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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선 구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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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 this paper, comments on the needs of establishment of railway test line - 

capable of mid and long term performance evaluation of vehicle/infra/ 

electricity/signal component/system - are describ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national/social/economic needs, the states of similar lines of foreign 

countries, concept of test line, and basic application plan are summarized. 

Especially, core things needed to the establishment of test line are com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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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국내 철도기술의 수준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

으며, 대륙철도로의 연계를 최종점으로 하는 남북철도의 연계, 자기부상철도의 실용화 등 

다양한 형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철도 선진국인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동등한 기

술수준의 확보와 더 나아가서 종국적인 국내제품의 상용화 및 수출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요소기술 단계에서부터 시스템기술 전반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검증~실내시험을 

통한 모의검증~현장부설 및 실제운영을 통한 적용성검증이 체계적이면서도 상호 유기적으

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내에는 철도 부품과 시스템의 현장적용성 검

증을 위한 전용 시험선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에서는 철도 차량/인프

라(궤도, 노반, 구조물)/전력/신호 등 철도 시스템의 핵심요소별로 Component 및 System

의 중장기 성능평가가 가능한 철도종합시험선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자 한다. 

  기존에 선행되었던 사전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종합시험선 구축의 국가/사회/경제적 필요

성에 대해 정성적으로 요약하였으며, 국외 종합시험선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

고, 22세기 국내 철도기술의 혁신적 자립을 위한 종합시험선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특히 종합시험선의 본격적인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검토사항들

을 정리하였다.

 



2. 종합시험선 구축의 필요성

(1) 국가적 측면

  국내 철도기술은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기점으로 발전해 왔으며 호남

고속철도의 설계/시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타 교통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인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철도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

로 판단되는 바, 차량/인프라(궤도/노반/구조물)/전력/신호 등 철도 핵심분야의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사전 신뢰성 검증을 위한 철도 종합시험선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

가적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적 측면

  TCR/TMR/TSR로 연계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은 단기적으로는 남북철도의 연계와 직

결되는데, 이는 상호 다른 철도운용시스템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복잡다양한 기술적인 문

제들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적용 시스템에 대한 현장적용성의 사전평가

가 가능한 철도 종합시험선로의 구축은 유라시아 철도 교통망 중심국으로의 부상 및 

Global 경제중심국으로의 위상 획득과 직결되는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산업적 측면

  타 공학기술과 마찬가지로 철도기술은 요소기술 단계에서부터 시스템기술 전반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검증~실내시험을 통한 모의검증~현장부설 및 실제운영을 통한 적

용성검증이 체계적이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내

에는 철도 부품과 시스템의 현장적용성 검증을 위한 전용 시험선이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도입되어 있는 다양한 국외 부품/시스템에 대한 국내 적용성 평가에 대한 한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체 개발된 국내 기술의 종국적인 국외 수출시에도 현장 신뢰성과 관련된 데

이터의 획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철도 종합시험선의 구축은 국가 철도의 기술적 측면

과 산업적 측면 두 부분에서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종합시험선 구축의 필요성

3. 국외 종합시험선 현황

  철도선진국의 경우, 국가 주도하에 대규모의 현장시험선을 구축한 상태에서 자국 및 외



국의 철도 구성품/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시험인증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 시험선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 표와 같고 외관은 다음 그림과 같다.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TTCI의 경우 최고속도 200kph의 구현이 가능한 시험선로를 구축하

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루프트랙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RTRI에서 개발한 궤

간가변차량의 시험이 이 곳에서 수행되었으며, 실물차량의 충돌시험 및 인프라별 구성품/

시스템에 대한 장기성능평가가 가능하다.

국가
설립

시기

독립 loop 수

총 길이[km]

최장 loop 길이[km]

최고속도[km/h]
주요특징

독일 

Siemens
1997년

2

28

-

160  

- EU내 운 환경 반

- 다양한 력공 장치

- 150m 탈선 track

미국 

TTCI
1970년

4

77

21.6   

200

- 다양한 루   충돌트랙

- 가장 우수한 시험센터

- RTRI 궤간가변차량  시험

 국 

CARS
1958년

1

36

9

180

- 러시아가 기설계 

- Test 비용 상  렴

- 다양한 형태의 루 트랙

체코 1960년
2

28

13.2

180

- Test 비용 상  렴

- 유럽에서 많이 이용

- UIC 518 규격과 부합

러시아 1910년
3

24

-

240

- 직선구간 10km

- 곡선구간 R 350~2000

- 일정반경 루 트랙

표 1 국가별 시험선로 특징

그림 2 미국 TTCI 시험선로

그림 3 중국 CARS 시험선로

그림 4 독일 Siemens



4. 종합시험선

(1) 종합시험선의 개념, 요구조건 및 선행 검토요소

  철도종합시험선은 근본적으로 철도 차량/인프라(궤도,노반,교량)/전력설비/신호설비 등 

철도시스템의 핵심구성요소들을 대상으로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1) 중/장기 현장성능평

가 2) 이를 통한 구성품/시스템의 성능 및 장기신뢰성 검증 이 가능한 시험인프라이다.

  현존 기술수준과 향후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종합시험선은 다음과 같은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속대역, 중속대역, 초고속대역(400kph)까지의 차량속도 구현

  - 핵심인프라별 고려(자갈궤도/콘크리트궤도/저진동궤도/특수궤도, 교량구간, 터널구간 등)

  - 직선부 및 곡선부 고려(다양한 곡선반경 및 선형조건 구현)

  - 상이한 집전시스템 및 신호시스템에 대한 반복 설치/시험/철거 가능 

그림 5. 종합시험선의 개념도

  상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규모의 선로 연장과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

이 급선무이나, 이는 막대한 규모의 소요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바, 종함시험선의 

목표값(Target Value)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동시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검토가 선

행되어야 한다.

  - 국외 현황에 대한 심층분석(유지관리비용 vs 시험수익 vs 간접수익)

  - 관련기관 공청회와 병행된 요구조건 도출(목표속도 및 연장)

  - 구축계획 기본(안) 도출

  - 기본(안)별 상세검토 (구축기간, 소요비용, 소요설비, 활용성 등)

  - 기본(안)별 경제성검토 (중장기 직접/간접효과를 고려한 편익분석)

  - 최종 구축기본계획(안) 확정

  2008년 현재까지 기초적인 형태의 검토결과가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선행된 바 있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활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추진성과가 없

는 상태이기에, 고속철도의 개통/운영 및 차세대 철도선진국으로의 위상 향상을 고려하는 



현재시점에 다시 한 번 본격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종합시험선의 활용가능성

  차량, 인프라(궤도, 노반), 공력/소음, 집전, 신호 등 철도의 핵심 구성요소별로 종합시

험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가능하다. 크게 1) 국내/국제규격에 부합한 성능인증시

험과 2) 연구개발 및 현장애로사항과 직결된 성능시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전술

했던 바와 같이, 구축기간 및 소요비용 대비 중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편익의 분석이 면

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차량분야와 궤도분야의 경우, 각 분야별로 구현되어야 할 시험항목의 상세사항을 예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궤도 분야 시험항목(예)

구분 시험대상 (예) 시험항목

궤도구조별 

응답특성 평가

콘크리트궤도
Rheda, Zublin, J-Slab, 

KRRI PCST, FF-Bogl 등

궤도지지계수(윤중/횡압)

레일변위, 침목변위

레일/침목/도상가속도

방진궤도 Gerb, Zublin, Getzner 등
도상가속도

연변지반 진동가속도

궤도구성품

응답특성 평가

침목
일반침목, 방진침목, 

특수침목
침목변위, 침목가속도

레일체결장치 Vossloh, Pandrol, Nabla 등

궤도지지계수(윤중/횡압)

레일변위, 침목변위

레일/침목/도상가속도

레일패드
재료(물성)차이 : EVA, 

TPU, 기타 재질 등

궤도지지계수(윤중/횡압)

레일변위, 침목변위

레일/침목/도상가속도

방진매트 A, B, C Type

궤도지지계수(윤중/횡압)

레일변위, 침목변위

레일/침목/도상가속도

레일댐퍼 등

소음저감기구
각국 제품 차륜/레일 전동소음

분기기 BWG, 삼표E&C, Pfleiderer 분기기 변위, 분기기 휨응력

유지관리

레일연마, 레일도유

장대레일재설정

자갈갱환, 자갈다짐 등

유지관리 작업 전/후

궤도지지계수(윤중/횡압)

레일변위, 침목변위

레일/침목/도상가속도

강성천이구간 

응답특성 평가

교량~토공 접속부
궤도지지계수(윤중/횡압)

레일변위, 침목변위

레일/침목/도상가속도

토공~터널 접속부

토공~토공 하부강성 변화부



표 3. 차량 분야 시험항목(예)

구분 시험대상 (예) 시험항목

차량

주행

성능

평가

고속

철도
KTX, KTX II, Tilting 차량 등

가 · 감속도, 주행저항, 점착, 

최고속도, 탈선계수, 진동가속도, 

승차감, 소음, 제동거리, 공력 등

일반

철도
새마을, 무궁화 등

가 · 감속도, 주행저항, 점착, 

최고속도, 탈선계수, 진동가속도, 

승차감, 소음, 제동거리 등

도시

철도
전동차, 차세대전동차 등

가 · 감속도, 주행저항, 점착, 

최고속도, 탈선계수, 진동가속도, 

승차감, 소음, 제동거리 등

화물

열차
화차, 고속화차 등

가 · 감속도, 주행저항, 점착, 

최고속도, 탈선계수, 진동가속도,  

소음, 제동거리 등

차량

구성품

성능

평가

차체

일반강재 차체, 알루미늄재 차체, 

스테인레스 강재 차체, 복합재 

차체 등

진동가속도, 소음, 응력, 충돌에너지 

흡수 등

대차

 연접대차, ASEA대차, 

KT23대차, NT21대차, 

Barber대차, Tilting 대차, 

고속화차용 대차 등

진동가속도, 소음, 응력 등

윤축 차축, 차륜, 베어링 등 응력, 온도상승 등

감속구동

장치

평행1단 감속장치, 

평행2단 감속장치 등
진동가속도, 온도상승, 토오크 등

제동

장치

답면(Tread), 디스크(Disc), 

회생제동, 와전류제동 등 

제동거리, 제동시간, 공주시간, 

공주거리, 감속도, 디스크 온도, 

패드온도, 제동실린더 압력, 

주공기동 압력 등

냉난방

장치

냉난방장치, 환기장치, 

공기청정장치, 여압장치 등

온도, 습도, 탄산가스, 압력, 

공기유동 , 소음 등

5. 결론 및 제언

  본 고에서는 철도 차량/인프라(궤도, 노반, 구조물)/전력/신호 등 철도 시스템의 핵심요소

별로 Component 및 System의 중장기 성능평가가 가능한 철도종합시험선의 구축 필요성

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 기존에 선행되었던 사전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종합시험선 

구축의 국가/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대해 정성적으로 요약하였으며, 국외 종합시험선의 현

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22세기 국내 철도기술의 혁신적 자립을 위한 종합시험선

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국내외 철도환경의 변화와 철도기술의 국가/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국내 철도기술의 비

약적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현 상황의 특수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시험선의 구

축은 상기 제반사항들에 대한 핵심적 기여가 가능한 필수요소인 것으로 판단되나, 막대한 

규모의 재원확보와 신중하고도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도있는 논의와 동시에  유관기관(정부, 철도운영기관, 철도건설기관, 철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전 기획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