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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this current, KORAIL track maintenance system has been worked with the method of

corrective maintenance which is repaired some location exceeded the track management criteria as a

result of track measurement. It brings about a lot of additional expenses that the corrective

maintenance might be a way of missing an appropriate maintenance time, after occurring some

trouble on the track due to track maintenance characteristic. We sincerely need a track maintenance

system including the concept of preventive maintenance that track is corrected with predicting the

trend of track irregularity. I would like to present a development direction for Korea track

maintenance system having a good application in our track with analyzing TRAMS21 and RAMSYS

as overseas railway company has operated a track maintenance system.

----------------------------------------------------------------------------------

서 론1.

연구의 배경1.1

철도운영 주체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보다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

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철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철도시설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궤도 유지관리 부문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존의 궤도 유지관리는 궤도검측차 등과 같은 검측장비로부터 취득된 검측데이터들이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개소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는 사후 보수 에 의존하고 있다 궤도 유지관리의(corrective maintenance) .

특성상 적정 보수시기를 놓치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보수하는 사후보수는 많은 추가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또, .

한 사후보수는 보수가 필요한 다른 개소들의 보수 우선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면서 잠재적으로 보수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궤도검측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궤도 상태 변화를 신뢰.

성 있게 예측함으로써 궤도 상태가 관리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적의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예방보수 의 개념이다(preventive maintenance) .

예방보수의 관점에서 다양한 검측데이터들을 이용하여 필요한 궤도보수 작업 종류와 일정을 주어진 물적인․
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과제인R&D

고속선 궤도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외 문헌 및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

한국형 고속선 궤도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Korea high speed Track Maintenance decision making

support SYS 이하tem; KTMSYS라고 칭함 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연구개발의 기본 방향)’

을 제시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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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핵심적인 기술 모듈1.2. KTMSYS

1.2.1. 궤도틀림 실시간 감시 시스템

궤도틀림 감지장치와 궤도위치 자동인식 시스템에서 획득된 정보를 무선 송수신으로 KTMSYS 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다 궤도위치 자동인식기술 이용과 차량의 진동과 충격을 감지하는 기.

술을 개발하여 궤도틀림 상태를 영업운행차량에서 감지한다 이를 궤도관리 시스템으로 무선 송신하여.

고장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긴급대응 및 예방보수에 활용한다.

1.2.2. 검측데이터관리시스템

검측데이터를 중앙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궤도검측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읽어 들일 수 있는 표준 포맷을 정의하고.

관련시스템을 개발한다.

궤도틀림 진전예측시스템1.2.3.

본 과제의 핵심사항 중 하나로서 상기의 검측데이터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궤도의 틀림진전

을 예측하기 위해 궤도 구성품에 대한 물리적 거동에 대한 모델링 및 대규모 궤도에 대한 틀림진전 통

계적 모델의 개발과 이의 시스템화를 추진한다.

궤도 유지보수 작업일정 최적화시스템1.2.4.

궤도 유지보수 분야의 인력 장비 등 각종 리소스와 정기 유지보수 계획 및 상기 궤도틀림진전예측에,

의한 예방보수 계획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이다 예방.

보수 일정계획의 목표와 각종 제약조건 인력 및 장비의 유한성 등 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최적화알고( )

리듬을 활용하여 최적 작업일정을 산출한다.

웹기반 협업지원시스템1.2.5.

유지보수 일정계획 및 각종 알람 정보를 유관부서와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상호 협업(alarm) ,

을 도모하기 위해 웹기반으로 개발되는 시스템이다 최신 기술의 접목과 웹기반의 협(collaboration) . IT

업기술 적용이 핵심으로서 철도공사의 와의 인터페이스도 고려할 예정이다, ERP .

연구의 범위와 방법1.3.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진행한 궤도유지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문헌을 수집 검토하여 해외

철도운영회사가 신뢰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 궤도관리 프로그램으로 의 과 이탈리아JR East TRAMS21社

RFI社
주)
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구축하게 될RAMSYS(Mer Mec )社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KTMSYS .

주 이탈리아의 철도는) 그룹 내의 열차운영회사 와FS (Gruppo Ferrovie Dello Stato) TrenItalia 시설유지보수회사인

로 분리 운영을 하고 있다RFI(Rete Ferroviaria Italiana) .

과 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 TRAMS21 RAMSYS

의 경우 년 중반부터 시설관리의 과학화를 목표로 하여 단계적인 발전JR East TRAMS21 1980社․
과정을 거쳐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와 실질적인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간의 의사결정JR East

의 소통자 역할을 하며 사용자간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의 경우. RAMSYS 개발자의 역할

에 주목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연구개발자인 는 에서, Mr. Jovanovic UIC 에 의뢰하E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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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을 개발할 당시 년 년ECOTRACK (1991 1999 )～ 실질적인 주역이였던 인물로 이 사람의 주도하에

보다ECOTRACK 기능이 향상된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판촉활동을RAMSYS

전개하고 있다.

국내 현황 분석2.

국내 문헌 조사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본사업 연구과제로 시행한 궤도 유지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연구‘ ’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외철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궤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과 각 프로그램의 기

능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에 대하여는 상세한 현황과 함께, Ecotrack

시스템 사용에 대한 매뉴얼 기능 분석이 이뤄졌다 또한 궤도관리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궤. ,

도틀림 진전예측 모듈 개발에서도 상당한 연구 진전이 이뤄 진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해외의 유지관리시스템 비교분석표1. [2]

구분 프로그램 개발국가 주요기능
데이터베이스분석 작업계획지원 최적화 스케줄링

세대1 VIGIE 프랑스 ○ × × ×
RAMS 영국 ○ × × ×

세대1.5 통합시설관리시스템 한국 ○ △ × ×

세대2

TIMON 프랑스 ○ ○ × ×
SIGMA 이탈리아 ○ ○ × ×
TRAMS21 일본 ○ ○ × ×
TrackMaster 영국 ○ ○ × ×
MicroLABOCS 일본 ○ ○ × ×
REIHPLANplus 독일 ○ ○ × ○
IRISsys 독일 ○ ○ × ×

세대3
EcoTrack UIC ○ ○ ○ ×
MOWIS 미국 ○ ○ ○ ○
궤도관리시스템RTRI 일본 ○ ○ ○ ×
RAMSYS 이탈리아 ○ ○ ○ ○

2.1.2. TRAMS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 궤도관리 시스템 개발 방침과 시스템 구성의JR East

개요적인 기능 설명이 되어 있다.

시스템 구성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의 전산시스템으로 사내뿐 만 아니라 시공회사 자회사- : / JR East ( )

간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설비도면기능 선로평면도 구내도 궤도대장 선로곡선 구배 구조물 궤도재료 등- : , , ( , , , )

검사실시상황 파악기능 매일 검사데이터를 등록하여 연간계획에 따라 자동적으로 검사실시 진도율 산출- :

궤도상태 관리 기능 궤도상태와 보수작업의 투입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별 궤도변위- : , 100m Lot ,

열차동요의 목표치 초과개소 시공개소 등에 대한 작업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MTT .

시행기한 초과개소 추출기능 계획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 조치기한을 초과하여도 시행하지 않으면- :

자동적으로 보고된다.

기타 기능 궤도변위 표시 기능 레일삭정계획 기능 기술- : 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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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RAMSYS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는 이탈리아의 에서 개발한 프로그램RAMSYS MerMec社

으로 기존의 이탈리아 철도 에서 사용되었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인(RFI) InfraManager, SISMA, EVAL

등을 기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교통량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한 최적계획수립과 더불어 자원의 배치

및 작업 스케줄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고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철도시설의 형식과 규모 결정 철도 도시철도 시설물유지관리- : , ,

유지관리 대상결정 궤도 분기기 레일 침목 전차선 등- : , , , ,

작업 결정 다짐 침목교환 레일교환 연마 등- : , , ,

유지보수 정책 결정 사후예방보수 정정보수 주기보수 상태별 보수 예측 등- : , , , ,․
시간계획 중 장단기- : ,

데이터 형식 구조물자료 분석자료 통계자료 작업이력 교통 경제성 등- : , , , , ,

최적화 기술적 경제적 조건을 고려- :

방 법 궤도열화알고리즘 퍼지 등- : RAMS, LCC, RBM, RCM, , Neural Network,

시스템 호환성 등- : ERP, GIS

소결2. 2.

에서 개발한 에 대하여는 각 메뉴 기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행하여 누구나 이해할ERRI Ecotrack

수 있는 분석자료를 기술하고 있으나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과 에, TRAMS21 RAMSYS

대한 현황 분석 내용은 개요적인 설명에 불과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기능의 상세내용을 파악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

및 분석3. TRAMS21 RAMSYS

분석3.1. TRAMS21

선로유지보수 조직의 특징3.1.1. JR East

각 분야별로 보수조직을 세분화 전문화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궤도유지관리와 노반 토공구( ,

조물 유지관리를 별개 조직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다) . 실질적인 현장 유지보수는 자회사(Partner

가 담당하며 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판단하여 선로유지보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company) JR East ․
는 자회사에게 지시하여 보수케 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신.

뢰가 바탕이 되어야 원활한 선로유지보수가 이뤄 질 것으로 사료된다.

선로유지관리3.1.2.

선로유지관리 업무는 계획업무 검사업무 공사실시의 개로 구분되는 데 에서는 다음과 같이, , 3 JR East

역할 분담에 의한 업무구분이 이뤄지고 있다.

계획업무 검사업무의 일부 수행- JR East : ,

자회사 개 업무를 수행- : 3

조직의 구성-

․ 와자회사에동일한조직체계를구축하여대응하도록함JR East .

본사 지사 기술센터JR East :‥ ↔ ↔

자회사‥ 본점 지점 출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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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로보수 업무 체계 과 자회사가 하나 된 체계1. (JR ) 그림2. 를 취급하는 조직TRAMS21

3.1.2. TRAMS21 시스템의 기본 철학

선로시설물 보강 자동화 장치화- / /

선로점검 체계 재구축-

공사 선로유지보수 발주 재구축- ( )

업무구분 최적화- ( 자회사는 시공특정기술 축적에 주력/ )

3.1.3. TRAMS21 시스템의 구성도

시스템은 본사 지사 시설관리사무소 및 자회사 간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TRAMS21 JR East , ,

으며 선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그림 특징 하드웨어 구성3. TRAMS21 ( ) 그림 특징 기능 구성4. TRAMS21 ( )

3.1.4. 기능TRAMS21

기능에는TRAMS21 설비 검사 계획지원 공사적산 마스터화일 수정 시스템유지보수 데이터, , , , , , 베이스,

지원센터 기능이 있다.

설비-

단위로 관리하며 마다 기준점 관리25m , 500m (Post)․
역사내의 상세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면으로 관리․
건널목 터널 등 상세정보를 관리함, .․
프로필 관리 설비데이터 기준으로 자동으로 도면생성:․

선로 작업시 프린트하여 참조함( )

검사-

검사데이터와 시설물 데이터로 판단함.․
기준초과 이상 발생시 알람 기능.․
이상발생시 시스템이 작업계획을 자회사에 전달함․
궤도검측차가 궤도선형을 읽어 데이터를 보냄.․
휴대용 터미널로 데이터 입출력을 전송함.․ ․

계획지원-

․ 검사결과를 기준하여 시스템에서 시행계획을 작성함 월간연간 계획 구성. ( / )

측정데이터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반영함.․
시스템이 작성한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작업자가 판단하여 조정함.․
시스템에서 연간계획 수립은 궤도재료 교체에 국한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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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및 인건비에 대한 분석기능을 지원함.․
열차의 종류와 통과톤수에 대한 분석기능을 지원함.․

․ 자회사와의 계약 인수인계 등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데이터를 공유함, .

- 공사적산

․ 공사명 및 공정 관리
․ 공사서류 작성기능 단가관리를 통하여 공사비 산출:

․ 작업조건별 데이터 입력 주 야간 난이도 등 작업조건 고려: / ,

․ 월단위로 계약서 작성함.

- 작업실적

․ 자회사 보수작업 실적 관리.
․ 작업종류 위치 재료 등을 입력, , .

- 전자승인기능

․ 상사의 승인 또는 자회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능

그림5. 현시 화면TRAMS21 (검사항목 내용) 그림6. 현시 화면TRAMS21 (계획지원 내용)

그림7. 사용하는TRAMS21 휴대용 단말기
그림8. 구현되는TRAMS21 차원 그래픽3

(신간선 검측데이터)

분석3.2. RAMSYS

이탈리아 철도3.2.1.

이탈리아의 철도는 년 이후 의 정책적인 방향이 철도운영회사로부터 철도시설 유지관리 분리1994 EU

운영에 따라 년 월 일자로2001 7 1 그룹 내의 열차운영회사 와FS (Gruppo Ferrovie Dello Stato) TrenItalia 시



- 7 -

설유지보수회사인 로 분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RFI(Rete Ferroviaria Italiana) (Joint-stock

형태의 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다company) .

3.2.2. 운영실태RAMSYS

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면서 철도에서 자유경쟁체제 도입과EU 시설 유지보수비의 적정성 문제가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되어있으며 이에 이탈리아에서는 가 타당성을 제공하는 기초데이터로, RAMSYS

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분야의 경우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므로 중M&R(Maintenance&Renewal) Engineering Finance

심의 와의 별도의 시스템으로서 를 운영 중에 있다 저장된 통합 로부터 데이터ERP(SAP) RAMSYS . DB

분석 및 발견을 위해 명의defect 8 가 종합분석센터engineer ( 에 상Diagnostic Centre of RFI) 근하고 있으

며 매월 정도의 데이터가1tera-byte 종합분석센터 중앙 서버에 추가로 되고 있다uplaod .

그림9. 이탈리아철도에서 활용의전반적체계도RAMSYS 그림10. 활용한RAMSYS 궤도관리 흐름도

철도 환경 변화와 시스템의 필요성3. 2. 3. RAMSYS

- 열차의 증편을 통한 수익창출의 극대화 요구와 비용 최소화에M&R 대한 요구증대

주요성과지표 중 가동율 최대 대의 보장과 예산 축소 요구 증대- (KPI) 98%

의 주요 사상3. 2. 4. RAMSYS

에 대한 기본 사상은 기존의 총 통과톤수 기반의 개념인M&R M&R 와 상대되는risk-based approach

개념으로서 각 철도의 운영조건과 과거로부터의 상태 및 보수데이터 근거한 모델에 의한 을 지향M&R 하

는 를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condition-based approach .

그림11. Condition-based approach
흐름도 궤도상태 통보에서부터 작업지시까지( ) 그림12. 구성도RAMSYS

데이터3. 2. 4. RAMSYS

선로시설물의 행동양태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예방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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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infrastructure 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behavior modeling , 각 대상물

의 각각 다른 시기 형태 시공자 유해한 성분의 용량과 형태 보수형태와 품질 등의 상당량의 변수와, , , ,

데이터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주요기능3. 2. 5. RAMSYS

주요 개 블럭에는 철도시설물 자산목록 철도시설물 상태 모니터링 검측 검사 시설물 배치도 및4 , / & ,

운영 상태 보수작업 이력 데이터 있고 개 기능이 있다, (M&R) 12

개 기능- 12

철도시설물 모델화 능력①

분산된 모든 자산의 연관성 레일 침목 종류 등 기타( , ),②

통합 조정③

목 록 레일종류 침목 전차선 교량 터널: , , , ,

배치도 곡선 완화곡선 구배: , ,

조 건 궤도선형 레일마모 초음파검사: , ,

운 영 속도 연간교통량 톤수 축중: , / ,

와 적합성GIS④

와 적합성EAM & ERP⑤

시각화⑥

분할의 가변성⑦

열화 모델⑧

조건 예측⑨

유지보수계획의 자동화⑩

유지보수 작업의 군집화 최적화 능력/⑪

자원분할의 최적화 Resource Allocation Optimization⑫

개 주요 역량3. 2. 6. RAMSYS 5

모든 시설물과 조건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광범위 시각화 능력-

가변성 종합 일반적인 열화 모델- , /

조건예측과 유지보수 계획수립의 자동화-

작업계획의 군집화 최적화와 자원배분의 최적화- /

그림13. 위치별조건에따른궤도틀림진전속도상이함현시 그림14. 열차운행속도별궤도상태한계치와궤도틀림진전속도

소 결3.3.

궤도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은TRAMS21 의 선로유지보수 체계를JR East 고려할 때 와 자회사 간의JR East

업무진행 의사결정 체계에서 소통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스템 사용자간의 상호 신뢰는 높은 것으

로 사료되며, 고속선 궤도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과제에 Bench marking『 』 상대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데이터의 관리와 에 나타난 설비 및 대장관리 시스템이 활용Root Directory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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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YS 는 예방보수 개념이 조건에 따른 모듈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

히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중단기 계획 수립시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선로․
관리자들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예산 투입 결정시 정책결정권자

를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유지보수비 효율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로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예방보수 개념이 들어간다고 해서 완벽한 예방계획 보수는(100%)

불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저비용 고효율의 선로관리를 지향하는 방법론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림15. 궤도유지보수의 개념도: Swedish

Standard SS-EN 13306 (2001)

그림16. 궤도관리 프로그램 활용한 보수작업 시

변화패턴

한국형 궤도관리 시스템 개발 방향4.

“고속선 궤도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과제는 예방보수 개념이 조건별 모듈화 돼 있는” RAMSYS

소프트웨어를 모델로 하여 가 갖고 있는 데이터관리 시스템의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한국TRAMS21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4.1. 사용자의 편리성

사용자의 권한과 성격에 따라 차등 구현되고 현시되는 기능이 달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데이터가 입력된 후,

프로세싱이 되면 필요시 각종 보고서 양식이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하며 또한 데이터 관리 및 편집이 용이한 엑셀,

화일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궤도검측결과 이상개소나 특정개소에 대하여 필요시 구조물 선로조건등에 대한. ,

단면형상을 그래픽화 하여 언제든지 단계별 계층을 이루면서 현시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시스템 처리 데이터의 다양화 및 과학화4.2.

4.2.1. 궤도검측 데이터의 다양화

궤도검측차 레일탐상차 선로점검차 분기기점검장비 등 활용- , , ,

검측 전경 검측의 원리 검측후 데이터 해석

그림 분기기점검장비 일본 사 제품17. ( Tokim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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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궤도분할의 과학화

한국 실정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여러 현장 여건 관리의 편리성 및 데이터, ,

처리 합리성이 보장되는 과학적인 궤도 분할

그림18. 한국형 궤도 분할 그림19. 선로점검차 레일 및 침목 스케닝 사진-

4.2.3. 선로상태 평가 과학화

궤도틀림진전 모델개발시 도상자갈 상태평가를 과학화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탐상, GPR

장비를 활용한 도상자갈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림20. 시스템에서 처리된 데이터 출력물ZARR 그림20. 시스템시연장면ZARR(Zetica Advanced Rail Radar)

결 론5.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운영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궤도관리 시스템 을 개발 기본방향을(KTMSYS)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현황조사 해외 궤도관리 시스템. 1) , 2) (TRAMS21,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 방향은 시스템 사용자의 편리성 시스템 처리RAMSYS) , KTMSYS ,

데이터의 다양화 및 첨단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방보수 개념이 들어간 한국형 궤도관리 시스.

템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요기술이라 할 수 있는 궤도 상태평가 기술 궤도틀림 진전예측(KTMS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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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원과 작업조건에 따른 궤도유지보수 작업 최적화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될 때 가능하리라 사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선로관련 분야에서 연구하는 전문가의 의견과 유관기관의 협조가 요구된다, .

또한 과학화된 궤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선로유지보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

로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특히 선로관리의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궤도검측 장비 국산화 및 첨단화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 ,

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계획서 고속선 궤도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한국철도공사1. ( , , 2006. 9.)

궤도 유지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2. ( , 2004, 7. 2004, 12. 2005. 12. )

프레젠테션 자료3. TRAMS 21 (JR East, 2007. 1.)

프레젠테션 자료4. RAMSYS (Mer Mec , 2007. 2.)社

5. RAMSYS Overview( Mer Mec 2006.)社

분기기점검장비 프레젠테션 자료 일본6. ( , Tokimec , 2007.2)社

7. ZARR(Zetica Advanced Rail Radar) 프리젠테션 자료 영국( , Zetica , 2007.2)社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8. Borlange, "Strategic Plannning of Track Maintenance" , 20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