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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ology on the rolling stock is very composition and system engineering. We have to consider to many 
parameters on the rolling stock design. High speed train is interface between rolling stock and infra system of 
rail, signal, communication etc. For many years testing operation has experienced substantial growth based on 
various advanced new technology. Recently some problems was clearly stated on effective management, 
practical use and testing operation of the the rolling stock on the technology change.
This paper presents some results of the study on necessary requirements of the operation testing for rolling 
stock technology change. We propose a general plan to suggest the operation testing and the parameters of 
the rolling stock on the technology change in the text.

1. 서론

철도차량은 복합적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의 독립적인 요소만으로 철도건설과 운영을 만족하기
에 어려움이 많다. 철도의 고속화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어울러져 최고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며 
이루어 낼 수가 있으며, 철도차량은 고속성능을 발휘하는 데 인프라의 영향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어 개
발초기에서 부터 인프라 설계 파라메터를 고려해야만 한다. 차량은 선로와 신호, 통신과 인터페이스, 수
송체계등 출발과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무수한 영향인자를 명확하게 규명해야한다. 철도는 많은 차량
을 편성하여 대량수송함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다. KTX 는 20량, 전동차는 6～10량, 화물 차량의 경우
는 50량까지도 연결하여 운행하게 된다. 따라서, 편성차량은 목적지까지 안전한 운행상태를 유지하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은 견인력과 제동력이 점착기술 특성을 유지하면서 운행선로에서 감가속에 필요한 최고의 성
능이 요구된다. 이때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설계조건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최초의 형식시
험인 차량의 시운전에 대하여 다양한 시험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본선 운행선로(운행 예정 영업선로)에
서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시험 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인자가 우선하여 검토대상이 
되며 특히, 속도향상이나 운행선로 변경, 선형 개량을 시행한 경우와 기후조건에 대비한 실 운행 시에 
요구되는 성능을 충분하게 검증하도록 한다. 최초에는 설계속도와 영업속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시험속
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시험대상 항목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철도차량의 속도를 포함한 성능을 향상하는 경우의 시험항목과 절차를 검토하고, 운행선로 
시운전 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차량의 시운전 시험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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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차량 본선 운행선로 시운전 현황 조사

2.1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철도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술이 모여 완성되는 대형 복합시스템 기술로서 특정분야의 기술만이 주

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 철도 노선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건설계획과 전문분야별 시스템 기
술을 통합 및 인터페이스를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 특히, 최초의 형식으로 철도차량이 제
작되어 국내 선로에서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성능시험과 완성차 성능시험에 의한 단
계별 성능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본선 운행선로에서 성능시험을 시행하여 시
험기준에 적합하여야 영업운행을 할 수 있다. 이때 철도차량이 설계요구사항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
야하며, 동시에 본선 운행선로의 제반 조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
는 성능시험을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철도안전법은 종합시험운행을 통하여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을 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를 세분화하여 관련기술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안전법(법률 제9610호, 2009.4.1) 도시철도법(법률 제9607호, 2009.7.2)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제35조) ①차량제작자등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

격 등(이하 “성능등”)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확보에 적합한지의 여

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이하 “성능시험”). 성능등을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한 때에도 또한 같다.

(성능시험,제22조의3) ① 제작자등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

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차량ㆍ시설형

식")과 성능에 관하여 시험(이하 "성능시험"). 차량ㆍ시설형식 또는 성

능을 변경(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종합시험운행,제38조)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

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 실시

-

표 1 철도차량의 성능 시험 비교

철도안전법시행규칙(국토해양부 제143호,2009.6.25) 도시철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89호,2009.6.30)

(성능시험의 대상 및 기준 등,제59조)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

 ②성능시험은 각 호와 같이 구분 실시(세부 기준 및 방법 장관 고시)

 기술검토, 부품/구성품/완성차시험,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

(성능시험의 절차 등,제60조) ①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

성능시험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기관 제출

  1. 주요제원, 2. 변경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성능등 변경된 경우)

  3. 철도차량일반도(시험대상이 철도차량인 경우)

  4. 제작 사양서, 5. 시험 및 검사절차서

  6. 강도 및 성능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ㆍ장치)

  7. 설계도면(주요기능을 가진 구조ㆍ장치의 배치도 및 회로도등 도면)

  8. 철도차량 위험도분석 자료(위험도분석 대상 철도차량인 경우)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제25조) 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도시철도차량의 구조와 장치"

 1. 구조: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중량 분포, 축중(軸重), 그 밖에 부

령으로 정하는 구조

 2. 장치: 차체(車體),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제어장치, 보조전원장

치, 신호보안장치, 종합제어장치,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

 1. 선로시설,  2. 전철전력설비, 3.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시설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등,제25조의4) ①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은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본선(本線)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의 항목은 별표 4와 

같다.(세부기준 및 방법은 장관 고시)

표 2 성능시험 대상 기준 및 절차 비교

2.2 본선 운행선로 시운전 성능시험
성능시험에 포함한 본선 운행선로 시운전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성능시험의 항목과 시험품의 조

건등을 비교한 정리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4는 시운전 대상항목의 차종별 비교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철도차량의 가감속과 철도안전법의 고속차량의 공력과 여압 및 냉난방환기 시험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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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고시 제2010-563호,2010.9.19) 도시철도차량의성능시험에관한기준(고시 제2009-641호,2009.8.21)

(성능시험의 대상항목,제3조) ①성능시험의 대상항목 - 4.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대상항목은 별표 4, ②철도차량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기관과 시험신청자와 철도운영자가 협의하여 대상항목 추가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제4조) ①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부품시험․
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 및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기준 및 방법은 성능시험

기관이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시험신청자”)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을 토대로 시험신청자 및 차량발주자와 협의(시험항목의 세부기준 및 방법을 장

관이 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름)

(시험품등의 조건,제10조) ③시험품등에 대한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은 완성

차시험 또는 최종검사 통과한 후 예비주행을 실시하여 신뢰성이 확인된 시험품

등 실시 ⑤예비 주행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선에서 5,000킬로미터 이상(규칙 제

58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1,00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영업 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행 및 정지 등을 반복하여 운행하였을 때 

시험품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시험선에서 예비 주행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 운행선로에서 예비 주행을 실시, 주행거리는 영업 운행선로의 철도운영자

등과 성능시험기관이 협의하여 조정

⑥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과 주요장치 변경이 이루어진 철도차량

은 별표의 차종별 주행거리에 따라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을 실시(단서규정

에 따라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주행거리는 ｢산
업표준화법｣에 따른 KS R 9147 또는 KS R 9148에 따른다.

(성능시험의 실시,제11조) ①성능시험계획서에 따라 부하(負荷)와 무부하(無負

荷)를 구분하여 성능시험을 실시 ②부품시험․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 및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시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차량(부품시험․구성품시험)실시

요청(확인)서 및 철도차량(완성차시험․운행선로시운전)실시요청(확인)서에 서류

를 첨부하여 성능시험 착수 7일 전에 성능시험기관에 제출(해외시험의 경우에는 

성능시험기관과 시험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

 1.시험의 실시 일정 및 장소, 2. 시험 기준 및 방법, 3. 시험결과

(정의,제2조) 용어의 정의

 3. “구성품시험”이라 함은 도시철도차량의 구성품을 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구성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

다.

 4. “완성차시험”이라 함은 도시철도차량의 제작공정이 완료된 

후 본선시운전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철도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

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5. “본선시운전”이라 함은 차량운행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

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본선시운전,제3조)①영 제25조의4제2항에 의한 본선시운전의 세

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표4)

②제1항 각 호 세부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성능시험자와 성능시

험신청자가 협의하여 본선시운전시험을 실시한다.

③본선시운전은 차량이 운행될 노선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선에 제약이 있을 경우 시험선등 타 노선에서 실시)

④성능시험자가 본선에서 시행하는 조건과 유사하게 시험하여야 

하며, 시험대상 차량의 발주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본선 등

을 사전에 조사.

(시험품등의 조건,제3조) ①구성품시험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 완

성차시험을 실시 ②본선시운전을 실시하고자 하는 차량은 완성차

시험을 통과한 후 예비주행을 실시하여 신뢰성이 확인된 차량 ③

예비주행을 실시하는 경우 형식시험은 5000 km이상, 전수시험은 

1000km 이상의 각 거리를 영업운행시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

행 및 정지를 반복하여 운행하였을 때 차량의 이상이 없어야 한

다.(시험선이 예비주행에 부적합한 경우 본선에서 예비주행을 실

시)

표 3 본선 운행선로 시운전의 시행지침 및 기준 비교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제3조제1항제4호)[별표 4] 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제25조의4제2항)

항    목
고속

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전동차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

기관차 동차

역행 시험 ○ ○ ○ ○
1. 역행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

2. 가속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

3. 제동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

4. 감속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

5. 최고속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

6. 집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

7. 유도장애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

8. 보호장치동작확인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

9. 소음 및 진동시험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10. 승차감 및 주행저항시험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11. 지상설비 연계동작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

12. 기타 주요기기 온도 및 상태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

제동 시험 ○ ○ ○ ○ ○ ○

최고속도시험 ○ ○ ○ ○

집전 시험 ○ ○ ○ ○

유도장애시험 ○ ○ ○ ○

보호장치동작확인시험 ○ ○ ○ ○

소음 시험 ○ ○ ○ ○ ○

진동 시험 ○ ○ ○ ○ ○ ○

승차감시험 ○ ○ ○ ○ ○

주행저항시험 ○ ○ ○ ○ ○

공력특성시험 ○

냉난방환기시험 ○ ○ ○ ○ ○

여압장치시험 ○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 ○ ○ ○

주요기기온도및상태시험 ○ ○ ○ ○ ○ ○

표 4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 의 상 항목  세부기  비교

3. 본선 시운전 시험의 적용기준 분석

3.1 운영기관별 시운전 시험 적용
철도차량 도입 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과 도시철도법의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에

관한기준’에 의해 제작사가 예비 주행으로 구내 시운전 및 본선 시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도 운영기
관이 인수 후 길들이기 시운전을 시행하고 있다. 차량의 종류와 관련 법규 및 운영기관마다 예비주행 
시운전 및 형식시험과 전수시험에 의한 경우에 시운전 시험을 적용하고 있다. 사용내구수명 연장에 의
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운전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되고 있는 차량의 성능이 현저하게 달라진 차량에 대하여 본선 시운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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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기준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을 제작사와 협의하고 수시로 사양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시운전에 대하여 성능시험자가 본선에서 시행하는 조건과 유사하게 시험하여야 할 경우 성능시험자는 

시험대상 차량의 발주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본선 시운전 시행등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과 주요장치 변경이 이루어진 철도차량은 표 5의 차종별 주행거
리에 따라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차 종 운행 속도(km/h) 운행선로 시운전 주행거리(km)
고속철도차량 300 이상 35,000 이상

200～300 미만 15,000 이상
일반철도차량 151～200 미만  5,000 이상

150 이하  1,000 이상
주) 일반철도차량 중 객차 및 화차는 성능시험기관과 차량발주자가 협의하여 주행거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표 5 차종별 운행선로 시운전 주행거리

3.2 시운전 시험조건의 분석 
철도차량의 종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시행 내용을 분석하면 철도안전법 적용차량은 고

속철도차량, 디젤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전기동차, 객화차, 기타 차량이고 제작사 예비 주행시험(구내 
시운전-영업선로 조건)으로 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 제10조 5항은 예비 주행시험의 실시는 시험선에
서 5,000킬로미터 이상(규칙 제58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1,00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영업 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행 및 정지 등을 반복하여 운행하였을 때 시험품등에 이상
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선에서 예비 주행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 운행선로에서 예비 주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주행거리는 영업 운행선로의 철도운영자등과 성능시험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성능시험의 본선 시운전(운영사와 성능시험자가 협의 시행)은 철도차량성능시험 시행지침 제
11조(성능시험의 실시)는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계획서에 따라 부하(負荷)와 무부하(無負荷)를 구분
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차량이고, 제작사 예비 주행시험(구내 시운전-영업선
로 조건)은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시험에관한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예비 주행을 실시하는 경우 형식
시험 5000 km 이상, 전수시험 1000 km 이상의 각 거리를 영업운행시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행 및 
정지를 반복하여 운행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선이 예비 주행에 부적합한 경우 본선에
서 실시할 수 있다. 

철도차량의 본선 운행선로 시운전은 상업화 차량의 성능을 최종확인하고 선로조건에 적합한지를 검증
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철도차량의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개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신뢰성 확인 시험을 통하여 시운전 시험을 수행하게 되며, 이때 충분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선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주행거리를 누적시키며 시험하고 있다. 철도
차량의 동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선로구간에서 신뢰성을 확인하는 성능시험을 수행하거나 구
성품의 경우 완성 차량에 설치하여 내구성 평가를 시행하는 절차로서 가능한 장기간 운행을 통하여 주
요부품의 내구성과 철도차량 시스템, 서브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및 통합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완료한 350 km/h의 G7고속열차
용 철도차량이 영업선로에서 시운전을 10만 km 이상 완료하였고, 200 km/h 급 틸팅열차인 한빛200은 
현재 시운전을 시행중에 있으며 10만 km 이상을 주행실적을 가지고 있다. 해외의 프랑스 TGV는 2007
년 4월에 최고 속도 574.8㎞/h 를 시험하여 성공하였으며, 중국은 2009년 12월 21일 우한(武漢)-광주
(廣州)간 최고속도 394 km/h를 시험하고, 2010년 12월 3일 486.1㎞/h 로 최고기록을 세운 후 대륙의 
고속열차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세운 세계최고속도에 도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잇다.

철도의 대형 프로젝트는 필요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다하더라도 경제성, 개발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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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약사항이 있고, 현재와 같은 다양하고 전문화 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모두 동시에 자체개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각각의 요소인 설계, 설비, 건설, 생산, 판매, 훈련, 유지보수 등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획득의 수단으로 철도차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초기 연구개발  
철도차량에 대하여 내구성과 안전성을 예측할 수 있는 성능시험의 최종 검증은 영업 본선 시운전을 활
용하고, 운행거리를 설정하여 장기간의 시운전 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신뢰성(Reliability)을 검증하는 방
안을 시행하는 것이 선진국의 핵심기술을 습득하는 지름길이다. 이는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수
출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부가가치 창출에 매우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길들이기 시운전은 차량을 인수한 이후에 영업운행선로에서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직원 교육과 
차량과 운행선로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적응기간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전기 동차 형식 변경 차량은 
5,000 km 이상, 기타 차량 2,000 km 이상, 신형전기기관차 2,000 km, 간선형 전기동차(150km/h) 
2,000 km 로 운영기관의 운행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상당기간의 운행을 통한 
신뢰성 확보와 운전자를 포함한 선로와 신호등 인프라와 인터페이스를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게 
시행하고 있다. 

3.3 ‘철도종합시험운행’과 ‘운행선로 시운전’의 항목과 요구사항 분석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요건은 다음 표 6

과 같으며 시설물 검증과 영업시운전 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영업선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시설물 검
증시험은 시설물의 정상작동 상태, 철도시설의 안전 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철도시설과 차량간의 
연계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대상 시설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철도차량의 속도를 단계적으
로 올리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시운전의 경우는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한 후에 운영유지보수
자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영업서비스 운영을 가정하여 시험하며, 열차운행체계, 철도종사자의 업무
숙달, 영업서비스 준비사항을 검증하고 있다. 철도차량과 관계되는 항목은 시험내용을 정리하였다.

구 분 주요 검 항목  시험 내용 일부

시설물

검증시험

•선로구조물 / • 철 력( 차선/ 력), 송변  / •신호, 통신

•차량과의 연계성

•증속  선로 최고속도 주행시험
 -선로 최고속도까지 단계별 증속에 따른 가․감속 확인
 -편성열차 거동 찰 : 차/객차의 동 거동(수직, 종  횡방향 가속도)
 -열차 주행안 성 확인  소음/승차감/기 시험
•연결구간 (Separation Section) 통과시험-기존선과 고속선 사이의 연결구간외
• 연구간 (Neutral Section) 통과시험-경고표지와 지상설비 검외
•ATC/ATS/ATP 시험-주행  동작시험외
•차상 ATS와 선로변 ATS의 인터페이스-ATS 속도 제어기의 기능 검
•외부소음시험- 업속도에서의 환경소음

업 시운 •운 (Operation) /• 업(Commercial Business)

표 6. 철도종합시험운행 요구조건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은 부품 및 구성품 시험, 완성차 시험 시행과 제작사의 예비 시험까지 수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단계별 성능시험을 완료한 이후에 본선 운행선로 시운전을 통하여 최종 성능시
험이 완성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는 시운전 시험 항목의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은 고속차량의 주요 기계장치에 
대한 차량고장 통계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10분 이상 지연된 건수와 환승에 의한 
열차고장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계절적 발생 추이도 일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열차 편성량에 
비하면 많은 고장은 아니지만 영업 운행 이전에 본선 운행선로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면, 제작결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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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선 운행선로 시운전 성능시험 수행체계 분석

   
그림 1 주요 시운전 시험 항목

      
그림 2 고속차량 주요 기계장치의 고장통계

 

한 초기 고장율이 흡수되도록 철도차량의 시운전 주행거리에 대한 성능시험 기준의 범위를 개발 차량의 
졸류에 따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속차량의 초기고장 2년간 통계를 조사하고, 
안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스템의 고장을 분석한 결과 운행 1개월(주행거리 약 30,000 km) 이
후에 차량고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장은 제작결함보다 
설계결함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운전 
성능시험 항목 및 방법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따라서, 본선 시운전 시험 이전에 구
성품, 완성차 시험과 제작자 자체시험의 예비 
시험 과정중에 발생한 고장률에 대하여 통계
적인 분석에 따라 빈도와 주기를 분석해야하
며, 그림 3의 시운전 성능시험 수행체계에서 
제작자 및 운영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본
선 운행선로 시운전을 수행하도록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론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대하여 다양한 차량 형식과 신차종이 개발되고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식이 다르고 다양한 철도차량의 성능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시험절차에 필요한 본선 운행선

로 시운전에 관한 요건을 관련 절차에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제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시운전 시험기준에 대하여 다
양한 시험 항목과 시험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나 검토가 기술 수준과 시설의 상태에 따른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차량 성능을 판단하는 시운전 시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철도차량의 다양한 시운전 성능시험의 절차와 시험항목을 검토하고, 운행선로 시운전 시험
을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차량의 성능시험으로 시운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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