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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arry out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railway product/system, 3 step verification 

process(design review-lab test-field test) should be done. In advanced countries, for the effective 
field test, test-only-oriented track have been constructed and used. In Korea, government 
announced "The construction plan of railroad test track" at 2009.06. This paper will summarize 
'need of test track', 'technical meaning of test track', 'current status of foreign test track', 
'fundamental plan and process strategy of Korea Railroad Test Track'. It is no need to say that 
the wisdom of all railroad related people is required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and usage of 
Korea Railroad Test Track

1. 서론
철도기술은 다른 공학기술과 마찬가지로 1) 이론  수치해석에 의한 설계  측면에서의 검토, 

2) HW product  SW에 해 실내모형/축소시험을 통한 성능검증, 3) 실제 장과 동일한 조건

에서의 용성/장기신뢰성 평가. 이상 3단계의 기술검증 차를 통해 해당기술이 완성되고 이후 

상용화/실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 인 기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종 검증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장에서의 용성/신뢰성 평가를 해서는 시험선로 로 

지칭되는 시험인 라의 확보가 으로 요구된다. 최근 정부는 국내 철도산업의 신  도약

을 해 용시험선인 종합시험선로의 구축을 공포한 바 있다. 본 고는 종합시험선로의 의미, 시

험선로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경 , 국외 시험선로의 황, 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의 추진 황 

등을 모든 철도인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작성되었다.

2. 종합시험선로의 개념 및 국외 현황
서론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철도기술의 최종 성능검증을 해서는 장조건과 동일한 형태에

서의 부설시험이 요구되는데, 시험선로는 운행선 장과 동일한 외기/환경조건을 제공한 상태에

서, 차량 자체 뿐만 아니라, 인 라라고 지칭되는 궤도, 노반, 구조물, 철 력, 신호통신, 환경 등 

철도의 세부 분야별로 용품  단 용품의 조합체인 시스템, 시스템-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거

동특성 등 에 한 실험  근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증 인 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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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경우, 철도용품/시스템의 연구개발  성능검증을 해 빠르게는 1910년 부터 시험선로

를 구축, 이용해 왔으며(그림 2 참조), 크게 2가지 형태의 략  근이 수행되어 왔는데, 두 가

지 형태 시험선로의 차별성은 다음 표와 같다.

- 다 의 폐곡선 형태(Loop)로 선로를 구성, 시험 용으로만 사용

) 미국 TTCI/ 량객차용 콘크리트 궤도부설 평가

) 일본 히노시험소/신칸센용 PCST 궤도부설 평가

- 운행선 개통이  일부구간을 시험선으로 집 활용, 개통이후 활용 단

) 국 수유선/고속철도용 콘크리트 궤도부설 6종 평가

) 일본 동해도,산양 신간선상 PSCT 궤도부설 평가

그림 1. 종합시험선로의 개념  역할

그림 2. 국외 LOOP형태 시험선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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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oop 시험선과 운행선 개통이  시험선의 차이

구분 특징 특이 (제한사항)

Loop

독립시험

선로

-미국, 국, 체코, 독일, 국, 랑스, 러시아 등 구축 

운용

-시험만을 한 용선로

-최고속도는 연장에 따라 200km/h 후

-구배, 분기부, 다양한 곡선반경 포함

-인 라, 철, 신호 용품/시스템의 교환/부설시험 가능

-고속 (300kph)의 시

험 불가

-별도 부지확보  상

당부분의 재원투자 

필요

운행선

개통이

시험선화

-독일, 랑스, 일본 등 운

- 기건설구간 일부를 시험선으로 사용, 성능검증이 요

구되는 용품/시스템 부설, 성능검증 후 용 는 철

거 ⇒ 자국용품의 수정보완  부설실  확보, 상용화 

사  검증 등 수행

-최고속도는 구간에 따라 300km/h 후

-신선 건설시마다 반복 시행/ 용

-운행선 개통이후 활

용불가

-최소한의 재원투자로 

효과 극 화

-인 라 등 교환/부설

시험 제한

3. 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추진배경, 진행경위 및 기대효과
시험선로의 구축은 사실, 정부출연연인 철도연을 심으로 2000년  부터, 여러 차례 그 필요

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제한된 국토조건과 막 한 규모의 산투자 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구체화

되지 못해왔다.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국내 철도기술이 신 으로 발 하면서, 시험인 라 

확보에 한 심과 의지가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나, 고속철도  일반철도 

운 상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기술  이슈들(경부고속철도 1단계 방진매트부설 구간의 선로

이상거동,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침목균열 사고 등)로 인해, 운행선 용 이 의 장 용성 

 장기신뢰성 평가를 한 시험선로의 확보 필요성이 강하게 두되었다.

이에 철도산업/기술 련 주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3월, 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기

본기획(안) 구상을 한 TFT를 구성, 철도연을 심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조 하에 

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의 필요성과 정 후보지 선정(안), 소요 산 규모  투자계획 등을 수립

하기에 이르 다. TFT 활동을 포함한 재까지의 추진경 와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2009.03~08   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기획보고서 작성(국토부 주  TFT)

-2009.12   비타당성 조사 상 사업 상정

-2009.12~2010.08  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확보

-2011.05~ 재   기본계획 수립

-2011.12   기본계획 고시

-2012~2015   설계, 시공, 완료

시험선로의 필요성과 그 기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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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험선로의 필요성  기 효과

상 황 필요성 or 효과

자체

개발품/

시스템 

-성능검증을 한 부설시험 자체가 

힘듬

- 장부설시험에 해 기존 운행선을 

활용한 제한  시험 수행 ⇒ 시험

의 등에 상당한 시간 소모, 결과

으로 개발품의 성능검증/수정보완 

지연

-국내 철도용품/시스템 성능검증체계의 개선

시행을 한 핵심인 라

-Prototype에 한 성능보완

-최종개발품의 장기신뢰성  용성 근거자

료 축  ⇒ 개발품의 조기 실용화  국외

시장 진출근거 확보

- 체 개발기간  종국  수출시  단축

국외

도입

용품/시스템

-도입품에 해 개발국 자체의 시험

결과(서류)에 의한 제한  단 ⇒ 

문제 발생시 논란의 소지 잔존

-도입품 성능에 한 객  시험평가 가능 

⇒ 소모  기술이슈 발생소지 축소

-도입품의 국내 용성 사 평가 가능 ⇒ 발생

가능 험요소의 최소화

철도기술

 산업

반

-국내 산업체는 차량분야를 제외하고

는 수출실  미흡 ⇒ 장부설실  

미확보로 실내시험결과만으로는 인

정받지 못함 ⇒ 국내 산업체의 

세 구조/기술 수  신 힘듬

-선진국 비 기술격차 축소

-국내 철도용품 생산/제작업체의 기술수  향

상  종국  규모 성장

4. 종합시험선로 후보지 선정과정
4.1 시험선로에서의 구현시험항목 및 특성

시험선로의 특성(규모  연장, 형태 등)은 시험선로에서 수행되어야 할 시험항목이 무엇이고 

그 특징이 어떠한가에 의해 결정 으로 좌우된다. 이를 해 차량, 인 라(궤도, 노반, 구조물), 

철 력, 신호통신, 소음진동 등 각 분야별로 시험선로에서의 요구시험항목 특성을 분석하 는데, 

고속 역(230kph 이상)까지를 포 하는 시험규격의 유/무와 고속 역까지의 시험필요성, 기존 운

행선을 활용해서 시험하는 경우의 정서 /실제  리스크 정도, 장시험에 한 해석/실내시험으

로의 체가능성, 200kph 이하 시험의 효용성 등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 고속 역에서의 시험평가 필요성은 체 으로 매우 높음, 간 정도로 평가된 궤도/노반의 

경우에도 용품/공법의 국외수출을 한 부설실  확보 측면과 고속  특이거동평가를 해

서는 고속  시험이 필요한 상황

￭ 기존 운행선을 활용한 장시험시, 용품/시스템의 교체를 요구하는 인 라, 신호제어, 철

력 분야의 경우에는 건설/운 기  담당자  련자들의 정서  리스크 뿐만 아니라 안

과 련된 실제 인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 ⇒ 인 라, 신호제어, 철 력 분야의 교체시

험을 포함한 장부설시험을 해서는 독립된 형태의 용시험선로가 확보되어야 함

￭ 장부설시험이 불가할 경우, 해석/실내시험결과를 통한 장거동특성의 추정/ 측은 차량/

교량/신호제어/소음진동 분야의 경우는 자 그 로 정량  추정  경향 분석만이 가능한 

바, 장부설시험을 통한 실질 인 용성 평가가 으로 요구됨. 반면, 궤도/노반/ 철

력의 경우에는 해석/실내시험결과를 통한 확장  추정이 가능은 하나, 실제 건설/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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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차종(일반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등 포함)에 하여 성능검증 

가능할 것

▪ 속~고속 역까지의 열차운행속도 구 이 가능할 것

▪차량, 인 라(궤도/노반/교량/터  등), 철 력, 통신제어 등 철도 핵심분야별로 단품형태의 

조립체  시스템 상의 시험이 가능할 것

- 가능한 한 조립체  시스템의 교환/교체가 가능할 것

▪별도의 용시험차량 확보를 통해 피시험 상체에 한 장기간  연속시험이 가능할 것

▪선로조건

     - 표 궤/ 궤/ 궤 등 다양한 궤간조건의 구

     - 다양한 곡선반경  상승하강 구배조건 구

     - 분기기  분기부를 포함할 것

▪차량유치/정비/검수 등을 한 독립시설 확보

▪시험장비/시험 상체 보 시설  자료분석실 확보

▪ 체시험통제  제반 운 을 한 인력  건물 확보

에서는 부설실  는 부설시험을 통한 용성평가 결과를 요구하므로 결과 으로는 해석/

실내시험결과를 통한 부설시험의 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단됨

￭ 루  형태의 용시험선로 구축을 제로 한다면, 속 (200kph 이하)에서의 장기/반복시험

의 효용성은  분야 공통 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검토됨, 특히 피시험체의 교체를 요구

하는 인 라/ 철 력 분야의 경우에는 루  형태의 용시험선로 구축이 신선 건설시 일부

구간 활용이나 기존 운행선 활용의 경우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

그림 3. 시험선로 요구시험항목  특성 분석

4.2 시험선로의 요구조건과 1차 후보지 산정
시험선로에서의 구 필요 시험항목과 연계된 이상 인 시험선로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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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험선로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400kph 이상의 시

험선로 구 속도 달성을 해서는 30~40km의 직선연장 확보가 필요) 제한된 국토조건 내에서 가

능한 후보지들을 다수 선정한 후 시험선로에서 구 하고자 하는 시험항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1

차 후보안을 선정하 다.

그림 4. 시험선로 후보지 1차(안)

시험항목 분석 결과, 속 역(100kph 내외)에서의 시험은 그 활용도가 낮으므로 기존선 활용과 

폐선 부지 활용(안)은 고려 상에서 제외하 으며, 신설루 트랙(조치원, 약 2400억 규모), 동해선 

복선 일부구간(약 3300억 규모), 호남고속철도 복선 일부구간(약 3900억 규모)의 세 가지 후보안

을 심으로 재분석을 수행하 다.

4.2 최적안 도출 경위 및 최적후보(안)
세 가지 후보안을 상으로 국외시험선로 유사사례 황과 그 특징을 심도있게 재분석하 다. 

가장 큰 차별성은 인 라/ 철 력/신호제어 분야에서 요구되는 용품/시스템 교체시험의 수행가능

성인데, 호남고속선과 동해선의 경우, 교체시험 자체가 실 으로 불가하여 막 한 규모의 투자

에도 불가하고, 시험선의 효용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반면 조치원 루 트랙의 경

우에는 체 으로 효용성은 매우 높으나 연장의 제한(지리  제한  산의 제한성 등)으로 인

해 구 가능 속도가 230kph인 바, 고속 역에서의 시험이 어렵다는 단 을 안게 되었다. 조치원 

루 트랙의 이러한 단 에도 불구하고 1)국내 철도연장의 부분에서의 운행속도가 200kph 이하

인 , 2)세계철도시장  일반철도(230kph 이하)시장의 규모가 85%인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략  근을 결정하 다

-기존철도 속도 와 동일한 속 역까지의 시험을 포 할 수 있는 조치원 루 트랙(그림 5)의 

구축을 시행, 국내 기술의 종국  수출/연구개발/성능검증의 기반시설을 우선 으로 확보하고

-루 트랙에서 불가한 고속 역의 시험에 해서는 신선 건설시 시공  기 구간의 일부를 개

통이 까지 한시 으로 시험선화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용품/시스템을 투입하여 성능시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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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설계변경 없이, 즉 공사비의 증감없이 시험을 수행하는 개념

·루 트랙에서 속 까지의 성능이 검증된 용품/시스템의 투입만 허용

표 3. 3개 후보안에 한 상세분석 결과

구분 국외시험선로 황 특징

조치원

루 트랙
유사 효용성 매우 높으나 고속 역 시험 불가

호남고속선,

복선화-시험선
선례없음

인 라/ 철 력/신호제어 교체시험 

실  불가

동해선,

복선화-시험선
선례없음

인 라/ 철 력/신호제어 교체시험 

실  불가

그림 5. 종합시험선로 최  후보(안)- 비타당성 상정안, 조치원/오송 루 트랙

5. 기본계획 진행 현황
비티당성 조사 이후, 2011년 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한국철도기술공사(KRTC)의 주  하

에 진행 이며, 기본 인 선형  안노선의 검토, 측량, 지표조사, 지반/폐 조사, 문화재조사, 

사 환경/재해 향성 검토 등 다양한 과업들이 진행 에 있다.

철도연은 재 학술분야  일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행 이다.

1) 각 분야별 요구시험항목 구체화

2) 시험항목별 시험선로내 최  수행 치  요구조건 도출

3) 1)&2)에 의거한 시험장비, 시험동 등 HW요구사항 도출

4) 총사업비 감방안 도출

5) 실내 형시험장비  시험인증체계와의 연계방안 도출

6) 단기  장기 시험선로 확장계획 도출

7) 메카시티 연계계획 도출

8) 활용성 극 화를 한 최  운 거버 스(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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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해가면서 가장 핵심 인 안으로 두된 사항은 

오송 루 트랙의 고속화이다. 기획(안) 수립시 최고속도는 230kph 기에, 제한 산 내에서 최 한

의 증속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안의 제시는 인 라 교체시험을 

한 복선화 라는 화두와 충돌하여, 반복 인 검토를 통해 최 (안) 재도출에 주력하 다. 특히 

재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장시험이 가능한 용인 라는 재 계획되는 종합시험선로가 유일

하기에, 세계 인 차량의 고속화를 고려할 때, 최소한 250kph 이상의 최고속도 구 가능 연장이 

일정 연장 이상 확보되도록 고려하 다.

재 최 후보(안)으로 결정된 선형 안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6. 종합시험선로 선형 안 (기본계획 진행기  재 최 안)

재 선형 최 (안)의 특징은 경부고속선을 따라 최고속도 260kph 이상이 확보되도록, 직선연장

을 타(안)에 비하여 확장시킨 것이며, 230kph 이상의 구 연장인 3.2km 이상인 선형 안이다. 

동에서 오송까지는 기존선을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하는 개념이며, 필요시 동과 오송에서 회

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선에 한 제한성 없이도 반복시험이 가능하도록 고려하 다.  선형

안을 기 으로 시험항목과 연계된 시설배치 계획이 재 진행 이며, 기본계획의 체 인 윤

곽은 2011년 말 구체화될 정이다.

6. 결언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인의 100년 숙원이었으며, 종합시험선로의 구축을 통해 종국 으로 국

내 기술  산업체의 신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만, 재의 시험선 기본계획은 자 그

로 기본 인 사항만을 담고 있기에, 향후 설계  시공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정부/연구원/건설기

/운 기 /학계/산업계의 반 인 조가 요구되며, 제한된 시설계획 내에서 최 화된 시험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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