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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

사랑하는 코레일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원숭이띠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임직원 모두의 꿈과 소망이 이

루어지고 우리 코레일도 한단계 더 웅비하는, 福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공사 창립 10주년과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맞물려 끊임 없는 변화의 바람이 몰아쳤던 시간이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 덕분에 역사상 가장 눈부신 성과를 거둔 한 해

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와 동해선 KTX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시간 가치를 향

상시켰고, 전국 5대 철도관광벨트를 완성하여 새로운 개념의 철도여행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전

국 수많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OSJD 서울 사

장단 회의 개최와 유라시아 친선특급으로 대륙철도의 꿈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2년 연속 1

천억원 영업흑자를 달성하고 부채비율을 200％대로 낮추었으며, 노사화합의 귀중한 성과를 이루어

낸 행복한 한 해 였습니다. 코레일의 든든한 미래 기반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

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코레일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비전, 국민행복 코레일이 3년차를 맞는 해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표를 완수하

고 새로운 철도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간의 노력이 국민행복 코레일의 큰 틀을 짜고 근본

한국철도공사 

사 장  최  연  혜

“철도안전과 건실경영의 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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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체질 개선을 정착시킨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부족한 마지막 1％를 찾아 완벽을 기

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수서고속철도 개통과 철도 경쟁체제라는 새로운 경영 환경

도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 수준은 한층 높아지고 정부의 개혁 요구는 더욱 강하

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 임직원의 의지와 역량을 한 데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2016년의 첫걸음을 힘차

게 내 딛으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신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6년을 코레일 절대안전을 완수하는 해로 삼고 철도사고를 반드시 근절합시다.

안전은 코레일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특히 국민과 직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상사고는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뿌리부터 개혁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총체적

으로 점검해 나갑시다. 안전책임 목표제를 전 소속으로 확대하여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안전문화

를 정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안전 대진단과 캠페인 시행으로 국민생활 곳곳에도 철도안전 문

화를 확산해 주십시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반복되는 장애를 근절하고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건실한 경영구조의 기틀을 정착해 나갑시다. 

우리는 2년 연속 1천억원대 영업흑자로 안정적인 경영구조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도전 정신과 새로운 영업전략을 세워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와 도

전을 돌파해 나갑시다. 여객부문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간선체계를 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

편하고 광역철도는 신규운영 노선의 안정적인 개통과 신규수익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루부문

은 수송 거점화와 인프라 확대로 구조적인 경쟁력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전 사업부문에서 중

복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사업운영체계를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의식개혁을 변화의 에너지로 삼아 조직을 혁신하고 성숙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코레일의 운명이 결

정됩니다. 여러분의 애사심과 사명감, 주인의식이 코레일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 철도 

곳곳에 의식개혁의 불씨를 살려 직원 한 명 한 명이 혁신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장 중

심의 소통활동을 통해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조직문화도 이루어 갑시다. 노사간 믿음과 협력도 더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쌓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 교육시설과 맞춤형 복지제도

를 확대하는 한편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근무체계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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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민과 함께 고객과 함께하는 서비스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코레일을 만들어 갑시다. 

코레일의 모든 서비스는 오로지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임직원의 서비

스 의식을 개혁하고 전 직원의 CS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습지연열차의 정시율을 확보하고 

연계교통체계와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

편할 것입니다. 코레일 교육기부단과 고용디딤돌을 운영하여 정부의 자유학기제와 청년실업 해소

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철도의 친환경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경영을 통한 사업 다변화

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합시다. 융복합형 창조경제야 말로 우리 코레일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

야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국을 5대 관광벨트로 묶어 철도 중심의 창조산업 생태계를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코레일 창조경영의 저변을 확장해 나갑시다.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섬은 물론 공사의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철도·대륙철

도의 비전도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과 남북간 열차운행 재개, 한

반도 종단열차 운행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코레일 임직원 여러분!

국민행복 코레일의 비전을 달성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시작합시다. 지난 해 그랬듯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한, 

보람찬 한 해였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인 올해에 뜻하시는 모

든 일 이루시고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강  영  일

신 년 사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 누리는 한 해 되길 바

랍니다. 저는 연휴 동안, 각 실본부에서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임기 3년

차인 올 해 그리고 공단의 장래를 위해 조직의 리더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2년을 돌아보니 가슴 벅차

오르는 감격을 억누를 길 없었습니다. 취임 첫해는, 백천간두의 위기 속에 묵묵히 견디며 모든 임

직원이 합심하여 신뢰회복의 방안을 모색했던 기간이었다면, 지난 1년은, 우리 공단이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개선과제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청렴도 5등급에서 2등급이란 평가를 받아 우리도, 다른 

기관도, 모두 놀랄 정도였습니다. 세계 품질분임조대회, VE 경진대회 등 수 많은 대회에서 일일이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기업이나 고객에 대해서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불공정한 관행과 묵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

여 우리들의 노력과 변신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철도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해외에서도 끈질긴 노력 끝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임직원 여러분

들께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참으로 뿌듯

하고, 임직원 여러분이 그저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맙게만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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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6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사뭇 달라졌

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확정, 정부의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철도운영의 경쟁시대 도

래, 금리 인상 움직임, 민자철도 활성화, 해외철도시장의 급성장 등 철도산업의 여건과 환경이 예

년과는 상당히 달라져 혁신적인 대처와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무식 자리에서 

올 한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서 이루어 내야 할 주요한 핵심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철도 건설과 철도시설의 관리는 공단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혼을 담아 심혈을 기울입시다. 

수도권고속철도 등 개통 예정인 6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원주∼강릉 사업 등 건설 

중인 37개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월곶∼판교, 일산∼삼성 광역급

행철도 등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사업들도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합시다. 금년 사

업비도 지난해와 비슷한 8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힘들여 확보한 

만큼, 제때에 집행되어 경기획복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제 목소리를 내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 나갑시다. 

작년이 호남고속철도 개통, 경원선 복원사업 착공 등 건설사업의 성과가 빛나는 해 였다면 올해

는 시설관리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 수립한 마스터 플랜

을 토대로 유지보수 서비스 평가제, 비용표준화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합시

다.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역시설 사용계약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철도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나갑시다. 또한, 노후시설과 안전 취약시설, 생활밀착형 시설 등 3대 중점 개량사업과 수도

권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은 우리 공단의 존재이유를 또 다른 측면에서 찾게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자로서 공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 합시다.

둘째, 철도 안전은 우리 명예와 직결되는 것임을 자각하여 더욱 더 각별히 유념해 주기시 바랍니다. 

지난해, 400여 곳의 현장을 관리하면서도, 재해율은 전년도 보다 낮은 0.083을 기록하였습니다. 

KR 안전지도사 활동과 200여 차례의 비상대응훈련 등 선제적인 사고예방 활동으로 매년 재해율

을 낮추면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차하는 순간의 방심과 실수로 또 “괜찮

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고는 당사자의 

희생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 회사, 그리고 우리 공단 등 모두를 불행하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6   철도시설   Railroad Track and Structure    2016. 3 / No.116   7

기념사



일입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1의 가치입니다. 안전에 대한 확고한 마음 자세가 최 

일선의 현장 근로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갑십시다.

셋째, 재무 건정성 확보와 신사업 발굴은 공단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진취적인 자세로 대처합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유휴부지 활용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 수입 증

대라는 차원을 넘어 자산개발 전문회사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을 과감히 

도입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철도건설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산개발 가능성을 관련 부서 모두가 함께 연구하고 

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철도 사업은 우리 공단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 신사업 아

이템이지만, 수익성, 투입 기술인력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도 수주는 국가대항전으로 인식하여 전사적으로 대응

합시다. 저는 남은 임기 중 이 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넷째, 철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란 의식으로 안목과 식견을 배가합시다. 

지난 수 년간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실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

리 공단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냈습니다. 발주기관으로서 철도를 건설

하고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자만 이제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

고 중국, 일본, 유럽 등 철도 선진국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

니다. 철도시설, 역사, 차량, 시스템, 기술인력, 운영 등 철도 모든 분야의 육성과 발전에 대해 넓

게 보고 깊이 고찰하여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해외 기술을 답습하고, 해외 철도규격 등을 벤치마킹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우리 

철도기술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자문 받는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되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변

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도전하는 조직문

화를 구축해 나갑시다. 답습에 의한 의사결정, 불충분한 논리 무장, 우리 편리에 따른 절차와 규제 

등을 버리고, 선후배간, 직렬간 벽을 무너뜨려 우리의 고객들에게 선하게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보다 창의적이고 똑똑한 조직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공단의 똑똑함으로 

국민이 행복해 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합시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

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과 성과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사 시행과 창의와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남은 1년여 임기를 바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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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명심보감 성심편에 “관리는, 지위를 얻는 데서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낫는 데서 악화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官怠於宦成 病加於小愈). 평가가 향상되었다고 안도하지 맙시다. 성과가 두드러졌

다고 안주하지 맙시다. 위상이 높아졌다고 안심하지 맙시다. 

특히 청렴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과 조직을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마음가짐을 

굳게 가지고 실천해 나갑시다. 

저부터도 취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모습으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출근길 늘 마주하게 되는 ‘동행’이라는 두 글자처럼 올 한 해 우리 모

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행하십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출근길은 즐겁고 퇴근길은 보람찬 행복

한 직장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건강과 행복, 희망과 활력이 넘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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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철도시설협회 

회장  이  창  호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어 갑시다”

항상 시설협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회원사와 회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설협회는 1991년에 창립하여 어언 25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회장단과 원로선배님, 회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발전을 하여 왔

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1일자로 시설협회장을 맡게 되면서 여러면에서 부족한 제가 선배님들께서 이룩

해 놓으신 우리 시설협회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명실공이 인정받는 단체로서 철도시설분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선배님들께서 세워놓으신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매년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교육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에 대한 자격부여와 이들에 대한 경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부터 

경기도내 철도시설 확충에 따라 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철도기

술포럼 운영을  시행함으로써 철도시설분야 기술인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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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동안 쌓은 기술적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철도시설분야를 선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과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시설분야의 기술 정체성 확립과 기술자와의 체계적

인 정리, 신기술 소개 등을 통하여 기술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상호 간 교류와 친목활동을 통해 협회가 화목한 공동체로 더욱 발전해가야 하겠습니

다. 특히 뒤를 이어갈 젊은 세대의 협회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협회발전에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우리 협회는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도약과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더

욱 발전하는 시설협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10   철도시설   Railroad Track and Structure    2016. 3 / No.116   1110   철도시설   Railroad Track and Structure

특 집



10   철도시설   Railroad Track and Structure    2016. 3 / No.116   11

 中國經濟의 成長과 問題點 그리고 우리의 姿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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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는 萬里長城을 넘을 수 

있을까?

中國經濟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10년부터 中國의 국내총생산이 日本을 추월

하기 始作했고 이제 美國에 이어 세계2위의 經

濟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물론 국민소득수준

은 아직 요원한 편이지만 최근의 다오위다오(釣

魚島-日本은 尖閣列島) 영유권분쟁에서 보듯

이 日本이 선뜻 나서지 못할 정도로 中國의 경

제적 位相은 커졌다. 그렇다고 日本이 만만하

게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日本의 경제력은 한

때의 버불(bubble)經濟를 넘어 여전히 强力하

고 과학기술수준도 世界 최고수준이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더욱이 크

게 보면 美國과 러시아, 中國과 日本과의 관계

에서, 게다가 休戰線을 안고 있는 분단국가로

서 國家의 安定과 경제발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

갈 것인가? 특히 國民經濟生活을 어떻게 풍요

롭게 할 것이며 中國 日本等 주변국가와 어깨

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경제적 側面

에서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인 中國을 중심으

로 中國경제의 成長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經

濟에의 영향과 우리의 對應등을 검토하고 우리

는 과연 中國경제 즉 象徵的 의미에서 萬里長城

을 넘을 수 있을까? 를 分析해 본다. 그리고 中

國경제의 한 軸이며 나의 전문분야인 鐵道의 現

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中國經濟의 成長과 問題點

 

中國은 鄧小平의 1990년대初 南巡講話로 시

작한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經濟成長을 이루고 

中國經濟의 成長과 問題點 그리고 우리의 姿勢 

(투고)

 

사) 한국철도시설협회   

고문 권 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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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毛澤東시대의 人民公社가 해체되고 鄕鎭

企業이 들어서며 대만, 홍콩, 마카오等 東南亞 

華僑를 중심으로한 中國투자를 발판으로 社會

主義 市場經濟體制를 다지기 시작했다. 80년대

에는 衣類, 자전거, 시계, 식품등 소규모의 2차

산업으로 시작한 것이 90년대에는 텔레비, 냉

장고 등 家電製品으로 확대되고 2000년대에 들

어서는 자동차, 造船등의 중공업은 물론, 電子

通信분야에서 샤오미(小米스마트폰)가 삼성을 

바짝 따라올 정도로로 영역을 넓히며 명실상부

한 “世界의 工場”이 되고 있다. 공업생산기반

(Infrastructure)이 어느 정도 構築되면서 많은 

해외자본과 기술이 流入되고 경제개발이 加速

化한 결과이다. 이제는 무조건 받아들이던 海

外資本도 선별도입하게 되었고 외국자본의 工

場에서는 勞動問題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中國경제가 발전하는데는 13億이 넘

는 人口의 힘도 크다. 즉  生産人口와 消費人口

가 커다란 成長엔진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資本은 대량으로 生産하고 大量

으로 消費하는 나라에 集中하기 마련이다. 이

때까지 美國이 世界경제의 中心이 되어 온 것도 

이런 意味에서 美國이 바로 巨大한 생산과 소비

시장이었기 때문이고 근래까지 美國의 主導로 

세게경제가 움직여온 연유이다. 그런데 오늘날 

中國이 美國에 필적할만한 국내시장을 形成해 

가고 있고 경제발전 추세로 보아 머지않아 또 

하나의 세계경제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을 해 본다.   

中國이 이렇게 경제발전을 해오면서 한편으

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안게 되

었다. 국영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불량채권문

제, 금융시장의 경직성, 內需확대와 西部개발

을 위한 公共투자 및 불량채권 처리등에 의한 

재정적자문제가 있다. 게다가 최근에 국제적으

로 첨예화되고 있는 人民幣의 自由化와 환율절

상압력이다. 특히 환율문제는 美國을 중심으로 

EU,日本등에서 범세계적인 압력을 加하고있

다. 그것은 무역收支 불균형으로 인한 不滿이 

쌓인 데다 中國이 환율을 固守하여 수출을 극대

화함으로서 國富만 키우려고 할뿐 이제 世界 2

위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

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의 外交를 통해 領土, 

資源 등의 확보에 積極的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

이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輸出은 많이 하고 있

지만 이같은 不滿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西方의 압력이 거세지자 지난번 溫家寶 중국총

리가 UN총회 연설에서 은 사회주의 初級단계

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아직 어려운 것이 現實”

이라고 변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西

方의 압력은 여전하여 이제는 환율전쟁이라고 

까지 부른다. 죽기 살기로 싸워서 환율을 바로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다. 오죽하

면 지난번 G 20 서울頂上會議에서 이명박 대통

령이 仲裁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는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고 의장국 頂上으로서 당연히 

할만한 일이지만 한편 뿌듯하고 한편 걱정도 

된다.

실제로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弗貨의 평

가절하가 진행되고 日本의 自民黨 정권이 再登

場하면서 소위 아베노믹스에 의해 화폐발행을 

늘리면서까지 圓貨절하를 하고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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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中國은 그 위상이 높아지고는 있지

만 앞에 서술한 경제적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당면한 國內外 문제점이 많다. 이를 대충 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국내문제

1.   少數民族의 갈등 : 55개 소수민족은 中國

인구의 9%, 火藥庫인 티베트와 신장위구

르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대표적

2.   官僚 권위주의에 따른 공직사회의 不正부

패 : 2009년 부정부패 뇌물사건 3만여건 

最高人民檢察의 대대적 단속방침

3.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都農간, 階層

간 소득격차 : 상위 1%가 全人民 資産의 

41%소유, 고저임금격차 15배, 농촌소득

이 도시평균의 3分의 1

4.   정치체제 개혁요구등 고개드는 민주화운

동 : 多黨제를 주장하는 반체제 민주화운

동. 특히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劉曉

波(류샤오보)를 둘러싼 반체제운동이 주목

된다.

국제문제

1.   中國위협론 : 지속적인 軍事力확장으로 日

本을 비롯한 동남아국가들의 中國 위협론

과 패권주의 부활우려, 특히 美國과 아세

아에서의 세력경쟁

2.   주변국과의 領土분쟁 : 東南 中國海에서 

日本,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등과 領土갈등, 韓國과 東北工程 갈등

3.   中華민족주의의 노골적 高揚 : 이제는 中

華思想의 고양을 할만도 하지만 대외적으

로 주변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군사 문

화면에서 中華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4.   싹쓸이 資源外交와 保護무역갈등 : 2조5

천억불이 넘는 외환 보유액을 기반으로 資

源사냥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石油와 鑛物의 鑛權확보 油田

개발 계약 등은 눈부실 정도여서 국제적 

질시를 받고 있다. 또한 美國과 EU와의 

무역분쟁에서 보호무역是非가 끊기지 않

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볼 때 中

國이 아편전쟁 이후 끊임없이 外侵에 시달려 온 

恨과 급격히 성장하면서 생긴 反作用, 그리고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을 일구어냄으

로서 얻어진 자부심 등이 복합적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한편 내가 몸담았던 鐵道分野도 경제발전

과 맞물려 눈부실 程度로 빠르게 建設 확장되

고 있다. 中國鐵道는 우리보다 18年 빠른 1881

年에 시작하여 滿洲(東北三省)를 先頭로 1945

年 해방당시 전국 총영업연장 2만2천km를 건

설 운영해왔다. 그렇던 것이 1949年 新政府樹

立 以後 鐵道部(中國은 우리와 달리 中央部署로

서 交通部보다 組織이 큼)의 積極的인 擴張計劃

에 따라 半世紀동안 1999年까지 倍가 넘는 4万

6千km를 建設하여 20世紀末까지 6万 8千km

의 營業延長을 갖게 되었다. 우리 鐵道의 約 22

倍에 該當한다. 그에 比해 우리나라 國鐵(京釜

高速鐵道와 都市地下鐵 制外)은 解放當時 3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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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百km이던 것이 60年이 지난 지금까지 3千4

百km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한심한 생각

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中國은 輸送需要에 比

해 交通基盤施設(Infrastructure)이 너무 劣惡

하여 物動量 處理에 苦心하지 않을 수 없었다.  

廣大한 國土에 13億이 넘는 超大人口가 誘發하

는 物動量을 생각하면 아무리 投資하고 建設해

도 모자랄 것이다. 또한 交通網 構築을 함에 있

어서도 道路보다는 鐵道가 效率的이라고 判斷

한 中國은 새로운 世紀인 2000年代에 들어서면

서 鐵道에 想像을 超越할 만큼 엄청난 投資를 

하고 있다.  

그것은 鐵道가 

1.   投資費에 比해 道路보다 輸送容量이 越等

히 크다.

2.   넓은 國土에서 꼭 必要한 速度(300km/

h-400km/h)가 可能하다. 全國을 地域 

單位에 따라 1日 生活圈으로 묶을 수 있다.

3.   環境親和的이고 Energy를 크게 節約하며 

國土를 效率的으로 利用할  수 있다.

는 데서 當然한 結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

게 始作한 鐵道建設이 지난 12年間 3万km를 

建設하여 2010年 9万km, 2012年 9万8千를 運

營하고있다. 거의 1年에 韓國鐵道가 하나씩 생

기는 셈인데 참으로 놀라운 投資規模이다. 우

리가 京釜高速鐵道를 建設할 때만 해도 鐵道技

術이 한참 앞섰다고 自負했고, 實際로 中國鐵

道技術者들이 많이 見學을 왔는데 갑자기 建設

이 活潑해지면서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따라가

야 할 形便이 되었다. 그러나 中國鐵道에도 問

題는 있다. 유럽, 日本等 여러나라 의 先進技術

을 들여 오면서 中國나름의 標準 시스템을 만

들어 가야 하는 과제이다. 鐵道는 道路보다 軌

道와 車輛, 信號 通信 電力等 各 分野가 一體가 

되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各部門은 勿論 全體 

시스템을 標準化해야 하는 것이다. 또 中國 西

部地域開拓과도 關聯이 있지만 輸送配分政策에 

따른 鐵道建設需要를 어떻게 調整해야 할 것 인

가 하는 問題도 크다.      

   

Ⅲ 중국의 발전 “China speed”와 
우리의 姿勢 

最近에 ‘China speed’라는 말이 流行하고 있

다. 經濟發展趨勢가 가파르게 上向曲線을 그

리고 鐵道의 速度도 350km/h에서 400km/h

代까지 高速化 되고 있는데서 붙여진 말일 것

이다. 中國은 政治分野 말고는 모든 分野에서 

‘China speed’를 發揮하고 있다. 經濟分野를 

檢證하기 爲하여 國民總生産과 成長率을 資料

에 依해 比較해보면 2006年에는 벌서 國民總

生産이 2조6800억弗에 이르렀고 英國의 2조

3700억弗을 넘어 美國(13조2500억弗), 日本

(4조3400억弗), 獨逸(2조9000억弗)에 이어 世

界第4位에 올랐다. 이것은 놀라울 程度의 經濟

成長率을 보면 理解가 간다. 2000年 8.4%, 01

年 8.3%, 02年 9.1%, 03年 10%. 04年 10,1%, 

05年 9.9%, 06年 10.7%로서 마치 70年代의 

우리나라 經濟成長率을 보는 것 같이 빠른 速度

로 發展해 온 것이다. 얼마前 新聞資料에 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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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10년도 2分期(4-6월) 國內總生産(GDP)

이 1兆3千4百億弗로서 1兆2千9百億弗의 日本

보다 5百億弗을 追越했고 2010年 全體로는 約 

3千億弗 差異가 커질 것으로 豫想되어 名實相

符하게 美國에 이어 世界 2位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中國經濟의 規模가 커지고 需要가 

늘어나면서 相對的으로 우리 經濟에 變化를 가

져오고 있다. 우리 主要 輸出對象國이 美國에

서 中國으로 바뀐 것이다. 2010년 上半期까지 

對中輸出이 前年 같은 期間보다 45%가 增加했

고 2010년 8月, 1個月間의 全體 輸出額에서 中

國輸出額이 美國, 日本, EU에 輸出한 額數合計

와 맞먹을 程度가 되었다. 이를 分析해보면 中

國에 每月 100億弗이 넘는 輸出을 하고 있고 1

億弗이 넘는 貿易黑字를 내고 있다. 우리 GDP

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도 12%가 넘는다. 이

렇게 되면 우리 經濟의 中國依存度가 너무 커진

다. 對中國 輸出이 好況을 누리는 것은 좋으나 

10餘年前 對美輸出에 依存했다가 美國의 經濟

가 어려워지자 한동안 우리 經濟에 沈滯를 가져

온 것을 想起하면 늦기 前에 對備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最近에 우리나라 造船一

位의 자리를 中國에 빼앗긴 것처럼 中國의 工業

生産技術 向上에 注目하며 우리 商品의 高級化

에 全力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이제는 중국도 발전속도에 숨고르기를 하면

서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것으

로 본다. 高速成長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발전 모델을 일구어내고 利害당사국과의 충돌

을 조정하며 해양세력을 키워나가는 中華思想, 

“中國夢의 實現”이 가능한지는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世代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便 鐵道分野에서도 비슷한 일이 展開되고 

있다. 京釜高速鐵道 開通以後 우리 技術이 認

定되어 美國, 부라질, 터키 等 여러 나라와 高

速鐵道 建設과 車輛에 대한 商談을 하고 있다.  

한동안 잘 進行이 되었는데 갑자기 中國鐵道의 

人海戰術 비슷한 攻勢에 주춤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될 것이란 생각

은 하지 않는다. 中國이 엄청난 國內建設을 하

면서 蓄積된 技術과 人力으로 海外에 뻗어 나올 

만큼 힘을 키워오고 있다는 事實과 우리도 이에 

對備하여 國際競爭力을 키워 나가는 노력을 해

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最近에 鐵道로 貫通하는 韓日海底터널에 이

어 韓中海底터널(仁川,華城,平澤-威海 350-

380km 3個案) 建設計劃이 3國間에 學術討論

等에서 活潑히 論議되고 있다. 이제 巨大經濟

國인 中國과 日本사이에서 特히 中國의 萬里長

城을 넘어 China speed에 뒤지지 않고 우리 經

濟의 발전은 물론, 멀지 않아 터널로 連結될 東

北亞 經濟가 다같이 멋지게 發展하기를 期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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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달려 있다.

4.   중앙일보 10.9.29자 기획기사.  10.4자 노

트북을 열며. 10.10자 社說

5.   京畿開發硏究院 韓中 海底터널 國際세미나 

資料

6.   2010年 鐵道세미나 中國鐵道 發展展望  

7.   동아일보 13.3.13 中國 시진핑 시대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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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71. 3. 2. 영주 공무사무소 부소장에

서 본청 시설국 신호과 교차설비담임(交叉設備

擔任)으로 전보되었다. ‘교차설비’란 철도와 도

로가 평면교차 하는 곳 이른바 건널목의 개량사

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담임’이란 당시 철도

청 본청의 과장(課長) 밑 계장(係長)에 대한 직

급명이었다. 사무관을 이른다. 전국적으로 철

도건널목이 계속 늘어나면서 건널목사고가 빈

발하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사롭지 않게 되자 

철도청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코

자 ‘교차설비’라는 담임 급(사무관) 전담부서까

지 신설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 신설부서의 초

대 담임으로 보임되었던 것이다.

철도건널목은 본래 선로시설(線路施設)의 범

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전까지의 건널목 업무

는 시설국 보선과(施設局 保線課)에서 관장해 

왔으나 담임 급 전담부서를 만들면서 보선과에

서 떼어내어 시설국 신호과(信號課) 소관으로 

배속시킨 것이다. 당시 건널목 保安이 수동차

단기, 간수배치 체제에서 자동경보장치, 자동

차단기(전동차단기)체제로 강화되고 있었으므

로 건널목 관리업무 일체를 통합하면서 신호과

로 배속시켰다. 그리하여 당시 나의 교차설비 

부서에는 전기신호직 두 사람, 토목보선직 두 

사람의 네 사람의 직원이 배속되었다.

나는 처음 교차설비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철

도건널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러 가

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당시 전국에는 4,000

여개의 건널목이 있었다. 이 건널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앞으로는 건널

목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건널목 업무란 건널목의 관리업무로서 

『건널목개량촉진법』 입법 회고

 

전 철도청 시설국장   

文 橓 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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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시설의 유지보수와 사고예방을 위한 보

안관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건널목 관

리의 궁극적 방향은 입체교차화로 귀결된다. 

그래서 나의 업무는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를 추

진함으로써 건널목을 없애는데 모아지는 것이

었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문턱에 들어서

고 있었으므로 전국 곳곳에서는 산업단지가 조

성되고 있었고, 또 아파트단지조성에 따른 진

입도로, 그리고 새마을 사업 등으로 새로운 도

로가 여기저기 신설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철

도 건널목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다. 

그런데 건널목은 한 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뒤의 건널목 시설의 유지보수관리나 간수배치

는 도로 쪽에서는 나 몰라라 해버리고 또 혹? 

건널목에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거의가 철

도청의 건널목 관리불실로 매도되면서 그 책임

까지도 고스란히 철도청이 떠안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철도청에서는 건널목으

로 하여 징계를 받는 직원이 속출하였고 그리고 

사고수습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어마어마한 것이

었다.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1개소를 유지하는

데 연간 건널목 시설 및 보수유지에 경보장치, 

차단기 설치 및 간수배치(간수는 24시간 근무

하여야 하므로 개소당 최소 2명씩은 필요하다) 

등에 당시의 금액으로 족히 2억원은 훌쩍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을 어떻게 모두 철도

에서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철도청으로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매년 선로유지비 예산만도 태부족인데 건널목 

관리에까지 쪼개 쓰려다 보니 이것은 결국 선로

보수 불충분으로 되어 열차 안전운행 불안요인

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국 건널목 관리업무 실무책임자

로서 나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첫째, 건널목이란 철도청과 도로관리청의 공

유물이지 철도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므

로 건널목 관리는 철도청과 도로관리청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비용도 공동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적 제도와 기준이 필요

하다.

둘째,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이 철도청이 맡아 관리할 수 밖에 없

겠다. 그러나 기존 건널목에 대해서도 교통량

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건널목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입체교차

화로 계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관계부처별 

비용부담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 도로와 철도를 신설하거나 노선

(路線)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입

체교차로 계획하게 함으로써 전에 건널목이 생

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굳히면서 외국철도의 건널

목 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전에 보선과에서 다루어 온 자료도 넘겨받아 참

고하면서 이를 내 나름대로의 우리나라 철도실

정을 타개할 가칭 『건널목개량촉진법』을 창안, 

입안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국법(법률)으로 제

정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문 7조로 된 『건널목개

량촉진법』은 법률 제2462호로 제정되어 1973

년 2월 5일 공포되었고 오늘까지도 유효, 적절

하게 시행되고 있다. 법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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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건널목개량촉진법』(법률 제2462호)의 주요내용

•   법의 목적(제1조): 이 법은 기존건널목의 입

체교차화와 구조개량(構造改良)을 촉진하

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

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

은 입체교차화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

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제2조): 철도시설관리자, 도로

관리청, 입체교차화, 건널목구조에 대한 법

적 정의를 규정하였다.

•   건널목의 관리(제3조): (1)이 법 제7조에 따

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보

수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건널목의 관리

소관 명시). (2)건널목 시설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량건널목의 지정(제4조): (1)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

는 구조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

널목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2)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

량건널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철도시

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개량건널목 지정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량지정건널목의 개량실시(제5조): 철도시

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교통부장관의 

개량건널목 지정을 받은 건널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입체교차화 하

거나 구조의 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 개량할 

때의 입체교차화 의무(제6조): (1)기존철도 

또는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

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

도 또는 도로와 교차하게 되는 곳은 입체교

차화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의 부담(제7조): (1)기존건널목을 입체

화하거나 또는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

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가.   당해 도로가 국도(國道)이거나 특별시도

(特別市道)인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전담

(全擔)한다.

   나.   지방도(地方道) 등 그 외의 도로에 대해

서는 철도시설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각 50%씩 분담한다(이 조항은 현재는 ‘철

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협의하여 

부담한다’로 개정되었다.)

 (2) 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시의 비용부담

   가.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

나 철도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

시설관리자가 전담한다.

   나.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

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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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관리청이 전담한다.

일국의 법률을 만든다(법률의 제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입법안을 기안해서 돌

린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입법으로 연결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부처에

서 장관(長官)이 주동한 입법도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닌데 하물며 철도청에서 거청성(擧廳性)도 

띄지 않은 시설국의 한 담임(토목기좌)가 여러 

관계부처의 이해에 직관되는 법을 추진한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건널목개량촉진법』 만큼은 꼭 

만들어내고 말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면서 법안

을 입안하여 결제를 올렸다. 당시 시설국은 나

의 직속과장으로 신호과장 金壽會, 보선과장 

鄭世泰, 시설국장 金載斗 국장님 이셨다. 당시 

이 입법안에 대해서는 김재두 시설국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셨다. 그런데 청 

차장님께서는 그 강도가 조금은 약한 것 같았

다. 당시 청장님은 吳龍雲, 차장님은 李丙祚님 

이였다.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

고 동의하시고 욕심도 내셨지만 그러나 힘센 부

처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 괜히 고생만하

다 중도포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눈치로 반신

반의한 태도가 역력하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입법안은 법무관 실을 거쳐 청장결재를 받아 

교통부로 올려졌다. 당시 교통부는 서울역서부

역사 건물에 철도청과 같이 들어있었다. 나는 

날짜를 잡아 설명용 미니브리핑차드를 정성 들

여 준비하고 교통부 철도담당관 실로 갔다. 당

시 철도담당관은 任伯武씨로 철도청에서 운전

담당관을 했던 분이었다. 철도담당관 역시 입

법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이제부터는 

이 법안의 입법추진은 자신이 해야 하는데 원

체 관계부처의 이해가 걸린 법안이어서 관철

시킬 자신이 안 선다, 당장 건설부와 내무부에

서부터 반대하고 나설 텐데 되겠느냐는 것이었

다. 그러면서 어차피 안될 테니 차라리 그냐 철

회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종용 하기도 하였

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안은 비용부담에서 국

도(건설부)와 특별시도(서울시)는 도로 쪽에서 

100% 부담하고, 지방도(내무부)는 시도가 50% 

부담으로 하면서 철도 쪽에서는 그저 먹으려

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당시는 건

설부와 교통부는 별개부처로 분립되어 있었다

(94.12.23 정부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부로 통

합되었고 지금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다.)

교통부에서는 교통부 법무관 통과보다도 철

도담당관 통과가 더 어려웠다. 철도담당관은 

어느 날 어떻든 철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올라

온 법안이니 우선 차관님에게 내용이나 보고 드

리고 보자면서 같이 들어가 나더러 브리핑하라

는 것이었다. 당시 교통부는 金 信 장관(김구선

생님의 아들), 李在撤차관님이셨다. 차관님에

게 입법배경, 목적, 내용을 브리핑하였더니 차

관님은 나의 브리핑을 잠잠히 들으시고는 ‘아

주 필요한 법이기는 한데 여러 부처에 관계되

는 법이어서 입법이 만만치 않겠는데!’ 하시면

서 좀 뜸을 들인 뒤, ‘취지와 내용이 아주 중요

한 것 같다, 우선 일단 장관님께 보고를 드려보

고 장관님 의향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면서 철도청 차장이나 시설국장을 올라오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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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교통부차관, 철도담

당관, 철도청 차장, 시설국장 등이 동석한 자리

에서 나는 장관님께 법안내용을 브리핑하였다. 

장관님은 나의 브리핑을 관심 있게 중간중간 몇 

군데 확인하면서 들으시고는 ‘이 차관, 어때요? 

이건 정말 필요한 법일 것 같은데 추진하는 것

이 어떻겠소?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었다.

이때 나는 용기백배 하였다. 마음 속으로 나

의 구상이 잘못이 아니었구나 하고 쾌재를 느끼

면서 바로 장관님 말씀 끝에 ‘장관님 결심만 해 

주신다면 각 부처 실무자 협의와 설득은 제가 

맡아 하겠습니다. 추진하라는 분부만 내려주십

시오.’ 라고 당돌하게 말씀 드렸다. 그 때 장관

님은 나더러 ‘철도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지?’ 

라고 물으셨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한다. 젊은 

사람이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하는 뜻이었

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장관님은 철도담당관을 

향하여는 ‘그래 한번 해봅시다.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법이니 추진하시오.’ 라고 지시하셨다.

이렇게 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은 교통부 입

법안으로 공식화되었고 나로서는 일단 교통부 

관문을 통과하였다 그래서 나는 장관님 실을 나

오면서 철도담당관에게 ‘담당관님,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십시오. 담당관께서는 필요할 때 사인

만 하시면 되도록 실무적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뛰겠습니다.’ 고 말했다. 교통부 입법안으로 확

정되었다고 보고를 드리자 그때부터는 청장님

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건널목개량촉진법』을 추진하는데 관계되

는 부처는 건설부(국도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 

100% 부담), 내무부(각 시도의 지방도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 50% 부담에 따른 지방 교부금 

지원), 서울시(특별시도 입체교차화 비용 100% 

부담), 경제기획원(관계부처 건널목 입체화 예

산지원) 등 이었다. 그러니 이들 부처로서는 철

도에서 할 일을 괜히 떠안으려 하겠는가. 부처 

이기주의를 접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

당치도 않은 이야기이다.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정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

이 틀림없었다. 그렇다고 청 차장이나 교통부 

장, 차관님을 앞에 내세운다는 생각도 할 수 없

었다. 만일 높은 분들이 나서서 추진하다가 안

될 때 그 분들게 낭패감을 안겨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나로서는 자력성취(自力

成就)를 되새기면서 묘안(편법)을 궁리할 수 밖

에 없었다. 관계부처에서 철도를 이해해줄 수 

있는 인적 연고자를 물색해서 그 분들의 지원을 

받아 먼저 그 부처 내부를 정지작업을 하고 난 

후 입법안을 접수시키고 실무자 회의를 소집하

는 순서를 택했다. 최소한 그 부처 차관이나 담

당국장을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었다. 입법안을 

미리 접수시켜 버리면 실무자, 계장이나 과장 

선에서 그들 부처 이기주의 구미에 맞추어 처리

방안에 대한 선입관이 굳혀져 버리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와서 생

각하면 『건널목개량촉진법』 입법은 정말 하늘이 

도왔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놀라울 뿐

이다. 어쩌면 그렇게 굽이굽이 요소요소에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차관이나 국장 분들이 자리

하고 있었는지! 하늘이 나를(철도청을) 돕지 않

고서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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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당시 건설부는 金允基 장관님에 丁哉錫 차

관님 이셨다. 김윤기 장관님은 60년대 중반 

교통부장관을 하셨고, 정재석 차관님은 66

년에 철도청 차장으로 계셨던 분이었다(정 

차관님은 뒤에 교통부장관도 하셨다). 그래

서 두 분은 모두 교통부와 철도청 실정을 너

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작정 정 차관님을 찾아 뵈었다. 차관 비서

관 실에서는 철도청에서 왔다고 하니 무슨 

개인적 사정으로 온 줄 알고 대뜸 안내해 주

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정 차관님이 철도청 

차장시절 먼 발치로 몇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면식도 없는 

처지였다. 내가 여기서 ‘무작정’ 이런 용어를 

쓴 것은 청 차장님이나 교통부의 장 차관님

께서 사전에 정 차관님께 철도청 직원을 보

내니 잠깐만이라도 만나봐 달라는 부탁 같

은 것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위 분들

을 동원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다

고 부처 차관님을 외 청의 일개 사무관이 불

쑥 만나러 들어가다니 젊은 혈기(血氣)에서

가 아니었다면 나의 만용(蠻勇)이었으리라. 

그런데 정 차관님께서는 놀랍게도 아주 친

절히 맞아주시면서 브리핑을 경청해 주셨

다. 그리고는 ‘이 문제는 내가 철도청에 있

을 때부터 마음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야 빛

을 보게 되는구만. 건설부는 내가 잘 알아서 

일러 놓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야.’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정 차관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욱 벅찬 희망을 느꼈고 더욱 

용기백배 하였다. 

•   내무부는 金玄玉 장관님이셨고 내무부에서

의 이 건 담당부서는 지방국 재정과(地方局 

財政課) 이었다. 그런데 사실 내무부에는 이 

문제를 부탁(공작)할 수 있는 고위직 인맥이 

없었다. 그래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다. 

지방국장은 뒤에(83년도) 교통부장관을 역

임한바 있는 孫守盒 국장님이셨고, 재정과

장은 金種鎬 과장님이셨다. 김종호 과장은 

뒤에 국회의원과 충북지사를 하신 분이시

다. 내무부에는 인맥이 없어 궁리하던 끝에 

부득이 나의 光州 西中 동창 중 손 국장님

과 잘 통하는 분을 내세워 도우을 주선하였

다. 손 국장님은 광주 서중 출신이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김 과장은 성격이 원체 깐깐한 

분이셔서 내무부 문제를 관철하는데 나로서

는 무척 애를 먹었다.

•   서울 시장은 梁鐸植 시장님이셨다. 양 시장

님은 66년부터 2년여동안 철도청장으로 계

시다가 서울시장으로 가 계셨다. 그런데 아

주 다행스러웠던 것은 철도청장 때의 비서

관이 그대로 서울 시장 비서관을 하고 있었

던 것이다. 孫 씨였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

는다. 손 비서관은 철도청 재직 시에 나와는 

개인적인 교분도 약간 있던 터라 나는 손 비

서관에게 실정을 토로하고 매달렸다. 그랬

더니 비서관은 한 술 더 떠서 ‘시장님이 간부

회의석상에서 교통부에서 철도건널목에 관

한 입법안이 돌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

리 시에서도 필요한 법이라 생각이 된다. 최

대한 협조해서 법률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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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겠다’고 지시하도록 말씀 드리겠다는 

것이었다. 그 뒤 실무자 회의를 하면서 보니 

과연 시장님이 그렇게 협조지시를 하신 것

을 알 수 있었다. 

•   경제기획원 장관은 南悳佑 장관이셨다. 그

리고 장관 비서관은 鄭道永 이었다. 정 비서

관은 그 직전까지 우리 철도청 시설국 관리

과 관리주임으로 근무했던 시설국 직장동료

였다. 남 장관님이 장관으로 취임하자 인척 

관계에 있던 그를 불러 비서관을 시키고 있

었던 것이다. 정 비서관은 이 건 입법 추진

에 있어 동료의식에서 앞장 서서 내 일을 도

와 주었으므로 경제기획원은 별 어려움 없

이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그는 뒤에 ㈜대

우로 옮겨 힐튼호텔 사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해서 내면적으로 관계부처에 대한 사

전 정지작업을 두루 마쳤다. 그리고 바로 입법

안을 각 부처에 접수시키고 관계부처 실무자회

의를 소집하였다. 세 번 실무자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초의 실무자 회의 때 시설

국장님께 각 부처 주무과장들 회의이니 국장님

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도록 말씀드렸다. 말

씀하실 요지는 미리 메모해 드렸다. 

‘건널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국토개발이나 

특히 지역개발에 특히 큰 지장을 준다. 열차의 

운행빈도도 날로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도 증가

추세이며 속도가 경쟁하듯 높아지고 있으므로 

건널목 개량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

아야지 네 일 내 일로 부처 이기주의를 바탕에 

깔고 접근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시대적으

로 우리 시대에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

하다고 본다. 모두들 국가적 당면과제라고 생

각하시고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협조해줬

으면 한다.’ 대충 이런 말씀으로 회의 분위기를 

잡아주셨다.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는 자못 심각하게 진행

되었다. 특히 내무부와 건설부의 의의제기가 

거세었다. 도로 쪽에서 제기된 쟁점을 요약하

면 (1)건널목 개량은 정부 내 부처 기관간의 일

이다. 필요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처 

간에 서로 잘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지 굳이 법

률로 입법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2)건널

목 개량은 철도와 도로의 양쪽에 관련된 것인데 

어찌 국도와 특별시는 비용을 도로 쪽이 전담해

야 하느냐 (3)지방도의 경우 재정형편이 심각하

여 반 부담은 감당키 어렵다. 지방재정실정을 

너무 모르고 입안한 것 같다(내무부). 이었다.

이에 대하여 나는 (1)이 법안은 국가 대계상 

필요하다는 대에서 이미 장관님들 간에서 구두

합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다만 그 내용을 法文으로 정리하는 실무작업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2)현재 

전국에는 4,000여개소의 건널목이 있다. 개소

당 연간 2억원 정도의 유지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것을 매년 철도가 다 부담하고 있다. 한번 추

산해 보시기 바란다. (3)철도청이 이전처럼 국

가재정으로 운영되던 시대라면 철도 측 부담을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현재 철도는 

정부재정기관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재산제 기

업회계 체제로 전환되어 있는 기관이다. 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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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개량은 국가재정 사업대상이라는 인식을 굳

혀야지 철도를 끌어들이면 될 것도 안 되게 되

어있다. (4)만일 건널목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

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토개발, 지역개발 시

에 도로개설은 건널목 문제 때문에 철도청 반대

에 부딪혀 여간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이런 논조로 반박, 설득하였다. (사실 당초 

입안 시 비용부담 도로 100% 부담은 만약 합의

되지 못할 경우에는 철도청에서는 일부 양보할 

복안을 가지고 일단 내세운 것이었다. 그런데 사

전 정지작업의 효력이 있었는지, 실무자 회의에

서 밀어 붙여보니 제대로 먹혀 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에서 합의

를 보고 관계부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

리고 법안은 법제처로 넘어갔다. 법제처에서야 

법 체계만 따져 문안 정비만 할 줄 알았는데 법

제관은 내가 법안 설명을 하려 해도 들으려 하

지도 않으면서 ‘당신네 국장더러와서 설명하라 

하시오’ 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시설국장

님께 ‘한 번 수고를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고 

말씀 드려 시설국장이 직접 설명하는 것으로 통

과되었다. 시설국장님은 청으로 돌아오는 승용

차 안에서 ‘법제관이 서기관이야 이사관이야?’ 

하고 물으셨다. 국장님께서도 기분이 과히 좋

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공무원의 권위주

의 자세의 한 단면을 목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널목개량촉진법』은 마침내 차

관회의에 상정되었다. 법안 심의 차관회의는 

통상 그 부처 법무관 또는 실무국장(철도담당

관)이 수행하는 것이었으나 이재철 차관님은 철

도청의 내가 수행토록 지시하셨다. 그리하여 

나는 교통부 법무관 대신 차관님을 수행하여 차

관회의에 불려나가 몇 가지 질의에 답변하는 영

광을 가졌다. 마침내 『건널목개량촉진법』은 국

무회의도 거치고 몇 일 뒤 국회도 통과하였다. 

당시의 국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였다.

『건널목개량촉진법』은 법률 제4262호로 

73.2.5. 공포, 시행되었다. 『건널목개량촉진법』

이 관보에 났을 때 나는 속으로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 ‘아, 나는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만스럽게도 ‘내가 아니

었더라도 이렇게 입법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을

까? 아니지 분명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

각도 하였다. 

그 날 김재두 시설국장님께서는 시설국 전 과

장들과 함께 나를 불러 축하 점심을 사 주셨다. 

이 일을 성취시킨 뒤로 김재두 국장님은 특히 

나를 사라하시고 뚝심 있고 능력 있는 직원으로 

여기신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

문들이 그러하였다.

일국의 국법을 철도청 말단 토목기좌 사무관

인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법률안을 성안하고 

그것을 내가 직접 관계부처에 뛰어다니면서 설

득해서 동의를 받아내서 제정된 법률이었으므

로 나로서는 큰 보람이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이 

법률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고 잊을 수 없는 

자랑거리로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짜여진 법률은 내가 만들었다니! 너무나 감

개무량하다.

『건널목개량촉진법』 제정으로 철도청으로서

는 취약 건널목을 입체화하게 됨으로써 건널목 

사고를 줄일 수 있었고 건널목을 없애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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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개량촉진법』 입법 회고

로 건널목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게 되었고 그리

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을 

국고 또는 지자체로 떠넘김으로써 막대한 예산

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통부로

서도 취약 건널목을 제도적으로 입체교차화로 

개량하게 됨으로써 건널목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교통사고의 대폭저감과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건널목개량촉진법』은 법률 제4262호로 

73.2.5. 공포,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5번의 개

정이 있었다. 최종 개정된 현재의 법률은 법률 

제8976호(08.3.21)로 공포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개정된 내용은 거의가 정부조직법 개정

에 따른 것, 철도법의 철도산업기본법, 도로법

의 고속국도법 및 일반국도법, 그리고 특별시

도의 특별시도, 광역시도, 직할시도법 또는 관

련 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어구의 수정 또는 

삽입 등이 주 개정이었고 건널목의 관리 및 개

량 그리고 비용부담 등 기본적 주 내용은 당초 

내용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철도청 입장에서 

아주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비용부담 

내용을 다시 손질한다는 것은 이제는 관계부처

의 이해가 걸려 변경하기 쉽지 않으리라 본다. 

이 또한 자만 같지만 나의 투쟁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전국에는 철도와 도로의 교차

개소는 총 3,803개소이며, 이 중 입체교차화 

시설을 한 개소는 2,562개소이고 아직도 평면

교차로 관리되고 있는 건널목이 1,241개소가 

남아 있다고 한다. 철도열차이든 또는 도로 자

동차이든 이제는 100㎞/h 이상으로 달리고 잇

는 이 시대에 아직도 1,000개소가 넘는 건널목

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철도 

선진국으로서 하나의 수치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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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1992년 6월 첫 삽을 뜬 

이후 2004년 4월 1일 1단계 개통에 이어 2010

년 11월 1일 2단계 개통을 하였다. 단군 이래 최

대의 국책 사업으로 한국 철도 100여 년의 역사

상 괄목할 만한 기술발전의 성과를 얻은 사업이

었다. 하지만 기술조사가 시작된 1990년 무렵에

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내의 기술기반, 특히 

철도기술의 수준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었다. 

고속철도는 300km/h의 속도에서 발생되는 

구조물의 공진현상과 고주파진동에 기인하는 

재료의 피로, 터널 통과시 급격한 공기압의 변

화로 인한 승차감 저하 등 기존의 철도에서 볼 

수 없던 여러 가지 복잡한 동 역학적인 현상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고속 운행하는 열차의 안

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엄격한 기술 규격과 품질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외국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고속철도 기술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체계적인 

기술과 시속 160~200km의 속도 영역에 대한 

충분한 운행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속 

100km 내외의 운행 경험뿐인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 수준에서 시속 300km급 철도 도입에 따

르는 한계와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사

업 초기에 발생되었던 혼선과 오류 등을 되돌아

보고 이를 개선, 보완하였던 내용을 소개하면

서 향후 사업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경부고속철도의 성과와 교훈

- 시행착오와 혼선... 향후 사업의 소중한 교훈으로 -

삼성물산 기술고문

공학박사 / 철도기술사   

강  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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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의 성과와 교훈

Ⅱ 사전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당시 국내에서 추

진되었던 대부분의 다른 대형건설 공사와 마

찬가지로 사전 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1992년 6월 착공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기술로 고속철도 

건설을 하겠다는 순수한 열정과 의욕만으로 설

계 기준과 기술 시방서를 확정한 후 서울~부산

간 14개 공구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고속철도의 기술적 특성이 반영

된 핵심 기술사항은 고속철도 운영 국가만이 갖

고 있는 노하우였다. 그러나 고속철도 차량이 

선정되면 차량 선진국의 경험과 기술을 이전받

아 수정, 보완하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하고 우선 착공을 추진하였다. 1991년 8월 고

속철도 차량 선정을 위한 제의 요청서를 발송 

하였지만 차량 선정은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

져 노반공사 착공 후 2년 만인 1994년 6월에야 

계약이 체결되었다.

더욱이 고속철도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반 철도 설계 개념과 일부 외국 고

속철도의 기술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계된 구조

물은 고속차량 선정 후 프랑스 철도 기술진에 

의해 전면적인 수정 보완을 해야만 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전체 노선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교량의 재설계 문제로서 

이로 인하여 현장의 공사추진에 큰 혼선과 지장

을 초래하게 되었다. 시속 300km의 고속차량

에 대한 동적 거동을 해석한 결과 PC빔으로 설

계된 교량 상부는 PC BOX로 변경해야했고, 정

차장 구간의 라멘교는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

여 단면을 크게 해야만 하였다. 또한, 고속 열

차의 제동력 등에 따른 교량의 종방향 해석 결

과 교각의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각 보강

의 경우 상부 구조와 같이 설계보완 작업만으

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공사 착공 후 2년

이 지나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던 시험선 

구간에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교각을 재시공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교각의 재시공은 채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

으므로 수평력을 완화 분산시키는 클럽커플러 

장치를 설치하게 되었다. (보완사례 사진 참고) 

그 밖에도 프랑스 기술진에 의해 전면적인 설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완해야 했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프랑스 기술진의 설계 검증 결과 보완한 주요 내용

구 분 보완 내용 비 고

선 형

- 종곡선, 평면곡선, 완화곡선

- 건넘선 및 분기기 설치 위치

- 신축이음 설치 위치

- 정차장 내 선로 중심 간격

고속철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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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랑스 기술진의 설계 검증 결과 보완한 주요 내용 <계속>

구 분 보완 내용 비 고

교 량

- 표준 교량 구조 검토 등 상세 설계 검증

- 특수 교량 구조 검토 등 상세 설계 검증

- 시공 상세도 검증

- 장대 레일 축력

- PC BOX 설계 관련 사항

- 부속설비(받침, 방수, 접지, 신축 이음, 클립커플러, 

  전차선 기초, 공동구, 방음벽 기초)

상세 설계 검토

토 공

- 토공 강화 노반

- 토공 어프로치 블록

- 토공 구조물 형상, 배수 형식, 절·성토 경사도

기준 제공 및 상세 설계 검토

터 널
-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강도 : 240kg/㎠(당초 210kg/㎠)

- 터널 보조도상 콘크리트 : 균열 방지 와이어 매쉬 사용
기준 제공

정거장

- 분기기 설치 기준

- 레일 신축 설치 기준

- 정거장 내 최급구배

- 정거장 형상과 배치, 승강장 길이, 분기기 위치

정거장 설계의 적합성 검토

시방서

- 교량(BPEL, BAEL)

- 토공의 절·성토

- 터널

- PC BOX 가설 공법(MSS, FSM)

- 파일 기초, 확대 기초

- UIC, EURO, NORM

프랑스 TGV 노선 건설에 적용된 설계 공

사시방서 제공

유지보수

지침서

- 교량 받침(탄성, 포트)

- 리지드 커플러

- 클립 커플러

- 신축 이음

- 방수

교량 부속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지침서 

작성

라벤 교량 받침 개선 (레일받침 - 탄성패드) 라멘교량 강성보강 (교각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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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혼선을 극복하며 얻은 성과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 중의 

하나는 외국 기술의 국내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시행착오 등을 극복하면서 얻은 경험으

로부터 국내 철도기술이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

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속 열차 운행

시 발행하는 동적 현상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공진 발생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교량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독

자적인 설계기술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특

히, 고속철도 기술은 고속으로 운행되는 열차

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에 대한 

해결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중요하다. 우리

의 경우 지난 6년간의 1단계구간의 영업운행과

정에서 경험한 고속철도 운행실적이 귀중한 기

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부고속철

도 건설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한 국내 건설업체

와 설계 용역사가 대만 고속철도 사업에 진출하

여 큰 성과를 얻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국내의 고속철도 건설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사진 참고 : 언론 매체

와 외국 저널에 소개 된 사례)

또한, 고속철도 사업은 노반, 궤도, 전혁, 신

호,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집약된 대형 

사업으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관리 체계가 완성 되었

다. 사업 초기에는 미국 벡텔사의 도움을 받아 

국내 기술진과 공동으로 사업관리를 시작하였

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 국내 기술진

만으로 사업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이제는 자립

의 단계로 접어들어 중국 고속철도 사업 등 해

외 고속철도 사업에 진출하는데 가장 경쟁력 있

는 분야가 되었다. 

고속철도는 1회 운행시 1,000여 명의 승객을 

싣고 시속 300km로 주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충분한 강도와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공해야 하

는 구조물로서 완벽한 품질이 생명인 건설 공사

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미국의 

안전진단 전문업체에서 시행한 고속철도 구조

물의 안전 점검 결과는 당시 국내 여론에 부정

교각 강선 보강 (교각 클립 커플러 설치) 고속철도 열차 풍 영향 (터널 수직구 출입문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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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도되면서 커다란 파문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래서 국내 건설 공사의 고질적 관행

이었던 끝마무리 미흡, 무성의한 시공, 정착되

지 못했던 감리제도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

여 먼저 공단에서 설계, 시공, 감리, 구매 제조 

등 각 단계별로 ISO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사

업 체계를 도입해 완벽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

다. 또한, 고속철도 공사가 부실 공사의 대명사

라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 업체의 ISO 

요건에 의한 품질 관리, 선진 첨단 공법 도입 

및 기계화 시공을 통한 공사 관리, 공사 실명제 

시행으로 책임 의식 고취, 고속철도 건설 경험

이 있는 외국의 감리단 투입, 고성능 배치 플랜

트 및 철근 가공장 설치, 가동으로 콘크리트 품

질 향상, 예방적 품질, 안전 관리 활동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고속철

도 공사가 국내 건설 공사의 관행을 바꾸고 건

설 공사 품질 관리에서 현장의 가장 모범적인 사

례로 인용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통하

여 얻은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고속철도 성과 언론보도(월간조선)

한국고속철도 해외 잡지 소개 (레일인터내셔널)

고속철도 성과 언론보도(건설저널)

고속철도 성과 발표 (유럽 궤도 기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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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사업을 위한 교훈

그간의 사업에서 얻은 교훈은 사업 초기 고속

철도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

고 국내 기술로 추진하려는 의욕이 앞서 설계도

서나 시방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뒤늦게 차량이 결

정되면서 차량과 노반의 상호작용이라는 고속 

철도기술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전면적인 설계 

보완 작업 때문에 많은 혼선과 시행착오를 야기

하기도 하였다.

인허가 과정과 용지 매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폐광 인접 지역을 통과하는 상리터

널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

단되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품질보다는 공

정 만회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

다. 특히, 문화재 환경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한 

경주 지역 노선 변경, 대전 및 대구 도심 통과 

문제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고속철도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를 경험하기도하

였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에서는 이러한 점

들을 교훈 삼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다. 그간의 사업 과정에서는 부실 공사의 우

려를 해소하고 고속철도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

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사업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경험

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자심감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설계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

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물을 시공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고속철도 상업 운행 결과를 예의 주시

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운영 측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새로

운 사회적 요구 사항인 방재 기준의 보완 등 안

전시설의 확충이나 강화된 환경 기준의 적용 등

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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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최악의 혜산선 철도

   

 독정(篤亭) 김 한 태

Ⅰ 머리말

 한반도에 철도가 운행한지 거의 130년 가까

운 역사를 갖고 있고 현재 영업키로가 남북한을 

합하면 약 9.000여 ㎞에 달하면서 수많은 노선

들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각 노선의 운

행 조건은 건설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한반

도의 철도노선 중 운행조건이 가장 어려운 취약

선구를 검토해 보면 취약 조건별로 여러 노선이 

해당되나 본고에서는 함경북도 길주에서 함경

북도(현재 량강도) 혜산진(현재 혜산)간 141.6

㎞의 혜산선(현재 백두 청년선)에 대하여 검토

해 보고자 한다.

Ⅱ 중요한 취약점과 노선 검토 

열차를 운전할 때 취약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선로의 기울기(句配)와 곡선반경, 낙석, 눈사

태, 침수, 해일, 터널(증기기관차)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기울기에 대하

여 검토하면 기울기가 높은 구간의 경우 오르막

은 견인력의 제한을 받고 내리막은 제동력이 문

제가 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기울기가 높은 

노선을 검토하여 보면 현재 남한에는 전동열차 

전용구간을 제외하면  태백선 예미-자미원, 추

전-동백산, 정선선 선평-정선사이에 30‰의 

노선이 있고 북한은 산이 많고 산림 및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건설한 노선이 많아 기울기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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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선이 많다, 먼저 강삭철도(잉크라인)로 평

안북도(현재 자강도)에 위치한 강계선(강계-랑

림간)의 십리평-상신원간. 함경남도에 위치한 

송흥선(현재 신흥선)의 송흥-부전령간, 그리고 

장진선의 삼거-포장 과 포장-황초령 역 사이

에서 운영 중에 있고 그 기울기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위 노선은 협궤철도이며 동력차에 의한 

운전이 아니라 로프로 객차나 화차를 견인하는 

것이므로 운전 취약점보다 수송애로구간이 되

고 표준궤간에 있어서는 광복이후 건설한 노선

들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혜산, 만포선(일

명 북부선) 의 문악역 부근이 29‰가 확인되며 

광복이전에 부설한 노선으로, 협궤선인 백무선

(백암-무산) 유적-라적, 라적-신양간에 33‰

가 있었으나 광복이후 노선을 일부 개량한 기록

이 있어 정확한 기울기를 확인할 수 없고 30‰ 

가 2구간 20‰가 넘는 구간도 15개 구간으로 

전체 29개 구간 중 20‰ 이하구간은 8개 구간 

뿐이다, 표준궤간으로 무산선(고무산-무산)은 

57,9㎞에 11개역이 있으나 무수에서 금패 사

이 24,7㎞에 무수-폐무산-차령-금패역이 각

각 33‰, 금패-신참간이 24‰로 혜산선과 더

불어 가장 험난한 노선 중의 하나이며, 검토 대

상인 혜산선은 전체 20개 구간에 30‰ 이상이 

8개 구간, 20‰ 이상이 8개 구간, 20‰ 이하가 

4개 구간으로 노선의 대부분인 80%가 20‰가 

넘는 구간이며 광복 당시까지 한반도에서 시공

기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백무선의 북계수

역이 해발 1,719m 99㎝, 혜산선의 백암-령하 

사이에 있는 남설령 터널은 해발 1,622m 32㎝

로 두 번째로 높고 그 길이가 2,213m나 되며 

기울기가 33‰이고 심포리-대오천 사이의 일

건 터널은 그 길이가 1,572m가 되는 장대 터널

로 한반도에서 가장 험난한 노선이며 한겨울 영

하 40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선로는 물론 차량

의 동결로 운전 취약점이 가장 많은 노선이라 

판단되므로 혜산선의 건설과정과 현재의 상황

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길주-혜산진간 역간 표준 구배표

위연 - 혜산진 상 7.  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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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혜산선의 건설과 현항

가. 혜산선의 개요

혜산선은 함경북도의 함경선(현 평라선) 길주

역을 기점으로 하여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 재

덕, 합수, 백암을 경유 함경남북도의 경계에 있

는 남설령을 관통하고 운용천을 따라가 압록강

에 인접하고 있는 혜산(옛 혜산진)에 이르는 연

장 141,7㎞에 간이역을 포함 모두 21개역이 있

고 도중 백암역에서 함북 무산을 연결하는 협

궤철도 백무선이, 위연에서는 삼지연선이 분기 

하는 노선으로  건설목적은 연변의 산림과 지하

자원의 개발을 내세웠으나 내부적으로는 만주 

내륙지역에 도달하는 동맥으로 국방과 경비상

의 목적이 크게 작용하여 건설한  노선이다.

나. 건설과정

○ 혜산선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1,926년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형이 험난하여 조사가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1,929년 처음으

로 실측에 들어갔으나 합수역 부근은 한 낮에도 

산림에 덮여 암흑에 가까웠고 백암 부근은 높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를 돌면서 올라가 평탄한 

지형에 도달하기 까지 험준한 지형으로 선로선

정이 전연 불가능 하여 당시 육군참모본부에 의

뢰,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도상으로 선로를 선

정하였으며 합수역과 남계역에 각각 반복선을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장대한 터널에 의해 양단

을 연결하여 고지대에 이르는 노선을 도상(圖

上)으로 설정하였다, 한반도의 철도에서 항공

사진에 의한 노선설계는 혜산선이 처음으로 노

선은 해발 1,500m인 백암에 이르러 계속 북진

하면서 혜산선 가운데 가장 긴 남설령 터널(중

앙부는 해발 1,622m)을 지나 내리막길로 들어

서서 운용천(雲龍川)의 좌우 연안을 따라 혜산

진에 도착하게 되는 노선의 실측을 끝냈다, 실

측에 있어서는 인적미답의 험지이기 때문에 잠

자리나 식사의 곤란은 물론 맹수의 습격을 대비

해 총기를 휴대하였었다.

○ 공사의 시행

공사는 1,931년 5월 1일 길주에서 착공한 후 

1,937년 11월 1일에 전 구간을 개통하였다, 공

사에 있어서는 동절기 영하 30도 이상으로 하

천뿐 아니라 지표도 결빙되고 합수부근에서는 

만년빙(萬年氷)이 발견되었으며 동절기에는 교

량, 터널 등 구조물의 콘크리트 시공이 거의 불

가능한 상태 이므로 해빙기에만 시행하였고 자

재운반을 위하여 재덕-합수 간에는 경편철도

를 부설하고 장대 터널공사에는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였으며 남설령에는 케이불을 설치하여 

공사를 추진했으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공사 노동자의 확보도 어려운 상항에서 4회로 

나누어 구간개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를 완료하

였다.

○ 열차의 운영

혜산선이 영업을 개시하여 열차를 운전할 때 

가파른 선로의 기울기와 급한 곡선으로 견인량

이 제약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따라서 

열차 당 객화차를 견인하는 양수를 최대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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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처음으로 산타폐 기관차를 신조하여 

투입하였으나 속도 종별 중 가장 낮은 속도에서

도 최대 10량을 견인하는 것이 한계였다, 따라

서 이를 계산하여 보면 30톤 화차 9량과 차장

차 1량을 연결하는 것으로 열차 당 화물 270톤

을 운반 하는 것이 한계였다.

 ※   참고 : 동일 기관차로 경부선에서 열차를 운전
하는 경우 최대 24량을 견인하였다.

또한 기울기가 급한 노선에다 2㎞가 넘는 장

대터널에서 증기기관차의 운전에 따른 매연에 

의한 질식사고 등 취약점은 형용할 수 없는 역

경의 연속이었다.

Ⅳ 혜산선의 현재

혜산선은 개통당시 구간거리가 141,7㎞ 였으

나 현재는 141,6㎞로 100m가 단축된 것으로 

각종자료에 나와 있으나 정확한 사유나 구간은 

확인할 수 없으며 개통 후 백암역에서 무산까지

의 협궤선인 백무선이 건설되고(1,944년 12월 

1일) 위연역에서 백두산 기슭의 신무성, 가람에

서 대평까지의 백두산 산림철도의 건설을 계획

하고 1,945년 7월 조사 및 측량을 착수하였으나 

종전으로 중단되었다, 광복 후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면서 백두산 일대는 김일성의 항

일투쟁과 김정일의 탄생지로 선전되면서 성지

로 지정하여 일제가 계획한 위연-못가간에 93 

㎞의 삼지연선을 협궤로 건설하고 북한 주민들

을 성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방문토

록 하고 도중역인 가람에서 대평(현재 평물)까

지 보천선(협궤)이 건설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광복이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선명의 변경과 역의 신설 및 승격

○ 선명의 변경

혜산선은 광복이전 건설 계획 당시부터 붙여

진 선명이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백두산을 

김일성의 항일 전적지로 정하면서 혜산선 선명

을 백두 청년선으로 개명하였다, 그러나 1990

년 삼지연선의 전철화를 앞두고 김정일의 지시

로 삼지연선을 백두산 청년선으로 변경하므로

써 선명이 중복되어 현재는 혜산선의 선명이 정

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위연에서 못가까

지 과거 삼지연선은  2015년 6월 5일 표준궤간

으로 개량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혜산에서는 만포까지의 혜산만

포선(일명 북부철길)이 개통되었다.

 

○ 역의 신설과 승격

광복 이후 혜산선은 일부 역을 신설하고 간

이역을 보통역으로 승격하여 현재는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표를 분석하여보면 봉암 간이역은 폐

지되고 성후 배치역은 보통역으로 승격시키면

서 재덕과의 중간에 풍계역을 신설하였으며 령

하-남중간이역 사이에 령남역을  신설하고 남

중역을 보통역으로 승격 시켰다, 역의 신설 사

유를 검토하여보면 성후-재덕간은 역간 거리

가 7.8㎞, 표준기울기는 25‰이고 령하-남중

간은 역간거리가 9.5㎞, 표준기울기는 3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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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역명의 변경 및 신설

 ○ : 역원 무배치 간이역.  ● : 역원 배치 간이역

광복시 현   재 광복시 현   재 광복시 현   재 광복시 현   재

길   주 길   주 성   덕 성   덕 령   하 령   하 심 포 리 심 포 리

○봉 암 - ○사 도 사   도 - 령   남 대 오 천 대 오 천

남   석 남   석 양   곡 양   곡 ●남 중 남   중 ○검산리 검 산 리

●성 후 성   후 합   수 합   수 생   장 생   장 위    연 위    연

- 풍   계 남   계 남   계 봉두리 운   흥 혜 산 진 혜   산

재   덕 재   덕 백   암 백암청년 ○포 안 ●포 안 - -

므로 풍계역의 신설은 열차 운영상 필요하지 

않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기지가 풍계리에 있어 시험기지의 건설과 운영

에 따른 인력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령남역의 신설은 폐색구간을 단축하

여 열차운용효율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봉두리역은 운흥역이 되

었다, 역명을 바꾼 것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서 운흥군이 신설되고 군청소재지가 되었기 때

문이며 포안 배치간이역은 그대로 두고 다른 

간이역은 모두 보통역으로 승격 시켰다, 이와 

같이 간이역을 보통역으로 승격시킨 것은 폐색

구간을 단축하여 열차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설의 개량

북한은 험난한 혜산선의 운행조건 개선을 위

하여 1,977년 2월에 전철화 공사를 착수하여 

1,978년 9월 6일 전철화를 완료 하였고 합수-

남계간은 건설 당시 고지대에 오르기 위해 양 

역에 각각 반복선을  설치하여 열차를 운전하

고 도중에 터널을 건설하여 개통한 구간이다, 

그러나 반복선은 열차가 상당거리를 후진하는 

갈지자(之)운전을 하므로 열차운행시간은 많

이 소요되면서 추진운전 등 운전조건이 불리한 

취약점이 있어 1,979년 9월부터 개량에 착수, 

1,980년 9월 25일 준공하였으며 개량의 구체

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루프 터널을 건

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영동선 심포리-라한정간, 금강산 전철은 반복지점

에 역이 없음)

- 여객열차 및 노선운영

  ○ 여객열차 운영

혜산선의 열차 운영상항을 살펴보면 1,990

년에 평양-혜산간 급행 9,10열차, 해주-

혜산간 준급행 37,38열차, 길주-혜산간 일

반 151,152열차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시간표를 보면 평양-두만강-모스코

바간을 운행하는 급행 제 1,2 국제열차가 7,8

열차가 되고 평양-혜산간 급행 제 9,10열차

가 1,2열차로 변경되었으며 평양-만포-혜산

행 급행열차를 신설하고 제 3,4열차로 지정하

였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철도가 김일성, 김

정일 부자의 우상화를 위한 백두산의 성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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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려한 것이며 현재 혜

산선의 여객열차는 1,990년대와 큰 변화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노선운영

혜산선을 운영하기 위해 구간내에 21개의 역

이 있고, 혜산, 백암, 길주역은 기술역이며 혜

산역에는 청진 철도국 혜산 철도분국과 기관

차대, 철길대가 있고 위연역에 차량대, 백암역

에 차량대, 철길대, 전철대, 길주역에 기관차

대, 객화차대, 철길대, 전철대가 있고  북한 유

일의 침목 방부공장이 있다, 여기서 잠시 주제

를 벗어나 북한철도의 침목에 대하여 살펴보

면 콘크리트 침목공장이 함경남도 이원군의 평

라선 라흥과 평양시 강동군의 평덕선 승호리에 

있어 각각 년산 20만정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목

침목 공장은 유일하게 두만강역에 설치되어 러

시아로부터 수입된 원목을 가공하고 있으나 현

재는 생산량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목침목의 

대부분은 철길소대(선로반)가 선로연변의 임야

에서 직접 벌채, 가공하여 사용하거나 일부 역

과 도, 시, 군과 기업소등에서 협찬을 받고 있

으며 침목의 방부처리는 중유정도를 도유하는 

정도고 대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나 길주공장은 

97년도에 석탄사용을 반으로 줄이면서 수명이 

배로 연장되는 방부처리법을 개발한 것으로 보

도되고 있다.

Ⅴ 결언

지금까지 혜산선의 건설과정과 현재의 노선

상항 및 운영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검토한 결

과 한반도의 철도노선 중 가장 높은 지대에 부

설되어 동절기 영하 40도에 가까운 기온 강하

와 많은 적설량, 하절기는 급류에 의한 수해

와 낙석위험이 따르고 최대 급 경사구간이 많

을 뿐 아니라 장대 터널로 증기 기관차 운행 때 

질식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기관차의 증

기불승으로 도중 정차는 물론 제동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는 등 복합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 노선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더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전철화가 완료된 현재도 길주 기관차대

의 혜산선 운영 기관차가 급경사 구간을 내려

올 때 발전제동과 공기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동체결로 차륜 용착사고(제동 체결

로 제륜자가 녹아 차륜에 붙는 현상)가 빈발하

므로 부득이 윤활유 분사장치를 개발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97년 2월 21일 노동신

문이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혜산선을 한반도 

최악의 노선으로 선정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내용 중 잘못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도 있을 것으로 보지만 자료수집의 한계성 때

문이라 판단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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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실무

Ⅰ 머리말

 

철도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곡선교량과 곡

선터널에서는 선로중심과 구조물중심의 이격거

리(편기량)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구조물 시공후 적정 편

기량이 확보되지 않아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보

완시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도건설공사시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철도설계지침의 관련내용을 살

펴보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곡선교량과 곡선터

널에 대한 구조물 편기량을 어떻게 검토할 것

인지에 대한 검토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Ⅱ 곡선교량 이격거리(편기량) 검토

1. 산출 기준

철도설계지침(노반편, 201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곡선 궤도를 지지하는 유도상 직각교형의     

배치

○     지간 중앙에서 궤도중심선과 교형중심선

의 이격거리(편기량 C)

  - 단선 : 

- 2 -

1. 머릿말

철도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곡선교량과 곡선터널에서는 선로중심과 구

조물중심의 이격거리(편기량)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구조물 시공후 적정 편기량이 확보되지 않아 구조물을 철거하

거나 보완시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도건설공사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설계지침의 

관련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곡선교량과 곡선터널에 대한 구조

물 편기량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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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설계지침(노반편, 201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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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선 :  


  - 복선 :  


 ○ 교대(교각)에서 궤도중심선과 교형중심선의 이격거리 (편기량 C’)

  - 단선 :  ′ 



  - 복선 :  ′ 


  - 복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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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선 :  


 ○ 교대(교각)에서 궤도중심선과 교형중심선의 이격거리 (편기량 C’)

  - 단선 :  ′ 



  - 복선 :  ′ 


②     궤도중심선과 교형중심선의 이격거리를 

「①항」에 의하지 않을 경우 교량구조중심선

과 궤도중심선의 편기에 대한 영향을 차륜

축 배치를 고려하여 검토

곡선 구조물 편기량 산출법 (1)
- 교 량 -

(주)케이알티씨  전무이사

   이 종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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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구조물 편기량 산출법 (1)  

 ③     유도상 직각거더의 하부구조물 편기량은 

상부구조물과 동일함

2.     교대(교각)에서 선로중심과 교형중심의 

이격거리 검토방법

설계도서에 교대(교각)의 좌표가 정확한지 확

인하거나, 그 좌표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도(빔배치도)에서 교대(교각)의 빔 중

심에서 선로중심까지의 이격거리(편기량 

C’)를 확인한다.

②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를 설계

도면과 평면선형계산서로부터 얻는다. 

③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과 곡선중심

(O) 좌표값을 사용하여 원점방위각을 산

출한다. 

④    선로중심위치(좌표), 편기량(C') 및 원점방

위각을 사용하여 교형(교대, 교각)중심의 

좌표값 또는 교량받침의 좌표값 산출한다.

⑤   산출된 교량받침의 좌표값과 설계도의 「교

량받침 배치도」의 좌표값을 비교하여 상이 

여부 확인한다.

3.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방법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은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직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위치(좌표) 산출

①   방위각 AZ1인 선로중심선의 직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

표) 산출 

(공식)

    

- 4 -

다.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방법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직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방위각 AZ1인 선로중심선의 직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공식)

    tan
 

   cos
   sin

여기서,  

  : 교대(교각)와 인접한 직선 chain의 좌표값

 :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

  : 인접한 직선 chain에서 교대(교각)까지의 거리

2) 완화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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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중심의 이격거리(편기량)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구조물 시공후 적정 편기량이 확보되지 않아 구조물을 철거하

거나 보완시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도건설공사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설계지침의 

관련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곡선교량과 곡선터널에 대한 구조

물 편기량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곡선교량 이격거리(편기량) 검토

가. 산출 기준

철도설계지침(노반편, 201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곡선 궤도를 지지하는 유도상 직각교형의 배치

      

○ 지간 중앙에서 궤도중심선과 교형중심선의 이격거리(편기량 C)

  - 단선 :  


  - 복선 :  


 ○ 교대(교각)에서 궤도중심선과 교형중심선의 이격거리 (편기량 C’)

  - 단선 :  ′ 



  - 복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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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실무

2)   완화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

중심위치(좌표) 산출

 ○ A1의 좌표 

- 5 -

     

○ A1의 좌표  계산

(공식)

 ∙cos±
 ∙sin ±
± : 우곡선(+), 좌곡선(-)

여기서, 

AZ : 직선부 AZ의 방위각 

Q : 편기각  tan



d : 현장 ( )

 : 횡거  





 : 종거  




ℓ : S.P ~ A1 거리(호장)

 : S.P ~ P.C 횡거 (=M∙C)

 계산

(공식)

     

- 5 -

     

○ A1의 좌표  계산

(공식)

 ∙cos±
 ∙sin ±
± : 우곡선(+), 좌곡선(-)

여기서, 

AZ : 직선부 AZ의 방위각 

Q : 편기각  tan



d : 현장 ( )

 : 횡거  





 : 종거  




ℓ : S.P ~ A1 거리(호장)

 : S.P ~ P.C 횡거 (=M∙C)

   

  ± : 우곡선(+), 좌곡선(-)

여기서, 

AZ : 직선부 AZ의 방위각 

Q : 편기각 

- 5 -

     

○ A1의 좌표  계산

(공식)

 ∙cos±
 ∙sin ±
± : 우곡선(+), 좌곡선(-)

여기서, 

AZ : 직선부 AZ의 방위각 

Q : 편기각  tan



d : 현장 ( )

 : 횡거  





 : 종거  




ℓ : S.P ~ A1 거리(호장)

 : S.P ~ P.C 횡거 (=M∙C)

d : 현장  

- 5 -

     

○ A1의 좌표  계산

(공식)

 ∙cos±
 ∙sin ±
± : 우곡선(+), 좌곡선(-)

여기서, 

AZ : 직선부 AZ의 방위각 

Q : 편기각  tan



d : 현장 ( )

 : 횡거  





 : 종거  




ℓ : S.P ~ A1 거리(호장)

 : S.P ~ P.C 횡거 (=M∙C)

- 5 -

     

○ A1의 좌표  계산

(공식)

 ∙cos±
 ∙sin ±
± : 우곡선(+), 좌곡선(-)

여기서, 

AZ : 직선부 AZ의 방위각 

Q : 편기각  tan



d : 현장 ( )

 : 횡거  





 : 종거  




ℓ : S.P ~ A1 거리(호장)

 : S.P ~ P.C 횡거 (=M∙C)

 : 횡거 

- 5 -

     

○ A1의 좌표  계산

(공식)

 ∙cos±
 ∙sin ±
± : 우곡선(+), 좌곡선(-)

여기서, 

AZ : 직선부 AZ의 방위각 

Q : 편기각  tan



d : 현장 ( )

 : 횡거  





 : 종거  




ℓ : S.P ~ A1 거리(호장)

 : S.P ~ P.C 횡거 (=M∙C)

- 4 -

다.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방법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직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방위각 AZ1인 선로중심선의 직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공식)

    tan
 

   cos
   sin

여기서,  

  : 교대(교각)와 인접한 직선 chain의 좌표값

 :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

  : 인접한 직선 chain에서 교대(교각)까지의 거리

2) 완화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 5 -

     

○ A1의 좌표  계산

(공식)

 ∙cos±
 ∙sin ±
± : 우곡선(+), 좌곡선(-)

여기서, 

AZ : 직선부 AZ의 방위각 

Q : 편기각  tan



d : 현장 ( )

 : 횡거  





 : 종거  




ℓ : S.P ~ A1 거리(호장)

 : S.P ~ P.C 횡거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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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구조물 편기량 산출법 (1)  

- 5 -

     

○ A1의 좌표  계산

(공식)

 ∙cos±
 ∙sin ±
± : 우곡선(+), 좌곡선(-)

여기서, 

AZ : 직선부 AZ의 방위각 

Q : 편기각  tan



d : 현장 ( )

 : 횡거  





 : 종거  




ℓ : S.P ~ A1 거리(호장)

 : S.P ~ P.C 횡거 (=M∙C)

 : 종거 

- 5 -

     

○ A1의 좌표  계산

(공식)

 ∙cos±
 ∙sin ±
± : 우곡선(+), 좌곡선(-)

여기서, 

AZ : 직선부 AZ의 방위각 

Q : 편기각  tan



d : 현장 ( )

 : 횡거  





 : 종거  




ℓ : S.P ~ A1 거리(호장)

 : S.P ~ P.C 횡거 (=M∙C)

ℓ : S.P ~ A1 거리(호장)

X1 : S.P ~ P.C 횡거 (X1=M·C)

L : 완화곡선장, 

     

- 6 -

L : 완화곡선장 

, tan 




M : 설정 및 부족캔트·배수(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C : 설정 및 부족 캔트량(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8

조 제3항)

3) 원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곡선중심(O)과 P.C점을 연결하는 방위각(AZP) 계산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P.C점의 좌표값

② 호장(ℓ) 계산

ℓ = A1까지 거리 – P.C점 거리

③ 편각(δ)계산

  ∙

∙


 

④ 원점좌표 와 방위각(AZP)을 사용하여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

M :   설정 및 부족캔트·배수(철도의 건설기

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C :   설정  및 부족 캔트량(mm)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8조 제

3항)

3)   원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

심위치(좌표) 산출  

 ①   곡선중심(O)과 P.C점을 연결하는 방위각

(AZP) 계산

- 6 -

L : 완화곡선장 

, tan 




M : 설정 및 부족캔트·배수(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C : 설정 및 부족 캔트량(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8

조 제3항)

3) 원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곡선중심(O)과 P.C점을 연결하는 방위각(AZP) 계산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P.C점의 좌표값

② 호장(ℓ) 계산

ℓ = A1까지 거리 – P.C점 거리

③ 편각(δ)계산

  ∙

∙


 

④ 원점좌표 와 방위각(AZP)을 사용하여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

여기서, 

- 6 -

L : 완화곡선장 

, tan 




M : 설정 및 부족캔트·배수(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C : 설정 및 부족 캔트량(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8

조 제3항)

3) 원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곡선중심(O)과 P.C점을 연결하는 방위각(AZP) 계산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P.C점의 좌표값

② 호장(ℓ) 계산

ℓ = A1까지 거리 – P.C점 거리

③ 편각(δ)계산

  ∙

∙


 

④ 원점좌표 와 방위각(AZP)을 사용하여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6 -

L : 완화곡선장 

, tan 




M : 설정 및 부족캔트·배수(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C : 설정 및 부족 캔트량(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8

조 제3항)

3) 원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곡선중심(O)과 P.C점을 연결하는 방위각(AZP) 계산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P.C점의 좌표값

② 호장(ℓ) 계산

ℓ = A1까지 거리 – P.C점 거리

③ 편각(δ)계산

  ∙

∙


 

④ 원점좌표 와 방위각(AZP)을 사용하여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

: P.C점의 좌표값

② 호장(ℓ) 계산

ℓ = A1까지 거리 – P.C점 거리

③ 편각(δ)계산

 

- 6 -

L : 완화곡선장 

, tan 




M : 설정 및 부족캔트·배수(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C : 설정 및 부족 캔트량(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8

조 제3항)

3) 원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곡선중심(O)과 P.C점을 연결하는 방위각(AZP) 계산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P.C점의 좌표값

② 호장(ℓ) 계산

ℓ = A1까지 거리 – P.C점 거리

③ 편각(δ)계산

  ∙

∙


 

④ 원점좌표 와 방위각(AZP)을 사용하여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
④   원점좌표

- 6 -

L : 완화곡선장 

, tan 




M : 설정 및 부족캔트·배수(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C : 설정 및 부족 캔트량(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8

조 제3항)

3) 원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곡선중심(O)과 P.C점을 연결하는 방위각(AZP) 계산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P.C점의 좌표값

② 호장(ℓ) 계산

ℓ = A1까지 거리 – P.C점 거리

③ 편각(δ)계산

  ∙

∙


 

④ 원점좌표 와 방위각(AZP)을 사용하여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

와 방위각(AZP)을 사용하

여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좌표

- 6 -

L : 완화곡선장 

, tan 




M : 설정 및 부족캔트·배수(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C : 설정 및 부족 캔트량(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8

조 제3항)

3) 원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곡선중심(O)과 P.C점을 연결하는 방위각(AZP) 계산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P.C점의 좌표값

② 호장(ℓ) 계산

ℓ = A1까지 거리 – P.C점 거리

③ 편각(δ)계산

  ∙

∙


 

④ 원점좌표 와 방위각(AZP)을 사용하여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

 산출

(공식) 

- 7 -

   (공식) 

  ∙cos±
   ∙sin ±

    여기서, ± : 우곡선(+), 좌곡선(-)

라.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로부터 교형(교대, 교각)중심위치(좌표) 산출방법

      

1)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과 곡선중심(O)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원점방위각 

(AZO) 산출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

2) 각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 )와 원점방위각 (AZO)을 이용하여 C'만큼 

편기된 교형(교대,교각) 중심위치(좌표X, Y)를 산출

   (공식) 

 ′∙cos
 ′∙sin

 여기서, ± : 우곡선(+), 좌곡선(-)

4.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로부터 

   교형(교대, 교각)중심위치(좌표) 산출방법

      

1)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과 곡선중

- 6 -

L : 완화곡선장 

, tan 




M : 설정 및 부족캔트·배수(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C : 설정 및 부족 캔트량(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8

조 제3항)

3) 원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곡선중심(O)과 P.C점을 연결하는 방위각(AZP) 계산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P.C점의 좌표값

② 호장(ℓ) 계산

ℓ = A1까지 거리 – P.C점 거리

③ 편각(δ)계산

  ∙

∙


 

④ 원점좌표 와 방위각(AZP)을 사용하여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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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실무

심(O)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원점방위각 

(AZO) 산출

   

- 7 -

   (공식) 

  ∙cos±
   ∙sin ±

    여기서, ± : 우곡선(+), 좌곡선(-)

라.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로부터 교형(교대, 교각)중심위치(좌표) 산출방법

      

1)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과 곡선중심(O)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원점방위각 

(AZO) 산출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

2) 각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 )와 원점방위각 (AZO)을 이용하여 C'만큼 

편기된 교형(교대,교각) 중심위치(좌표X, Y)를 산출

   (공식) 

 ′∙cos
 ′∙sin

 여기서, 

- 6 -

L : 완화곡선장 

, tan 




M : 설정 및 부족캔트·배수(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C : 설정 및 부족 캔트량(mm)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8

조 제3항)

3) 원곡선구간에 위치한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 산출  

       

① 곡선중심(O)과 P.C점을 연결하는 방위각(AZP) 계산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P.C점의 좌표값

② 호장(ℓ) 계산

ℓ = A1까지 거리 – P.C점 거리

③ 편각(δ)계산

  ∙

∙


 

④ 원점좌표 와 방위각(AZP)을 사용하여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7 -

   (공식) 

  ∙cos±
   ∙sin ±

    여기서, ± : 우곡선(+), 좌곡선(-)

라.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로부터 교형(교대, 교각)중심위치(좌표) 산출방법

      

1)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과 곡선중심(O)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원점방위각 

(AZO) 산출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

2) 각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 )와 원점방위각 (AZO)을 이용하여 C'만큼 

편기된 교형(교대,교각) 중심위치(좌표X, Y)를 산출

   (공식) 

 ′∙cos
 ′∙sin

: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

2)   각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

- 7 -

   (공식) 

  ∙cos±
   ∙sin ±

    여기서, ± : 우곡선(+), 좌곡선(-)

라.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로부터 교형(교대, 교각)중심위치(좌표) 산출방법

      

1)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과 곡선중심(O)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원점방위각 

(AZO) 산출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

2) 각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 )와 원점방위각 (AZO)을 이용하여 C'만큼 

편기된 교형(교대,교각) 중심위치(좌표X, Y)를 산출

   (공식) 

 ′∙cos
 ′∙sin

와 원

점방위각 (AZO)을 이용하여 C'만큼 편기

된 교형(교대,교각) 중심위치(좌표X, Y)를 

산출

(공식) 

- 7 -

   (공식) 

  ∙cos±
   ∙sin ±

    여기서, ± : 우곡선(+), 좌곡선(-)

라.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로부터 교형(교대, 교각)중심위치(좌표) 산출방법

      

1)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과 곡선중심(O)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원점방위각 

(AZO) 산출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

2) 각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 )와 원점방위각 (AZO)을 이용하여 C'만큼 

편기된 교형(교대,교각) 중심위치(좌표X, Y)를 산출

   (공식) 

 ′∙cos
 ′∙sin

5. 계산예

예제1.   좌표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직선구

간에서 

- 8 -

마. 계산예

예제1. 좌표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직선구간에서  에 위치한 교대(교

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하라.

(제원) 

지점       
지점      

(풀이)

지점좌표는

직선부 tan
 



 tan





 ′′′
  ∙cos
 ×cos′′′
 

   ∙sin
 ×sin ′′′
 

(답) ∴지점좌표
 ⇒  

에 위치한 교대(교각)

의 선로중심좌표 산출하라.

(제원) 

- 8 -

마. 계산예

예제1. 좌표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직선구간에서  에 위치한 교대(교

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하라.

(제원) 

지점       
지점      

(풀이)

지점좌표는

직선부 tan
 



 tan





 ′′′
  ∙cos
 ×cos′′′
 

   ∙sin
 ×sin ′′′
 

(답) ∴지점좌표
 ⇒  

(풀이)

- 8 -

마. 계산예

예제1. 좌표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직선구간에서  에 위치한 교대(교

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하라.

(제원) 

지점       
지점      

(풀이)

지점좌표는

직선부 tan
 



 tan





 ′′′
  ∙cos
 ×cos′′′
 

   ∙sin
 ×sin ′′′
 

(답) ∴지점좌표
 ⇒  

- 7 -

   (공식) 

  ∙cos±
   ∙sin ±

    여기서, ± : 우곡선(+), 좌곡선(-)

라.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좌표)로부터 교형(교대, 교각)중심위치(좌표) 산출방법

      

1)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과 곡선중심(O)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원점방위각 

(AZO) 산출

   tan


 

     여기서,  : 곡선중심(O)의 좌표값

          : 교대(교각)의 선로중심 좌표값

2) 각 교대(교각)의 선로중심위치( )와 원점방위각 (AZO)을 이용하여 C'만큼 

편기된 교형(교대,교각) 중심위치(좌표X, Y)를 산출

   (공식) 

 ′∙cos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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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구조물 편기량 산출법 (1)  

(답) 

- 8 -

마. 계산예

예제1. 좌표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직선구간에서  에 위치한 교대(교

각)의 선로중심좌표 산출하라.

(제원) 

지점       
지점      

(풀이)

지점좌표는

직선부 tan
 



 tan





 ′′′
  ∙cos
 ×cos′′′
 

   ∙sin
 ×sin ′′′
 

(답) ∴지점좌표
 ⇒  

예제2.   완화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완화곡선구간중인                      

- 9 -

예제2. 완화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완화곡선구간중

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풀이)

=M∙C=1,500×0.16=240

tan 

 ×



 ′′′
완화곡선장 




 ×


tan′′′

 

곡선거리  
 

 
××



 
××



 

 



××



 



 

에 위치한 교각    

- 9 -

예제2. 완화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완화곡선구간중

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풀이)

=M∙C=1,500×0.16=240

tan 

 ×



 ′′′
완화곡선장 




 ×


tan′′′

 

곡선거리  
 

 
××



 
××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 9 -

예제2. 완화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완화곡선구간중

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풀이)

=M∙C=1,500×0.16=240

tan 

 ×



 ′′′
완화곡선장 




 ×


tan′′′

 

곡선거리  
 

 
××



 
××



 

 



××



 



 

    
    

- 9 -

예제2. 완화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완화곡선구간중

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풀이)

=M∙C=1,500×0.16=240

tan 

 ×



 ′′′
완화곡선장 




 ×


tan′′′

 

곡선거리  
 

 
××



 
××



 

 



××



 



 

- 9 -

예제2. 완화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완화곡선구간중

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풀이)

=M∙C=1,500×0.16=240

tan 

 ×



 ′′′
완화곡선장 




 ×


tan′′′

 

곡선거리  
 

 
××



 
××



 

 



××



 



 

(풀이)

X1 = M·C=1,500×0.16=240

 

- 9 -

예제2. 완화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완화곡선구간중

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풀이)

=M∙C=1,500×0.16=240

tan 

 ×



 ′′′
완화곡선장 




 ×


tan′′′

 

곡선거리  
 

 
××



 
××



 

 



××



 



 

 

- 9 -

예제2. 완화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완화곡선구간중

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풀이)

=M∙C=1,500×0.16=240

tan 

 ×



 ′′′
완화곡선장 




 ×


tan′′′

 

곡선거리  
 

 
××



 
××



 

 



××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답)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에 위치한 교각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풀이)

- 10 -



편기각 tan



 tan




 ′′′
직선부′′′  (예제1 참조)

  ∙cos±
 ×cos′′′′′′
 

  ∙sin±
 ×sin ′′′′′′
 

(답)∴선로중심좌표     

예제3. 원곡선시점의 좌표와 곡선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의 선로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원곡선중심     
        

(풀이)

 tan
 



 tan





 ′′′  ′′′
곡선길이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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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답)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예제4.   예 제 3 과  같 은  원 곡 선 구 간 중 인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에 위치한 교각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

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예제3 참조)

(풀이)

- 11 -



편각  ×

×



 ×


×



 ′′′
  ′′′
  ∙cos±
 ×cos′′′′′′
 

   ∙sin±
 ×sin ′′′′′′
 

(답) ∴선로중심좌표     

예제4. 예제3과 같은 원곡선구간중인   에 위치한 교각 ( )

의 선로중심좌표로부터 교형 중심좌표를 산출하라.

(제원)

 C’=0.034(m) 이격

원점좌표     
선로중심좌표       (예제3 참조)

(풀이)

  t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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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cos′′′
 

  ′∙sin 
 ×sin ′′′
 

(답) ∴교형중심좌표     

3. 맺음 말 

철도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끔 교량시공이 적정위치와 다르게 시공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곡선교량에 대하여는 공

사시행전 설계도에서 구조물 편기량과 필요 좌표값의 확인을 철저히 할 필

요가 있다.

상기 검토방법을 활용하여 산출된 구조물 중심위치 좌표값과 설계도의 좌

표값을 비교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구조물 중심위치 좌표값을 설계도의 

CAD 좌표평면도상에 입력하여 선로중심선과 편기량을 CAD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여 정확한 위치에 시공하여 곡선교량과 곡선터널에

서 선로중심과 구조물중심의 이격거리(편기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곡선중 터

널의 편기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에 참

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 

- 12 -

 ′∙cos
 ×cos′′′
 

  ′∙sin 
 ×sin ′′′
 

(답) ∴교형중심좌표     

3. 맺음 말 

철도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끔 교량시공이 적정위치와 다르게 시공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곡선교량에 대하여는 공

사시행전 설계도에서 구조물 편기량과 필요 좌표값의 확인을 철저히 할 필

요가 있다.

상기 검토방법을 활용하여 산출된 구조물 중심위치 좌표값과 설계도의 좌

표값을 비교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구조물 중심위치 좌표값을 설계도의 

CAD 좌표평면도상에 입력하여 선로중심선과 편기량을 CAD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여 정확한 위치에 시공하여 곡선교량과 곡선터널에

서 선로중심과 구조물중심의 이격거리(편기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곡선중 터

널의 편기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에 참

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Ⅲ 맺음말

철도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끔 교량시

공이 적정위치와 다르게 시공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곡선교량에 대

하여는 공사시행전 설계도에서 구조물 편기량과 

필요 좌표값의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상기 검토방법을 활용하여 산출된 구조물 중

심위치 좌표값과 설계도의 좌표값을 비교 확인

함이 바람직하다. 구조물 중심위치 좌표값을 

설계도의 CAD 좌표평면도상에 입력하여 선로

중심선과 편기량을 CAD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여 정확한 위치에 시공하여 곡

선교량과 곡선터널에서 선로중심과 구조물중

심의 이격거리(편기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곡선중 터널의 편기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정리하도록 하겠으

며, 업무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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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철도는 많은 사고의 경험을 갖고 있음과 함께 

독자의 안전기술을 구축하여 왔다. 철도차량은 

질량이 크고 차륜과 레일간의 마찰계수가 작기 

때문에 정지하기까지의 제동거리가 길고, 더욱

이 조타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열차를 운

전시키기 위한 열차제어시스템이 발전되어 왔

다. 열차의 운전에서 이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열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상

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상태로 추이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는 페일세이프(Fail Safe) 기술이 

열차제어시스템의 기반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열차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유럽에

서는 1985년부터 마이크로컴퓨터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5년까지 아직 검토단계였

던 기능안전규격 IEC 61508의 리스크(risk) 개

유럽에서의 철도시스템의 

리스크 베이스 안전관리

 

(주)서현기술단 부사장
공학박사 / 철도기술사 

徐  士  範

컴퓨터 제어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안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철도의 열차제어시스템에는 

SIL(Safety Integrity Level) 4에 상당하는 높은 안전레벨이 요구되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열차제어시스

템에 대한 리스크 베이스(risk base) 안전관리의 대처를 기능안전의 관점에서 기술한다. 구체적으로는 열

차제어시스템의 사회 리스크지표 값으로서의 허용 리스크수준, 설계지표 값인 SIL과 그 관계, 철도의 수

송조건에만 의거하는 설계리스크 값의 결정, EU 역내 철도의 CSMs (Common Safety Methods)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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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도입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열차제어시스

템의 안전성기술지침을 작성하였다. 유럽에서

는 동 시기에 유럽통합의 문맥 중에 열차제어시

스템을 위한 리스크 베이스의 각종 안전규격을 

작성함과 함께 2004년부터는 철도안전지령 하

에 EU 역내 철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진행

하고 있다.

일반산업분야에서 컴퓨터제어의 안전을 대

상으로 하는 기능안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철도의 열차제어시스템에는 SIL(Safety 

Integrity Level) 4에 상당하는 높은 안전레벨

이 요구되며, 본고에서는 일반산업분야에서의 

기능안전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이와 같은 열차

제어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베이스의 안전 매니

지먼트의 대처에 관하여 기술한다.

Ⅱ 철도의 허용 리스크 수준

2009년에 철도안전 지령의 실시기관인 

ERA(European Railway Agency, 유럽 철

도청)가 EU 역내 철도의 안전수준 목표치인 

CSTs(Common Safety Targets)로서 연간당 

0.25×10-6(FWSI/여객열차주행 킬로미터)을 

권고하였다. 여기서, FWSI는 중상자를 0.1로 

환산한 사망자수이다. 이 CSTs는 최초의 것이

기 때문에 EU 멤버국가의 2004∼2007년 철

도사고 실적데이터의 평균치에 적당한 하한 허

용치를 부가하여 설정하고 있다. 사고실적에

는 EU 멤버국가 간에서도 최대 50배 정도의 차

이가 있으므로 향후에 더욱 데이터를 축적하여 

EU 역내의 있어야 할 철도의 안전수준에 상당

하는 CSTs의 설정을 지향하고 있다.

철도의 안전에 대하여는 사고실적에 의거하

여 사고분석은 하고 있기는 하나 리스크(risk) 

허용수준에 대하여는 각 국 독자적으로 검토

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에서는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안전원칙에 따라 허용 불가능한 리스크 수준으

로서 연간당의 개인사망 확률 10-4, 널리 수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으로서 동 10-6 등을 각각 

기본적인 상한치로서 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의 MEM(Minimum Endogenous Mortality) 

안전원칙에서는 외부요인을 받기 어려운 15세 

남자의 개인사망 확률의 5% 이하의 리스크수

준이라면 허용한다. 그러나 철도의 사고실적과 

사회에서 허용되는 리스크 수준의 관계에 대하

여는 반드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 외에 철도의 사고실적에 의거

하여 허용 리스크수준의 지표 값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와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제

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철도를 이용할 기회가 있

다고 하는 가정을 기초로 하여 철도의 열차사고

에 기인하는 사고사망 리스크의 허용수준과 널

리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는 사고사망 리스크(사고의 발생빈도와 사

고 1 건당의 평균 사망자수의 곱)는 사고의 규

모에 의거하지 않고 일정하게 하여 국민 1 인

이 1년간에 조우하는 사고사망 리스크의 허용

수준 RB1을 RB1 = 10-7, 널리 수용 가능한 수준 

RB2를 RB2 = 10-8로 정하며, 후자는 전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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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자리수 엄한 값으로 하고 있다(표 1). 더욱

이, 표 1의 RA1와 RA2는 운전 사고에 관한 허용 

리스크수준, 널리 수용 가능한 리스크수준이

다. 운전 사고에는 중대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충돌·탈선·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열차사고에 

더하여 건널목 사고나 선로연변 공사 등의 사고

를 포함한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과거 50년간의 치사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열차의 중·대사

고의 각 5년간 발생빈도 평균치의 추이를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회귀식으로 근사하여 최근의 

열차사고 발생빈도로 치사 열차사고 발생빈도

를 보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정된 중·대사

고의 열차사고 리스크는 실적치보다도 한 자리

수 낮게 된다.

환산 사망자수가 10명 미만의 소규모인 운전 

사고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의 발생빈도와 환

산 사고사망자수의 평균치를 취하면, 열차사고

의 집합 리스크는 4.6명/년으로 된다. 또한, 열

차사고의 리스크는 운전사고의 리스크보다도 2

자리수 정도 작은 것이 구해진다. 이들의 결과

를 기초로 100명 정도의 환산 사망자수인 大사

고는 100년에 1회의 발생은 수용된다고 하여 

RB2 = 10-8로 설정하고 있다. 허용수준에 대하

여는 T. A. Kletz의 제안에 의거한 자발적 행

위에 기인하는 리스크와 동일하다고 한 운전

사고의 허용 리스크수준 RA1 = 10-5보다 2자

리수 작은 RB1 = 10-7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들의 리스크수준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열차사

고의 집합 리스크가 4.6명/년으로 10-8의 차

수이며, RB1 = 10-7을 만족하는 것 등으로 나

타내어진다.

Ⅲ 허용 리스크수준과 설계지
표―SIL의 결정방법

IEC 61508 등의 기능안전에 관한 규격에

서는 주어진 안전수준의 지표 값SIL(Safety 

Integrity Level)에 대한 안전관련 계통을 실현

하기 위한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 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사회에서 허용되는 리스크 레

벨과의 관련에 대하여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기능안전규격의 SIL은 안전관련 계

통 설계를 위한 지표 값으로 해석해야 하며, 본

래는 대상으로 하는 설계시스템의 외부환경인 

사회에서 허용되는 리스크 지표 값을 반영하여 

표 1. 치사사고에 대한 허용 리스크(사망확률/년)

환산 사망자수 (명)

1 10 100

운전사고
허용 수준 RA1 10-5 10-6 10-7

널리 수용 가능한 수준 RA2 10-6 10-7 10-8

열차사고
허용 수준 RB1 10-7 10-8 10-9

널리 수용 가능한 수준 RB2 10-8 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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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위한 지표 값을 결정해야 하지만, 그를 

위한 방법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지 

않다.

기계안전에서 기능안전규격인 ISO 13849-1

에서는 특정의 위험 원(源)에 대하여 장해의 정

도, 위험 원에의 접근빈도, 회피가능성의 ３개

를 파라미터로 하는 리스크 그래프에 따라 4단

계의 퍼포먼스 레벨을 결정한다. 기계안전의 

분야에서는 공장 내 등 설계대상 시스템의 외부

환경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리스크 그래프의 적

용이 가능하지만, 보다 넓은 외부환경 하에서

의 컴퓨터 제어에서는 사회에서 허용되는 리스

크지표 값과 설계계통 시스템을 위한 리스크지

표 값을 관계지우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１.　사회 리스크지표 값과 설계 리스크지표 

       값의 관련 짖기

이와 같은 두 가지 리스크지표 값을 관계붙이

는 방법의 하나로서 식 (1)로 나타내는 건널목 

제어시스템의 검토 예가 나타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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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검토 예에서의 기본적인 고려방식은 건널

목 제어시스템의 해저드 발생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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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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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건널목의 상황을 반영하여 주어

지면 식 (1)을 값을 실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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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상의 평가지표 값이

며, SIL의 지표 값에 대응하는 THR(Tolerable 

Hazard Rate)에 상당한다.

이 예에서는 10만 명의 자동차 운전자가 

건널목을 연간 1000회 이용하여 사망사고

가 생긴다고 하고, 더욱이 １ 자리수의 여유

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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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0-8 h-1로 하여 SIL 3의 건널목 제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사회 리스크지표 값과 설

계 리스크지표 값을 관계지우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방식에서는 보다 넓은 외부환경의 것

에서의 컴퓨터 제어의 기능안전에 대하여도 확

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철도의 수송조건에 따른 설계 리스크지표 

    값의 결정

한편, 사회 리스크지표 값과 설계 리스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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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관련지우는 방법으로서 사회적인 조건을 

직접 가미하지 않고, 시스템 측만의 조건에서 

간접적으로 사회리스크 평가지표 값을 고려해

두어 설계 리스크지표 값을 결정한다고 하는 대

처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에 발행된 철도

신호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베이스 평가의 잠정

규격 VDE V 0831-100에서는 정성적인 구분

에 따라 새로 할당한 정수치를 정량적으로 다루

어 설계지표 값 SIL을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내

고 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risk assessment) 방법으

로는 사고발생 확률이나 전자기기의 고장률 등

의 데이터에 의거하여 상세한 분석을 하는 정량

적인 것과 사고나 고장의 발생 빈도나 사고 손

해의 크기를 몇몇의 대략적인 단계로 나누어 분

석하는 정성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실제의 적

용에서는 정량적인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는 

적용하는 데이터의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도, 코스트를 위해서도 과제가 있고, 정성적인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는 기능안전으로서 철도

신호에서 요구되는 보다 정량적인 SIL(SIL 4, 

10-9·THR ＜ 10-8)과의 정합성 확보에 어려

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VDE V 0831-100에서는 사고 

손해의 크기에 관하여

T :   사고의 유형(충돌 : 3，탈선 : 2，소규모

충돌 : 1)

A :   사상자(대다수 : 4，다수 : 3，소수 : 

2，극소수 : 1)

V :   열차속도(고속 : 8, 160 km/h 이하 : 7, 

80 km/h 이하 : 5, 40 km/h 이하 : 3, 

25 km/h 이하 : 2)

을 제시하여 각각의 정도를 정성적인 기술(記

述)로 분류하고 있다. 정성적으로 분류한 각 정

도에는 0 ∼ 8의 수치를 할당하고, T ∼ V에 대

하여 정도에 따른 평가량을 정한다.

또한, 사고의 회피에 관하여

G :   사고의 회피(불가능：4, 불리조건 하

에서 스킬 요：3, 좋은 조건 하에서 스킬 

요：2, 불리조건 하에서 규칙행동 요：1)

을 제시하여 마찬가지로 정성적인 기술(記述)

에 따라 분류한 정도에 0 ∼ 4의 수치를 할당하

고 있다. 더욱이, 고장의 빈도에 관하여도 마찬

가지로 H：고장빈도(매일 : 17, ∼ 10년에 1회 

: 10, ∼ 30만 년에 1회 : 1)로 하고 있으며, 고

장빈도에 따른 평가량이 결정된다.

최종적으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대상으로 

되는 신호시스템에 대하여 상기의 고장빈도 H

의 평가량, 사고 손해의 T ∼ V의 각 평가량의 

합, 사고의 회피 G의 평가량의 합계

R＝H + T + A + V + G

을 구하여 합계수량에서 신호시스템에 구해지

는 SIL(THR)을 리스크 어세스먼트 결과로서 

표에서 얻을 수가 있다.

상기 VDE V 0831-100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철도 측만의 조건을 다룸으로써 열차제어시

스템에 요구되는 SIL을 결정하는 기법에 대하

여 BP-Practice로 하여 체계화하는 대처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기법에서는 사회 리스

크 지표 값과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분류한 파라

미터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극히 중

요하다. 그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에 따른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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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정밀도의 향상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와 

같은 대처를 리스크 그래프의 파라미터에도 적

용하여 리스크 그래프 파라미터의 가감산에서 

SIL을 직접 구하는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다.

Ⅳ 공통안전기법(CSMs)에 의거
한 철도의 안전관리

1. ERA에서 철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검토

유럽의 안전관리에 관한 EU 지령으로서 

EU 역내 철도의 안전성 향상과 철도수송 서비

스시장에의 엑세스(access) 개선을 목적으로 

한 2004/49/EC(Railway Safety Directive)

가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 실

시·관리 조직으로서의 ERA(European 

Railway Agency)가 프랑스의 Valenciannes

에 설치되었다. ERA의 설치목적과 사명

은 Regulation(EC) No. 881/2004(Agency 

Regulation)에 규정되어 있다.

유럽철도의 안전관리에서 Railway Safety 

Directive는 가장 중요한 document이다. ERA

이 document에 규정되어 있는 각 조항을 실

현·달성하기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ERA를 중

심으로 하여 철도의 안전관리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활동이 이루러지고 있다. 또한, Agency 

Regulation에 의거해 ERA의 구체적인 활동내

용이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ERA에서의 철도 안전관리에 관

한 활동으로서 안전관리시스템(SMSs, Safety 

Management Systems), CSTs(Common 

Safety Targets)이나 CSMs(Common Safety 

Methods)가 Safety Unit 내의 두 Sector에서 

검토되고 있다. SMSs는 우리나라처럼 상하분

리(上下分離) 방식으로 되어 있는 유럽의 철도

사업자와 인프라(infrastructure) 관리자에 대

하여 각 국의 안전관리 당국(우리나라의 국토

교통부에 상당)이 인가(Safety Certification 

and Authorization)하기 위한 것이며, Safety 

Certification Sector가 담당하고 있다. 또

한, CSTs나 CSMs는 철도의 수송과 설비에 

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 방법이며, Safety 

Assessment Sector가 담당하고 있다.

2. SMSs(Safety Management Systems)

전 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SMSs는 상하분리

(上下分離) 방식으로 되어 있는 유럽의 철도사

업자와 인프라 관리자에 대하여 각 국의 안전관

리 당국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다. Railway 

Safety Directive의 제9조에는 SMSs의 요건으

로서 다음의 4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①   인프라 관리자와 철도사업자가 CSTs를 달

성하기 위한 SMSs의 제정

② Annex Ⅲ에 따른 SMSs의 요구사항

③   철도사업자에 대한 인프라 관리자의 열차

운전 보증

④ 매년마다 안전 리포트의 제출

실제로는 이들 요건이 대략적이며, 상세한 기

술로는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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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SMSs에 의거한 철도의 안전관리

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상으로 하는 SMSs가 

Railway Safety Directive의 제9조에 적합한

가를 판단하는 Assessment Criteria를 ERA가 

작성하고 있다. 이 Assessment Criteria에 대

하여도 세부사항까지 기술한 것은 아니고, 각 

국의 철도사업자와 인프라 관리자에게는 큰 부

담으로는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SMSs는 2012년부터 EU 역내에서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3. CSMs(Common Safety Methods)

CSMs는 철도의 수송과 설비에 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risk assessment) 방법이며, 전 항

의 SMSs가 조직적인 관리에 중점이 있음에 대

하여 보다 기술적으로 운전과 설비를 대상으

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CSTs는 넓게는 

SMSs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아도 좋다.

전술한 것처럼 EU 역내 철도의 안전향상을 

목적으로 한 철도안전지령이 2004년에 제정되

었다. 구체적인 EU 내 철도의 안전관리 CSMs 

기법으로서 안전 레벨과 안전요건에의 적합 어

세스먼트를 위한 기법이 EU 규정으로서 2009

년에 발행되었다.

CSTs는 유럽에서 철도의 공동 안전 목표치

이며, 철도의 안전레벨을 유지·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SMSs에서도 철도

사업자와 인프라 관리자에 직접 관계되는 목

표치이며, ERA가 2008년에 그 산출방법을 권

고로서 나타내고 있다. 그 산출방법에 대하여

는 2008년도의 보고서에도 기술되어 있는 것

처럼 Eurostar의 데이터에 가중 이동 평균 등

의 처리를 가하며, CSTs는 각 EU 멤버국가

(25 국가)의 철도안전 레벨(NRVs, National 

Reference Values)을 현시점에서 모두 만족시

킴과 함께 각 국에서는 각각의 현행 안전레벨

을 하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CSTs는 EU 멤버국가 중에 가장 안전레벨이 낮

은 국가의 값으로 결정되어 그 의미가 의문으로 

되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공통의 틀을 구축하

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

욱이 CSTs의 구체적인 단위는 환산 사망자수/

여객열차·km 등 사고 데이터에 의거한 것이다.

설비의 갱신이나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등에

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필요하며, 그런 의

미에서 CSMs는 중요한 것이다. 

ERA가 2007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스

크 어세스먼트를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CSMs에 관한 권고를 제시했다. 이 권고의 특

징은 최초로 해저드(hazard)의 확인과 분류를 

행하여 철도시스템에 대한 변경이나 신규성 영

향의 크기에 따라서 안전에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리스크 수용원칙을 선택하는 것이며, 코

스트 등도 고려한,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라

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CSMs에 대한 ERA의 권고를 기본

으로 하여 Railway Safety Directive의 제6조 

제3항 (a) CSMs의 리스크 평가·어세스먼트

를 대상으로 한 Regulation안이 검토되어 공개

되었다. 또한, Regulation으로서 정식으로 제

정되어 리스크 평가·어세스먼트의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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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력을 갖고 있다.

리스크 평가와 어세스먼트 기법은 열차제어

시스템의 인증에도 관계되며, 최초로 해저드의 

확인과 분류가 이루어져 열차제어시스템에 큰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CSMs가 적용

된다. 

그때,

① 기존의 규격類(code of practice)

② 동양(同樣)의 참조시스템

    (similar reference system)

③ 명시적인 리스크 평가

    (explicit risk estimation)

등 3개의 리스크 허용원칙이 취해진다. 이것

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규격類나 동양(同樣)의 

참조시스템이 있다면, 그들의 종래부터의 안전 

확보방법의 적용을 인정하며, 해당되는 종래부

터의 방법이 적당하지 않을 때만 명시적인 리스

크 평가를 하는 것이다,

컴퓨터 제어를 이용한 열차제어에서도 페일 

세이프 기술이 도입되고, 그 기술적 요건은 안

전규격에도 규정되어 있다. CSMs의 적용에서

도 그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안전과 시스템 기능의 양쪽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가 

열차제어시스템, 차량 등의 철도시스템을 대상

으로 하여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RAMS에서

는 안전과 열차운행 정시성의 두 가지가 중요하

게 되며,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실현하

는 기능안전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관리로 되어 

있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기능안전의 관점에서 철도 열차제

어시스템의 리스크 베이스 안전관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열차제어시스템과 같이 안전을 정

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고 리스크 베이스의 

안전관리에서도 시스템의 설계에서는 과도하게 

정량적인 안전성평가에 중점을 두지 않아야 한

다. 안전 관련계통에 구조로서의 안전을 도입

하는 것이 유효하며, 그를 위해서도 범용적으

로 저비용의 안전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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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대부분 자갈도상궤도로 건설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이 개통된 지 어느덧 10주년이 되

었다. 자갈도상궤도는 충격, 진동 등 주행열차

의 동적거동 영향에 의하여 자갈이 점차 압밀되

거나 이완되면서 기하학적 틀림이 발생하게 된

다. 이러한 궤도틀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선형

정정 및 다짐작업 등 궤도보수를 반복적으로 시

행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에서도 열차의 고속주행에 따른 

제반 특성으로 인하여 개통 초기부터 고속열차

의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울 정도의 궤도틀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장비와 인력 그

리고 많은 량의 자갈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궤도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

력과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속철도 선로의 특성을 파

악해 보고 그 중에서 선로선형과 관계되는 장파

장관리에 대하여 하고 재정립하고, 이를 적용

한 고속선 선형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작업방법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고속선 선로 특성

고속철도 선로는 열차의 고속주행에 따른 진

동 및 충격을 비롯한 제반조건이 선로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선로관리에 있어서 일

반철도와 다른 몇 가지 특성들을 도출할 수 있

고속선 특성을 고려한 선형관리에 관한 고찰 

한국철도공사 
시설장비사무소 소장

공학박사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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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 특성들은 고속선 선로 유지보수 전

략 및 계획 수립 등 유지보수체계 정립에 있어

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건설 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건설 시 고품질을 확

보하여야 유지보수 노력의 저감은 물론 안정적

이고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고속열차 운행

이 보장될 수 있다.

고속철도 유지관리 및 보수 경험, 해외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고속선 선로의 주요한 특성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장파장 선형결함으로 인한 열차진동 및 선로

결함발생

•   경 미한 결함도 궤도 품질 및 열차주행에 영

향을 미침

• 발생된 결함의 진행 및 확산 속도가 빠름 

•   선로구성요소들의 열화 진행속도가 빨라 품

질저하가 보다 빨리 나타남 

•   레일 두부 결함 및 요철이 궤도틀림에 큰 영

향을 줌

•   잦은 다짐 및 열차진동으로 자갈마모 및 입

도분리 발생

•   교량 신축, 노반구조, 궤도구조 등 제반 접

속부 강성차이에 대한 영향이 크다

Ⅲ 차량/궤도 상호관계에 따른
궤도 파장 관리

고속선 선로 특성 중에서 장파장 관리에 대하

여 살펴보자.

고속철도 궤도관리는 궤도틀림의 파장별 관

리를 하여야 하며, 승차감 및 차량진동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한 긴 파장의 선형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국내 고속철도 궤도틀림 파장별 관

리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관리되고 있

었다.

단파장 0.05~1m에서는 소음, 진동, 윤중

변동, 주행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중파장 

5~30m에서는 주행안전성, 장파장 30~90m

는 승차감에 영향을 준다. 즉, 장파장 궤도틀림

은 고속선로 차량의 경우 진동수 1~1.5Hz에

서 가장 좌1우 진동하기 쉬우며 300km/h에서 

큰 좌우 동요가 발생하는 줄(방향) 틀림 파장은 

60~80m 정도이다.(Figure.1)  

그러나 고속선 선로관리 경험 상 보다 긴 파

장의 선형 틀림이 열차 좌우 진동에 영향을 주

어 차량진동과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

례가 많아 궤도와 차량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최근까지의 국내외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Esveld의 『Moderm Railway Track』에 

의하면 차량과 궤도간 동적 상호 작용은 차체

의 횡(좌우)과 수직(상하) 가속도에 대한 0.5~1 

Hz 정도의 대단히 낮은 주파수에서 2,000Hz

까지의 넓은 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며, 또한 진동수와 관련된 궤도에 진동을 가하

는 근원으로 차륜과 레일의 Hertz 접촉 스프링

이 고려되는 100Hz부터 2,000Hz까지에 대응

되는 센티미터 정도의 짧은 파장에서는 레일의 

파상마모, 용접결함, 차륜 요철이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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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로 나타나 있다. 철도차량 보기(Bogie)의 

고유진동수는 20~5Hz 정도이며, 스프링 상 질

량은 5~0.7Hz 사이의 가장 낮은 고유진동수를 

가지며 이는 도상과 노반에 주로 영향을 준다.

궤도의 선형틀림 파장과 차체 가속도와의 관

계에서 차체 가속도는 매우 긴 파장에서 발

생하며 고유주파수가 0.7~0.9Hz 정도인 경

우 300km/h의 속도에서 지배적인 파장은 

119~93m이다. 따라서 이 경우 궤도의 총 측

정 범위는 약 120m의 파장까지 확장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파장은 다음과 같이 분리하는 것

이 적당하다.

•   3~25m : 자동 다짐 작업 및 부분적인 틀림

에 기인하는 단파장 선형틀림

•   25~70m : 중간의 속도에서 차체 가속도에 

관련된 선형틀림

•   70~120m : 고속에서 차체 가속도에 관련

된 선형틀림

 또한, EN13848-5의 규정의 파장별 궤도틀

림 구분을 다음과 같다.

•   고저틀림

  D1 : 3m < λ ≤ 25m

  D2 : 25m < λ ≤ 70m

  D3 : 70m < λ ≤ 150m

•   방향틀림

  D1 : 3m < λ ≤ 25m

  D2 : 25m < λ ≤ 70m

  D3 : 70m < λ ≤ 200m

여기서 일반철도는 D1 관리 기준치를 정하고 

있고, 고속철도는 D1 및 D2까지 관리기준치를 

정하고 있으나 D3파장까지 관리하도록 권하고 

있다. 한편, 차량의 고유진동주기는 차량의 특

성마다 다르지만 철도건설규칙에서 직선 및 원

곡선 최소길이 산정에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고

유진동주기는 고속철도의 경우 일본은 1.5sec, 

독일은 1.8sec로 국내는 1.8sec를 적용하고 있

다. 차량의 고유진동주기를 1.8sec로 볼 때 고

유진동주파수는 0.55Hz가 된다. 이는 300km/

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wavelength of track irregularities and natural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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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 속도에 대응하는 파장은 151m의 장파장의 

장파장에 해당한다.(Figure 1)

실제 고속선 관리 경향을 살펴보면, 프랑스 

SNCF의 고속선 관리 경향도 약 200m 정도까

지 장파장 선형을 관리하고 있다.(Figure 2) 

200m의 장파장 선형 틀림은 단파장 검측에서

는 나타나지 않으며 측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경부고속선에서도 가능한 긴 파

장의 선형관리를 하고 있다. Figure 3과 같이 

현장 선형 측량 결과 200m 내외의 선형 틀림

이 발생하며 디자인 탬핑을 통해 선형관리를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 Example of long wave alignment and level

(a) T2, 79.0 km ~ 80.0 km long wave alignment (b) T1, 194.6 ~ 197.4 km level

Figure 2. Example of long wave alignment measurement



56   철도시설   Railroad Track and Structure    2016. 3 / No.116   57

고속선 특성을 고려한 선형관리에 관한 고찰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고속철도 

300km/h 속도대역에 영향을 주는 차량 진동

주파수는 선로선형틀림과의 공진으로 인한 큰 

진동은 0.5~1.5Hz에 대응되는 60~160m의 

파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고

속철도의 안정화와 열차의 승차감 향상을 위한 

선형관리는 가능한 긴 파장의(200m이상) 선형 

틀림을 확인하고 보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유지보수 관련 규정 상 장파장 관리는 30m

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궤도검측

차에 의한 검측 결과도 10m(EM-120) 또는 

20m(Roger-1000K)의 검측 결과를 별도 프로

그램을 통하여  30m파장으로 변환하여 장파장 

틀림 관리를 하여 왔으며 보다 긴 파장의 관리

는 현장에서 측량을 통해 확인하고 보수관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금년 초

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도입된 신형 궤도검측

차 EM-140은 별도의 변환 프로그램 없이 검

측 시에 바로 D1, D2, D3 대역 파장별로 선형

을 검측하고 비교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어 보

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Ⅳ 고속선 선형관리

자갈도상궤도는 열차의 동적 진동과 보수작

업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변형이 발생되므로 고

속열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선로 선형은 건

설당시의 원형 선형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

다. 그러나 계속되는 열차의 진동과 작업의 영

향으로 선로의 완벽한 원형 유지는 사실한 어렵

기 때문에 선로는 파장별 선형관리를 통하여 열

차의 주행 안정성과 차량의 진동 저감을 통한 

쾌적한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다.

고속선에서는 발생하는 궤도틀림의 유형이 

서로 다르므로 궤도틀림 파장별 조건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선택하여 선형관리를 함으로써 장

비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궤도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즉, 궤도틀림의 연장이 10m이하의 짧은 파장 

틀림은 인력에 의한 소형장비 다짐기나 멀티플

타이템퍼(M.T.T) 또는 국부다짐 전용장비을 이

용하여 Spot탬핑이나 부분탬핑을 시행하고 있

으며, 궤도틀림의 연장이 10~30m 범위의 틀

림은 M.T.T, 스위치타이탬퍼(S.T.T)에 의한 부

분탬핑을 장비 자동모드로 스므스 탬핑을 시행

하고 있다. 그리고 궤도틀림 연장이 30m 이상

의 장파장 틀림은 사전 측량을 통하여 M.T.T에 

의한 디자인 탬핑을 시행하고 있다.

장파장 선형관리에서 열차가 원만하게 주행

하도록 변형된 선로를 복원하는 절대기선 방식

이 적용되는 디자인 선형정정 방법에서 작업 시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작업 방법

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변형

된 선형의 전후 양호한 지점을 기준으로 맞추어 

작업을 시행하는 방식과 건설당시 설계된 고정

된 좌표를 기준으로 설계 선형으로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자를 상대선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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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법이라 하고 후자를 절대선형관리방법이라 

정의한다.

상대선형관리 방식은 열차가 원만하게 운행

되고 있는 선로의 일부 구간의 변형된 선로에 

대하여 정정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작업구

간 또는 전·후의 양호한 선형이나 고(高)점을 

기준으로 틀림구간에 대한 선형 레벨측량 및 곡

선레이저 검측, 장비 ALC 검측을 통하여 선형

을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디자인하여 선형을 정

정하는 선형관리 방법이다. 이 방법은 궤도의 

선형을 건설당시의 원래 선형으로 복원시키지

는 못하지만 양호점에서 양호점까지 선형을 맞

춤으로써 열차의 원활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궤도틀림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고속선에서 시

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탬핑 방법으로 많이 사용

되어 왔다.

이와 같이 상대선형 방식은 작업구간 내에는 

좋아지지만 더 확장하여 보면 건설당시의 선형

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긴 틀림의 선형 결함

이 상존하게 된다. 이러한 전후 선형에 영향을 

받아 다시 작업구간의 선형 변형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향후 작업 시 

건설당시의 설계선형을 알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선형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절대선형관리는 선로상의 고정점에 일

정한 간격으로 좌표를 구축하여 선로기준점

을 설정하고 이 좌표를 선형관리에 활용하여 

건설당시의 설계 선형으로 보수하고 관리하

는 원형보수 방식이다. 원형보수를 위한 시스

템은PALAS(스위스 개발), BACARA(오스트

리아 프라샤 회사 개발), BASIL(프랑스 개발)

등이 있으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작업 방법은 

Figure 4와 같다. 

움직이지 않는 전주에 기준 표식을 설치

Figure 4. SNCF track geometry maintenance system (BAS_Base Absolute strict)

(a) Track the reference point (b) Equipment mounted on the laser

(c) Geometry design (d) Equipment attached to the laser and reflector pole 
installed by enforc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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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progress of measurement curved laser on the Gyeongbu high-speed railway

1. CP점 조사

3. CP점 구축

2. CP점 현장 조사

4. 전주 고정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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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하고 작업시행 전 레이저 반사경

을 부착하고 장비에 장착된 레이저를 이용하여 

현재 선형 상태를 측정(X, Y, Z)하고(Figure 4, 

b) 이를 포토레일에 입력하여 이상적인 선로의 

종거 및 높이를 토포레일에서 디자인하여 선형

작업을 시행하며(Figure 4, c) 작업후에도 장

비 후부에서 Mephisto를 이용 작업결과 재확

인하는 절대선형관리 방식인 원형보수시스템

(B.A.S_Base absolue stricte)을 사용하고 있

다.(Figure 4, d)

경부고속철도에서는 Figure 4와 같은 장비에 

장착된 원형관리시스템은 현재 없으나 이와 같

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장치인 곡선레

이저가 2011년도에 도입되었다. 전주에 고정 

볼트를 부착하고 현장 측량을 통하여 Figure 5

와 같이 고정좌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 곡

선레이저를 활용하여 선형을 측정하고 이를 도

식화하여 최적 선형을 도출하고 장비에 입력 

후 ALC와 연계하여 선형정정 작업을 하는 방

식이다. 

Figure 6은 M.T.T의 선형측정 기능인 ALC

에 의한 측정 결과의 그래프이며, Figure 7은 

곡선레이저에 의한 선형검측 결과 나타난 선

형 형태이다. 곡선레이저에 의한 검측 결과는 

ALC에 의한 상대 선형틀림과는 달리 선로 변

형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어 선형 

변형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계획 

선형을 적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Figure 6. ALC method (lining cant level) Figure 7. Curve Laser method (lin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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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절대선형관리 사례 효과 분석

1. 선형정정만 시행한 경우 

운용고가와 신휴고가 사이의 반복적인 틀림 

개소였던 토공부 개소(82.0km~84.0km구간) 

중 곡선레이저에 의한 절대선형 측정 결과 평

면선형이 최대 140mm까지 변형된 사실이 확

인되었다. 이러한 변형된 선형개소에 대하여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친 단계적 

선형정정을 시행하였다.(Figure 8)

동 구간에 대한 작업 효과 분석 결과 Figure 

9와 같이 작업년도인 2012년에 비하여 2013

년 6월까지 평균 궤도품질지수(TQI)는 고저 

0.03%, 방향 0.02% 좋아졌으며 보수작업 주기

는 1.7배 증가되어 개선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Figure 9. Effect of tamping only (T1, 82.0-84.0 km section)

(a) Level TQI Analysis (b) Lining TQI Analysis (c) Equipment work period Analysis

Figure 8. Horizontal curve correction (T1, 82.000-84.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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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의 ▲ 그래프와 같이 선형정정작

업만 시행된 개소의 시간경과별 궤도품질지수

(TQI)의 변화는 작업 전후로 큰 변동이 없으며 

개선 효과도 크지않아 작업효과가 미미한 것으

로 분석된다. 이는 마모자갈이 있는 상태에서 

자갈치환을 하지 않고 선형정정만 시행한 결과

에 기인한다고 분석되어 궤도 품질의 확실한 개

선을 위해서는 궤도틀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근

본적인 원인을 제거한 후 나타난 현상을 치유

(선형정정)하는 병행작업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2. 자갈치환 병행하여 선형정정을 시행한 경우

신휴고가와 쌍암교 사이의 토공부(85.6~ 

86.63km)에 대하여 2012년 10월에 자갈치환 

작업을 시행하고 11월 곡선레이저를 이용하여 

3차에 결친 선형정정을 시행하였다. (Figure 

11)

동 구간에 대한 작업 효과 분석 결과 Figure 

12와 작업년도인 2012년에 비하여 2013

년 6월까지 평균 궤도품질지수(TQI)는 고저 

28.7%, 방향 14% 좋아졌으며, 보수작업 주기

는 3.39배 증가되어 개선효과가 컸다. 1.의 선

형정정만 시행한 경우에 비해 효과가 더욱 커졌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궤도품질지수 변화 경

향도 Figure 10의 ■그래프와 같이 자갈치환이 

병행된 개소의 궤도품질지수(TQI)는 작업 후 

매우 양호한 상태로 개선되었으며, 이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

로부터 선형정정만 시행한 작업방식과 비교하

여 자갈치환이 병행된 선형정정작업이 뚜렷한 

궤도 품질개선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동일 개소의 절대선형정정 작업 이후 통과톤

Figure 10. Comparison with TQI at the place of tamping with and without ballast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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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 of tamping only (T1, 85.6-86.6 km section)

(a) Level TQI Analysis (b) Lining TQI Analysis (c) Equipment work period Analysis

Figure 11. The effect of absolute geometry correction

Figure 13. TQI after tamping with ballast replacement(T2, 85.6-86.6km, ’12. 11~’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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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따른 궤도품질지수(TQI)의 변화를 추적하

면 Figure 13과 같다. 본 그래프는 자갈치환작

업이 병행된 선형정정 작업개소에서의 백만 톤

당(MGT)의 궤도품질지수를 나타낸다.

백만톤(MGT)당 TQI는 Eq.1과 같다. 여기서 

X는 누적통과톤수(MGT)이다.

TQI=0.0321*X+0.8505         (Eq.1)

Ⅵ 맺음말

고속선에서의 선형정정 작업을 통하여 궤도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기 위

해서는 현장에서 측정된 궤도틀림의 상태를 파

장별 및 크기별로 구분하고 단파장, 중파장 및 

장파장 디자인 탬핑 등으로 분류하여 작업방법

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좋은 궤도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다.  

고속 주행에 따른 차량진동과 궤도 파장을 고

려하여 고속화 될수록 보다 긴 장파장 관리를 

하여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고품질의 선로를 확

보하여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고속선의 열차 진동과 이에 따른 궤도틀림 보

수를 위한 반복적인 다짐 작업은 도상자갈을 마

모시키고 세립화된다. 이러한 마모된 자갈이 

있는 상태에서 자갈치환을 하지 않고 선형정정

만 시행하게 되면 궤도 품질의 확실한 개선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궤도틀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마모자갈 치환 등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 후 선형정정을 시행하여야 큰 효과가 있

음을 사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자갈도상궤도는 통과톤수 등 다양한 요인으

로 인하여 파괴되고 이를 복원하는 관리방식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어떻게 관리하고 보수하느냐는 방법에 따

라서도 궤도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정밀한 관

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궤도를 확보하여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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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제도 시행을 통한 

신규/개량 철도노선의 개통 전 안전성 강화

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처 

처 장   

송 병 호

Ⅰ 프롤로그(Prologue)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개

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정책적인 개통일정에 

맞추기 위해 부실한 건설·개량,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등 철도안전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잔

존하고 있다. 철도에서는 개통 전에 “철도종합

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 단계”

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철도시

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가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자체적으로 실

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에서의 해

당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규/개량 철도노선 개통 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시험운행 단계에서 도대

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럼 이제부터 그 해답

을 찾아보기로 하자!

Ⅱ 종합시험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

철도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

기 위하여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 일부 

개정, ’14.3.19 : 시행)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

가 시작되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철도운영

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철도차량/철도용품

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 승인제도 도입, 철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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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종합시험운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개정된 철도안전법

에 의거하여 기존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관

리, 철도안전지식의 보급, 철도안전정보의 종

합관리 등 이외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

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

사,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에 대한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된 다양한 제도 중 “종합시험운

행 결과검토”는 신규/개량 노선을 운영하는 경

우에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운행 개통 전에 진

행되는 종합시험운행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

도이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종합시험운

행 결과검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기술처 신

설(’14.1월), 매뉴얼 제정(’14.5월), 검토관 등 

인력풀 구축(’14.5월) 등 검토체계를 안정적으

로 구축하였고, 현재까지 ’14~’15년 종합시험

운행 대상 사업에 대하여 결과검토 업무를 성공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전 법의 체계와 달리 종합시험운행은 철도

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합동으로 시행하

되, 시행된 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하

여 철도시설의 개선·보완이 필요하거나 열차

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및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 안전성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철도안전법 및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의거 기존의 종합시험운행 단계에서 크게 5가

지가 추가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참고로 업무이해를 돕기를 위하여 종합시

험운행 결과검토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

단 철도기술처(이하 "검토팀"이라 한다.)의 입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1)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종합시험운행 결과에 대한 검토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토팀은 철도시설물의 공종별시험 및 

사전점검 결과에 대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결과검토 절차 및 

일정 등을 확인한다.

(2) 종합시험운행 결과에 대한 검토계획 수립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종합시험운행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검토팀에서는 종합시험운행 결과

에 대한 검토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해당 검

토계획에는 검토목적, 계획, 검토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철도운영자 등의 협조요청 

등 제반사항 등이 포함된다.

(3)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여부 검토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을 시행한 후 대

상철도별 기준에 맞게 시설물 증시험을 시행하

Ⅲ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모든 걸 파헤쳐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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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절차

그림 2. 종합시험운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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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 해당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팀은 시설

물의 정상작동 상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

도차량의 운행적합성, 철도시설과 차량 간의 

연계성 등을 검토한다.

(4)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시설물검증시험 완료한 후에 영업시운전을 

시행하고 이후, 해당 결과물에 대해서 열차운

행체계(신호, 통신 등 열차제어시스템의 인터

페이스 점검 등),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시운

전열차 승무원 운영계획 등), 영업서비스 준비

사항(운영설비 및 여객 편의설비점검 등) 등을 

검토한다. 

(5) 검토 결과의 보고

검토팀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출한 종합

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개선·시정명

령 조치 결과를 포함한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

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종 

보고한다.

Ⅳ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제도의 성공적 수행

’14년에는 9개 노선의 결과검토 업무 및 개통

이 완료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

당 노선별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여

부 검토,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여

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 현장·서류검토를 병행 수행하였으며, 단계

별 분야별로 부적합·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명령 발행 후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결과를 

최종 확인하였다.

표 1.  ’14년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추진실적

(개통일 순)

순 번 구 분 노선(km) 종합시험운행 기간 개통일 비고

1 공항철도 청라역 ’14.05 ~ ’14.06 ’14.06.21

’14년 완료

2 경의선 강매역 ’14.09 ~ ’14.10 ’14.10.25

3 수인선 달월역 ’14.11 ~ ’14.12 ’14.12.27

4 경의선 용산~공덕(1.9) ’14.11 ~ ’14.12 ’14.12.27

5 일산선 일산선 원흥역 ’14.12 ’14.12.27

6 포승~평택 숙성~평택(13.7) ’14.12 ~ ’15.02 ’15.02.24

7 서울9호선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4.5) ’14.12 ~ ’15.03 ’15.03.28

8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182.3) ’14.11 ~ ’15.03 ’15.04.02

9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38.6) ’15.01 ~ ’15.03 ’15.04.02

’14~’15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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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에는 16개 사업에 대하여 종합시험운

행 결과검토가 계획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현재(’15.08.06 기준) ’14~15년 연

속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구간,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 등 4개노선과 경부고

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도심구간에 대하여 결

과검토 업무 및 개통이 완료되었다. ’15년 8월

부터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결과검토가 수행될 

예정이며 영종역, 효창역 등 역사신설, 신분당

선 정자~광교 연장노선, 관제설비 확충 및 개

량 등이 포함된다.

표 2. ’15년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추진실적

(개통일 순)

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쉼 없는 질주!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는 현장적용 사례 부

족, 검토분야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업무 추

진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부상 

및 모노레일 등 신 철도교통수단이 건설됨에 

따라 검토항목 및 기준 등 세부검토를 위한 기

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 번 구 분 노선(km) 종합시험운행(예정) 기간 개통(예정)일 비고

1 포승~평택 숙성~평택(13.7) ’14.12 ~ ’15.02 ’15.02.24

’15년 완료

2 서울9호선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4.5) ’14.12 ~ ’15.03 ’15.03.28

3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182.3) ’14.11 ~ ’15.03 ’15.04.02

4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38.6) ’15.01 ~ ’15.03 ’15.04.02

5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도심(18.2)  ’15.03 ~ ’15.05 ’15.08.01

6 대구도심(22.7)  ’15.04 ~ ’15.03 ’15.08.01

7 광양제철선 황길~태금(3.1) ’15.08 ’15.08

’15년 진행

8 여천선 덕양~적량(11.6) ’15.09 ’15.10

9
경의선

효창역 ’15.09 ’15.10

10 야당역 ’15.10 ’15.10

11 공항철도 영종역 ’15.12 ’15.12

12 경북선 김천~영주(115.2) ’15.11 ~ ’15.12 ’15.12 

13 경전선 동송정~순천(118.5) ’15.11 ~ ’15.12 ’15.12 

14 서울1호선  서울역~청량리(7.8) ’15.09 ~ ’15.11 ’15.12

15 수인선 송도역~인천역(7.56) ’15.11 ~ ’16.01 ’16.02

16 신분당선 정자~광교(12.8) ’15.11 ~ ’16.01 ’16.02

’15~’16년 

연속



70   철도시설   Railroad Track and Structure

철도실무

70   철도시설   Railroad Track and Structure    2016. 3 / No.116   71

현재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시험운행 결

과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실제 업무수행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합시험운행 관

계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지방자치단체 

철도건설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시험

운행 신뢰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반면 신규분야로서의 한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인

력의 역량강화 교육, 신 교통수단의 결과검토 

대비 철도기술 교육참여 계획, 워크숍 등을 통

한 제도홍보활동, 철도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수

렴을 통하여 현 검토항목 적정성 검토, 검토기

준의 정량화 등 세부단계별로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를 수립하는 추가 연구 등을 다각적으로 진

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철도안전에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사업뿐

만 아니라 동해남부선 일광~부전, 인천도시철

도 2호선, 우이~신설선 등 일반·광역·도시

철도 사업추가로 인하여 종합시험운행 결과검

토 업무가 더욱더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공적이고 철저한 “종합시험운행 결과검

토”를 통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개통 후 사고발생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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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크로싱 분기기 최대 통과속도 산정을 위한 연구

Ⅰ 서 론

분기기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

동하기 위하여 궤도상에 설치하는 차량진로 전

환 장치로서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로 이

루어져 있다. 그러나 분기기의 텅레일이 일반

레일 보다 단면이 작고 체결장치로 구속되어 않

아 발생되는 궤도전이 및 분기기내 슬랙설치

에 의한 방향 및 궤간틀림으로 발생되는 차량

동요와 크로싱부 가드레일 및 윙레일을 통과하

는 차륜에 의해 충격적인 배면횡압이 발생되어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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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분기기 직선측 최대 통과속도 제

한기준은 일본의 협궤사용에 따른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표준궤를 사

용하는 국내의 분기기 최대 통과속도 산정 기준

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 부설된 고정크

로싱 분기기의 경우 설계속도 180km/h로 제

작됨에 따라 일반철도에 부설된 분기기 최대 통

과속도와 40km/h 차이를 가지고 있어 열차운

행 측면에서 속도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반면에 국외 철도 선진국에서는 기존선 

분기기 직선측 최대 통과속도를 따로 제한하지 

않고 다만 분기선측 통과속도만을 규정에 의거 

제한하고 있다. 철도 선진국들의 이런 규정 적

용은 국내 일반철도에 설치된 분기기의 속도 향

상의 여지가 클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는 경부선·호남선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본선에 고정크로싱 분기기가 대표적으로 부설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의 시간손실을 감안한다

면 이로 인한 일반철도의 수송효율 및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기기 통과속도 산정

기준을 정립함과 동시에 철도안전과 선로유지

보수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분기기 직선측 최

대 통과 속도를 현실화 하고자 호남선에 부설된 

고정크로싱 분기기를 대상으로 속도대별 증속

시험을 통한 차량·궤도의 주행안전성을 시험

하였다.

Ⅱ 본 론

1. 분기기 현차주행 성능시험 항목 및 기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궤도구조는 실내시

험에서 성능을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한 사항들

을 열차가 실제 주행하는 조건에서 성능 및 적

합성을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성능검증을 

위한 대표적인 시험으로 차량·궤도의 주행안

전성 시험이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궤도구

조성능검증 지침[표 2]에 명시된 성능시험 기준

에 의거 주행안전성을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 차량·궤도의 주행안

전성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였으나 금회에는 차

량의 주행안전성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연구

를 시행하였다.

표 1. 정거장 분기기 통과속도(열차운전시행세칙_별표14)

선 명 역구간
고속열차·EMU180 기타열차

비 고
선로최고속 분기기속 선로최고속 분기기속

경부선
서울~동대구 북부 140km/h 140km/h 130km/h

동대구 남부~부산 140km/h 140km/h 140km/h 130km/h

호남선

서대전~강경 140km/h
130km/h 140km/h 100km/h

강경~익산 150km/h

익산~목포 160km/h 140km/h 150km/h 13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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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기 현차주행 성능시험 

증속시험시 분기기 종류별 정확한 성능시험

을 위하여 동일한 열차로 야간차단시간에 시

험이 가능하고 시험구간내 역구내 진입 시 곡

선반경에 따른 속도(R=1200m 이상, 160km/

h)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의 분기기를 시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궤도재료 상태에 

따라 계측값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 있

는 비교분석을 위하여 호남선 정읍역, 천원

역에 연속으로 부설된 60kg PCT(#10, #12), 

60kg WT(#10, #12) 고정크로싱 분기기를 계

측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증속시험은 코레일에

서 운용중인 KTX-산천(축중 17ton) 열차 및 

EL8200+객차4량(축중 22ton) 열차를 이용하

여 속도대별 증속시험(KTX-산천 140km/h 

→ 150km/h → 160km/h, EL8200+객차4량 

130km/h → 140km/h → 150km/h)을 호남선 

신태인 ~ 노령역 간 상선에서 상하행 반복운행

으로 차량의 주행안정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표 2.  분기기 현차주행 성능시험 기준(궤도구조 성능검증 지침_별표 4))

항 목 기 호 단 위 합격기준 차단주파수(Hz)

차상

시험(a)

횡압 Y kN N.A ≥40

유도력 
(b)


















(c)


(d)





kN


(b)


















(c)


(d)





≥20

윤중 Q kN N.A ≥20

탈선비( ≥250m)  - 0.8 ≥20

대차의 횡방향 가속도


(b)


















(c)


(d)





m/sec2


(b)


















(c)


(d)





10

차체의 횡방향 가속도


(b)


















(c)


(d)





m/sec2 3(e) 6

차체의 수직방향 가속도


(b)


















(c)


(d)





m/sec2 3(e) 4

지상시험

횡압 Y kN 40

윤중
최대치

Q kN
200

최소치 35

탈선비 Y/Q - 0.8

레일 수직변위(f)


(b)


















(c)


(d)





-
분기기 위치별 급격한 

변화 없을 것(설계값±25%)

레일 응력(전진폭)


(b)


















(c)


(d)





MPa 130

(a) 차상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은 UIC 518을 준용

(b) 2m에 대한 이동 평균값

(c) 


(b)


















(c)


(d)





: 정적 축중

(d) 


(b)


















(c)


(d)



 : 대차 질량(ton)

(e) 주행안전성에 대한 한계값으로 승차감 한계값은 2.5m/sec2임

(f) 체결장치 중앙에서 레일 수직처짐을 고려

(주) 횡압, 윤중 및 탈선비 측정은 차상시험 또는 지상시험 중에서 한 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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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의 계측장비 차체의 진동가속도 센서

그림 1. 주행안전성 시험사진 

대차의 진동가속도 센서

차량의 주행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KTX 산천 

열차의 경우 하행은 열차의 전부, 상행은 열차

의 후부위치, EL8200+객차4량의 경우 상하행 

모두 열차의 전부에 계측센서를 설치하였다.

시험열차 대차상부 프레임 끝단에 횡방향 

진동가속도계, 측정대차 중심 상부의 측정차

량 차체 바닥에 횡방향, 수직방향 진동가속도

계를 설치하였으며, 단축·3축 진동가속도 센

서 및 가속도계의 전압신호를 디지털 데이터

로 변환하기 위한 DAQ, 데이터의 저장과 처

리를 위한 분석용 S/W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

을 시행하였다. 

 

3. 분기기 현차주행 성능시험 결과 

차량주행안전성 시험결과는 차량이 정해진 

속도로 각 분기기를 통과할 때 나타낸 최대값을 

기록한 결과로 UIC 518 Simplified method 

적용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의 필터링을 위하

여 차체 횡방향 진동가속도는 6Hz Low-pass, 

표 3. 정분기기 현차주행 성능시험

날 짜
운행속도(km/h) 

비 고 
KTX-산천 EL8200+객차4량

2014.04.10.(목)

00:50~04:30

1왕복 140 -

 - 호남선 신태인~노령역 간

   • 정읍역 P59, P56B

   • 천원역 P52, P51A

1왕복 150 -

1왕복 160 -

2014.04.11.(금)

00:50~04:30

1왕복 - 130

1왕복 - 140

1왕복 - 150

 - 현행 분기기 최대통과속도는 고속열차 140km/h, 일반열차 130km/h임

 - 열차증속시 곡선반경에 따른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을 시험구간으로 선정 

 - 주행안전성 비교분석을 위해 분기기 종류별 시험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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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수직방향 진동가속도는 0.4~4Hz Band-

pass, 대차 횡방향 진동가속도는 10Hz Low-

pass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

였다.  

성능시험 분석은 UIC 518 Simplified 

method와 궤도구조성능검증지침의 분기기 

현차주행 성능기준으로 시행하였으며, 대차

의 횡방향 진동가속도 한계값은 대차중량 Mb

를 통해 계산을 해야 하므로 KTX-산천 및 

EL8200+객차4량의 대차중량을 각각 7톤, 18

톤을 적용하여 10.6, 8.4를 한계값으로 적용하

였다. 

또한 차체의 횡가속도, 수직가속도는 상기 필

터링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3.0를 한계값

으로 적용하였다.

  

가. KTX-산천 성능시험 결과

단계별 증속시험(140km/h → 150km/h → 

160km/h)에 따른 성능시험 분석결과 모든 시

험대상 분기기에서 차량주행안전성 시험기준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PCT 분기기에서 각 항목별 분석된 최대값으

로 대차 횡가속도는 150km/h에서 한계값의 

60%, 차체의 수직가속도는 150km/h에서 한

계값의 25%, 차체의 횡가속도는 160km/h에

서 한계값의 32% 수준으로 분석되어 모든 속도

에서 주행안전에 대한 많은 여유가 있었다. 

반면에 WT 분기기는 각 항목별 분석된 최대

값으로 대차 횡가속도는 160km/h에서 한계값

의 75%, 차체의 수직가속도는 150km/h에서 

한계값의 71%, 차체의 횡가속도는 160km/h

에서 한계값의 22%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WT 

분기기의 경우 차량주행안전성 기준에는 모두 

만족하지만 대차 횡가속도 및 차체의 수직가속

도가 모든 속도에서 PCT 분기기의 분석값 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나. EL8200+객차4량 성능시험 결과 

단계별 증속시험(130km/h → 140km/h → 

150km/h)에 따른 성능시험 분석결과 시험대

상 일부 분기기를 제외하고 차량주행안전성 시

험기준 한계값을 초과했다. 

PCT 분기기에서 각 항목별 분석된 최대값으

로 대차 횡가속도는 140km/h에서 한계값의 

25% 초과, 차체의 수직가속도는 150km/h에

서 한계값의 77%, 차체의 횡가속도는 140km/

h에서 한계값의 88%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WT 분기기는 각 항목별 분석된 최대

값으로 대차 횡가속도는 140km/h에서 한계값

의 29% 초과, 차체의 수직가속도는 150km/

h에서 한계값의 71%, 차체의 횡가속도는 

150km/h에서 한계값의 53% 수준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분석결과에서 두 종류의 분기기 모두 

140km/h로 시험한 결과보다 150km/h에서 

시험한 결과가 모든 항목에서 다소 높은 수준의 

안전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열차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예

측이 되어 향후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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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TX-산천 140km/h(노령→신태인)7676

(B) KTX-산천 150km/h(노령→신태인)

(C) KTX-산천 160km/h(노령→신태인)

그림 2. KTX-산천 노령→신태인 구간 차량주행안전성 시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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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TX-산천 차량주행안전성 시험결과

시험항목 한계값

KTX 산천 140km/h 시험결과(Test Result) 

역

방향

분기기

단위

정읍역 천원역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P59

(PCT)

P56B

(PCT)

P59.

(PCT)

P56B

(PCT)

P52

(WT)

P51A

(WT)

P52

(WT)

P51A

(WT)

차체 상하진동(Z) 3  0.52 0.58 0.65 0.61 1.77 1.46 1.74 0.89

차체 좌우진동(Y) 3  0.32 0.58 0.75 0.35 0.50 0.51 0.62 0.54

대차 좌우진동(Y) 10.6  1.89 3.26 3.85 3.79 2.95 3.33 6.85 3.28

(A) KTX-산천 140km/h 시험결과

시험항목 한계값

KTX 산천 150km/h 시험결과(Test Result) 

역

방향

분기기

단위

정읍역 천원역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P59

(PCT)

P56B

(PCT)

P59.

(PCT)

P56B

(PCT)

P52

(WT)

P51A

(WT)

P52

(WT)

P51A

(WT)

차체 상하진동(Z) 3  0.59 0.40 0.73 0.68 1.79 1.74 2.12 1.67

차체 좌우진동(Y) 3  0.67 0.36 0.79 0.46 0.42 0.48 0.60 0.59

대차 좌우진동(Y) 10.6  6.40 3.51 4.93 4.63 3.34 6.94 5.48 5.62

(B) KTX-산천 150km/h 시험결과

시험항목 한계값

KTX 산천 160km/h 시험결과(Test Result) 

역

방향

분기기

단위

정읍역 천원역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P59

(PCT)

P56B

(PCT)

P59.

(PCT)

P56B

(PCT)

P52

(WT)

P51A

(WT)

P52

(WT)

P51A

(WT)

차체 상하진동(Z) 3  0.50 0.44 0.71 0.68 2.03 1.74 1.65 2.13

차체 좌우진동(Y) 3  0.96 0.42 0.50 0.81 0.58 0.54 0.64 0.67

대차 좌우진동(Y) 10.6  2.98 4.89 3.02 2.58 7.95 3.34 3.25 3.23

(C) KTX-산천 160km/h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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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8200+객차4량 130km/h(노령→신태인)

(B) EL8200+객차4량 140km/h(노령→신태인)

(C) EL8200+객차4량 150km/h(노령→신태인)

그림 3. EL8200+객차4량 노령→신태인 구간 차량주행안전성 시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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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L8200+객차4량 차량주행안전성 시험결과

시험항목 한계값

 시험결과(Test Result) 

역

방향

분기기

단위

정읍역 천원역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P59

(PCT)

P56B

(PCT)

P59.

(PCT)

P56B

(PCT)

P52

(WT)

P51A

(WT)

P52

(WT)

P51A

(WT)

차체 상하진동(Z) 3  - - - - - - - -

차체 좌우진동(Y) 3  - - - - - - - -

대차 좌우진동(Y) 8.4  4.55 4.29 8.73 6.36 4.76 6.86 4.94 4.61

(A) EL8200+객차4량 130km/h 시험결과 

시험항목 한계값

시험결과(Test Result) 

역

방향

분기기

단위

정읍역 천원역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P59

(PCT)

P56B

(PCT)

P59.

(PCT)

P56B

(PCT)

P52

(WT)

P51A

(WT)

P52

(WT)

P51A

(WT)

차체 상하진동(Z) 3  0.79 0.83 0.77 0.55 2.07 1.84 2.08 0.82

차체 좌우진동(Y) 3  2.21 2.65 1.57 0.77 1.12 1.61 1.37 0.98

대차 좌우진동(Y) 8.4  7.85 10.49 6.46 5.81 6.83 10.32 8.03 11.10

(B) EL8200+객차4량 140km/h 시험결과

시험항목 한계값

시험결과(Test Result) 

역

방향

분기기

단위

정읍역 천원역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신태인→노령 노령→신태인

P59

(PCT)

P56B

(PCT)

P59.

(PCT)

P56B

(PCT)

P52

(WT)

P51A

(WT)

P52

(WT)

P51A

(WT)

차체 상하진동(Z) 3  0.66 0.86 0.82 0.67 2.33 2.23 2.13 1.25

차체 좌우진동(Y) 3  1.93 1.51 1.65 0.64 1.17 1.54 0.67 1.45

대차 좌우진동(Y) 8.4  5.17 6.35 5.64 5.56 8.75 7.06 7.13 8.15

(C) EL8200+객차4량 150km/h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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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영업선으로 사용중인 호남선 

신태인~노령 구간에서 특정열차를 이용하여 

열차속도별 차량의 주행안전성 검증을 시행한 

국내 최초의 시험으로 분기기 종류별, 열차별, 

속도별 현차주행 성능시험 분석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KTX-산천 성능시험 분석결과 PCT, WT 모

든 분기기에서 차량주행안전성 시험기준 한

계값을 모두 만족하였으나, WT 분기기의 한

계값이 PCT 분기기보다 한계값에 근접하게 

측정되었다.

•  EL8200+객차4량 성능시험 분석결과 PCT, 

WT 일부 분기기를 제외하고 차량주행안전성 

시험기준 한계값을 모두 초과했다. 

•  축중이 무거울수록, 통과속도가 빠를수록 현

차주행 성능시험 한계값에 근접하게 발생되

었다.

  

분기기의 정확한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다양

한 조건에서 충분한 시험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본 시험은 분기기 종류별, 속도별 동일한 열차

로 시험을 시행하여 차량동요를 수치적으로 분

석하므로써 속도향상에 필요한 기준치 초과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차례 차량

주행안전성 평가만으로 기존선 분기기의 통과

속도를 향상시키기에는 일정수준의 궤도강성

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하므로 현 상태에서 어

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가로 열차안전운행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궤도주행안전성 성능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열차운행 실정에 

맞는 기준 정립과 함께 필요한 보강·개량을 통

해 분기기 열차운행시간 단축 및 정시운행률 향

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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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효

율이 우수한 교통수단의 개발을 위한 다국적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친환경 교

통수단인 철도의 약점으로 지적받아 온 접근성

과 이용 편의성 측면을 택시 혹은 자가용 수준

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승객 여정선택형 대중

교통수단(PRT: Personal Rapid Transit)시스

템이 미래형 대중 교통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

다. 이러한 PRT 시스템은 기존 도심공간의 활

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교통 혼잡이 극심한 도

심구간에도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에 설계 시부터 반영하여 저비

용으로 건설·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PRT시스템은 4~6인이 승차할 수 있는 소형 

차량이 다수의 루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로 구

성된 별도의 노선을 통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

까지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미래형 신교통수

신교통 수단 PRT(Personal Rapid Transit) 

기술동향 및 3차원 이동 개념 도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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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스템의 용량측면에

서는 지하철 등 현재 운행되는 교통수단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서 자

동차에 버금가는 승객의 이용편의성 및 최적화

된 경로운행에 의한 고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영국 ULTra사는 2011

년 세계 최초로 PRT시스템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입하여 제5터미널 주차장과 CTA(제

1,2,3터미널)를 연결하고, 공항터미널 5번 구

역을 중심으로 3개역을 순환하며 시범운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의 마스다르에서는 

친환경 저에너지 도시로서  Zero-Carboncity, 

Zero-Wasre, Car Free City라는 세가지 슬로

건을 내걸고 내부 교통수단으로서 PRT를 계획

하고 현재 시범운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적으로 PRT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세계적으로 신교통수단으로 재

조명 받고 있는 PRT 시스템의 국내외 개발현황 

및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시도되는 기술로서, 역사 

및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복잡한 건축 구조물의 

건물간/건물내에서 PRT차량을 신속하게 이송

하기 위한 수직이송개념 및 개발방향에 대해 간

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Ⅱ PRT의 정의 및 기술개발 현황

1. PRT 정의

PRT는 소형전철인 APMs(Automated 

People Movers)중 하나로 분류되며, 고정된 스

케줄과 궤도를 따라 운행되고 수송용량은 대

략 3∼5명을 처리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

의한다. 

1988년 미국 ATA(Advanced Transit 

Association)는 PRT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

건들을 다음과 같이 표준화 하면서 PRT시스템

을 정의했다.

•운전자 없이 전자동으로 운행될 수 있는 차량

•제한된 가이드웨이 내에서만 운행되는 차량

•  1~6명 정원의 소규모 차량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승객의 선택에 따라 혼자 또는 그

룹으로 이용할 수 있음

•  가이드웨이는 다른 시스템보다 작고, 고가·

지상·지하에 건설할 수 있음

•  차량은 PRT 노선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가

이드웨이와 정류장을 이용 할 수 있음

•  출발지~도착지까지 갈아타거나 정차할 필요

없이 논스톱으로 운행

•  고정된 스케줄이 아닌 승객 요구에 따라 차량

을 운행함

   

PRT와 타 대중교통 시스템과의 특성을 비교

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국내외 PRT 개발현황

PRT시스템은 1960년대부터 이미 기본개념

이 정립되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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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되었으나, 신호/제어/통신 등 각종 

기술의 부족으로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

했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PRT의 연

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내·외적으로 많

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음 표 2는 국내·

외 PRT의 연구개발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였으

며, 표 3에서는 주요 PRT시스템에 대한 특징들

을 비교하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최초로 (주)

PRT Korea와 포항공대 정보통신연구소가 공

동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구동방식과 분기방

식 등을 적용시킨 ‘Sky Car’ PRT시스템을 개발

하여 포항공대의 시험 선로에서 기능 시험운전

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포스코가 2005년 벡터스(Vectus)를 

설립하여 소형궤도열차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

행하여 스웨덴에서 시험운행을 수행한 바 있

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는 2013년 4월부터 6

개월간 순천만 일대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

회장과 순천만생태공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연장 4.6km, 

정거장 2개소의 소형경전철 노선을 건설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

로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소비가 적은 궤도교

통수단의 역할이 재조명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PRT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이에 한국철도

기술연구원에서는 국내 적용환경에 적합한 수

직/수평이동이 가능한 PRT시스템개발을 목표

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

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기술인 PRT차량의 수

직이송시스템에 대한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해 

다음 장에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표 1. PRT와 타 시스템과의 비교

구 분 PRT HRT(중량전철) LRT(경전철) BRT(전용노선버스)

운행방법
Off-line Station 

(논스톱 운행)

Line-haul System

(역/정류소마다 정차)

역간거리 300~500m 1,000m 800m 500m

표정속도 40~45km/h 25~35km/h 25~35km/h 20~30km/h

운행시격 최소 3초(On-demand) 2분 이상 2분 이상 노선마다 다양

건설비 150억원/km 이하 1,000억원/km 이상 400~600억원/km 50~150억원/km

운영형태 무인 역사/운전 유인 역사/운전 무인 or 유인 역사/운전 유인 운전

운행시간 24시간 일정시간 일정시간 일정시간

운영비용 1.2억원/km·년(추정) 55.3억원/km·년 19.3억원/km·년 3.4억원/km·년

자료출처 : 「PRT 기술개발현황 및 궤도기술연구」  대우엔지니어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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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외 PRT 연구개발 현황

국 명 특 성 연구개발내용 비 고

미 국

The Aerospace Corporation 소형궤도열차시스템의 개념설치 및 1/10 작동모델 개발 1968-1975

Boeing Aerospace Co.
모건타운 소형궤도열차의 설계개발 및 1.5km의 상용 소

형궤도열차 구간 설치(현재 운행 중)
1970-1972

Aerospace Co.
AGRT(Advanced Group Transit System)의 궤도통신 및 

자동 제어설계
1980-1985

Taxi 2000 Corporation
Taxi 2000 소형궤도열차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세뮬레이

션 정립
1980-1996

Raytheon Company PRT 2000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범구간 계획 1993-1996

영 국 Royal Airforce Establish Cabintaxi 소형궤도열차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1968-1974

독 일
Mannesmann-Demag &

 Messerschmitt Bolkow Blohm
Cabintaxi 소형궤도열차의 원형 및 시범구간 설치 1974-1980

프랑스 Macra Aerospace Aramis 소형궤도열차의 시범구간 개발 1974-1980

일 본
Mitsubish Heavy Industries Ltd. CVS 소형궤도열차 시스템의 데모용 구간설계 및 개발 1969-1985

Mitsubish Heavy Industries Ltd. CVS PRT Demonstration 시스템 1975

한 국

우보/피알티 코리아 소형궤도열차 시뮬레이션 및 컴퓨터 모델 설계 및 개발 1993-

포스코/Vectus 소형궤도열차 시스템 개발 및 시험노선 설계 200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PRT 시스템 개발 착수 2012~

표 3. 주요 PRT시스템 비교

시스템명 ULTra Vectus PRT 2GetThere

회   사 Advanced Transport System Vectus 2GetThere APMS

위   치 브리스톨, 영국 영국, 한국, 스웨덴 네덜란드

차   량 4인승 4인승 4인승

노   선 지상 또는 고가 고가 지상

운행속도 25mph 37mph 25mph

가이드웨이 노면 레일 노면

동 력 배터리 제3궤조 배터리

개발단계 히드로공항 시범운행 시험선 마스다르시 시범운행

개발자 견적비용 $9-15 Million $18 Million $4 Million

차량 모습



84   철도시설   Railroad Track and Structure    2016. 3 / No.116   85

신교통 수단 PRT(Personal Rapid Transit) 기술동향 및 3차원 이동 개념 도입

Ⅲ 한국형 PRT 차량의 수직이
송개념 및 개발 방향

1. 기본 개념 및 설계 요구사항

PRT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문전수송

(Door to Door)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의 건물내/

건물간 및 공간이 협소한 구간에서 신속하고 자

유롭게 접근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수직/수평 

이동 기술을 접목하게 되었다. PRT의 수직이동

은 일반 승강기와 달리 차량간 시격(Headway 

Time)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연속이송이 가

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 

여기서는 순환컨베어 방식을 PRT 수직이송 기

본방안으로 설정하였다. 순환 컨베어 방식의 

기본구성은 차량 진출입용 2기의 수평 컨베어

와 차량 승강용 수직 컨베이어 1기로 구성되며, 

그림 1에서 순환컨베이 방식의 수직이송방안 

기본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순환 컨베어의 이송 속도를 0.2m/sec라

고 가정했을 때, 10m 높이의 수직 이송 시 진

입/이송/진출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0초이

다. 연속 이송을 고려할 시 Slat Panel의 최대 

순환 간격은 37.5초로, 같은 조건에 대해 연

속 이송이 가능한 또 다른 방식인 순환 케이지

(Circulating Cage: 대략 45초) 방식에 비해 상

당히 효율적이며, 순환간격의 속도는 향후 시

스템의 안정화여부에 따라 증속도 가능하다. 

실제로 순환 컨베어 방식을 기반으로 한 시스

템의 적용 시 전체 PRT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수직이송장치 자체의 성능 및 

안정성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연이 

없는 차량의 운송을 위해서는 운영속도를 최적

화하여 목표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이클 타

표 4. 시스템 기본목표사양(안)

구 분 항  목 기본기능/목표사양

사이클속도 연속진입시간 19.0sec/10m

구동

장치

구동방식 순환 체인

전동기 출력
최대동시 이동차량 

기준 용량계산

운전속도 24m/min

정차

유도
정차정밀도(mm) ±100mm 미만

안전

장치

설계

위치 감지
정차위치, 연동위치 

감지 구성

비상통화 및 

수동조작
인터폰 및 조작반 구성

비상 탈출 탈출방안 구성 그림 1. PRT 수직이송방안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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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Head-way Time)의 확보가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더불어 승객의 승차감 개선을 

위한 가변 속도제어에 대한 검토 및 수직이송장

치로부터 진출입 되는 연결부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치검지 및 제어기술의 검토 또한 

요구된다. 표 4는 개발하고자 하는 수직이송장

치의 기본목표사양(안)을 나타낸다.

2. 수직이송장치 기본 설계(안)

순환 컨베어 방식에 대한 기본개념 및 목표사

양(안)을 바탕으로 구동장치 및 안전장치에 대

한 기본설계(안)을 검토하였다. 기본설계를 위

한 수직이송장치의 높이는 10m로 가정하였다.

다음 그림 2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형 

PRT 차량의 기본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PRT 차량의 크기는 길이 

3.8m, 폭 1.8m, 높이 2.0m이고, 무게는 공차

중량이 900Kg, 만차중량이 1,300Kg이다. 그

리고 차량의 윤거 및 축거는 각각 1.2m, 2.2m 

이다. 

순환 컨베어 방식의 기본구조는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순환 체인과 Slat Panel이 연결되

어 작동한다. 본 설계에서는 기존 물류시스템

의 기본구조를 바탕으로 안전성 향상을 위해 기

존 4줄 체인 방식을 8줄 체인으로 확장하였다. 

따라서 순환체인은 동일한 길이로 최소 8개가 

필요하며 Slat Panel의 코너 8개소에 각각 연

결되어 있다. Slat Panel은 순환체인 Pitch와 

동일한 폭으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Slat Bar로 

연결되어 있어 순환체인과 동일한 동선을 유지

하며 회전하다가 승강부분에서는 아이들러 스

프라켓이 Slat Panel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어 

수평을 유지하며 올라가게 된다. 

그림 4∼6에서는 PRT차량 수직이송장치의 

기본설계(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의 PRT

차량의 사양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수평 컨

베어를 제외한 수직 컨베어의 크기는 5.9m(L)

×3.9m(W)×14.3m(H, Pit 깊이 포함)이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하고자 하는 수직이송개

념은  PRT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상태로 수직

이송이 되므로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

순환
체인

연결부

Slat
 Panel

그림 3. 순환컨베어 기본구조그림 2. PRT 차량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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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하였다. 먼저 차량이 Slat Panel위에 정확

히 올라타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PRT 차량이 진

입 컨베어의 정확한 위치에 정차하는 것이 필요

하며, 또한 컨베어의 연동이 정밀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장치들의 안전하고 완벽한 

동작 및 위치 확인을 위해 각종 센서 구성에 대

그림 5. Slat Panel 구조 그림 6. 수평 컨베어 Lay-out

그림 4. PRT수직이송장치 전체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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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검토를 수행하였다.  

수평 및 수직 컨베어 위의 차량유무 및 정위

치 정차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를 적용할 

계획이며, 차량 전후측 및 좌우측 지장물 감시

를 위해 멀티빔 센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평 및 수직 컨베어 연동을 위해 연동지점, 승

강지점 확인용 리미트 스위치도 적용할 예정이

다. 정위치 정차는 PRT차량의 앞바퀴를 감지

하며, 차량유무 확인은 차량 중간부분을 감지

하도록 한다. 차폭 및 지장물 감시는 차량 전후 

및 좌우 정 위치에서 각 100mm 떨어진 위치에 

멀티빔 센서를 설치하여 차량 이동시 간섭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PRT 차량위치 및 컨베어 연동확인을 위한 센

서 및 스위치는 표 5와 같다.

3. 1/10 동작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본 수직이송장치는 세계 최초로 승객을 동반

한 PRT차량을 수직운송 하는 것으로서 안전성

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

서는 이러한 안전성 증대를 위해 적용한 8줄 체

인의 동기화시험과 차량의 진입·진출을 위한 

수평/수직 연동시험을 수행하고, 또한 향후 설

계 및 제작 시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실 제품과 

동일한 구조의 동작모형을 제작하였다. 

모형은 실물의 약 1/10 Scale로 실제 설계

와 동일한 구조로 동작이 가능한 모형으로 제

작하였다. 체인 및 스프라켓은 동작을 우선으

로 고려하여 상용제품을 적용하였으며 승/하강

용 수직 컨베어 외에 진/출입용 수평 컨베어까

지 제작하여 진입부터 진출까지 하나의 사이클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전원은 일반 

AC220V를 사용하였고, PRT와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 모형을 이용하여 수직이송 동작시현이 

가능토록 하였다. 

다음 표 6에서는 동작모형의 사양을 나타내

표 5. 차량위치 및 컨베어 연동확인 센서

기 능 구  성 검지방법

차량정차

위치확인

차량 유무 감지 초음파 센서 

앞바퀴 감지 빔 센서

전측 / 후측 감지 멀티빔 센서

연동확인

컨베어 승강지점 확인 리미트 스위치

컨베어 연동지점 확인 리미트 스위치

Slat Panel

프레임

순환체인

수평컨베어(하부)

구동모터

제어반

조작반

체인 가이드

체인 텐셔너

수평컨베어(상부)

그림 7. 동작모형 주요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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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그림 7에서는 모형의 주요 구성요소

를 보여주고 있다.

동작모형은 PRT수직이송 시현과 수평/수직 

연동시험이 가능하도록 2가지 동작모드로 프로

그래밍 하였다. 그림 8에서 완성된 수직이송장

치 동작모형과 시험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모드 1’은 PRT 수직이송 시현을 위해 그림 6

과 같은 과정으로 1 Cycle을 동작하고 정지하

며, ‘모드 2’는 PRT 수직이송 장치의 연속동작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정지

버튼을 누를 때 까지 연속으로 동작 하도록 하

였다. 시험결과, 모형구동 시 8줄 체인에 대한 

체인동기화는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안전을 고려하여 기존의 4줄체

인 방식을 8줄체인으로 확장하더라도 체인동기

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

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차량의 수직/수평 연

동 이송시험을 수행한 결과, 모형차량이 상/하

강 모두 수평-수직-수평 컨베어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연속이송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짐

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승차감을 보완하고 안전성만 입증이 된

다면 추후 이송 속도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시험도중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소형의 

모형제작상의 한계 및 부품수급 과정과 조립

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Slat Panel의 처짐, 수

평/수직 컨베어 연결부 통과 시 차량의 상하진

동, 수평/수직 방향 전환 시 차량 쏠림 현상 등

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향후 실물제작 시 정밀

가공을 한다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

며, 차량쏠림에 의한 승차감 문제는 향후 충분

한 검토를 통하여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표 6. PRT 수직이송장치 동작모형 사양

구   분 내      용

크기
1,700mm(L) × 1,570mm(H)× 

405mm(W)-모터제외 (1/10 Scale)

프레임 20 × 20(mm) 알루미늄 프로파일

체인 35번(Pitch : 9.525mm)

스프라켓 잇수 13개 (P.C.D : 39.8mm)

모터
0.2 KW GEARED 모터, 1710 rpm(60Hz), 

감속비 – 1/30

속도 4.7 m/min

모드 1

모드 2

그림 8. 동작모형 및 운전모드

때 까지 연속으로 동작 하도록 하였다.

 시험결과, 모형구동 시 8줄 체인에 대한 체인동기

화는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안전을 고려하여 기존의 4줄체인 방식을 8줄체

인으로 확장하더라도 체인동기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차량의 수직/수평 연동 이송시험을 수행한 결과,  

모형차량이 상/하강 모두 수평-수직-수평 컨베어

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연속이송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승차감을 보완하고 

안전성만 입증이 된다면 추후 이송 속도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시험도중 여

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도 관찰할 수 있었

다. 즉, 소형의 모형제작상의 한계 및 부품수급 과

정과 조립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Slat Panel의 처

짐, 수평/수직 컨베어 연결부 통과 시 차량의 상하

진동, 수평/수직 방향 전환 시 차량 쏠림 현상 등

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향후 실물제작 시 정밀가공을 한다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차

량쏠림에 의한 승차감 문제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PRT의 개념은 1960년대에 이미 제시가 되었으나 환경적, 기술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실용

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신교통 

시스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류에 동반하여 여러 분야에

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교통시장에서 향후 2020년까지 PRT시스템의 세계

시장규모가 약 47조원이라는 예상도 제시되고 있다.(Frost&Sulivan, 2008) 이러한 예측과 더불어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미래교통시장 선점을 위하여 제각각 서로 다른 특징 및 장점을 가진 PRT

개발 및 상용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PRT시스템은 신개념의 미래교통 수단으로서 경제

성, 안전성, 신속성, 편의성, 그리고 친환경성 등을 동시에 만족해야 만이 대중의 좋은 호응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접목

시켜 독창적인 우수한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내에서 

개발 중인 PRT시스템은 세계최초 수직/수평이동 구현이 가능한 독창적인 모델로서 미래교통시스

그림 8. 동작모형 및 운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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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PRT의 개념은 1960년대에 이미 제시가 되

었으나 환경적, 기술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기술의 발전

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

며, 신교통 시스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

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류에 동반

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그리고 미래 교통시장에서 향후 2020년까

지 PRT시스템의 세계시장규모가 약 47조원이

라는 예상도 제시되고 있다.(Frost&Sulivan, 

2008) 

이러한 예측과 더불어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미래교통시장 선점을 위하여 제각각 서로 다른 

특징 및 장점을 가진 PRT개발 및 상용화에 몰

두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PRT시스템은 신개념

의 미래교통 수단으로서 경제성, 안전성, 신속

성, 편의성, 그리고 친환경성 등을 동시에 만족

해야 만이 대중의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지속적

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접목시켜 독

창적인 우수한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반되

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내에서 개

발 중인 PRT시스템은 세계최초 수직/수평이동 

구현이 가능한 독창적인 모델로서 미래교통시

스템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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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의 철도레일용접은 GAS압접과 Flash-

butt용접, Thermit용접 등에 의하여 주로 시행

되고 있으며, Enclosed Arc 용접은 1970년 초

에 규격이 만들어졌으나 여러 사정에 의해서 널

리 사용되지 못하였지만 현재의 현장 여건은 모

든 선로가 전철화 되어 쉽게 현장에서 전기 공

급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는 꾸준히 세

계 최고의 용접기술이 발달되어 왔으며 엔크로

즈드 아크 전기 용접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어 기존 엔

크로즈드 아크 용접 방법을 개선한 신 엔크로즈

드 아크 용접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Enclosed Arc 용접 현황

1)   Enclosed란 말은 영어로 ‘감싸다’라는 의미

로 레일 용접 시 흘러내리는 용융된 용접봉 

쇳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용접레일 밑면과 

좌우를 동판이나 세라믹으로 감싸고 용접하

는 전기용접으로 국내에서는 1970년에 (주)

한국미래용접에서 일본으로부터 고배 피복

용접봉 LB116을 수입하여 레일용접을 소개

하여 당시 용산역 구내에서 시험용접을 한 

후 레일끝닳음, 크로싱 육성 용접 등과 함께 

활발히 시행하여 오다가 장대레일 부설이 본

격화되면서 GAS압접이 도입되고 이를 주도

적으로 추진하는 (주)한국미래용접회사도 회

사가 어렵게 되면서 엔크로즈드 아크 용접은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고 레일 지침에 관련 

규정만 정해져 있는 상태다.

2)   테르미트 용접보다도 용접강도가 우수하고 

용접규정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지만 엔크로

즈드 아크용접이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철도청 당시에는 현장에서 전기가 없어 

발전기 쓰는 것이 불편하였고 당시에는 레일

용접용 용접봉이 모두 수입되는 불편함이 있

신 엔크로즈드 아크용접 소개

(주) 태광산업 사장

김 정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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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3)   현재는 여건이 바뀌어 KORAIL과 지하철 모

두 전철화 되어 쉽게 현장에서 전기를 쉽게 

공급할 수 있으며, 요즘에는 IC의 발달로 우

수한 자동용접면과 용접안경이 개발되어 눈

을 보호하며 육안으로 용접부위를 직접 살펴

가며 정밀한 용접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용접

기도 IC화되어 종전의 무거운 철심용접기보

다 가볍고 소형화된 전자용접기가 개발되어 

사용이 간편하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는 

조선강국으로 도약하며 세계 최고의 용접기

술과 용접봉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품

질 또한 우수하다.

Ⅲ 신 엔크로즈드 아크용접 소개

1)   종전의 엔크로즈드 아크용접은 레일면에 동

판을 깔고 레일web에도 수직으로 동판 등 

Mould를 설치하고 용접하였으나 신 엔크로

즈 용접은 web의 동판을 없애고 대신 이음매

부를 보강하는 레일 좌우에 보강판을 세우고 

용접부 이음매부를 보강 용접 하는 방법이다.

 2)   모든 레일은 레일두부에 전해지는 열차의 

하중이 레일 중심에 수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레일의 편마모 상태에서도 확

인된다. 레일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레

일의 이차모멘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레일 

저부와 두부사이에 수직으로 web라는 작아

진 단면이 존재한다. 레일 중심에서 안쪽으

로 작용하는 반복하는 열차의 차륜하중은 

20:1의 경사로 운행하며 레일두부와 web

의 단면차에 의하여 레일두부는 더 많은 피

로 하중과 충격을 받아 용접된 두부로부터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은 저부로 이어져 절

손사고가 야기된다.

Ⅳ 신 엔크로즈드 아크용접 특성

1)   레일용접부가 균열시 이음매판 역할을 하는 

용접부 좌우 보강판이 레일의 절손을 방지하

여 열차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있어 용접부위

의 안전에 대하여 안심할 수가 있다.

2)   용접부 레일 web을 보강하여 레일두부에 가

해지는 편심하중에 대해서도 보강판에 의하

여 레일저부로 하중 분산효과가 있어 레일균

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3)   엔크로즈드 아크용접 시 용접부 web 엔크로

즈에 대하여 동판 대신 좌우에 web보강 편

을 용착하여 레일web 보강도 하며 엔크로즈 

기능도 할 수 있는 2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4)   신 엔크로즈드 아크용접은 비싼 외화를 들여 

용재를 전량 수입하는 텔미트 용접보다 경제

적이고 굴곡 강도나 레일두부 처짐 허용 한도

도 40% 이상 용접 강도가 더 우수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용접이다. (굴곡시험기준표 참조)

5)   특수하게 고안된 보강판은 용융된 용접봉 쇳

물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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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lag가 잘 배출되도록 제작되었다. (도

1 참조)

6)   보강판 중앙은 레일web용접면과 일체로 용

착되었으며 보강판 상부는 레일두부 하부와 

보강판 하부는 레일저부와 용접되어 레일두

부 용접부에서 전달되는 하중은 레일web과 

2개의 보강판에 분산되어 레일저부에 전달

되도록 고안 제작되었다. (도 3 참조)

 

Ⅴ 신 엔크로즈드 용접 공정

  

1. 레일용접 공정

  1) 레일 정치

  2) 레일저면 동판 설치

  3) 용접기 설치

  4) 레일 예열 120~150℃

  5) 레일저면 용접

  6) 레일WEB 보강판 조립

  7) 레일WEB 용접

  8) 레일두부 측면 동판 설치

  9) 레일두부 용접

  10) 후열처리 600~700℃

  11) 용접부위 그라인딩

2. 1개소 레일 용접 소요시간

  70~80분

Ⅵ 레일용접용 용접봉 개발

1)   국내에서 철도레일이나 조선소 골리앗 크레

인, 항만청 부두 컨테이너선 레일 용접용 용

접봉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

며 주로 일본 고배철강의 LB116과 벨기에 

GANTREX에서 고가로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다. 레일용접용 용접봉은 용접할 레일인 모

재보다 기계적 인장강도가 같거나 높아야하

며 신율도 우수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국내 유

수한 용접봉 회사들은 레일용접용 용접봉 수

요가 적다고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기피하여 

왔으나 조선선재(주)에서 철도발전에 기여한

다는 사명 하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레일전용 

용접봉을 개발하여 성공리에 시험을 끝냈다.

2) 기계적 성질 비교

기 호 인장강도 (N/㎟) 신 율 (%)

50N 레일 710이상

60K 레일 800이상

국내 조선선재 820이상 15이상

벨기에산 수입

 GANTREX 용접봉
812이상 15이상

일본산 수입 

LB116 용접봉
830이상 15이상

 

Ⅶ 신 엔크로즈드 아크용접의 장점

1) 경제적이다.

가) 전기 공급이 가능한 지역 용접 시공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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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르미트 용접 단가의 60~70%

나) 전기 공급이 없는 발전기 사용 시

    : 테르미트 용접 단가의 80~90%

2) 레일 용접부의 품질이 우수하다.

가)   앞의 굴곡시험표를 보면 50kg N 레일의 

테르미트 두부상의 굴곡하중은 85톤이나 

엔크로즈드 아크용접은 100톤으로 15톤 

이상의 허용강도가 높으며

나)   처짐량은 테르미트 용접부의 허용처짐량

은 10mm에 불과하나 엔크로즈드 아크 

용접은 25mm로 2배 이상 처짐에도 안전

하고 우수하다.

3) 안전성이 탁월하다.

가)   레일 용접부 균열시 용접부의 보강으로 

레일 절손을 방지하여 열차 안전이 보장

된다.

나)   테르미트 용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적다.

Ⅷ 결 론

엔크로즈드 아크용접은 그동안 우수한 용접

성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용접방법으로 인식되

어 적극적인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신 

엔크로즈드 아크용접은 전혀 새로운 용접 방법

이 아니고 한층 upgrade한 전기용접 system

이다. 현재 장대레일이나 장척레일 용접은 용

접용재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이 비싸고 용접 품질 또한 떨어지므로, 용접비

용이 30% 이상 저렴하며 용접 품질 또한 우수

한 신 엔크로즈드 아크 용접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면 궤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Ⅸ 레일용접관련지침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칭한다)이 철도선로에 사용하는 

각종 레일에 대한 용접공사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제  4조(용접공법의 종류) 레일용접 공법은 가스

압접용접, 테르밋용접, 엔크로즈드 아크용접 

및 플래시벗용접 등을 말한다.

<중  략>

제  38조(적용 범위) 엔크로즈드 아크용접은 이

음용접, 레일 끝닳음용접 및 크로싱 살부치

기용접, 레일두부표면 살부치기용접 등에 적

용한다.

제  39조(레일 조정) 이음용접의 경우에는 레일

의 단면간 거리는 17±3mm(두부열처리레

일의 경우 14+3㎜, 14-2㎜)를 표준으로 하

고, 단면을 맞출 때에는 사용방향에 따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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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두부 및 궤간 내측이 직선이 되도록 맞추

어야 하며, 냉각 후 수평이 되도록 레일 조정 

시 4~5mm정도의 캠버를 붙여야 한다.

제  40조(예열) ①이음용접시 모재를 예열할 경

우에는 레일 단면의 양측 약 150㎜를 균등 

가열하고, 레일 저부는 500℃가 되도록 가열

하며, 예열이 레일 단면 전체에 미치도록 한

다. 레일 끝닳음 용접 및 크로싱 살부치기 용

접에서 모재를 예열할 경우에는 레일 두부에 

필요한 길이만큼 120~180℃가 되도록 가열

하여야 한다.

      ②용접봉 직경에 따른 사용전류의 표준은 다

음과 같다. 

용접봉 직경 전류

4mm 130~170A

5mm 200~250A

제  41조(동판설치) 이음용접을 할 경우에는 중

앙부에 V자형으로 특수 가공된 동판을 레일 

밑바닥 면에 붙인 후 그 위에 용접을 시행하

여야 한다. 또한, 레일 끝닳음 용접 및 크로

싱 살부치기 용접을 할 경우에는 레일 저부 

양측을 버팀쇠로 고정시켜야 하고, 용접을 

개시할 때 아크는 이 버팀쇠에서 발생시켜야 

하며, 두부 양측에 자석으로 동판을 붙인 다

음 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2조(용접방법) 엔크로즈드 아크용접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운봉법은 원형운봉 또는 반원형운봉을 이

용할 것 

2.   용접선과 용접봉 간의 각도는 70~80°를 

유지할 것 

3.   용접은 비석법으로 시행하되 1차 용착두

께는 2.5~3.0mm 이하, 용착폭은 8mm 

이하, 용입은 1.5mm 이상으로 할 것 

4. 용접부의 초과두께는 1~2mm 정도로 할 것

5.   용접진행방향에 따른 용접방법은 후퇴법

으로 할 것 

6.   용접봉은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것을 사용

하고, 개봉한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

로에서 105±5℃로 1시간 이상 건조시킨 

뒤에 사용할 것

제  43조(이음용접) 이음용접은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1.   저부용접은 동판위에 용접을 하여 레일저

부를 만들 것

2.   복부 및 두부 용접은 수냉장치된 치구로 

둘러싸인 공간을 용접하되 매 1층 용접이 

끝나면 쇠솔로 슬래그를 제거한 다음에 용

접을 시행할 것

3.   용접이 끝나면 치구를 제거하고 버팀쇠를 

토치 램프로 절단할 것

제  44조(표면경화용 및 고장력강용 용접봉) 레

일 끝닳음 용접 및 크로싱 살부치기 용접에 

사용하는 표면경화용 용접봉과 고장력강용 

용접봉은 60~70% : 30~40%의 비율로 사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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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조(후열처리) ①후열처리의 범위는 레일 

끝닳음 및 크로싱 살부치기 용접의 경우에는 

용접 부위 끝에서 100mm 이상, 이음 용접

의 경우에는 접합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 

50mm 이상으로 하고, 600~700℃로 20분

간을 표준으로 하여 시행한다.

  ②후열처리를 시행한 후에는 석면포를 덮어 

반드시 20분 이상 서냉시켜야 한다.

  ③두부 열처리 레일의 두정면 경도와 연화부

의 쇼어 경도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경도측정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  46조(끝 다듬질) 서냉이 끝나면 제21조의 규

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끝 다듬잘을 하여

야 한다.

Ⅹ 레일용접 시험편 굴곡시험

시험편은 철도 규정에 의하여 레일 2본을 용

접하고 소정의 연마 및 열처리를 시행한다. 굴

곡시험은 용접부를 중심으로 지점간 거리를 

1.0m로 하여 용접부를 일정속도로 강압하되 

레일두부와 레일저부를 각각 상면으로 놓아 각

각 1본씩 가압 시험하며, 시험결과 최대하중 및 

처짐량의 크기가 2본 모두 각각 다음표의 수치 

이상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구 분 레일종별 가압방법 적 요
엔크로즈드

아크용접
가스압접용접 테르미트용접 플래시벗용접

신품레일

50kgf/m

두부상
하중 100tonf 100tonf 85tonf 100tonf

처짐 25㎜ 25㎜ 10㎜ 25㎜

두부하
하중 85tonf 90tonf 80tonf 90tonf

처짐 15㎜ 20㎜ 13㎜ 20㎜

60㎏f/m

두부상
하중 140tonf 140tonf 110tonf 140tonf

처짐 25㎜ 25㎜ 10㎜ 25㎜

두부하
하중 115tonf 125tonf 110tonf 125tonf

처짐 15㎜ 20㎜ 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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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990년 6월 착공하여, 2004년 4월에 서울~

부산간 영업개시(營業開始)한 한국고속철도(韓

國高速鐵道)는 당시 서울(광명)~대구간이 고속

구간(高速區間)이며, 차량(車輛)은 France에서 

수입·기술이전(技術移轉)된 TGV였었다. 이것

은 KTX로 불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1996년부터 같은 동력집중형(動

力集中形)의 고속열차 HSR350의 개발을 시작

하고 이것을 Base로 한 영업열차 KTX-Ⅱ 또

는 KTX-산천(山川)으로 호칭(呼稱)하는 고속

열차(高速列車)가 2010년 3월부터 경부선과 호

남선에서 운행(運行)되고 있다.1)

더욱이, 현재 HEMU-430X라고 하는 동력

분산형의 시험열차(試驗列車)가 시작(試作)돼서 

현지주행(現地走行)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사

진 1). 여기까지의 경위와 함께 이 새로운 동력

분산형 고속열차를 소개(紹介)한다.

한국의 동력분산형 고속열차 해무 개발
- 일본 철도차량 전문가(專門家)는 HEMU-430X의 개발내용을 

상세히 분석평가(分析評價)하고 있다. -

 ㈜한국EREC

기술고문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자문위원  

전 주 복 

도쿄공업대

대학원교수

渡邊  朝紀

와다나배 도모키 

이분 전문가는 도쿄 공업대학 대학원(東京工業大學大學院) 이공학 연구과(理工學 硏究科) 특임교수(特

任敎授, 渡邉 朝紀:와다나베 도모키)로서 JREA 2014年 Vol.57 No.5 p.38604~p.38608에 기고(寄稿)한 

내용을 다시 번역 소개(紹介)합니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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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동력분산형 고속열차

Key word :   고속열차, 동력분산형, HEMU-

430X

Ⅱ HEMU-430X에 이르는 개발경위
(開發經緯)

1. HSR350X의 개발(開發)

국비(國費:정부자금)를 투자(投資)한 최초의 

G7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科技

部)가 추진(推進)한 선도(先導)기술 개발사업

(G7)의 하나로서 1996년 12월부터 2002년 10

월까지 실시되었다.

사업의 목표는 「최고 운행속도 350km/h

의 한국형(韓國型) 고속철도System의 개발과 

Core기술의 확보(技術確保)」이며, 합계 2,101

억원(정부1,052억원/민간1,049억원)의 사업비

가 투입(投入)되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硏究院)을 중심(中

心)으로 129개의 기관(機關)(기업:82, 연구

소:18, 대학:29)으로 4,934인의 연구자(硏究

者)가 참여했다. 개발된 시작열차(試作列車)

는 HSR350X라 부르며, TGV와는 최고속도

가 350km/h라는 것, 차체재료(車体材料)가 

Aluminium합금(合金)이라는 것, 견인(牽引)

전동기가 유도전동기(誘導電動機)라는 것, 주 

변환장치(主 變換裝置)의 반도체 device로서 

IGCT가 채용되었다는 것 등이 다르다.

설계(設計)에는 DE-Consult사(社)가 관여해

서, Duitsch style로 되었다고 하지 않을까.

2. KTX-산천의 실용화(實用化)

다음의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은 2002년 12

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5년간 실시되었다. 

사업의 목표(目標)는 「G7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에서 개발된 한국형(韓國型)고속철도 System

의 안정성(安定性)·신뢰성(信賴性)을 확보하

고, 안전(安全)System을 구축(構築)하는 것」이

었다.

총 예산은 457억원(정부353억원, 민간104억

원)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KTX-산

천의 최고 시험속도(最高試驗速度)는 350km/

h로 2010년 3월부터 영업사용(營業使用)되고 

있다(주 변환장치의 반도체(半導體)는 IGBT로 

변경(變更)).

3. HEMU(해무:海霧)-430X의 개발

「고속철도의 선진국(先進國)은 2000년대 이

전까지는 각 국의 지리적 환경(地理的環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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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환경(運用環境)에 맞추어서 그 나라의 특

성에 적합(適合)한 동력 분산식(分散式)과 동

력 집중형(集中型)을 선택하여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고속열차의 속도증가(速度增加)와 수

송능력(輸送能力)의 최대화(最大化), 축중의 

감소(軸重減少:axle load lightening)를 통해

서 궤도(軌道) Maintenance의 경감(輕減) 등

을 위해서 동력분산식(動力分散式:distributed 

tra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운영(運營)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認識)에 이르러 「한국철도기

술이 세계 고속철도시장(世界高速鐵道市場)에

서 경쟁력(競爭力)을 확보하고, 신 성장 동력원

(新 成長 動力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

외선진(海外先進) 고속철도의 개발경향(傾向)을 

고려한 고속화나 대용량(大容量)의 동력 분산

형 고속열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여, 차세

대(次世代)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이 2007년 7

월부터 2013년 7월의 6년간에 걸쳐 실시(實施)

되었다. 개발목표는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 기

술의 확보」로서 구체적으로는 최고 시험 속도 

400km/h(영업속도 350km/h)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HEMU-400X, High speed Electric 

Multiple Unit-400km/h Experiment)의 개

발이며, 특히 차량의 개발부터 최종 시운전 평

가(最終試運轉評価)(10만km)까지를 계획적으

로 추진하여 개발기간을 단축해서 사업비용(事

業費用)을 삭감(削減)하는 한편, 고속열차 선진

국의 Project 개발수법에 대응(對應)한다.

사업비는 971.1억원(정부 692억원/민간 

279.1억원)이며, 37기관(기업21, 연구기관

1, 대학13, 기타1)이 참가하였다. 오히려 최

고속도(最高速度)에 관해서는 후에 시험 속도

가 430km/h(영업속도 370km/h)로 올려지고, 

명칭도 HEMU-430X로 고쳐지고 있다. 국내 

KTX와의 사양비교는 표 1과 같다.

Ⅲ HEMU-430X의 개요(槪要)

1. 차량편성(編成) 및 주요사양(仕樣)

HEMU-430X는 6량편성(5M1T:TC-M1-

M2-M3-M4-MC)이며, 영업편성은 8량

(6M2T:TC-M1-M2-M3-M4-M5-M6-TC) 

편성으로 예정(豫定)돼 있다. 주요사양은 표 2

와 같다.

2. 주회로(主回路) System

HEMU-430X는 6량편성 에서는 M1~M4차

량에는 유도(誘導)전동기, MC차량에는 동기(同

期)전동기가 취부되어 있다(그림 2, 단 이 그림

에서는 8량편성). 유도전동기와 병행(竝行)하여 

영구자석(永久磁石:Permanent Magnet)동기

전동기의 추진System을 개발하였다. 유도전동

기(동기전동기든)는, 종래의 전동기에 비해서 

10%의 경량화(輕量化)와 5%의 효율 향상(效率

向上)을 갖게 하였다.

열차의 역행출력(力行出力)은 합계 8,200㎾, 

최대 견인력은 182kN이다(그림 3). M1~M4차

량에 탑재(搭載)된 유도전동기용 주변환장치(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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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KTX의 사양비교3)

주요항목 KTX KTX-산천 HEMU-430X

개발기간 1995~2002년 2005~2010년 2007~2012년

최고운행속도 300km/h 300km/h
370km/h

(시험속도 430km/h)

열차편성 20량 1편성 10량 편성
6량 편성(시작편성)

8량 편성(영업편성)

추진장치
GTO Inverter

동기전동기 방식

IGBT Inverter

유도전동기 방식

IGBT Inverter

유도전동기 방식과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차체의 재질 연강(軟鋼)
경량 Almi압출재

(押出材)

경량 Almi압출재

(押出材)

선두(先頭) France TGV의 설계 한국형 고유(固有)의 선두 형상 한국형 고유(固有)의 선두 형상

Brake System
마찰+전기·회생

Brake

전기·공기

Blending Brake

마찰+전기·회생

Blending Brake

영상

표 2. HEMU-430X의 제원

항 목 사   양

열차구성 시작열차 : 6량편성(M차4, TC차 1, MC차 1)

최고운전속도 350/370km/h

설계속도 400km/h, 계획시험속도 : 430km/h

전기방식 25kV, 60Hz

출력(인장력)
6량편성 : 8,200kW(182kN)

8량편성 : 9,840kW(18.4kN)

가속(加速) 0.5m/s2 tp 180km/h

축중(軸重) 최대 14t

궤간(gage) 1,435mm, UIC 60rail

좌석수 378~500석/일차

차량치수 길이×폭×높이 19,760mm×3,100mm×3,720mm

소음(noise) 운전대 : 최대 80dBA,   객실 : 최대 71dBA

차체재료와 구조 Almi 압출형재,  Double Skin 구조

주전동기

Traction Motor

1건동기당 출력 410kW

유도전동기(16), 영구자석 동기전동기(4)

주변환장치 VVVP Inverter Control Module I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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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회로 구성도(영업용 8량편성)7)

그림 1. HEMU의 편성구성

그림 3. 견인력 특성(6량편성)5)                                                                                    사진 2. TC차 재하시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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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換裝置)는 2개의 IGBT PWM Converter와 4

개의 VVVF Inverter로 구성되며, 이것도 일체

형(Solid Type)이다. 

공장내에서 주회로 System의 조합(組合)시

험결과(試驗結果), 차량편성이 속도 0km/h부

터 3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233sec로서, 

KTX 및 KTX-산천에 비해서 약 120sec 단축

돼서, 역간(?間) 짧은 한국실정(韓國實情)에 부

합되고 있다. 

3. 차체의 경량화(輕量化)

차체는 Almi압출재로서 강도(强度)를 높이면

서 두께를 낮추는 형상 최적화(形狀最適化)를 

시행해서 기존의 KTX-산천에 비교하여 5% 경

량화하고, 차량의 연결부분(連結部分)등을 최

적화하여 차음성능(遮音性能)을 5dB개선(改善)

하였다.

그 중 Shell Type Panel 용접구조물(熔接構

造物)을 객실과 운전실에 적용하여, 축중(軸

重) 14t이하로 사양(仕樣)에 맞추기 위해서 구

조물에 최적화된 새로운 Type의 Double Skin 

Panel이 개발되었다.

EN12663규격에 기초하여 강도계산을 위한 

유한요소해석(有限要素解析)을 실시하고 현대 

ROTEM의 창원(昌原)공장에 보유하고 있는 최

신의 재하시험장치(載荷試驗裝置)를 이용해서, 

차체구조상의 안전성(安全性)을 증명(証明)하

기 위한 시험을 몇가지 하중(荷重)조건으로 실

시하였다.

더욱이, 재하시험을 위해서 TC차를 추가제작

(追加製作)하여 과혹(過酷)한 부하시험(負荷試

驗)을 실시하였다(사진 2).

차체 설계시에 고려(考慮)해야 될 중요사항으

로, 충돌(衝突)의 설계 개념이 있다. 차체구조

는 충돌시 「안전영역(安全領域)」에서 승객을 보

호(乘客保護)하기 위해, 「충돌영영(衝突領域)」

에서 충돌Energy를 흡수(吸收)하도록 설계(設

計)하지 않으면 안된다.

차체설계에서는 EN15227규격과 TSI의 복

합(複合)Scenario에 기초해서 충돌해석(衝突解

析)을 하고, 상세(詳細) 설계단계에서 검증(檢

証)하였다.

4. 실내소음저감(低減)

한국고속선(高速線)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총연장 423.9km의 복선 중에 83개의 Tunnel 

150.1km와 137개소의 교량 105.2km가 있으

며, 50%이상이 Tunnel과 교량구간이다. 최근 

궤도구조(最近軌道構造)가 소음(Noise)면에서 

불리(不利)한 Slab Track으로 건설돼 있어서, 

경량(輕量)차체의 차량이 Tunnel을 통과할 때

에 소음원차단(源遮斷)에 한계(限界)가 있기 때

문에, 속도 350km/h 이상으로 주행(走行)하는 

고속열차의 차내소음 저감기술(車內Noise低減

技術)은 중요사항의 하나이다. 

상조(床組:Floor System:바닥짜기)와 

Interior, 창틀(窓枠 体 対)차체(車枠 体 対) 지붕(roof)은 

Noise저감처리(低減處理)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객실(客室)내의 Noise Level을 경감(輕

減)하기 위해서, 음향상태의 최적화설계(最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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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設計)와 Noise대책기술(枠 体 対策技術)이 적용되

었다. 

형상(形狀)최적화, Noise의 흡수(吸收)·절

연(絶緣) 및 Dumping기술에 의한 2중 Shell 

Structure의 음향특성(音響特性)을 개선(改善)

하였다.

대학(大學)과의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SEA(Statistical Energy Analysis)방법과 음향

손실(損失)의 측정은 연구실에서 실시하였다. 

예기(豫期)치 않은 진동(振動)을 차단/흡수하기 

위해서 상조(床組)를 받치고 있는 특수(特殊)한 

Damper를 개발하여 시험하였다(그림 4).

5. 공기 역학(空氣力學)

이 차세대(此世代) 고속열차는 열차 앞부

분의 선두형상(先頭形狀)을 공력해석(空力解

析:Aerodynamic Analysis)에 의해 합리적

(合理的)으로 설계하여, 공기저항(空氣抵抗)

을 최대한 감소시켰다(그림 5). 실제로 속도 

300km/h에서의 공기저항을 약 10% 감소시켜

서, Energy효율을 높였다. 선두형상에서는 한

국의 고속선로(線路)에서는 지형(地形)특성상 

Tunnel구간이 많아, 차량이 Tunnel진입(進入)

시에 가해지는 충격(衝擊)이나 미기압파(微氣

压波:Micro-Pressure wave)의 영향을 최소한

으로 하는 것도 유의(留意)하였다. 공력해석에

서 얻어진 결과는 시험주행을 하면서 실증(實

証)할 예정이다.

실증항목(實証項目)에는 Tunnel내의 압력파 

진동(振動), 미기압파, 차체표면의 변화와 공기

역학적피로(力學的疲勞), 횡풍효과(橫風效果)

등이 있다. 

6. 대차(台車:Bogie)

이 차세대(此世代) 고속열차는 열차에는, 고

속주행(高速走行)을 위한 2종류의 새로운 대

차가 적용되었다. 현대(現代)ROTEM(주)

는 KRRI(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Duitsch

의 Locomotive사(Lokomotive Gmbh)와 기

술협력하여, 축중(軸重) 14t용 동력대차(動

力台車:Driving Bogie)와 부수대차(付隨台

車:Running Bogie)를 개발하였다(그림 6). 

Bo-Bo Type의 동력대차는 열차의 안전(列車

安全)에 중요한 부분이다.

차륜경(車輪径) 860mm는 410㎾ 주 전동기

의 Size를 고려하여 결정(決定)됐다. 여러 가

지 정적(靜的) 및 동적(動的)인 부하조건(負

荷條件)을 적용해서 FEM(Finite Element 

Method:유한요소법) 구조해석이 이루어져서 

부하시험에서는 EN와 UIC규격을 만족(滿足)시

켰다. 차륜(Wheel)과 Rail의 상호작용의 연구

에 S1002차륜답면(踏面)을 처음으로 적용하였

다(참고로, 한국국내의 고속선 궤도(高速線軌

道)는 UIC 60 1/20이다).

제작된 대차는 2011년 KRRI의 시험실에

서 궤조륜(軌条輪)시험장치로 시험을 실시하

여, 450km/h까지의 주행안정성(走行安定性)

을 확인하였다(사진 3). 차체(車枠 体 対)와 대차틀

(台車枠 体 対:Bogie Frame)사이에는 Active제어현

가장치(制御懸架裝置)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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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운전(本線試運轉)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

(性能確認)할 예정이다. Wheel과 Rail의 상호

작용 및 대차의 움직임을 감시(監視)하는 계측

용 Camera가 차량 하부(下部)에 설치되어 있

으며, 그 신호(信号)는 차상(車上)계측(計測) 

System에 전송(轉送)되며, 주행(走行)시의 

Balance상태를 확인(確認)할 수가 있다.

7. 선두형상(先頭形狀)Design

HEMU-430X의 Design에는 한국종합예술

학교(綜合藝術學校) 김성룡 교수가 관여하였다. 

Design에 처음으로 유전적(遺傳的) Algorithm

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신칸센(SKS)전차, TGV, ICE를 원종(原種:

종자를 만들기 위한 씨앗)으로 하고, 교배(交

配:생·농(生·農) 종류가 다른 암·수간에 수

정시키는 것)하여 제1세대(世代)를 만들어, 주

관적(主觀的)으로 선택하고, 한편 Styling도 병

행으로 실시하여, 유전적 연산수법(演算手法)

과 Styling을 서로 교차(交差)해서 Feed Back

하여 갔다. 이와 같은 수법을 사용해서 선두(先

그림 4. Interior Noise를 경감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5)

그림 5. 선두형상 공기역학적 설계5)

그림 6. 동력대차6)

사진 3. KRRI궤조륜시험장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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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형상을 Design하였다는 것이다.

8. 운전실 Design

 

운전실(室)의 구조와 운전대(台)의 형상은 부

품자체의 기능성(機能性)과 운전사(士)의 편리

성(便利性)향상을 위한 설계(設計)에 초점(焦

点)을 합쳐서, 운전사(運轉士)의 편리성을 고려

(考慮)한 기기배치와 기존의 주요기기의 개선

(改善)에 의해서 Performance를 향상 시켜서 

종래의 차량 운전실의 결점(缺點)을 최대한으로 

보완(補完)하는 방향으로 그림 7과 같이 설계하

였다.

9. 객실(客室) Interior

차량의 폭(幅)을 종래의 차량에 비해서 약

130mm 늘려서 1등과 2등의 좌석(座席)의 폭

을 증대(增大)시켰다. 

또 수송력(輸送力) 최대를 고려한 다양한 좌

석배치(配置)를 적용해서 편성 당의 좌석수

를 약16% 증가시켜, 고객만족도(顧客滿足度) 

개선을 위해서 IT Base Device의 취부(좌석 

Display배치)나 쾌적성(快適性) 향상(자동회전

식 Saddle조절기능 등)을 도모해서 이용고객

(利用顧客)의 편이성(便易性)을 향상시켰다(사

진 4).

사진 4. 1등차 차내3)

그림 7. 운전대3)

사진 5. Cafeteria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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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무리

HEMU-430X에 관해서 공개자료(公開資

料)를 조사하여 소개(紹介)하였다. 이 외에 동

력분산형 HEMU-430X에서는 계측 System

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속철

도 개발에 나라(정부)가 깊이 관여해오고 있다. 

한편으로 상세한 기술(詳細技術)소개는 적었

다. 현대ROTEM 부회장(副會長)이 「호남(湖南)

고속철도(해무)는 우리들 독자기술(獨自技術)

로 100% 만들었으나, 부품(部品)을 보면, 국내

Maker는 하나도 없이, 중국(中國)에서 수입(輸

入)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어서, 미묘(微妙)

한 한국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또, 현재의 오

송시험선(五松試驗線)에서는 고속열차시험에 

불충분(不充分)하여 새로운 고속시험선을 정부

(政府)에 요청하고 있다. 고속철도(高速鐵道)를 

둘러싼 경합(競合)은 날이 갈수록 양상(樣相)이 

변(変)해가고 있다. 해외정보(海外情報)로부터 

눈과 귀를 원리(遠離)할 수 없는 상황은 앞으로

도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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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소 식  

  제11대 이창호 회장 취임

2015년 9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강기동 회장의 뒤를 이어 이창호 부회장이 우리협

회 제11대 회장에 10월 1일자로 취임 하였음. 이창호 회장은 서울산업대학교 구조공학과 

및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을 졸업 하시고 철도청 시설본부장과 철도공사 시설 단장을 역임 

하셨음. 

  제24회 정기총회개최

2015년4월7일 서초동 웰빙뷔페 “팜스팜스”에서 철도공사 지현우 수도권 동부본부  시설처

장과 철우회 신광순 회장과 회원사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기동 회장 인사에 이어 지현

우 처장, 김시원 회장님의 축사에 이어 사무국장의 업무현황 보고에 협회에서 준비한 오찬

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음 협회에 준비한 기념품을 드리면서 페회함.

  철도안전전전문기술자(궤도분야)초급과정 교육시행

철도안전법 제69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

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교육으로 한국철도시설협회 2015년도 교육계획

(2015년 1월에 공고)에 따라  

    1. 제8회차 3월 23일~ 4월 10일(3주)까지 등록학생 17명으로 교육완료 

  경기철도 기술포럼 운영

경기도의 철도건설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강화

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 사업장소 :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325호)

       ■ 사업기간 : 2015년 4월 24일~2015년 10월 19일까지 10일간

       ■ 사업내용 : 워크숍 10회(40H) 참여인원 256명 

       ■ 기대효과 : 철도건설및 유지보수의 기술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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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이사 :  정의하 

  관리이사 :  이봉균

  이      사 :    고동춘, 김민수, 문재석, 서사범, 서상교, 송범섭, 양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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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 서울 관악구 승방4길 14 (남현동) 

                     (주)케이알티씨 전무이사

  

  경력관리회원 (23名)

김용만 : 우)540-762 전남 순천시 연향동 대우아파트(연향2로55) 103동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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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구 : 우)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옥서1길90 휴먼시아8단지 804동 1503호

            전화 : 010-4501-0165

            직장 : 천운궤도(주) 



110   철도시설   Railroad Track and Structure    2016. 3 / No.116   111

이기호 : 우)150-05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26 청광아파트 101동 1001호

            전화 : 010-6347-9877

            직장 : 서울메트로

이영수 : 우)300-761 대전 동구 대성동 삼익아파트 102동304호

            전화 : 010-7942-8228

나석노 : 우)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동 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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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 우)446-903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93-1번지 203호

            전화 : 010-6478-1833

            직장 :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

이순걸 : 우)449-07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금성원룸404호

            전화 : 010-9286-0868

            직장 :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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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호용 : 우)449-7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풍림아파트 103동 1205호

            전화 : 010-7221-3436

            직장 :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

강병모 : 우)449-06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65-6(용인경전철차량기지)

            전화 : 010-3526-3726

            직장 :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

여성구 : 우)446-942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수원동마을쌍용아파트 204동 701호

            전화 : 010-3613-6574

            직장 :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

박홍규 : 우)420-03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71-3 백송마을 LGSK아파트 2707동1202호

            전화 : 032-322-7515

            직장 : (주)미래로드

김상규 : 우)446-715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은목마을코아루아파트 4304동103호

            전화 : 010-5219-3740

            직장 : (주)미래로드

황성태 : 우)301-783 대전 중구 목동 목양마을아파트 103동 1204호

            전화 : 010-8928-1562

            직장 : 석정건설(주)

조선철 : 우)306-060 대전 대덕구 법동 440-4 선비마을1단지 108동1504호

            전화 : 010-5431-4726

            직장 : 석정건설(주)

강담규 : 우)306-810 대전 대덕구 석봉동 416-23

            전화 : 010-3476-4878

            직장 : C.R.K(콘티넨탈레일코리아)

김선원 : 우)525-863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526

            전화 : 010-7737-6204

            직장 : 골드레일로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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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철 : 우)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74-5

            전화 : 010-2280-7542       

권오성 : 우)151-05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80-5 봉천동아파트 3동101호

            전화 : 010-5082-8607

            직장 : 국군수송사령부

회 원 동 정   

  주소이전

이선륜    우)12619 경기도 여주시 강변로 12 하나아파트 나동804

  직장이전

강기동    삼표이앤씨(주) 사장 취임 

정의하    주)대원강업 상임고문 취임

이강재    주)동성 엔지니어링 부회장 취임 

이종수    주)철시알앤이 사장 취임

  연회비 납부안내

  우리 협회 일반회원님과 경력회원님들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 일반회원 20,000원    경력회원 50,000원

   - 납부하실 계좌번호 : 농협 067-01-201981 (예금주 : 한국철도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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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원고모집

  2017년 3월 1일 발행할 “철도시설”(제117호)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      제 : 철도와 관련된 실무, 연구보고, 신기술, 해외체험 등 

 원고수량 : 제한 없음 (원고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제118호로 연속 게재하여 드립니다.)

 원고마감 : 2016년 12월 31일까지 

 원 고 료 :  협회규정에 의거 지불

 원고 보낼 곳 : krtt2@hanmail.net 

 기타사항 : 반명함판사진 꼭 제출하세요. 소속과 직함 성명 꼭 기재해 주세요.

                     주소(자택 및 직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도 꼭 보내 주세요. 

                   (원고료 지급 시 필요)

 연 락 처 : 02-798-3792, 3793, 3759

철도시설지 발간
                        

 발간목적 : 철도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배포대상 : 협회 회원 및 회원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유관기관, 

                   각 대학도서관, 국회 및 정부기관 도서관 등

 발간부수 : 1,40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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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철도안전전문기술자(궤도분야) 교육계획 안내   

① 교육과정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궤도분야(초급)교육과정

② 교육시간 : 3주 120시간 (월~금) 09:00~18:00 (직무관련 100시간, 교양교육 20시간)

③ 교육일정

회  차 교 육 일 정 교육신청마감

제9회차      2016. 4. 11 ~ 2016. 4. 29 2016. 3. 20 17:00까지 선착순

  ♣ 교육생은 교육시작일 09:00까지 등록하여야 함.

④ 교육인원 : 30명 ±10%

⑤ 교육장소 :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 (소하동656번지) 고속철도 광명주박기지 2층 강의실

⑥ 교 육 비 : 760,000원(고용보험 적용으로 교육비 일부 환급. 단, 개인이나 회사대표는 제외)

⑦ 교육비입금계좌 : 농협 067-01-287917 [예금주 : (사)한국철도시설협회]

  ♣  교육비 입금 전 우리 협회와 협의 후 입금하여 주시고, 입금 후 교육신청서 및 훈련위탁계약서(개인이나 

회사대표는 제외)를 우리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⑧ 교육내용 : 철도궤도에 대한 기초전문직무교육, 안전관리일반, 관계법령, 실무수습 등

⑨ 교육용교재 : 협회제공

⑩  교육대상 : 1년 이상 철도궤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안전점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연령·학력제한 없고, 성별구분 없음)

⑪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발급절차 : 교육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초급)를 설계·시공·감리로 구분하여 발급

⑫ 연 락 처 : TEL  02-798-3792, 3793, 3759 

                  FAX  02-792-7224

                  이메일주소  krtt2@hanmail.net 

                  홈페이지주소  www.ikrea.or.kr  (협회소식 → 교육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