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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선 근접공사 시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개발

1  서론

1.1  철도교통사상사고 현황

2004 ~ 2013년 연도별 철도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원인

별 철도교통사고는 총 2,826건 중 자살자를 제외

한 교통사상사고가 1,449건인 51.3`%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2004 ~ 2013년 교통사상사고 원인

을 분석한 결과 열차에 뛰어듬(자살), 선로근접 및 

무단통행, 승하차시 넘어짐, 부주의한 행동, 출입

문에 끼임 등의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많게 발

생하였다. 따라서 철도교통사상사고 중 선로근접 

및 무단통행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선로 무단침

입을 차단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원인별 철도교통사상사고 발생추세 [2]

1.2  운행선 근접공사 시 문제점

철도공사 제 규정,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열차

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

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제12장 운행선 

근접공사에는 “1.1 선로지장작업-⑷④수급인은 

종업원이 건축한계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공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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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전 작업장에 건축한계 표지를 하고, 설치여부

를 확인해야 한다.”, “1.3 운행선 근접공사 관리계

획-⑵④작업진행 공정에 따른 운행선 보호용 가

시설 계획과 가시설 도면”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 및 기준에 따른 시공 및 

감리사의 열차운행선 보호를 위한 조치 및 대처

는 실제적인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그림 2 ~ 4 참조). 또한, 철도 운행선 근접

공사 시 일반적인 경계표 설치는 바닥면에 철심을 

박고 안전띠 연결, 일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스

탠드형 안전펜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철도 운행선 근접공사 시 경계표 설치 예 1

[그림 3]  철도 운행선 근접공사 시 경계표 설치 예 2

[그림 4]  철도 운행선 근접공사 시 경계표 설치 예 3

운행선 근접공사 시 안전상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인 및 작업자가 선로 통행이 자유롭기 때문

에 사고발생률이 높음

• 중장비 공사 시 운행선 건축한계 침범으로 인한 

사고발생률이 높음

• 철도선로 특성상 평평한 바닥면이 아니며, 열차

풍 및 바람에 의해 스탠드형 안전펜스가 쓰러져 

접근금지 경계역할을 못하여 열차운행에 지장

을 초래

• 철도공사 특성상(열차정상운행과 동시에 작업

진행 또는 열차차단 후 작업진행) 주간작업 시 

작업자가 경보음을 듣기 어렵고, 야간작업 시 

작업능률 저하 및 작업자 부주위로 인한 사고 

발생이 많으며, 야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안전펜스에 대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운행선 선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열차감시원을 배치하더라도 인적에러(열차감시

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감시소홀, 작업자 부주

위 등)로 인한 사고발생은 항시 존재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 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통사상사고를 최

소화하고, 운행선 근접공사 시 작업자 안전을 확

보할 수 있는 철도선로용 안전펜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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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사례

독일의 경우 레일저부 고정형으로 각관 또는 강

봉을 굴곡시켜 적용하고 있으며, 수직빔에 용접된 

갈고리가 있고, 가로봉 양 끝에 있는 구멍을 거치

시키는 구조이다. 가로봉은 목재로 제작하고 빗살

무늬를 적용하고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로봉 길이조

절을 위한 추가설비가 필요하며, 수직빔에 용접된 

갈고리로 인해 보관 및 이동 시 불편하고, 부속품

의 잦은 파손 및 변형으로 사용수명이 짧다. 또한, 

횡방향 폭 조절기능이 없고(철도종류별 차량한계 

고려가 어려움), 도상어깨높이가 고려되어 있지 않

아 자갈을 제거해야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림 5]  독일의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예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는 간단한 설치 및 해체가 가능(레일저부 고정형)

하고, 수직빔에 반달형 고리 4개가 연결되어 있으

며, 여기에 가로봉을 삽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선로통행용 안전펜스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열

차속도 160`km/h에서 사용가능하며, 교류구간

(DC)에서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가로봉의 길이

차이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으며, 수직빔의 반달

형 고리로 인해 보관 및 이동 시 불편하고, 도상어

깨높이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그림 6]  영국의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예 1 [5]

[그림 7]  영국의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예 2 [5]

네덜란드의 경우 마그네틱을 이용한 레일복부 

부착형으로 매우 간단한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고, 

도상어깨높이를 고려한 유선형 설계 및 모든 레일

종류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철도종류별 차량

한계를 고려한 횡방향 폭 조절이 가능하며, 수직

빔 설치 위치차이로 인한 가로빔 길이 조절이 가

능하고, 가로빔 연결부를 암수형태로 설계하여 설

치 및 해체가 용이하다. 하지만 마그네틱을 사용함

에 따라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으며(직류구간에서

만 사용), 저속운행구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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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네덜란드의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예 [6]

호주의 경우에는 스프링을 이용한 레일복부 거

치형이며, 일반 및 도시철도용으로 구분하고 있

다. 간단한 설치 및 해체과정(스프링을 이용한 레

일복부 거치형), 가로빔의 경우 조립품으로 규격

화되어 수직빔에 고정시키고, 도시철도용의 경우 

펜스높이를 높게하여 칸막이 설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레일절연효과가 없으며, 비교적 

고가이고, 열차통과 시 레일복부의 반복적인 휨으

로 인해 레일복부 거치부의 수명이 짧다(스프링 

및 연결부 파손 우려). 또한, 레일종류별 복부높이 

차이로 인해 레일종류에 따라 다른 제품을 사용해

야 하고, 도상어깨높이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이 단점이다.

[그림 9]  호주의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예 1

[그림 10]  호주의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예 2

3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설계 및 

 적용성 검토

3.1  국내 대표 레일들에 대한 적용성 검토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일종류

(50`kg/m, 60`kg/m, UIC60 & 60E1 레일)에 

대한 적용성을 레일단면 및 레일고정클램프 단면

을 일치시켜 검토하였다(그림 11 참조).

UIC60 및 60E1 레일의 경우, 레일 하수부에

서 고정클램프와 약 4.3`mm 이격이 발생하지만, 

레일저부 바닥면 및 레일저부 측면이 고정클램프

와 접촉되어 고정되고 레일저부를 양방향으로 밀

착시켜 고정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60`kg/m 레일의 경우, 레일저부 측면이 고정

클램프와 약 1.8`mm 이격이 발생하지만, 레일저

부 바닥면 및 레일 하수부가 고정클램프와 접촉되

어 고정되고 레일저부를 양방향으로 밀착시켜 고

정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50`kg/m 레일의 경우, 레일저부 측면이 약 

1.4`mm, 레일 하수부가 약 2.5`mm 이격이 발

생하지만, 레일저부 바닥면과 레일저부 측면 상단

이 고정클램프와 고정되고 레일저부를 양방향으

로 밀착시켜 고정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레일과 고정되는 클램프 A는 고정형

이며, 클램프 B는 너트 및 와셔를 통해 폭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국내 고속철도, 일반철

도, 광역철도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일

종류(50`kg, 60`kg, 60E1, UIC60 레일)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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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내 대표 레일에 대한 적용성 검토

3.2  직·곡선부 적용성 검토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열차종류

(KTX, KTX-Ⅱ, 디젤열차, EMU, 구형전동차, 

신형전동차)들에 대하여 직·곡선부에 철도선로용 

안전펜스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를 검토하였다. 

검토방법은 열차종류별 정면도를 이용하여 레일

종류별(60E1, 60`kg/m, 50`kg/m) 단면을 적용

하였고, 철도선로용 안전펜스를 적용하였을 경우 

열차측면과 이격거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12]    KTX와 철도선로용 안전펜스와의 이격거리 검토 
(직선부)

[그림 13]    KTX와 철도선로용 안전펜스와의 이격거리 검토 
(곡선부)

철도선로용 안전펜스와 국내 열차종류별 이격

거리를 검토한 결과(표 1 참조), KTX열차의 경

우 안전펜스를 최소폭으로 적용 시 129`mm가 

이격되며, KTX-Ⅱ열차의 경우 안전펜스를 최

대폭으로 적용 시 604`mm가 이격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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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었다. 디젤열차, EMU, 구형 및 신형 전

동차의 경우에도 안전펜스를 최소폭으로 적용 

시 160`mm이상 이격되고, 최대폭으로 적용 시 

290`mm이상 이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검토된 열차종류에 대해 본 연구개발제

품인 철도선로용 안전펜스는 직선부, 곡선부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3.3  건축 및 차량한계 이격거리 검토

국내 철도건설규칙에는 건축한계와 차량한계

가 존재한다. 건축한계는 열차 및 차량이 선로를 

운행할 때 주위에 인접한 건조물 등이 접촉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간으로 설정

한 한계를 말하고, 차량한계는 철도시설과 접촉시

키지 않게 하기 위해 선로상에 차량이 정위치할 

때의 차량의 크기를 제한한 범위를 말한다. 따라

서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설치 시 건축한계 및 차

량한계와의 이격거리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건축 및 차량한계와 철도선로용 안전펜스간 이격거리 
검토(직선부)

직곡선 및
레일종류

열차 종류

직선부 곡선부

비고60E1
(UIC60)

60 kg/m 50 kg/m
60E1

(UIC60)
60 kg/m 50 kg/m

KTX 129~329 156~356 155~355 163~294 192~318 189~318 • 최소값은 안전펜스를 가장 

좁게 설치한 경우임

• 최대값은 안전펜스를 가장 

넓게 설치한 경우임

• 최소값으로부터 50 mm간

격으로 이격거리를 증가시

킬 수 있음 (최대 200 mm)

KTX-Ⅱ 377~577 404~604 403~603 384~566 413~590 411~591

디젤열차 164~364 190~390 188~388 162~362 187~389 187~387

EMU 224~424 251~451 250~450 258~388 287~412 284~413

구형전동차 219~419 246~446 244~444 187~344 216~368 213~369

신형전동차 224~424 251~451 250~450 239~415 265~444 264~441

[표 1]  열차종류별 철도선로용 안전펜스와의 이격거리 검토결과 종합(단위 : mm)

직선부 곡선부

비고안전펜스 최소폭
설치시1

안전펜스 최대폭
설치시2

안전펜스 최소폭
설치시

안전펜스 최대폭
설치시

건축한계와 이격거리 -190 mm +10 mm -191 mm +9 mm (+) : 선로외방

(-) : 선로내방차량한계와 이격거리 +110 mm +310 mm +95 mm +295 mm

[표 2]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와 철도선로용 안전펜스간 이격거리 검토 결과

1.  횡방향 연결 탭 : 선로내측에서부터 첫 번째 지점 위치

2.   횡방향 연결 탭 : 선로내측에서부터 다섯 번째 지점 위치  

본 연구개발제품의 경우, 폭 조절을 위한 포인트가 PART 1과 PART2 연결부에 5개 존재하며, 1개 지점간 거리는 50 mm임. 횡방향 연결 탭의 위치

에 따라 선로 내·외측으로 최대 200 mm까지 폭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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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건축 및 차량한계와 철도선로용 안전펜스간 이격거리 
검토(곡선부)

건축한계와 철도선로용 안전펜스간 이격거리 

검토결과, 건축한계 밖으로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펜스의 최대폭으

로 설정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차량한

계와 철도선로용 안전펜스간 이격거리 검토결과, 

안전펜스를 최소폭으로 설정 시에도 차량한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철도건설규칙(해설)에서는 건축한계 예외조항

을 두고 있으며, 선로보수 등의 작업상 필요한 일

시적 시설로서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

한계를 침범할 수 있다. 철도선로용 안전펜스는 

운행선 근접공사 및 선로보수 시 사용되고, 운행

선 근접공사가 보통 1~2개월이내인 점을 고려한

다면 건축한계 예외조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열차운행 시 열차풍압 및 기타 위험요

소를 고려하여 차량한계로부터 약 200`mm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철도건설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량

한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펜스 최소폭으로부

터 100`mm 이격된 지점(안전펜스 횡방향 연결 

탭 3번째 포인트)이상에 횡방향 연결 탭을 설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열차가 저속으로 주

행하는 구간의 경우, 차량폭이 작은 경우(KTX-

Ⅱ, EMU, 구형 및 신형 전동차), 궤도의 중심간

격이 작은 경우(설계속도 VÉ150`km/h일 때, 

4.0`m)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선택적

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열차풍에 의한 안전성 검토

4.1  열차풍 산정

「선로중심간격 및 시공기면폭 결정을 위한 제

반연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7.6.」을 참고하

여 열차풍에 대한 하중조건을 산정하였다. 

궤도와 평행한 단순수직구조물(UIC 779-1 

code)의 검토에서 궤도에 근접해있는 구조물들

(간단한 방음막, 보호벽, 궤도근처의 건물들의 외

관상 차단물들)은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압

력-흡입파를 받게 되며, 이 파(wave)들은 열차

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궤도와 평행한 면에 작용

하는 압력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며 반대편

도 이와 같은 형태이다.

[그림 16]  방음벽에 미치는 하중선도

UIC 779-1 수식에 따른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의 ag를 적용하여 열차풍압을 계산하였다. 기존연

구결과 UIC 779-1의 이론식을 이용한 계산결과

가 현장시험결과와 약 2.5배의 차이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이론식>현장시험결과), 본 연

구에서는 열차의 형상, 속도, 열차주행 시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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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 확보 등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론

식에 의한 풍압을 하중조건으로 선정하였다. 

구분
열차속도
(km/h)

ag

(m)

q1κ

(κN/m2)
(=1.00일 때)

κ1

q1κ

(Pa)

화물열차 100 2.13 0.25 1.00 250

여객열차 150 2.13 0.55 0.85 470

EMU열차 250 2.13 1.53 0.85 1,300

KTX열차 350 2.13 3.00 0.60 1,800

[표 3]  열차 종류별 풍압 계산 결과

4.2  수치해석

하중재하조건은 KTX열차가 350`km/h로 주

행 시 발생하는 열차풍압(q1 =1,800`Pa)을 다음

과 같이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철도선로용 안전

펜스에 재하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중 하중 방향
하중재하 

위치
비고

CASE

1
1,800pa 선로 내측 → 외측

안전펜스 

내측면 KTX 

350km/h

주행 시

열차풍압

CASE

2
1,800pa 선로 외측 → 내측

안전펜스 

외측면

CASE

3
1,800pa 레일 길이 방향

안전펜스 

측면

[표 4]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구조해석 모델 CASE

본 구조해석에서는 철도선로용 안전펜스에 적

용한 재료의 구조적 안전성과 열차풍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펜스의 변위량이 열차운행에 지장

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수행하였으며, 3가

지 경우에 대한 하중재하조건에 따른 구조해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7]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구조해석 결과 - 응력

(a) CASE 1 (최대응력 : 54.13MPa, PART 1 변곡점에서 발생)

(b) CASE 2 (최대응력 : 57.67MPa, PART 1 변곡점에서 발생)

(c) CASE 3 (최대응력 : 56.27MPa, PART 1 변곡점에서 발생)

KTX열차가 350`km/h로 주행 시 발생하는 

열차풍압이 국내 열차종류 중 가장 큰 열차풍압이

며, 철도선로용 안전펜스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였다. 열차풍압은 철도선로용 안전펜스가 발생 가

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선로내측에서 외측으로 발

생시(CASE 1), 선로외측에서 내측으로 발생시

(CASE 2), 레일길이방향으로 발생시(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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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구분

변위 응력

최대
발생
변위

(mm)

열차
이격  
거리1 

(mm)

판정

최대
발생
응력

(MPa)

허용
인장
강도

(MPa)

판정

CASE

1

9.03

(선로 외

측으로)

129~

329

OK

54.13 420

OK

CASE

2

9.66

(선로 내

측으로)

129~

329
57.67 420

CASE

3

6.48

(레일 길

이 방향

으로)

129~

329
56.27 420

[표 5]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구조해석 결과

KTX열차가 350`km/h로 주행 시 발생하는 

열차풍압에 의한 CASE 1, CASE 2, CASE 3

에 대한 변위 검토결과, 최대발생변위는 선로외

측으로 9.03`mm, 선로내측으로 9.66`mm가 발

생하였고, KTX열차와 안전펜스의 이격거리가 

129 ~ 329`mm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안전거리

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KTX열차가 350`km/h로 주행 시 발

생하는 열차풍압에 의한 CASE 1, CASE 2, 

CASE 3에 대한 응력 검토결과, 약 54 ~ 58`MPa

의 응력이 발생하였으며, 허용 인장강도가 

420`MPa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안전율(7.2이상)

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실내시험

5.1  전기저항시험

철도선로용 안전펜스는 레일고정형이며, 국내 

철도에서는 레일을 AF궤도회로로 사용하고 있

어 레일에 거치되는 시설물은 레일에 흐르는 전류

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철도선로용 

안전펜스의 레일고정클램프에 사용한 소재(MC 

Nylon)가 레일에 흐르는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저항시험을 시행하였다. 

전기저항시험은 KRS TR 0014-15R에서 규정

한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시험에서 제시한 시험

조건을 준용하여 진행하였고,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전기저항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으며, 1.2`m의 레일에 레일고정클

램프 2set를 고정하여 설치하였다.

[그림 18]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전기저항시험

[그림 19]  전기저항시험 결과그래프

  

1.  직·곡선부 적용성 검토결과 참조(KTX열차, 60E1레일, 안전펜스 최소폭 적용 시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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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시험결과 참고값

전기저항 221 kX
221kX이상1

13kX이상2

[표 6]  전기저항 시험결과

레일고정클램프의 전기저항시험결과, 221`kX
으로 KRS TR 0014-15R에서 제시하고 있는 

13`kX이상보다 높은 값으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제품은 

AF궤도회로구간, 직류 및 교류구간에 사용이 가

능하다.

5.2  내구성시험

열차주행 시 풍하중 및 레일변위로부터 안전펜

스는 계속해서 진동하게 되며, 레일과 연결되는 

레일고정클램프 및 연결부가 반복적인 하중에 견

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시험편을 제작하여 내구성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20]  레일고정클램프 연결부 내구성시험

내구성시험은 레일고정클램프 외측으로 약 

150`mm 나오도록 제작하였다. 수치해석결

과 건축한계제어용 수직빔의 끝단의 변위가 약 

6 ~ 9`mm 발생할 때 레일고정클램프 연결부는 

약 0.1 ~ 0.2`mm 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열차통과 시 레일은 수직방향으로 약 

1 ~ 3`mm 변위가 발생하며, 국내 열차의 진동주

파수는 2 ~ 4`Hz 범위이다.

내구성시험은 레일고정클램프를 레일에 고정

시킨 후 건축한계제어용 수직빔의 120`mm 이격

된 지점을 시험장비와 수직으로 연결하여 하중을 

재하하였다.

시험항목 시험결과 비고

내구성

시험

외관

(파손

여부)

이상 없음

• 하중변위 : ±2 mm(총 

4 mm)

• 하중주파수 : 4 Hz

• 최대반복횟수 : 100만회

[표 7]  내구성 시험결과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레일고정클램프 연결부

에 대한 내구성시험결과, 100만회까지 외관상 이

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KTX :  46축_평균 60회/일_365일/년  

=1,007,400회/년

국내 KTX열차가 일일 평균 60회를 운행할 경

우, 년간 약 100만회의 반복하중이 작용한다. 철

도선로용 안전펜스는 운행선 근접공사 및 일시적

인 선로보수 시 사용되는 설비로써 사용기간(최대 

3개월이내)이 길지 않다.

따라서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레일고정클램프 

연결부는 국내 열차통과 시 발생하는 레일변위 및 

1.  콘크리트침목용, 슬래브궤도용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값 일반구간용

2.  AF궤도회로가 적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궤도용 레일체결장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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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풍압에 의한 거동에 안전하며, 국내 KTX운

행구간에 1년간 설치하더라도 파손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운행선 근접공사 시 작업자 및 

철도 보선원들의 안전과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해

줄 철도선로용 안전펜스를 개발하였다. 철도선로

용 안전펜스를 개발하기 위해 철도선로에 적용하

기 위한 요구조건을 분석하여 구성품의 재료를 선

정하고 설계하였으며, 도면검토를 통한 국내 대표 

레일종류에 대한 적용성 검토, 직·곡선 적용성 검

토, 수치해석을 통한 열차풍압에 대한 구조적안전

성 검토, 실내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레일고정클램프를 폭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

계함으로써 국내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

철도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일종

류(50`kg, 60`kg, 60E1, UIC60 레일)에 모

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   직·곡선부에서 철도선로용 안전펜스와 국

내 열차종류들에 대한 이격거리를 검토한 

결과, KTX열차의 경우 129 ~ 356`mm, 

KTX-Ⅱ열차의 경우 377 ~ 604`mm, 디

젤열차의 경우 164 ~ 390`mm, EMU열

차의 경우 224 ~ 451`mm, 구형전동차의 

경우 219 ~ 446`mm, 신형전동차의 경우 

224 ~ 451`mm 이격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국내 열차종류에 대한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는 직·곡선부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3)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와 철도선로용 안전펜

스간 이격거리 검토결과, 건축한계와 안전펜

스간 이격거리는 직선부에서는 10`mm, 곡

선부에서는 9`mm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축한계 밖으로 철도선로용 안전펜스를 설

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펜스의 최대폭으

로 설정해야 하고, 안전펜스를 최소폭으로 

설정 시에도 차량한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철도건설규칙(해설)에서는 건축한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선로보수 등의 작업상 

필요한 일시적 시설로서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한계를 침범할 수 있다. 철도

선로용 안전펜스는 운행선 근접공사 및 선로

보수 시 사용되고, 운행선 근접공사가 보통 

1 ~ 2개월이내인 점을 고려한다면 건축한계 

예외조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열차운행 시 열차풍압 및 기타 위험요소

를 고려하여 차량한계로부터 약 200`mm이

상 이격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철도건설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량한계를 만족시키도록 안전펜스 최소폭

으로부터 100`mm 이격된 지점(안전펜스 횡

방향 연결 탭 3번째 포인트)에 횡방향 연결 

탭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열차

가 저속으로 주행하는 구간의 경우, 차량폭

이 작은 경우(KTX-Ⅱ, EMU, 구형 및 신

형 전동차), 궤도의 중심간격이 작은 경우(설

계속도 VÉ150`km/h일 때, 4.0`m)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선택적으로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치해석을 통해 KTX열차가 35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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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행 시 발생하는 열차풍압에 의한 철

도선로용 안전펜스의 횡방향 변위 검토

결과, 선로외측으로 9.03`mm, 선로내측

으로 9.66`mm의 최대변위가 발생하였

고, KTX열차와 안전펜스의 이격거리가 

129~329`mm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안

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열차풍압에 의한 응력 검토결과, 

PART 1의 변곡점에서 약 54 ~ 58`MPa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으며, PART 1에 사용

된 SPP의 인장강도가 420`MPa임을 고려

할 때 충분한 안전율(7.2이상)을 확보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최종 완성된 시제품에 대한 실내시험(레일

고정클램프 전기저항시험 및 내구성시험)을 

통해 직·교류(AF회로) 구간에 사용 가능하

며, 국내 KTX열차가 일일 평균 60회를 운

행할 경우, 년간 약 100만회의 반복하중이 

작용하고, 국내 KTX운행구간에 1년간 설

치하더라도 파손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21]  시제품 제작

[그림 22]  시제품 현장설치 전경

1. 김준영, 성덕룡, 박성현, 김장규(2016),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개발”, 한국철도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 국토교통부(2014), 2014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07), “선로중심간격 및 시공기면폭 결정을 위한 제반연구” 
4. 성덕룡, 박성현(2016), “철도선로용 안전펜스”, 특허청, 10-1590961.
5. http://www.vortok.com
6. http://www.rss-rail.com
7. 한국철도시설공단(2015),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pp.583~630
8. 한국철도표준규격(2009), “레일체결장치”, KRS TR 0014-15R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