대한민국 대
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끊임없
이 성원해준 국민의 애정에 보답하고자 마
련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객 감사 이벤트에 대한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
com)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 발 KTX 전 국민이 8번씩
탔다
4월 1일 KTX 10주년 … 거리·시간 개념
바꿔 국민행복 열차로

● KTX 10년 운영성과와 의미
4월 1일 KTX(Korea Train eXpress)가 개
통 10주년을 맞는다.
2004년 세계 5번째로 개통한 KTX는 시속
300km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
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0년간 KTX 누적이용
객은 4억 14백만명으로 전 국민이 8번 이
상 이용한 셈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
만명으로 개통 초기 7만 2천명보다 2배 이
상 증가했다.

KTX 총 운행거리는 2억 4천만km로 지구
를 6천바퀴 달린 거리이며, 1일 운행횟수
는 232회로 개통 초기 132회에 비해 100
회 증가했다. 최다 이용구간은 서울~부산
으로 KTX 전체 이용객의 13.7%(1일 2만
명)를 차지했으며, 서울~동대구 11.1%(1
만6천명), 서울~대전 7.8%(1만2천명) 비
중을 보이고 있다. KTX 이용객이 가장 많
은 역은 대한민국의 관문 서울역이었으며,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보인 역은 천안아산
역과 광명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역은 하루 평균 7만 5천여명이 이용,
개통 초기 2만 2천명에 비해 3배 이상 증
가했으며, 천안아산역과 광명역 1일 평균
이용객도 개통 초기 각각 3천 9백명, 5천
9백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만 6천
여명과 2만여명으로 이용객이 약 3~4배
이상 늘어났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KTX
수송수입도 괄목할 만큼 늘어났다. 2004
년 5,512억원(8개월)으로 시작해 2007년
최초로 1조원대(10,446억원)를 돌파한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1조 3,853
억원, 2013년에는 1조 6,054억원을 기록
했다. 이는 코레일 전체 수입의 35.3%를
차지한다.
[KTX가 달리면서 공기도 맑아졌다]
서울∼부산간 KTX의 탄소배출량은
9.98kg(1인기준)으로 승용차의 1/7에 불
과하여, 서울-부산 이동시 승용차 대신
KTX를 이용하면 소나무 12.4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지난 10년간 KTX가 절감한 온실가스 배출
량을 계산하면 무려 소나무 33억 그루를
심은 것과 같았다. 그만큼의 소나무를 심으
려면 수도권 넓이의 땅이 필요하다.
KTX 운영으로 생활권이 확장되면서 직장
문화도 달라졌다. 이전까지 서울을 기준으
로 수원까지가 출퇴근 한계선 이었다면,
KTX로 대전까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직장인의 경우 전국을 당일 출장 권
역으로 묶은 것이다.
2014년 3월 현재 약 7천여명이 매일 KTX

로 출퇴근 하고 있다.
KTX 개통으로 국내여행 패러다임이 변했
다. 과거 2박 3일 일정으로나 소화할 수 있
었던 부산, 보길도 등 남해안 여행이 1박 2
일로 가능해져 국내 관광활성화와 지역경
제에 큰 기여를 했다.
코레일관광개발(주)에서 개발한 KTX 연계
상품 중 가장 인기있는 여행상품은 청산
도·보길도(1박2일)이며, 그 외에 부산명
소 기차여행(1박2일), 외도·순천만(1박2
일), 홍도·흑산도(1박2일) 등이 인기를 끌
고 있다.
● 대한민국 거리·시간 개념을 확장하다
KTX는 시속 300km의 속도혁명은 대한민
국의 사회·경제·문화를 비롯한 국민 생
활의 패턴을 바꾸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시간거리를 단축해
KTX를 이용한 통근족이 계속 늘고 있다.
KTX 개통 전 수원까지가 생활권이었다면,
KTX는 대전까지 확장했다. 특히 천안아산,
오송은 서울생활권으로 묶였다.
KTX 정기권 발매 매수를 보면 2004년
8,202매(연간누적)에서 2013년 71,770매
(연간누적)로 10년만에 약 9배 증가하였
다. 2014년 3월(3월 한달간 판매수치) 현
재 약 7천명이 매일 KTX로 출퇴근(통학)
하고 있다. 주요 이용구간은 ‘서울~천안
아산’이 23.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
~대전’(11.3%), ‘대전~천안아산’(10.5%),
‘광명~천안아산’ (8.3%), ‘서울~오송’
(8.2%), ‘광명~오송’(3.6%)이 뒤를 이었다.
특히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30분 만에
도착하는 천안·아산은 ‘서울시 천안구'라
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KTX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덩달아 KTX 정차역에 위치한 회의실도 인
기다. 역사 회의실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
기업, 학교, 협회 등에서 회의수요가 급증
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2005년 4천명에서
시작해 2013년에는 37만여명으로 백배 가
까이 증가했다.
코레일은 2009년부터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실시간
으로 전국 회의실 예약 상황을 직접 확인
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K
 TX 덕분에 10년간 출퇴근 …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기여
지난 10년 KTX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
은 김상곤씨(46세)로 2004년부터 정기권
을 이용해 대전에서 직장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코노믹리뷰까지 출퇴근하고 있
다. 집이 대전이면서 서울에 직장을 구하겠
다는 생각을 한 것도 KTX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상곤씨가 지난 10년간 KTX를 이용하면
서 지불한 금액은 4천7백만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대전의 집을 팔아서 서울에서 전
세도 얻기 어려운 여건과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면 이사를 하거나 서울에 방을 얻어
주말부부를 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
이라는 것이 김상곤씨의 셈법이다.
김상곤씨는 “대전 집 대문을 나서 서울 종
로의 사무실까지 2시간이 걸리지만, KTX
에 타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한숨 붙이면
피로가 풀려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다”고 말했다. 김상곤씨는 “딸의 얼굴과 가
족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이 KTX가 지난
10년간 준 행복”이라고 말했다.
KTX 개통초기 빨대효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인구통계
이후 처음으로 2011년 수도권 인구가 감
소됐고(-8,450명) 이는 2013년도(-4,384
명)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실장은 이에 대해
“KTX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다는 주장
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KTX의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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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지방에서 가지기 어려운 수도권
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
했다.
KTX 개통 이후 출장문화도 바뀌었다. 대다
수 기업이 KTX 요금을 지원해도 숙박비와
식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출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당일출장으로 규정
을 손질했다.
● 장거리 교통수단의 최강자 KTX
장거리에서 KTX 교통시장 점유율은 역시
독보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KTX 이용특성
분석 및 변화전망’에 따르면, KTX는 개통
이후 경부선에서 서울∼대전 20%, 서울∼
대구 47.7%, 서울∼부산 58.0%를 각각 수
송 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부산의 경
우 KTX 개통 이후 승용차(39.9%⇒20.1%)
와 항공(8.7%⇒2.9%) 분담율이 크게 감소
했다. 호남선의 경우 현재 분담률이 서울∼
광주 16.6%에 그치고 있지만, 2014년 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주요 구간에서
버스에서 KTX로의 전환률은 37.5%, 항공
에서 KTX 전환률은 53.6%로 예상됐다. 그
결과 서울-광주간 KTX 분담율은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
 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정시성 … 철
도산업발전 견인
KTX는 프랑스의 기술을 이전 받아 운행을
시작했지만, 이후 국산화에 성공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끌고, 코레일의 선제적 안전
관리 시스템이 진가를 발휘하면서 세계 철
도의 모범생으로 손꼽히고 있다.
차량고장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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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량고장률을 살펴보면, 2004년 개통
당시 81건의 고장이 발생해 0.304(건/백만
km)라는 불안한 출발을 했다.
하지만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안정
화 단계에 진입해 2009년 0.052(건/백만
km)로 고장율이 1/6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에는 2009년에 비해서도 절반으로 감소한
0.026(건/백만km)을 기록하기도 했다.
차량고장률은 1백만Km를 운행할 때 차
량고장이 발생한 건수로 KTX 차량고장률
‘0.026’은 약 4만km인 지구를 1000바퀴
돌 때 한번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때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
던 KTX-산천의 변화는 극적이다. 2010년
3월 영업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은 잦은
고장(1.376건/백만km)으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2013년에는 0.195(건/백만
km)으로 고장률이 1/7로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고장의 주원인이 설계 및 제작단계에
서의 결함이라는 판단하에 설계단계부터
제작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기
술적 보완을 시행했으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제작사와 공유하고
공동 해결책을 마련한 결과다.
정시 도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부
한다. 정확성의 바로미터는 정시율이다.
2004년 86.7%에 불과했던 정시율은 KTX
운행시스템 최적화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2007년, 94.1%, 2009년 96.92%를 기록
했으며 최근에는 99.88%라는 놀라운 단
계에 도달했다. 이러한 코레일의 노력 결
과 2012년 안전성과 정시운행률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며 국제철도
연맹(UIC)으로부터 안전 분야 특별상을 수
상하는 등 KTX 안전성과 정확성은 해외에
서 먼저 인정하고 있다.
KTX 고장과 운행지연이 줄어드는 만큼
KTX 브랜드가치도 동반 상승했다. KTX는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2004년 이
래 10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로
뽑혔으며, 순위도 2004년 84위에서 2007
년 52위, 2010년 34위, 2013년 16위로
급상승했다.

KTX는 첫 도입 당시 프랑스로부터 기술이
전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속철도 기술을 국
산화했으며, 국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획
기적으로 높였다.
KTX 기술이전의 첫 결실은 한국형고속열
차의 개발이다. 최고속도 352.4km/h를 달
성하고, 안전성, 제동, 집전성능 등 성능평
가 기술도 확보했다. 이 차량이 바로 2010
년 상용화 된 KTX-산천이다.
고속철도 기술 경쟁력 확보에 따라 호남고
속철도, 원주-강릉선 등에 국내 기술이 확
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한국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HEMU-430X가 개발되었다.
최고속도 430km/h, 운영속도 370km/h로
설계된 해무가 상용화되면 전국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시대를 열게 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춘수 연구원은 “고
속철도의 발전은 기계, 전자 등의 기술발전
과 연계 발전하고, 승객의 고급화된 요구에
대해 혁신으로 대응하며, 기술의 발전이 운
영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해왔다”고 평가했
다.
● KTX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KTX 이용고객 편의를 위한 승차권 발매 방
식도 꾸준히 진화했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약·인쇄하는
‘홈-티켓’을 시작으로 2005년 ‘e-티켓’
과 2006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SMS-티켓까지 혁신은 계속되었으며,
2010년에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승차권
예매 앱(APP) ‘코레일 톡’을 선보여 언제
어디서나 승차권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8년 자가발권 서비스 도입 당시 전
체 발매매수 중 2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59.5%까지 증가했으며, 특
히 ‘코레일톡’은 승차권 예매 수단 가운데
36%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 필수 앱으
로 자리잡았다.
KTX에는 늘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
는다. KTX시네마는 ‘세계 최초 달리는 개

봉관’으로 2006년 KTX 1호차를 영화객실
로 개조해 매년 개봉 영화를 상영해 1석 2
조의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한다.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300km의 KTX
열차내에서 LTE(long Term Evolution, 4세
대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KTX 특실의 품격 높은 서비스와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KTX 내 미니도서관을 운
영해 이용객에게 여행, 레저, 문화 등 유익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은 향후 빅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고객 성향 파악으로 한발 앞선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성기반 비즈니스 홈
페이지 운영 등 고객을 이해하는 ‘감성기반
서비스’를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
 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로 … 제 2 도약을
준비하는 KTX
코레일은 KTX 개통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올 상반기 개통 예정인 KTX 인천공항 직결
운행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동서고속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의 속도혁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철도
운영 경험 및 핵심 안전 역량을 앞세워 해
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전문가들은 세계철도시장 규모가
연간 111조원 수준의 초대형 규로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레일은 114년 철도운영 경험과 세계 다
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등의 첨단
철도 운영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운
영경험과 선진기술, 핵심안전역량을 세계

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 세계 철도시장으로 진출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익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나아가 코레일은 손에 잡히듯 다가온 대륙
철도 시대를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발표와 함께 코레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제휴회원 가입으로 대륙횡단열차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
련했다. 코레일은 향후 고객 안전과 서비스
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
아 대륙까지 꿈과 비전을 안고 힘차게 달
리는 ‘국민행복 코레일’ 달성을 위해 최선
을 다할 계획이다.
● KTX 10주년 이벤트 풍성
코레일은 KTX 개통 10주년을 맞아 4월 1
일 코레일 본사 사옥에서 ‘KTX 개통 10주
년 기념식’과 학계, 정계 등의 오피니언 리
더를 초청해 ‘KTX와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코레일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코레일 히어로’와 지난
10년간 KTX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을
선정하여 기념패와 상품을 증정한다.
기념일 전날인 3월 31일에는 KTX 개통 10
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일반인과 직원으로
구성된 코레일심포니오케스트라의 기념음
악회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고객대상 이벤트도 풍성하다. 4월 1일에
2004년 KTX 개통일 승차권을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왕복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
으며, KTX 개통일에 출생한 어린이(주민등
록등본 제시)에게는 동반 1인을 포함하여
무료이용권을 증정한다. 당일 10만번째 이
용고객에게 KTX 10회 무료이용권을 제공
하고, 당일 운행하는 모든 KTX 열차내에서
깜짝 추첨을 통해 KTX 25% 할인쿠폰을 지
급한다. 지난 1년간 코레일톡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이 4월 한달간 코레일톡을 이용
하면 100명을 추첨하여 KTX 30∼50% 할
인쿠폰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전국 주요 KTX 정차역에서는 즉

석사진 찍기, 기념 공연, 이벤트 등이 펼쳐
진다.

코레일-SM엔터테인먼트 MOU
한류문화 확산을 통한 국내여행 활성화 …
철도＋한류 여행프로그램 운영

코레일은 3월 28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SM엔터테인먼트 김
영민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한류문화 확산
을 통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철도와 한류스타가 손을 잡았다.
코레일은 3월 28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SM엔터테인먼트 김
영민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한류문화 확산
을 통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한류라는 소프트웨어와 철도
라는 하드웨어의 창조적인 결합은 국내 관
광의 품격을 높이고, 수도권 위주의 한류관
광 패턴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협약으로 코레일과 SM은 역 및
열차와 한류컨텐츠, 브랜드를 연계한 다양
한 여행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3월 24일 ‘KTX 10주년, 동방신기 데
뷔 10년’을 계기로 운영한 S-train(남도해
양열차) 특별열차에는 150명 모집에 1만
여명의 내외국인이 신청할 정도로 큰 인기
를 끌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도와 한류문화를
연계한 여행컨텐츠 개발을 통해 국내여행
수요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기대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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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14 국가브랜드대상 4년
연속 수상
최상의 고객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국민행
복 코레일 달성

코레일은 4월 2일 롯데호텔(서울 소공동)
에서 열린 ‘2014년 국가브랜드대상’ 시상
식에서 4년 연속 혁신경영부문 대상을 수
상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코레일 장진
복 홍보문화실장(오른쪽 2번째)과 코레일
관계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며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코레일이 2014년 국가브랜드대상(National
Brand Awards) 혁신경영부문 4년 연속 1
위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
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가브랜드대상은
산업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
한다. 국가브랜드대상은 지난 1월 29일부
터 2월 9일까지 만 16세 이상 소비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으며, ‘코레일’은 대표성 및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코레일은 국가브랜드대상 혁신경영부문 4
년 연속 1위 선정을 ▲지속가능한 경영체
계 구축 및 경영효율화를 통한 흑자경영
달성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안전제
일 경영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창조경영
실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기업 문화
창조 등 다양한 혁신노력의 결과로 분석했다.
코레일은 ‘안전’을 최상의 고객서비스이자
핵심가치로 정하고, 안전의식과 제도, 기술
적인 부분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첨단기
술을 기반으로 안전제일 문화를 정착시켰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앞장서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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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장 기반 확립을 위한 복합형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 창조경제 모범
사례인 O·V·S-train에 이어 평화생명벨
트, 서해골드벨트와 동남블루벨트를 구축
하고 있어 철도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로 개통 10주년을 맞
은 코레일의 KTX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
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2013년 브랜드 순위도
16위로 ‘10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
드’로 선정되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3월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제휴 회원으로 가입하여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향하는 대륙철도에 첫 걸음
을 내딛었다.
코레일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 시대
를 여는 평화와 창조의 철도로 거급나겠다
는 방침이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코레
일은 앞으로도 고객 안전과 서비스에 최선
을 다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
까지 꿈과 비전을 안고 힘차게 달리는‘국민
행복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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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진주~광양 복선철도구간
옥곡3터널 관통
남해안 통합생활권 구축 기반 마련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기존 경전선
을 복선철도로 개량하는 진주~광양 복선
화사업 구간 중 가장 긴 터널인 옥곡3터널
(L=6412m)을 2월 5일 성공적으로 관통했다.
옥곡3터널은 전남 광양시 원월리 및 용
강리 일원의 백운산 지류구간을 지하
7~269m 통과하는 터널로, 전체 구간을
NATM 공법으로 굴착하였으며, 작업하기
어려운 터널상부에서 원지반까지의 두께가
20m이하인 저토피 구간과 남해고속도로
하부통과구간은 지반보강을 위한 그라우팅
작업과 터널 내부보강으로 단 한건의 안전
사고 없이 관통되었다.
2009년 11월 터널공사를 착공한 후 현재
까지 사업비 415억원, 연인원 2만6122명,
덤프트럭 외 장비 3만2073대 등 많은 인
력과 장비가 투입되었고, 굴착된 토사량
만 56만2772㎥로 상암동의 월드컵축구장
넓이(5만8539㎡)를 약 9.6m 높이로 채울
수 있다. 호남본부 관계자는 “경전선 진주
∼광양복선화 사업은 현재 60.9% 공정률
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궤도,
전력, 신호, 통신 등 후속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말까지 완공·개통 할 계획으로
남해안권 통합생활권 구축 및 영·호남 교
류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남·경부철도 등 2개 건설사업을 완공하
고 이천∼충주 철도건설 및 장항선 2단계
개량, 철도종합 시험선로 구축 등 3개 사업
을 신규로 착공한다. 2014년도 충청본부
관내의 건설사업에 4217억원, 기존 운행
선 시설 개량사업 510억원 등 총 47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전·충청 지역에
서 생산유발 효과 5634억원, 고용유발 효
과 2957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청본
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서해선
(홍선∼송산) 복선전철 사업도 국회, 정부
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틀 등 총 21틀의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
기기를 부설할 계획으로 4월 말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2단계(대구
~부산간)에 사용된 외국산(독일) 분기기와
달리 국내 제조사에서 개발한 고속분기기
를 설치함으로써 국내 철도 궤도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분기기 제조사가 제작 및 현장 설치
토록 일원화함으로써 분기기 성능 및 품질
확보는 물론이고 책임소재를 한층 더 강화
했다.

분기기 조립/시공

호남고속철 오송~익산간 콘크리
트궤도용 고속분기기 부설 착수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2월 11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 소재 호남고속철도 공
주정거장에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 설
치를 위한 도상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했다.
고속분기기는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
서 다른 궤도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궤도상의 핵심 설비로, 호남고속철도 충청
본부 관내는 공주정거장 13틀, 도중건넘선

완성궤도

63억원 규모 필리핀 철도 감리사
업 수주
동남아시아 철도사업 진출 발판 마련

호남고속철도(오송~공주) 등 2
개 고속철도 연말 완공
2014년도 철도 메카로 발돋움하는 충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올해 안으로

필리핀 LRT-2호선 사업 노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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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해외철도
사업처에 따르면 공단이 필리핀 교통통신부
(DOTC)가 발주한 63억원 규모의 마닐라 경
전철(LRT : Light Rail Transit)-2호선 동부
연장선 시공감리사업 국제경쟁입찰에서 최
종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
LRT-2호선의 동부지역 수송한도 증대를 위
해 산토란에서 마시낙간 4.2km의 지상철 건
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를 수행하는 것으
로, 공단은 국내설계업체인 (주)수성엔지니어
링 및 필리핀 현지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
여 국내 및 중국 철도 감리사업을 수행한 경
험, 최고전문가의 투입,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기술제안 등으로 기술평가에서 경쟁업체보
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설사업본부는 이번 필리핀 철도사업 수주
를 발판으로 최근 철도, 도로 등 인프라건설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그
간 축적한 철도건설의 기술력 및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추가 수주를 위해 노력할 계
획이다.

장항선 폐선부지를 탄소저감형
생태숲으로 조성
충남 보령시 대천동 2500㎡ 대상으로 10
월 완공 예정

보령시 폐철도부지 탄소저감 생태숲 조성사업 대상지

연구원에 따르면 공단은 충청남도 보령시 대
천동에 소재한 장항선 폐선부지 약 2500㎡
를 탄소저감형 생태숲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
지 완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으로 추진되며(약 4억원), 지역혐오시설
로 전락한 폐선부지를 녹색공간 창출, 탄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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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및 미기후 개선에 초점을 맞춰 도시 내 생
태숲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장항선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가
마을 사이의 나대지로 방치됨에 따라 건설폐
자재 적재,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공단은 사업 초기부터 보령시의 ‘보령문화의
전당’ 사업(舊 대천역 부지)과의 연결성을 고
려하여, 시민을 위한 생태학습 및 문화시설
공간으로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2015년 10월까지 호남선하부 청
동지하차도 설치
충남 논산시 연산역 부근 호남선 횡단용
폭 14m지하차도 신설

현장약도

대전선(대전역~서대전역) 3월 1
일 운행 재개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의 대전역구내 선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일
시 운행 중지했던 대전선(대전역~서대전역)
을 2014년 3월 1일 00시부터 종전대로 운행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대전선 출발·도착 열차는 1번홈
(1, 2번 선로)으로 운영되고, 경부선 고속 및
일반 열차는 현행과 같이 각각 상선 2, 3번홈
(3~6번선), 하선은 6번홈(11, 12번 선로)을
이용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대전
선 운행을 재개함에 따라 그동안 대전역~서
대전역간 셔틀버스운행(1일 3회)을 이용한
환승 횟수 및 환승거리가 단축되어 대전역에
서 경부·호남선 열차를 환승하는 고객들의
편리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충청남도 논
산시 연산면 청동리 부근 호남선 철도하
부를 횡단하는 청동지하차도 설치공사를
2014년 3월 본격 착공하여 2015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본 공사는 도로폭이 2.0m로 좁아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
소하기 위해 총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
존 통로박스 옆으로 폭 14m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공사다.
공사가 완료되면 국도1호선과 연결되는 청
동리와 한전리 통행이 원활해지고, 기존 통
로박스를 이용하는 논산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도로침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본부는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철도시설물의 개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궤도분야 1조 3126억원 발주
상반기 조기발주 및 중소기업제품 2331억
원 구매로 경제살리기 앞장 서
<’14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내역>
구분

금액(억원)

중소기업직접구매 품목

888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품

140

중소기업 특화제품

1,303

합계

2,331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는 올해 수도권
고속철도 전기·궤도공사 등 공사 55건,

용역 65건, 구매 81건 등 총 192건에 1조
3126억원 규모의 사업을 공개경쟁입찰로
신규 발주한다.
기술본부는 이중 111건 8086억원을 상반
기에 조기 발주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직
접 구매하는 제품 17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한 제품 7종 및 중소기업 특화제품 19
종 등 2331억원 규모의 제품을 구매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를 직접 수행하고 전철전력 및 신호통신
분야에서 직접감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예
산 162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수서~평택 고속철도 4420
억원, 성남~여주 등 일반철도 3개 사업
6020억원, 수원~인천 광역철도 사업에
688억원, 기존 운행선 개량 및 수탁 사업
등 19개 사업 1998억원이다.

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필요용지의 95.1%
까지 매수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 말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
도는 용지매수가 대부분 완료되어 전 공구
에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주
∼강릉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2013년도
말까지 전체 용지의 53%를 매수 완료하여
201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시설사업본부는 보상절차 등에 대한 민원
인들의 궁금증 해소와 정보공개 확대를 위
해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의
KR토지보상안내(FAQ)에 잔여지 매수 세
부기준 등을 추가로 게재하였으며, 앞으로
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
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내 폐선 궤도철거로 지역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
창원시 사비인입철도 궤도철거 완료

<’14년도 전기·궤도분야 사업별 발주현황>
발주사업명

사업비(억원)

발주시기

수도권고속철도 전기공사

4,420

3월~10월

성남~여주 복선전철 전기·궤도공사

3,568

3월~10월

진주~광양 복선전철 전기·궤도공사

1,613

7월~10월

부산~울산 복선전철 전기·궤도공사

839

3월~10월

수원~인천 복선전철 전기·궤도공사

688

3월~10월

개량, 수탁 등 19개 사업 전기·궤도공사

1,998

3월~12월

합계

13,126

올해 철도건설 용지보상비 2543
억원 집행
상반기 1404억원 조기 집행으로 경기 활
성화 기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는 올해 철
도건설사업비 7조 2천억원 중 용지보상비
로 254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경기활
성화를 위해 1404억원(55.2%)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시설사업본부는 올해 용지보상을 시행하는
25개 사업 중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5
개 신규사업에 287억원을 집행하고, ▲현
재 공사 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20
개 사업에는 8707필지/4531천㎡에 2256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551-2번지 일원의 (구)사
비인입철도에 대하여 진해구와 협의를 거
쳐 폐선된 구간의 궤도를 철거했다.
그간 사비인입철도는 비료 등 화물을 운반
하여 왔으나 2008년 물동량 감소로 전용
철도 운영이 중지되었고, 2012년 7월 전
용철도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폐선된 선
로에는 오물 투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
을 겪어왔다. 이에 영남본부는 폐선된 궤도
350m를 완전 철거함으로써 주변지역 환
경을 개선하였으며 진해구청은 이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통행로 및 노상주차장 등으
로 활용하여 공공의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
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관계자는
“폐선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되어 지
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
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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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서울 도시철도가 더 빠르고 편리
해진다!
서울시, 철도연‘서울시 맞춤형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협약’체결

서울특별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월
24일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 영상회의
실에서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홍순
만 철도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 맞춤형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의 교통시간을 단
축할 수 있는 스마트 철도기술 등 녹색교
통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서울시와 철도연은 도시철도 급행
화, 환승 및 이동 편의성 향상, 지리정보를
결합한 대중교통정책, 도시철도 계획 및 건
설·운영 등에 관한 공동 연구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한 맞춤형 녹
색교통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철도연은 이동시간을 줄이는
급·완행 열차 운행에 필요한 대피선 건설
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성능 전동차1) 도입,
전동차 유치선을 대피시설로 활용2)하는 방
안 등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철도를 급행화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스마트 철도
기술을 적용하면 서울시 주요 구간의 운행
시간을 지금보다 13~39%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약자와 일반 이용객이 함께 이용
하는 겸용 에스컬레이터로 교통약자의 편
의를 높일 수 있고, 환승역사에 실시간 가
변동선 이동시스템3) 및 수직·수평이동시
스템4)을 적용하면 승객이 많은 시간대의
이동속도를 13% 향상시키고, 환승거리를
300m 이내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지리정보 및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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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활용해 철도연이 개발 중인 통행실
적기반 대중교통 운영계획수립 지원시스템
(TRIPS)5)과 통행수요기반 열차 스케줄 최
적화 시스템(Dr. Metro)6)의 완성도를 높이
고, 이를 활용하여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향
상시키는 다양한 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운
영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서울의 도
시철도는 연간 18억명 이상을 수송하는 거
대 간선 교통망으로 스마트 철도기술로 서
울시의 교통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서울
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경쟁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도연의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발전되어 구체적으로 실
행되고 적용돼 서울시민의 발걸음이 더욱
편리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철도연 홍순만 원장은 “이번 공동협력을
통해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면서 교통시간
을 대폭 단축하는 스마트한 도시·광역 철
도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
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
학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술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 철도를 만들어 나가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고 성능 전동차 : 기존 전동차에 비해
25% 정도 빠른 전동차로 기존 전동차
대신 고성능 전동차를 완행으로 투입하
면 급행열차와 완행열차의 속도차가 줄
어들어 급행 운영을 위한 대피선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음
2)전동차 유치선을 대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 운행 종료 후에만 활용하는 전동
차 유치선을 개량해 급행 운영을 위한 대
피시설 활용하는 방법
-서
 울시 5, 6호선 각 3개소, 7호선 5개
소를 대피선으로 활용 가능
3)실시간 가변동선 유도시스템 : 승객이
역사 내에서 이동 중 서로 엉키거나 충돌
하면서 발생하는 혼잡을 완화하고 보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승객의 동선을
분리 또는 유도하는 시스템

4)수직·수평 이동시스템 : 역사 내에서
승객을 최적의 환승동선에 따라 수직, 수
평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송시키는 시스템
5)통행실적기반 대중교통 운영계획수립 지
원시스템(TRIPS : Travel Record based
Integrated Public transport operation
System) :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대
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노선조
정 등 운영계획 시행시 노선별 통행량 및
환승량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안평가를
할 수 있음
6)통행수요기반 열차 스케줄 최적화 시스템
(Dr. Metro : Demand Responsive MEtro
TRain Operation System) : 역간 통행수
요 및 노선간 환승수요에 따른 최적 스케
줄을 작성하고, 스케줄에 따른 개별 열차
의 승하차 인원을 추정할 수 있어 급행열
차 운영 시의 최적 스케줄 작성 가능

한국의 혁신적인 철도기술에 전
세계가 반하다!
철도연, 미래교통기술 국제세미나에서 새
로운 철도 패러다임 제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세계철도연맹
(Union International de Chemin de Fer,
UIC)과 공동으로 ‘미래교통기술 국제세미
나’를 코엑스 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3월 11~12일 양일간 개최했다.
철도계의 UN격인 UIC의 장 피에르 루비노
(Jean-Pierre Loubinoux) 사무총장을 비롯
해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에바 몰나
르(Eva Molnar) 교통국장, UN ESCAP(아
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피에르 샤르띠
에(Pierre Chartier) 철도국장 등이 큰 관심
을 보이며 참석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철도공사연구원 보리스
라피두스(Boris Lapidus) 원장, 체코철도연
구원 안토닌 블라제크(Antonin Blazek) 원
장 등 세계 각국의 철도교통 CEO를 비롯
해 중국, 일본, 미국 등 철도 전문가들이 대
거 참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안전과 고속화 중심으로 기
술개발이 이루어졌던 세계 각국의 철도가
혁신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는 것에 공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혁신적인 철도기술과 철도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 세계 철도계 수장급인 루비노 UIC 사무
총장이 철도기술 종주국인 유럽·일본이
아닌 한국을 방문해 두 번의 CEO 포럼을
직접 주재하고, 세미나를 UIC와 공동 개최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특히 철도연이 개발 중인 △무선전력전송
△레일운하 △부유식해상활주로 기술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UIC는 1922년 설립돼 전 세계 197개 회
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철도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이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으
며 '철도계 유엔'(UN)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철도 교통 증진과 R&D(연구개발)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장 피에르 루비노 UIC 사무총장은 고속철
시스템 계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년
간의 경험을 보유한 고속철 전문가다.
루비노 UIC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CEO 포
럼은 몰나르 UNECE 교통국장, 샤르띠에
UN ESCAP 철도국장, 라피두스 러시아 철
도공사연구원 원장, 블라제크 체코철도연
구원 원장, 철도연 홍순만 원장 등 국내외
CEO 10명이 참가했다.
1일차 11일에는 ‘혁신적인 철도’를 주제로
철도교통이 개선돼야 할 부분, 혁신 기술의
현장적용 방안, 철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
한 방안, 미래 철도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
전, 철도기술을 통한 다른 산업의 혁신 등
을 논의했다.
2일차 12일에는 ‘세계 각국의 고속철도망
구축 전망 및 기술 개발 방향’을 주제로 고

속철도 운영속도의 한계점과 속도향상을
위한 기술, 고속철도망 구축비용 절감을 위
해 필요한 기술, 저개발 국가에 고속철도를
보급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
유라시아 철도 연계를 위한 사회·경제적
의미와 기대 효과 등을 논의했다.
3월 11일 오후에는 ‘철도의 혁신적인 미
래’를 주제로 본격적인 세션이 진행됐다.
유럽과 독일을 비롯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철도기술이 제시됐다.
●레일운하 기술
·기존의 운하를 대신해 대형 선박을 여러
가닥의 철도를 이용해 운송하는 레일운
하가 소개됐다. 이 기술은 선박이 도착
하면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특수 다축
화차의 로프웨이에 선박을 연결시켜 육
상으로 옮긴 뒤, 이를 기관차로 이동시
키는 시스템이다. (발표 : 철도연 서승일
박사)
· 레일운하 기술은 신규 운하 건설을 용
이하게 해 글로벌 해운항로 단축, 국제
물류비용 감소, 일자리 창출 등 세계 물
류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조명됐다.
● 해중(海中) 철도
·바닷속 한가운데를 달린다는 의미의 ‘해
중(海中) 철도’는 바닷속에 긴 대형 파
이프를 설치하고 그 안을 열차가 다니
는 개념이다. 바다 밑에 터널을 뚫는 기
존 해저터널의 개념과는 달리 1개당 약
100m 길이의 파이프형 구조물을 제작
한 후 수심 30m 이하 바닷속 한가운데
에 이어 붙여 고정시킨다. (발표 : 철도
연 사공명 박사)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특수 공법으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파도와 바람에 영향 받지 않고,
수심과의 연관성도 적어 큰 바다를 가로
지르는 대륙 연결도 가능한 미래 녹색교
통기술이다.
● LTE기반 무선열차제어기술
· L
 TE기반 무선열차제어기술은 열차제어
와 신호를 포함한 주행 중인 열차상태를

실시간 검지하고, 유지보수 정보, 차내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정보, 운영 요원과
의 음성 정보 송수신 등 철도 전 분야의
성능 및 안전성을 높인 기술이다. (발표
: 철도연 김용규 박사)
● 저심도 도시철도
· 현재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추진 중인
저심도 도시철도는 15~25m 깊이로 건
설되는 기존 지하철과는 달리 도로 위에
서부터 지하 5~7m로 건설하여 도로 선
형에 따라 주행이 가능한 지하철도이다.
자동차와 동일한 작은 곡선 회전과 급한
경사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급곡선, 급구
배 관련 기술이 발표됐다. (발표 : 철도
연 이안호 박사)
· 또한 고가 경전철과 유사한 비용으로
지하에 건설할 수 있어 재정문제를 해결
하고, 도시미관, 소음과 진동, 접근성과
쾌적성 등을 만족시킨 시스템이다.
● 부유식 해상활주로
· 활주로를 건설할 만한 공간이 없는 도
서 지역의 해안가 바다에 소형 공항을
만드는 부유식 해상활주로는 작은 섬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기술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발표 : 철도연 박
준혁 박사)
· 기
 존 매립형 해상공항이나 교량형 공항
과는 달리 활주로 전체를 물의 부력을
이용해 바다에 띄우고, 그 위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개념이다. 원리는 항공모함
과 비슷하지만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
해 양쪽 끝부분을 육상에 묶어 고정시키
는 기술이 적용됐다.
· 철
 도 및 도로 교량에도 적용할 수 있고
교량 건설비 절감과 향후 구조물 해체시
다른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
이 있다.
● 마
 이크로파를 이용한 콘크리트 급속양
생기술
· 최 신의 연구성과도 소개됐다. 지난해
12월 포항~삼척 철도5공구 터널에 세
계 최초로 적용된 콘크리트 급속양생기
술은 기존 1~2일 이상 걸리던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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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식

News
Briefing
양생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줄여 전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기술이
다. (발표 : 철도연 고태훈 박사)
· 마
 이크로파를 이용한 이 기술은 전자레
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듯이 특수 제작된
거푸집을 활용해 콘크리트의 강도를 유
지하면서 양생을 빠르게 하는 최적 온도
인 35~55℃를 지속시켜 콘크리트 구조
물의 강도 확보는 물론 급속 시공을 가
능하게 한 신기술이다.
· 4
 계절 내내 콘크리트 양생을 12시간 이
내로 완료할 수 있고, 도로 및 철도의 터
널, 교량, 아파트와 같은 건축 구조물 등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북미, 러시아, 북유럽, 중앙아시아
등 혹한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로
관심을 모았다.
3월 12일 2일차 오전 세션에서는 30년 이
상 고속철도를 운행해온 유럽(1981년 프
랑스 TGV, 1991년 ICE)을 비롯해 고속철
도 운행 50년을 맞이한 일본(1964년 신칸
센), 중국, 러시아, 체코, 한국 등 세계 각국
고속철도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기술이 소개됐다.
이어서 ‘한·러 공동세미나’ 세션이 진행됐
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글
로벌 교통협력, 철도연결을 위한 신기술 및
기술적 문제 해결 등 한·러 철도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반도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횡
단철도(TSR)와의 서로 다른 궤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궤간가변대차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소개된 기술은 환적과
정차 없이 궤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로
화차에만 적용한 것이다.
궤간가변대차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차 및 객차용 궤간가변 대차 기술 개
발해야 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본선 시
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12일 오후에는 올해 5번째를 맞
는 ‘친환경 자동차 국제포럼 IFEV 2014
(International Forum on Eco-Friendly
Vehicle and System)’이 진행됐다.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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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으로 공급되는 전기로 움직이는 철도
를 비롯해 자동차용 무선충전기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선전력전송기술의 개발 현황과 방향이
소개됐다.
루비노 UIC 사무총장은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레일운하, 부유식 해상
활주로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이야말로 앞
으로 세계 철도기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라는 생각에 이번 세미나를 UIC와 공동 개
최하자는 제안을 하게 됐다.” 며 “혁신적인
철도기술이 바꾸어 나갈 새로운 세상을 함
께 기대해보자.”고 전했다.
철도연 홍순만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
해 한국의 철도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전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세
계 각국과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우리가 세계 철도기술
을 리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12일 양일간 개최
된 미래교통기술세미나 시청 조
회수 12만 6천건 넘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세계철도연맹(Union
International de Chemin de Fer, UIC)이 공
동으로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3월
11~12일 양일간 개최한 ‘미래교통기술 국제
세미나’ 인터넷 생중계 시청 조회수가 12만
6천건을 기록했다.
3월 11일 아침 9시부터 세미나가 끝난 12
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제세미
나를 지켜 본 순 시청자 수는 9만 2천명
(92,040명), 생중계 시청 조회수는 12만 6천
건(126,493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국제세미나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장
피에르 루비노(Jean-Pierre Loubinoux) UIC
사무총장,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에바
몰나르(Eva Molnar) 교통국장을 비롯해 세
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철도 및 교통 전
문가들이 직접 참석해 실질적인 철도 및
교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레일운하,
해중철도, 무선전력전송기술 등 다양한 혁
신적인 기술을 소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참가자 : 장 피에르 루비노(JeanPierre Loubinoux) UIC 사무총장, 피에르
샤르띠에(Pierre Chartier) UN ESCAP(아시
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철도국장, 에바
몰나르(Eva Molnar) UNECE(유엔유럽경제
위원회) 교통국장, 보리스 라피두스(Boris
Lapidus) 러시아 철도공사연구원 원장, 알
렉산터 파니체프(Alexander Panychev)
러시아 페테르부르크교통대 총장, 안토닌
블라제크(Antonin Blazek) 체코철도연구원
원장
철도연 관계자는 “미래교통기술세미나라
는 단일 주제로 이렇게 많은 시청 조회수
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한
다.”며 “철도 및 교통,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
아졌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사례로 보인
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교통기술 국제세미나는 철도연
및 UIC 홈페이지, 유스트림(Ustream)을 통
해 시청 가능하다.
- 철도연 홈페이지 : www.krri.re.kr
(한국어 및 영어)
- UIC 홈페이지 : www.uic.org (영어)
- 유스트림 : www.ustream.tv/channel/
ifir-ifev2014 (한국어) www.ustream.tv/
channel/ifir-ifev2014-transtlate (영어)

해외기술에 의존하던 레일체결장
치 우리 손으로 개발
철도연, 국산 레일체결장치 현장 부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과 공동 개발한 콘크리트 궤도용 레일체결

장치를 4월부터 호남고속철도 정읍~목포
300m 구간(전남 장성군)에 현장 시험 부설
한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콘크리트궤도용 레일
체결장치가 고속철도 현장에 최초 적용
됐다. 현장 성능 시험을 1년간 진행한 뒤
2015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궤
도공사비 10%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레일체결장치는 침목과 궤도 하부 콘크리
트에 레일을 고정해주는 장치로 열차 하중
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지만 국산 제품이
없어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다.
개발된 레일체결장치는 침목의 형상에 관
계없이 모든 콘크리트 침목에 적용할 수
있어 앞으로 고속철도 구간의 노후화된 레
일체결장치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철도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탄성패드
에 개선된 폴리우레탄을 적용해 탄성패드
의 강성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했다.
체결장치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새롭게 설
계해 열차 주행 방향에 대한 저항력과 체
결력을 높였고, 부품 무게를 14% 경량화
했다. 또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적용하
여 고속철도 콘크리트 궤도에서 충족해야
하는 13㏀ 이상의 전기저항성능(42㏀)도
확보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궤도 부품 시장은 일부
업체들의 과점으로 인해 업체 상호 간의
비방으로 부품선정 과정에서 마찰이 끊이
지 않았고,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수
입액만 약 540억 원에 달하는 등 해외제품
사용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철도연과 철도공단은 핵심부품 공급원 다
각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철도기술 발전 및 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레일
체결장치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
레일체결장치 개념설계, 구조해석을 통한
상세설계 등 수차례의 수정작업을 거쳐 시
작품을 제작해 지난해 말 한국철도표준규
격(KRS)을 적용한 실내인증시험을 완료했다.
철도연과 철도공단은 개발된 레일체결장치

기술을 희망하는 모든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독
점 공급으로 인한 무리한 시장 장벽과 특
정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없
앨 수 있게 됐다.
철도연 홍순만 원장은 “레일체결장치 기술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철도부
품 기술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레일체결
장치를 비롯한 핵심부품의 성능을 개선시
켜 철도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
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연, 유라시아로 가는 첫 단
추를 꿰다!”
러시아 광궤와 표준궤가 모두 운행 가능한
궤간가변 고속대차 개발 성공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러시아 철도의 광궤
와 한국철도의 표준 궤도를 모두 달릴 수
있는 궤간가변대차 개발에 성공, 유라시아
로 가는 첫 포문을 열었다. 철도연은 3월
28일 경기 의왕시 본원에서 궤간가변 고속
대차를 공개했다.
한국철도가 북한을 통과하여 러시아로 운
행할 경우 철도 궤도의 폭이 다르기 때문
에 러시아 국경에서 환승이나 환적이 필요
했다. 그런데 개발된 궤간가변 고속대차를
적용하면 한국에서 출발한 열차가 환승이
나 환적, 또는 열차바퀴 교환 없이 바로 통
과하여 유럽까지 달릴 수 있게 됐다.
※ 한국·중국·유럽 철도는 표준궤
(1,435mm)이고, 러시아철도는 광궤
(1,520mm)로 궤도의 폭이 85mm의 차이
가 있음
철도 궤도의 폭이 다른 광궤도와 표준궤도

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적·환승이나
열차바퀴의 교환은 국경에서 시간 정체, 승
객 불편, 환적을 위한 각종 인프라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철도 운행과 국경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발된 궤간가변 고속대차는 시속 200km
대의 고속주행이 가능하며, 궤간의 차이가
발생한 지점에서 열차가 멈추지 않고 시속
10~30km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위험 화물의 대량수송에도 적합하여 향후
동북아 지역의 화물 운송에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철도연의 궤간가변 고속대차는 남북철도
운행과 장거리, 혹한기 등 동북아지역의 운
행 환경을 고려해 개발됐으며, 유럽에서 쓰
이고 있는 궤간가변 대차와 비교해 고속화,
장거리 운행, 유지 보수, 추위를 견디는 내
한성 부분에서 매우 우수하다.
유럽의 폴란드 제품(SUW 2000)과 비교해
보면, 궤간가변장치의 핵심부품인 잠금장
치의 무게를 최대 40% 줄였고, 부품수는
절반으로 줄여 고속화와 장거리운행, 유지
보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 현재 궤간가변열차를 운행하는 유럽 국
가는 폴란드-리투아니아(화물·여객)와 스
페인-프랑스(여객)에서 운행 중
또한 280km/h 동특성시험에 성공했고, 동
북아의 혹한기 운영에 대비한 영하 80℃의
극한 환경에서 부품 피로시험과 충격시험
을 통과했다.
향후 UIC(세계철도연명) 기준으로 500회
궤간변경 및 10만km 실제 주행을 진행한
이후 실용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
및 동북아철도 연계 시 두만강~하산과 중
국~러시아 국경역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유럽처럼 궤간가
변 철도운송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철도연 홍순만 원장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러 철도 연결의 첫 단추를 궤간가변
고속대차로 꿰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며, “앞으로 설계, 제작, 시험, 진
단 기술 등 궤간가변대차 기술을 더욱 발

89

Korean Rail Technology
www.krri.re.kr

News Briefing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식

News
Briefing
전시켜 국경에서쾌적하고 원할한 철도 서
비스 제공은 물론, 동북아 통합 철도물류체
계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열차도 사람처럼 CT(컴퓨터단층
영상분석) 촬영한다!
철도연, 철도차량 스캐닝시스템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하부를
CT검사 하듯이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
는 철도차량 스캐닝 시스템을 3월 28일 철
도연 광명 시험선에서 공개했다. 이로써 철
도차량 하부의 부품 상태를 CT처럼 차량을
분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차량 스캐닝 시스템은 비파괴 진단기술을
적용하여 차량을 분해하지 않고도 차량 하
부의 핵심부품인 견인전동기, 모터감속기,
차륜, 제동디스크, 베어링 등의 상태를 마
치 스캔하듯이 실시간 진단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핵심은 운행을 마친 철도차량이 차
량기지에 입고될 때, 선로주변에 설치된 개
발 시스템을 지나가면 차량 하부 주요 부
품의 온도, 소음, 중량, 전자기를 측정하여
이상 상태를 CT처럼 영상화하여 진단하는
것이다.
적외선열화상 기술로 온도를, 음향홀로그
래피 기술로 소음지도를, 분포형 광섬유를
통해 중량을, 그리고 전자기카메라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의 손상상태를 파악한다.
독일, 프랑스의 온도와 소리를 이용하는 고
장진단방법 등 그동안 철도차량의 고장 진
단을 위해 많은 기술이 개발돼 왔지만, 전
자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상을 진단하는
기술로는 세계 최초이다.
현재 철도차량의 고장 진단은 검사 매뉴얼
에 의해 일정 주기별로 부품을 실제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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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품을
일일이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검
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부품의 이상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발된 철도차량 스캐닝시스템은 차량 통
과와 동시에 차량 하부 상태를 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여부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선로 주변에 설치
하기 때문에 고속철도를 비롯해 도시철도
와 일반철도 등 모든 철도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철도차량 스캐닝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차
량을 분해하지 않고 고장 진단과 검수를
진행할 수 있어 검수 시간 및 인건비를
1/4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 중
인 장비 유지보수비 절감까지 고려하면 연
간 차량 검수 비용의 2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부고속철도에 적용할 경우 : 연간 차
량검수비용 1,400억원의 25%인 350억원
이상 절감 예상
또한, 차량이 차량기지에 들어올 때마다 이
상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분해 검사가
필요한 대상 차량 감소, 분해 검사 주기 연
장 등으로 차량 검사 비용이 추가로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연 홍순만 원장은 “철도차량 스캐닝
시스템 등을 비롯한 유지보수 기술을 더
욱 발전시켜 철도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캐닝시스
템 기술을 철도차량 뿐 아니라 항공기, 원
자력, 자동차, 제철 등 첨단 기계시스템이

응답하라 1869 대륙횡단철도

적용되는 고장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해 타 산업분야로도 파급하겠
다.”고 전했다.

얼마 전 코레일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7개국의 철도협력 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제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대륙횡단 열차 운행을 위한 교두보로 대륙횡단열차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869년 미국과 대서양, 태평양을 잇는 최초의 대륙횡단철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69대륙을 횡단하다
대륙횡단철도는 바다와 바다를 잇는 철도로 세계의 철도교통을 하나로 잇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처
음 등장한 대륙횡단철도는 미국에서 광대한 미개척지를 개발하기 위해 개통되었습니다. 1869년 개통한 최초의 대륙횡단철도는
아일랜드나 중국에서 온 이민 노동력으로 완성되었으며, 유타주 프로먼토리에서 유니언 태평양 철도와 센트럴 태평양 철도를 연
결하여 오마하에서 새크라멘토까지 한 번에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중서부와 태평양 연안이 철도로 연결되
어, 태평양 연안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서도 동방으로 진출하기 위해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개통했으며 1904년 중국의 하얼빈을 경유하는 동청철도 노선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완성하여 러일전쟁의 병참선으로 사용했습니다.

2014 대륙횡단의 교두보를 마련하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 또한 대륙횡단철도의 시작을 위해 얼마 전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제휴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는 국제철
도협력기구의 회원국가들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라시아 철도 구상의 교두보를 마련했
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철도연맹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열차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세기에 처음 등장하여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며 철도의 세계
화를 이끌고 있는 대륙횡단철도, 우리나라의 철도도 머지않아, 세계를 누비며 그 중심에 우뚝 설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해 봅니다.

※ 철도차량 스캐닝시스템 검사 항목
구분

분포형 광섬유 센싱을 이용한
중량 불균형 검사시스템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한
이상발열 검사시스템

음향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차량하부 이상 상태 검사시스템

전자기 카메라에 의한
차륜결함 검사시스템

평가항목

중량 불균형
평가

하부 기기의
온도 측정 평가

하부 이상
소음 평가

박리/찰상/직하 결함 등
차륜손상 평가

차량중량 불균형을 감지하여
이상 상태를 유지보수자에게
전송, 해당 대차를 중점적으
로 검수, 중량 불균형 판정

차량하부(전동기, 감속기, 대
차, 제동디스크, 윤축, 베어
링)의 이상 발열 상태를 실시
간 모니터링, 이상 발열시 알
람기능, 주행선로와 기지

차량하부 이상상태를 소음맵
으로 추적관리 모니터링하여
이상 기기를 유지보수자에게
통보, 검수전후 차량의 유지
보수 관리에 효율적 기능

차륜 표면/표면직하 결함 상
태를 영상화 모니터링하여
유지보수자가 직접 손상상태
진단, 차륜 손상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초음
파 탐상검사와 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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