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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철도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인증, 안전확보 기술개발로
철도의 안전과 성능향상을 실현합니다!
KRRI realizes railroad safety and performance improvement
by performing fair and transparent tests and certifi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safety technologies.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분야의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를 통해 철도교통의 발달과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종합연구기관입니다. 첨단·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철도 기술 선진화와 철도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0km/h급 한국형 고속열차, K-AGT 경량전철, 틸팅
열차, 도시철도 표준화 및 유지보수 정보화시스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상용화는 물론 기술 확산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400km/h 분산형
고속철도 및 초고속열차, 물류ㆍ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물류비 절감, 저탄소·녹색 교통의 실현과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유라시아- 태평양시대’
에
국경 없는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첨단핵심원천기술에 기반한 국가 신성장 동력의
창출과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안겨주는 철도분야 국가 씽크탱크로서, 철도기술 개발의 리더로서 세계 일류의 철도전문연구
기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철도의 미래와 꿈의 산실로 늘 새롭게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최성규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has been striving to open
a new era for the railway technology.
KRRI was established in 1996 as a railway research body in Korea aimed at developing railway transportation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y by unfolding strategic R&D activities along with railway policies. The KRRI efforts will continue to
improve railway technologies in a bid to present a better future by developing fundamental and most up-to-date core technologies.
KRRI has seen a success in its developments of 350km/h high speed rail 'HRS-350x', light rail transit 'K-AGT', tilting train 'TTX' and
standardized urban transit with its information system for maintenance. These technology developments are expected of their
applications in the local market while their technology expansions are underway overseas as well. KRRI is also in process of developing
400km/h high speed EMU, ultra high speed train, reducing the nation's logistics costs with set-up of a logistics & transportation
system, developing sustainable green transportation with low carbon emissions and of connecting trans-Korean and intercontinental
rail networks to realize a borderless economic bloc in the 'Eurasia-Pacific' Era. Being the nation's think tank in the railway sector, KRRI
is determined to provide the nation and the people with a new growth engine of top-of-the-line technologies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world's railways. KRRI will constantly explore new values with creative and innovative ideas into the future.
President

Sung Kyu,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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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센터의 역할 ( Roles of RTCC )

시험인증센터의 개요 ( Overview of RTCC )

철도기술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의 실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철도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350Km/h 고속차량개발, 200Km/h Tilting차량 연구개발 등 축척된 철도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시험(철도차량성능시험 및 철도차량정밀진단), 및 KOLAS 체계에 의한 철도용품 품질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의 철도안전성능시설 및 KOLAS장비를 구축, 국가 철도규격개발을 관리하며 시험평가 기술 Infra를 구축하고 미래철도 및
초고속열차관련, 첨단시험평가 기술을 선도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철도전문 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 and expertise from developments of 350km/h high-speed train and 200km/h tilting train,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KRRI) is committed to ensuring the railroad safety and has been carrying out legal tests in
compliance with pursuant laws (rolling stock performance tests and precision diagnoses) along with quality tests of
rail components according to the KOLAS system.
KRRI is also built with the state-of-the-art facilities including KOLAS equipment in a bid to develop and manage the nation's
railroad standards while setting up the test & evalu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This will help KRRI lead the future railroad and
ultra high speed train test & evaluation technologies to become the world-class railroad test & certification agency.

▶ 연 혁 ( History )
철도시험인증센터 설립 (2000. 6)
June 2000 RTCC established
KOLAS 공인시험기관 지정 (2000. 8)
August 2000 Designated as KOLAS test agency

▶ 역 할 ( Roles )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 지정 (2002. 4)
April 2002 Designated as urban railroad RS precision diagnosis agency according to Urban Railroad Act

정부
Government

철도표준규격관리

철도 안전법 제정시행에 따라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 지정(국토해양부) (2006. 7)
July 2006 Designated as RS performance test agency according to Railroad Safety Act (MLTM)

Railroad standards management

제작업체

최첨단 시험설비 구축 및 정보제공

Manufact-urer

High-tech test equipment & information

▶ 시험시설 ( Test Facilities )

▶ 시험요원 ( Test Personnel )

- 6개의 시험동, 11개의 시험실(본원 및 의왕시험동 소재)
6 test buildings and 11 labs (HQ & Uiwang laboratory)
- 대지 : 60,230㎡, 건물 : 13,873㎡
Land size : 60,230㎡, Building : 13,873㎡

- 전공별 (%)
By Major Field (%)
전기(Electricity) : 34.2%
기계(Machines) : 26.3%

컨설팅 및 Troubleshooting
Consulting & Troubleshooting

철도운영 기관
Operator

▶ 주요보유장비 : 491종(시험설비 제외)
Major Equipment : 491 kinds (Excluding Test Devices)
- 기본장비 : 312종
Basic equipment : 312 Units

시설(Facilities) : 18.4%
환경(Environment) : 13.2%
기타(Others) : 7.9%

- 특수장비 : 179종
Special equipment : 179 Units

Testing & Certification Center _ 6 I 7

주요 사업 ( Major Projects )

시험평가 및 인증사업 ( Test Evaluation & Accreditation )

시험인증센터는 철도전문 시험 기관으로 Matrix 조직으로 운영하여
매년 850건 이상의 국제공인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인시험 ( National Certification Test )

RTCC is a matrix organization as a specialized test
agency and has been issuing more than 850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annually.

- 국제적으로 인정된 KSA ISO/IEC 17025 규격에 의한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공인시험업무를 수행
Performance of internationally approved official tes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codes of standards KSA ISO/IEC 17025

▶ 철도용품 품질인증시험 ( Rail Components Verification Tests )
- 철도의 철도용품(차량, 시설, 전기 및 환경 용품)에 대한 품질시험
Quality test of rail components (RS, facilities, electrical & environment parts)

차량분야
RS
차량 성능시험
RS performance test
차량 정밀진단
RS precision diagnosis
차량 용품품질인증
RS parts validation
차량 재료시험
RS material test

시설분야
Facilities
레일품질시험
Rail quality test
도상자갈시험
Ballast test
시설용품 품질인증
Facility parts validation
시설물 안전진단
Facility safety diagnosis

전기분야
Electricity
차량 전기시험
RS electrical test
전력 용품시험
Power parts test
신호 용품시험
Signal parts test
전기용품 품질인증
Electrical parts validation

환경분야
Environment

초전도분야
Superconduction

재료의 성분분석
Material component
analysis
수질 및 폐기물시험
Water and waste test
도료 및 윤활제시험
Paint & lubricant test

자기부상 시스템분석
Magnetic levitation system analysis
초전도 자기장 시험
Superconductive magnetic field test
리니어모터 성능시험
Linear motor performance test

▶ 철도차량 성능시험 ( Rolling Stock Performance Test )
- 철도차량 부품의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하여 기술검토, 구성품, 완성차 및 본선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성능 확인
To validate the safety and performance of the parts, performance test includes technical review and mainline test of the parts & finished cars.

▶ 주요업무분야별 Matrix 조직운영 ( Matrix Organization by Discipline )
주요업무
Major Business

전문기술 Pool
Technology Pool

본선 시운전
Mainline Trial Run

역행시험, 가·감속도시험, 제동시험, 집전시험, 지상설비와의 연계동작시험, 기타 주요기기 온도 및 상태시험
Retrogression test, acceleration / deceleration test, brake test, current collection test, interlocking test
with wayside equipment temperature / status test of other equipments

완성차 시험
Finished car test

외관구조검사, 측정에 의한검사(차량한계, 곡선통과, 절연저항 등) 종합제어장치시험, 조합된 차량의 기능 및 동작 측정시험
Appearance inspection, measuring test (car clearance, running on curve, insulation resistance etc) integrated
control test, function & motion test of assembled car

구성품 시험
Components test

구조체하중 시험, 대차시험, 추진제어장치시험, 보조전원장치시험, 신호부안장치시험, 종합제어장치시험
Structure loading test, bogie test, propulsion system control test, auxiliary power system test, signal security
system test, integrated control system test

기술 검토
Technical review

설계 및 시험 SPEC, 성능시험 계획
Design & test spec, performance test plan

국가공인시험【KOLAS】
철도차량성능시험
RS performance test
철도차량정밀진단
RS precision diagnosis
철도용품품질인증시험
Rail components verification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
Urban RS performance
Rail components
verification
Urban RS precision
diagnosis
국제공인시험
International
certification test
철도표준규격관리
Railroad standards
management

철도차체
Rolling Stock body

National certification test
(KOLAS)

화학 화재
Chemical Fire
주행장치
Running gear

철도차량 성능시험
RS performance test

차상신호
On-board signals
종합제어
Integrated control
궤도 토목
Track Civil
전철전력
Traction power

철도표준규격 관리
Railroad Standards
Management

철도차량 정밀진단
RS precision
diagnosis

신호 통신
Signal Comm
종합시스템
Integrated system

▶ 철도시설분야 성능시험 ( Railroad Facilities Performance Tests )
- 철도시설의 안전성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제어설비 성능 확인
Performance tests on railroad facilities, electric power facilities, signal and control devices to ensure rail safety and capability

▶ 철도차량 정밀진단 ( Rolling Stock Precision Diagnoses )
철도용품 품질인증
Rail components
verification

- 철도차량의 내구성 및 성능을 진단하여 건전성을 평가하고, 철도차량의 내구 수명을 판정하여 안전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성 고도화 실현
Rolling stock is diagnosed of its durability and performance by which its soundness and life span are evaluated to enhance safety and
achieve efficient management.

▶ 컨설팅 및 수탁사업 ( Consultation & Commissioned Services )
- 철도안전 및 성능과 관련된 기술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컨설팅 및 수탁사업을 통하여 철도운영기관 및 산업체에 철도기술 지원 및 보급 사업 수행
Assistance to railroad operators and industrial entities in respect of railroad technologies through technical advice and consultation on
railroad safety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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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절차 및 안내 ( Test Procedures & Guidelines )

21세기 고객 서비스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시험진행 현황에 대한
휴대폰 문자 알림 및 전자메일 자동 발송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In line with information-oriented trend in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on test progress is distributed
via cell phone and e-mail service on real-time.
진동시험기 ( Vibration Tester )

충격시험기 ( Impact Tester )

추진장치 성능시험기 ( Propulsion Equipment Performance Tester )

▶ 시험 절차 및 서비스 ( Test Procedures & Services )
- 철도차량성능시험 및 철도차량정밀진단은 시험기획 수립 및 절차서개발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험을 진행합니다.
RS performance test and precision diagnosis is carried out after developing test plan & procedures and consultation with the clients.

시험의뢰
Test application

시험신청서 접수
Reception

일정 협의 및 확정
Scheduling / Planning

- KOLAS 체계의 철도용품시험 등은 다음과 같이 시험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KOLAS system-based rail components test is processed as follows.

21세기 고객 서비스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시험진행 현황에 대한 휴대폰 문자 알림 및 전자메일 자동 발송 서비스 실현

시험수수료 입금
Test fee payment

고 객
( Client )

계산서 확인
Invoice check

웹 서비스
( Web Service )

철도기술연구원
( KRRI )

전자메일(시험수수료) 및 SMS(통보알림)
e-mail(test fee) & SMS(notice)

In line with information-oriented trend in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on test progress is distributed via cell phone and e-mail service on real-time

SMS
( Short Message
Service )

시험수수료 통보
Test fee invoice

시험접수 및 착수
Test start

「시험접수 및 착수」문자 및 전자메일 알림
「Test start」e-mail / Message notice

- 철도용품시험 : 20일 이내 완료
Parts test : within 20 days

이메일
( E-mail )

「시험성적서」고객의 요청에
따라 우편 및 직접수령
「Test report」delivery at
client's request

시험성적서 확인
Test report check

시험성적서 완료
Test report

- 철도성능시험 및 정밀진단 일정 협의 추진
Performance & diagnosis to be consulted

「시험완료」문자 및 전자메일 알림
「Test completion」notice by e-mail or message service
※ 역학 및 전기분야 : 20일 / 화재·환경 : 14일이내 소요
※ Dynamics & Electricity : 20 days / Fire & Environment : Within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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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험 장비 현황 ( Major Test Equipment )

철도의 새로운 Renaissance 시대를 대비하여 490여종의
연구·시험·평가·안전진단에 필요한 첨단시설설비 및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철도안전시험평가 기술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In preparation for new Railroad Renaissance, we
have various high- tech facilities & equipments for
R&D, test, evaluation & safety diagnosis totaled as
many as 490 kinds and will lead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railroad safety test evaluation.

하중시험기 ( Load Tester )

레일체결장치 다축시험 시스템 ( Multi-axial Loading Frame for Rail System )

▶ 분야별 시험장비의 보유현황 : 491종 ( Test Equipment by Discipline : 491 kinds )
차량
RS

전기
Elec

시설
Facilities

화재·환경
Fire / Env

180종

158종

66종

87종

주요장비 (Major Equipment)
제동성능 시험기
Braking performance tester

드라이빙 기어시험기
Driving gear test

주요성능 (Capacity)

대차동특성 주행장치
Bogie dynamic characteristic running gear

실 주행조건을 모사시험 가능 ( Simulation under real running condition )
최대시험속도 : 420㎞/㎡, 최대축하중 : 20 ton ( Max test speed:420㎞/㎡, max axial load:20 ton )

견인전동기 시험기
Traction mortar tester

팬터그래프 성능시험기
Pantograph performance tester

종합궤도 노반시험기
Integrated track & trackbed tester

터널주행 열차모형 실험장치
Moving model rig

최대시험속도 : 5,000rpm ( Max test speed:5,000rpm )
토크시험검출용량 : 3,000N.m, 10,000N.m ( Torque test capacity:3,000N.m, 10,000N.m )

주요성능 (Capacity)
400km/h까지 제동성능 시험 ( Braking performance up to 400km/h )
고속철도의 답면 제륜자, 제동디스크/패드 시험 ( Tread brake shoe, brake disc/pad test of KTX )

고속철도 1차, 2차 감속구동장치 ( Decelerated driving device 1st/2nd - KTX )
기어의 굽힘강도 및 치면피로의 내구성시험 ( Bending strength & gear tooth fatigue test )

3차원 측정기
3-D tester

정밀도:0.00002mm/측정물 중량:최대 2,500kg ( Accuracy:0.00002mm/weight:Max 2,500kg )
측정범위 최대 X:1,205mm, Y: 2,005mm, Z : 1,005mm
( Max scope X:1,205mm, Y:2,005mm, Z:1,005mm )

원자흡광분석기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다원소 개별분석(Cd, Cr, Cu, Fe, K, Pb, Zn, Mn, Ca, Mg)
( Multi element individual analysis (Cd, Cr, Cu, Fe, K, Pb, Zn, Mn, Ca, Mg) )
유지비가 적고, 정밀도 및 재현성이 우수 ( Low maintenance cost, high accuracy & reproducibility )

상용주파수 내전압시험기
Applied potential test device

전력기기 및 전기재료의 상용주파 내전압시험
( Applied potential test of power device & electrical material )
변압기(스콧변압기, 단권변압기. 고배변압기) 시험 ( Transformer (scott, auto. HV transformer) test )

▶ 대형시험 주요설비 ( Major Facilities for Large-Scale Tests )
주요장비 (Major Equipment)

화재시험 ( Fire Test )

충격전압 발생기
Impulse voltage generator

200kV의 전압을 병렬로 충전시킨후, Spark Gap을 통하여 직렬방전회로를 구성 800kV 분석
( After charging 200kV voltage in row to make DC circuit through Spark Gap to analyze 800kV )

팬터그래프 동적거동을 주파수 범위에 따라 측정
( Check dynamic behavior of pantograph depending on frequency scope )
Single-Arm 및 Diamond 형 ( Single-Arm and Diamond type )
응력과 변형율을 하중 250kN 범위 측정 ( Check the stress & strain within load 250kN )
가진기의 시험주파수 100Hz (액추에이터 2개) ( Test frequency of actuator 100Hz (2 actuators))

열차모형의 최대 발사속도 520km/h ( Max speed of train model 520km/h )
40m 연장에서 최소진동의 열차 주행 ( Train run w/ min vibration on 40m-long section )

▶ 국가 공동 활용 ( Joint Activities with National Organizations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의 보유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강화 하고 있으며 또한 범 국가적 차원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서비스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In an effort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ts facilities, KRRI shares the top-of-the line equipment with other state-run organizations,
R&D institutes, universities and industrial entities which further strengthens joint activities throughout the n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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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험 장비 ( Major Test Equipment )

회전형축소모델 ▶
선형유도전동기 성능분석장치

◀ 발광분광 분석기
( Spark Emission Spectrometer )

( Rotary Small-Scale LIM
Performance Analyzer )

▲ 드라이빙 기어 시험기
( Driving Gear Tester )

▲ 스프링 시험기
( Spring Tester )

◀ 3차원 측정기

▲ 대차동특성주행 시험기

( 3D Scale Measuring Equipment )

( Bogie Dynamic Simulator )

견인전동 시험기 ▶
( Traction Motor Tester )

▲ ATC시스템 시험기
( ATC System Tester )

▲ 레일굴곡 시험기
( Rail Bending Testing Machine )

철도터널환기 및 ▶
화재제연 검증실험장치
( Test Facility for Ventilation and FireSafety in Tunn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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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험 장비 ( Major Test Equipment )

◀ 콘칼로리미터

◀ 종합궤도노반 시험기

( Cone-Calorimeter )

( Track & Roadbed testing System )

만능 재료 시험기 ▶
( Univeral Test Machine )

팬터그래프성능 시험기 ▶

▲ 터널주행 열차모형 실험장치

▲ EMI / EMC 챔버

( Pantograph Tester )

( Moving Model Rig )

( EMI / EMC Chamber )

◀ 충격전압 발생기
( Impulse Generator )

▼ 제동성능 시험기(신)
( Brake Performance Tester )

◀ 피로 시험기
(Fatigue Tester )

화염전파성 시험기 ▶
( Flame Spread Appar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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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센터의 Vision ( Vision of RTCC )

Testing & Certification Center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철도전문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 하겠습니다!
Growing to internationally-recognized railroad testing & certification agency.
▶ 발전 목표 ( Development Goals )

▶ 단계별 목표 ( Goals by Phase )
국제수준의 품질시스템 운영 및 시험평가 기술 확보
World-class quality system operation & test evaluation technology

Ⅰ단계
( Phase Ⅰ)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철도의 안전성 분야 특화
Specializing in the railroad safety sector through selection & concentration
-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시험장비 고도화 등 인프라 구축
Building the infrastructure to enhance the speciality of human resource and advance the test equipment

- 국제적인 시험평가체계 운영
Operation of international test evaluation system
- 철도시험평가기술의 고도화 / 자체인증사업 추진
Advancement of railroad test evaluation technology/independent certification system
- 전문 시험기술인력 육성 및 Consulting 사업 추진
Cultivation test expert & implementation of consulting service

시험평가 기술의 세계화 추구
Globalization of test evaluation technology

- 첨단기술과 접목된 시험평가 기술개발
Developing the test evaluation technology integrated with advanced science

Ⅱ단계
( Phase Ⅱ)

Ⅲ단계
( Phase Ⅲ)

- 시설/장비 첨단화 및 교육훈련사업 추진
Upgrading the facilities/equipments and training system
- 초고속열차의 시험평가 기술개발
Development of test evaluation technology for ultra high speed train
- 선진 외국 시험유관기관의 협력체계 확대
Promotion of coordination with test agencies in advanced nations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평가 전문기관
Internationally-acknowledged test evaluation agency
- 시험인증 및 진단핵심기술 자립
Independent test evaluation & diagnosis core technology
- 철도종합평가기관으로서 미래 철도 시험평가기술 선도
General railroad evaluation agency leading the future test evaluatio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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