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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rtification of product means that the process and result in which the verification of 

required performance of each product was done. For this, advanced countries have 

established their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This paper summarize the status of foreign 

railwa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and give out meaningful considerations. Moreover, 

problems of domestic railwa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will be discussed and 

requir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will be proposed.

1. 서론

철도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품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설계  이론  검토를 통

한 검증~실내실험을 통한 성능의 검증~ 장부설시험을 통한 성능의 검증 이라는 3단계의 검

증 차를 통해, 해당용품의 성능이 검증된다.(그림 01 참조) 이러한 요구성능(required 

performance)의 검증(verification)작업이 정형화된 법 는 규정체계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차/체계를 인증(certification) 차/체계라고 명명하게 된다.

그림 01. 철도기술(용품/시스템)의 검증

철도차량을 포함하는 국내 철도용품의 성능인증체계는 2011년 재, “철도안 법의 개정”

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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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에서는 국외 철도용품의 인증체계  련규격 황과 국내 철도

용품의 인증체계  련규격 황을 먼  소개하고, 국내 철도용품의 인증과 련된 재

의 이슈들을 검토하 으며, 특히“철도안 법의 개정”으로 표되는 국내 철도용품의 성능인

증체계 개선방향과 이와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 황 등 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국외 철도용품 인증체계 황

하드웨어 인 에서 철도시스템은 차량시스템, 궤도토목시스템, 철 력시스템, 신호

통신제어시스템의 4개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서 시스템의 하 에 다양한 형태

의 용품(product), 용품의 조합체인 모듈(Module)등이 치하게 된다. 따라서 성능검증/인증

의 상은 때로는 단품 형태의 용품이 될 수도 있으며, 모듈, 시스템까지도 확장이 가능하

다.

국외의 경우, 철도용품의 인증체계는 각국의 법, 기  등과 연 되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

을 보이고 있는데, 4개 서 시스템  하  분야별로도 각국의 인증체계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표  국외 인증체계로서 범유럽에서 통용되고 있는 TSI-EN에 

한 내용과, IRIS 인증에 해서 소개하 다.

2.1 유럽 표 화 원회 (CEN)

유럽표 화 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약칭‘CEN’)는 기와 통신을 

제외한 분야를 담당하는 유럽 13개국의 표 화기 이 참가하여 1961년에 창설되었고, 1982

년부터는 기분야 담당의 유럽 기표 화 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약칭‘CENELEC’)와의 공동체제로 되어 있다. 더욱이, 통신의 분야는 1988년

에 유럽 원회(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약칭‘EFTA’)사무

국에서 유럽 기통신표 화기구( 어명: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약칭,‘ETSI’)

를 정식으로 인정하여 이 기구가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CEN은 근본 으로 범유럽을 상으로, 일 된 표 규격과 사양의 개발․보수․배포를 주

목 으로 하는 비 리조직이며, 련규격으로서 유럽규격(European Standard, 약칭‘EN’)을 

제정하고 있다. EN규격은 유럽 각국 상호간 열차운용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목 으로 발간

된 “TSI (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의 합성 여부에 한 검증을 주목

으로 하는 성능 심의 규격(Performance based Standard)으로서, TSI가 강제  규정이라

면, EN은 권고(recommended)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EN규격의 경우에는 권

고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에서 의무 으로 용되고 있는 상황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1은 궤도분야에서 용되고 있는 EN규격의 황을 정리한 것이다.

2.2 IRIS(International Railway Industrial Standard) 인증체계

IRIS인증은 UNIFE(유럽철도산업 회)에서 주 하는 민간 의체 심의 철도용품 품질인

증제도로서 철도용품과 시스템의 공 체계 개선을 통한 철도용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에 

주안 을 두고 있다. ISO9001을 기본으로 하여, 철도용품의 Cost, Risk, RAMS, LCC 반

에 한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UNIFE에 의해 승인된 인증기 ( 재 14개 

기 )에 의해 비~인증~감독~갱신 심사가 이 지고 있다.

808



2007년 11월 IRIS 표 의 제정 이후, 2009년 6월까지 주로 차량분야의 용품/시스템에 

해 244개의 인증서가 교부된 바 있으며, 2010년 기 으로 5개 륙 23개 국가에서 500여개

의 련 기업들이 IRIS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작사 자체와 생산용품의 품질에 한 

민간 의체 주 의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 의 차량업체( 바르디아, 알스톰 

등) 심의 극  참여로 인해, 인증제도의 시행 이후 철도차량 심으로 유럽지역에서 일

종의 필수인증 형태로 인식되어나가고 있는 재 상황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  목 규격번호 주요 내용

Rail EN 13674-1~4
Vignol rail(평 일), switch and crossing rails, 

check rail 등
Fastening 

Systems

EN 13146-1~9

EN 13481-1~8

Test method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fastening systems
Sleepers and 

Bearers
EN 13230-1~5

Test method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ncrete sleepers and bearers

Switches and 

Crossings
EN 13232-1~9

Definitions, requirements for geometric design, 

requirements for wheel/rail interaction, 

actuation, locking and detection, switches, 

crossings with moveable parts, expansion 

devices, layouts
Welding prEN 14587-1~5 Flash butt welding of rails

Track geometry 

quality
EN 13848-1~2

Track geometry quality (characterisation of 

track geometry, Track recording vehicles)
Track alignment 

design
ENV 13803-1~2 Track alignment design parameters

Acceptance of 

Works
prEN 13231-1~3 Acceptance of works on track

표 1. 유럽표 규격(EN) 황

2.3 국외 인증체계의 시사

술했던 바와 같이 국외 철도용품의 인증체계는 국가별로 공통  특징과 동시에 개별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 공통  특징은 용품의 개발자/생산자(Maker or Manufacturer),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 (Certification Organization), 용품을 사용하는 사용자(User or 

Operator), 이상 3자를 주체로 각각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며, 개별  특징은 인증

에 한 국가의 여 여부와 여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국외의 경우, 해당용품/시스

템에 한 경쟁력 있는 산업체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품질향상  부 한 업체의 시장진

입 시도를 방지하기 해 국가보다는 민간 의체 심의 인증체계가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02 참조)

3.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 황

차량을 포함한 국내 철도용품의 인증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철도안 법에 기 하여 이

지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차량과 인 라 등으로 구분하여, 차량의 경우에는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을 통해 부품~구성품~완성차에 한 성능시험과 함께 종합시운 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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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으며, 인 라 등에 해서는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을 통해 용품 자체의 

품질인증과 함께 용품을 제작하는 제작사의 제작능력  체계와 련된 제작사 인증을 동시

에 시행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소  4  기 으로 불리우는 표 규격, 안 기 , 용품 품질

인증요령(권고 형태), 성능시험기 (의무기 , 강제)에 거하여 차량과 인 라 등에 한 인

증이 시행되고 있다.

그림 02. 국외 인증체계의 수행주체  역할 분담

그림 03. 철도안 법에 의거한 차량  인 라 등의 인증

그림 04. 도시철도법에 의거한 차량  인 라 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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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5.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 로세스(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의 세부 시행 차를 살펴보면, 해당용품의 인증을 받고자 하

는 품질인증 상자가 일련의 서류를 갖춰 공인 품질인증기 에 인증의뢰를 신청하고, 인증

기 은 기술/ 문 원회를 통해 제반서류의 정성(핵심이 되는 부분은 품질인증 상자가 

제출하는 품질시험 기 (안)  해설서에 있으며, 품질시험기 이 철도표 규격(한국산업규

격 는 단체표  등)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용하면 됨)을 검토한 후, 인증을 

시행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 

4. 국내 철도용품 인증체계의 이슈와 개선방향성 : 철도안 법 개정과의 연계

술했던 행 국내 철도용품의 인증체계는 체계 자체와 그 시행상에 있어서 몇 가지 이

슈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철도안 법과 도시철도법의 이원화 : 상 법 개념인 철도안 법과 특별법 개념인 도시철

도법에 의해 이원화된 규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실제 인증에 주로 용되는 규격 역시 

표규격인 철도용품 표 규격(KRS)와 도시철도 분야에 용되는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기 (KRT)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 인 에서 국가 인 측면에서

의 체계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시험규격의 혼재 : 술했던 KRS와 KRT 외에도, 지경부 산하에 KS가 있으며, 실

제로 용품의 성능검증에 있어서 분야에 따라 ISO, EN, IEC, JIS 등 다양한 국제규격이 

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단/공사/지하철 운 기  등의 경우 자체 으로 다양한 형태

의 구매규격  련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분야의 국가규격이

라고 할 수 있는 KRS(철도용품 표 규격)의 경우에는, 기존에 철도청에서 개별용품의 

구매규격으로 리되어 오던 것이 국토부 행기 으로서 철도연이 이 받은 이래로, 부

분 인 개정  제정작업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외 /치수/재료/제조 등 

일종의 제작규격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바, 상용품의 소요성능을 정량 /정성

으로 규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험항목/방법/ 차/기 값 등을 표 화하는 형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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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성능 심규격(performance oriented standard)으로의 성격 환이 시 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품인증의 국가  구속력 부재 : 가장 핵심 인 문제는 행 인증체계에 기반하여, 해

당 용품의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증의 실질 인 효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즉, 

재로서는 인증용품에 한 건설/운 기 의 사용 여부가 건설/운 기 의 자체  단

에 의존하는 바, 상용품을 실제로 제작/납품함으로써 목표이윤을 구체화하려는 제작업

체로서는 비용/시간/노력을 들여 인증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  이득이 없음에 인증 자체

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06. 국내 철도에 용되고 있는 국내규격  국제규격의 개요

술했던 사항들을 정책 으로 타개하기 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말부터 “철도

안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하 다. 개정방향은 크게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1) 

“도시철도법”에 포함된 차량  용품의 인증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철도안 법”으로 일원화, 

2) 차량  용품의 성능인증 부분을 법 으로 강제화시키고, 인증된 용품에 해서만 건설/

운 기 의 사용을 의무화시키되, 모든 용품에 한 성능인증을 강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 인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필수/핵심 인 용품에 해서만 리하는 형태로 변

화, 3) 국외에서 도입되는 용품/시스템에 해서도 국내 인증체계/ 차에 의한 인증을 의무

화하되, 국가간 상호인정 약에 의해 미리 인증된 용품/시스템에 해서는 인증을 면제한다

는 것 등이다. 

이러한 개정방향성은 다양한 형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바, 국토해양부에서는 

련기 (제작업체, 건설기 , 운 기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개정작업과 병행하여 왔으며, 

특히 2)와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국가가 리(국토해양부장  령으로 별도 고시)하는 용품/시스템에 해서는 별도의 국

가시험규격을 통해 성능인증을 시행해야 함. 이 경우 재 용되고 있는 국내규격인 

KRS, KRCS, KRT, KS와 국제규격인 EN, IEC, ISO 등을 포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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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정리  재정립이 필요. 다만 새롭게 정립되는 국가시험규격으로 건설/운 기 의 

특이 고려사항(환경 , 운  특수성 등)에 한 반 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시험규격

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 인 사항을 첨가한 자체규격을 건설/운 기 별로 자체 으로 작

성하여 용품/시스템의 구매/발주시 용할 수 있도록 자구책 강구

- 한, 국가가 리하지 않는 용품/시스템에 해서는 역시, 건설/운 기 별로 자체 으

로 규격을 작성하여 용품/시스템의 구매/발주시 용할 수 있도록 자구책 강구

술했던 제도 인 변화와 연계하여, 가장 시 하게 정리되어야 할 핵심 인 이슈로 두

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국가가 리해야 하는 필수/핵심 인 용품”이 

무엇인가 ?” 라는 이며,  하나는 “국가가 리해야 하는 필수/핵심 인 용품에 한 성

능인증을 어떠한 규격을 용하여 인증할 것인가 ?”라는 이다.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목

으로 최근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국토해양부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기획연구과제로서 

“철도용품 실내/ 장 시험기  정립  용품성능 인증체계 개선 연구 기획”과제를 수행하

다.

5. 철도안 법 개정방향과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 황  망 : 철도용품 실내/

장시험기  정립  용품성능 인증체계 개선 연구 기획

“철도안 법”개정과 연계된 기획과제의 핵심목표는 “철도안 법”을 통해 국가 으로 리

되어야 할 용품/시스템을 정의하고, 정의된 용품/시스템의 성능검증을 해 용되어야 할 

국가시험규격의 정립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다.

철도자체가 복합시스템인 바, 차량, 궤도, 노반, 구조물(교량/터 ), 철 력, 신호통신, 환

경(소음진동) 등, 총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국가가 리

해야 할 용품/시스템의 상을 5개월의 기간을 통해 선정하 다. 선정된 상은 기획연구과

제 이후, 본과제의 진행을 통해 재검토될 것이며, 최종 인 상선정은 철도안 법의 개정과 

연계하여 국토해양부 장 령으로 고시될 것이다.

용품/시스템의 성능검증을 한 국가시험규격의 재정립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리

해야 하는 용품/시스템에 해서만 국가시험규격을 정립하되, 기존의 규격체계를 완 히 무

시하고 새로운 규격을 정립하는 것은 실무 차원에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소모 인 작업이 

될 수 있기에, 몇 가지 원칙을 정립하 다.

1) 철도분야의 표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KRS(철도용품 표 규격)에 기반하여 국가시험

규격을 재정립하되, 기존의 KS, KRT, EN, ISO, IEC 등, 재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국

내/국제규격을 인용 는 용하는 형태로 정리

2) 치수, 제원, 재료, 제조 등 제작규격 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KRS를 EN과 같은 형태

의 성능 심규격(performance based standard)으로 재정립. 상용품/시스템의 요구성

능,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 차, 사용장비(시험장비  계측설비 등)의 최소사양, 

Pass/Fail의 기 값 등을 구체화된 형태로 정립

3)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구체 인 지침의 부재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용되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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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설시험 부분을 상용품/시스템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수 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서는 장시험의 구체 인 항목, 방법, 차, 사용장비(센서류 등), 기 값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장시험의 수행은 2015년 구축완료 정인 오송 종합시험선

로를 최 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리

그림 07. 핵심용품의 선정과 국가시험규격의 작성 (궤도분야)

6. 결언

철도 용품/시스템의 성능인증은 국가기반시설인 철도시스템의 안 성과 신뢰성을 제작단

계에서부터 확보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재 철도안 법의 개정방향은 그동안 

부설/ 용실 을 기 으로 별도의 검증 차 없이 도입되어 오던 국외 제작품들에 해 국내 

검증체계에 의거한 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자국기술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한다는 

특징과 함께, 비교  실효성 없이 진행되어 왔던 철도용품의 인증을 강제화하고 인증용품의 

용/사용을 의무화한다는 주 부처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시험규격과 련해서

는 그동안 산재해왔던 규격을 정리하고,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인 성능 심규격으로의 성격

환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 환으로 단

된다. 다만, 실무 인 측면에서 국가가 리하지 않는 용품/시스템에 한 건설/운 기 의 

자체규격 작성  용은 그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고 합리 일 수 있으나, 규격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이해 계에 의해 민원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심도있는 기술  검

토를 통해 용되어야 하는 을 고려할 때, 향후 건설/운 기 의 자체 규격 작성  용

에 해 철도연과 같은 정부출연연의 역할과 입장에 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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