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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공존하는 녹색 미래에 대한 앞선 생각이
KR을 한국철도산업을 이끄는 첫 번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KR은 최고의 철도 전문기업, 글로벌 리더로 거듭납니다.

고속철도 역사
1990. 6 서울-부산간 기본노선 확정·발표
1992. 6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 착공
1994. 6 고속차량 도입계약체결(프랑스 TGV)
1999. 12 고속철도 시험운행 개시
2001. 11 2단계 사업 조기착공(당초 2004년 2002년) 방침 결정
2002. 6 2단계 노반공사(11-1 공구) 착공
2004. 1 고속철도 서울역사 준공식
2004. 4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2008. 6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기공
2008. 9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기공
2010. 11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해외 수주 현황
2005. 5 수투선(쑤이닝-충칭, 114km) 중 시험선구간(13km) 감리용역
2006. 1 무광 여객전용선(우한-광저우, 918km) 중
제1공구(우한-호남성 경계, 153km) 감리용역
2008. 10 하다선 여객전용선(하얼빈-다롄, 904km) 엔지니어링 자문용역
2010. 4 진진 여객전용선(천진-진황도, 257km) 기술자문
2010. 4 반영 여객전용선(반금-영구, 89km) 기술자문
2010. 4 하치 여객전용선(하얼빈-치치하얼, 280km) 기술자문
2010. 5 난신선(난징-아라무치, 1,892km) 중
· 난징-신장구간(1,065km) 및
· 감청-신장구간(709km) 기술자문
2010. 5 서안-보계 여객전용선(138km) 기술자문
2010. 9 장곤 여객전용선(운남 2구간, 97km) 감리용역
2010. 9 장곤 여객전용선(귀주 2구간, 95km)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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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를 넘는 새처럼

태양을 따라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철새, 인도기러기

생명을 찾아 떠나는 도전 앞에 8,000미터 에베레스트는

더 이상 험난한 산맥이 아닙니다.

KR은 철도산업에 대한 불굴의 도전과 열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교통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유라시아를 연결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철도산업의 리더로 KR은 더 힘차게 비상하겠습니다.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KTX-산천

Vision

First! KR

First to Create the
Technology
첨단 기술력이 만든 최고의 철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KR의 경쟁력은 첨단 기술력입니다.
창의와 첨단 기술력으로 철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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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고가의 건설단계별 모습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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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고속철도 / 일반•광역•남북철도 / 신기술 신공법 / 첨단 미래 교통

KR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 일반철도 고속화, 광역철도 건설 등 국가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대한민국을 90분으로
연결하는 첨단 교통 시대를 열어갑니다.

강합성 아치공법(Steel Arch Method)
경부고속철도에 위치한 언양고가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 토목공법인 강합성 아치공법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완공했습니다. 교량 양측에 가설벤트를 설치하고 가설벤트 상부에
설치되는 가설거더를 ILM공법을 활용한 런칭공법을 적용하여 공장에서 제작한 강아치
를 고속도로 위로 통과시켜 안착시키는 시공공법입니다. 기존도로의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공할 수 있고 안전성이 높습니다.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서울-부산) : 연장 417.5km, 사업비 20조 7,282억 원
광명-대구간 신선(238.6km), 대구-부산간 기존선 전철화 (171.2km)
1단계

- 사업기간 : 1992년 6월~2004년 4월
- 총사업비 : 12조 7,377억원
- 소요시간 : 서울-부산간 2시간 40분(기존 경부선 새마을호 대비 90분 단축)

대구-부산 신선 (128.6km), 대전·대구 도심구간 건설 (40.9km)
2단계

- 사업기간 : 2002년~2014년
(대구-부산간 2010년, 대전·대구 도심구간 2014년 개통)
- 총사업비 : 7조 9,905억원
- 소요시간 : 서울-부산간 2시간 18분
대전·대구 도심구간 완공시 서울-부산간 2시간 10분 소요

호남고속철도 (오송-목포) : 연장 230.9km, 사업비 10조 4,901억원
사업내용 : 오송-익산(89.5km)-광주송정(182.2km)-목포(230.9km) 신선 건설
오송역 호남선 부분 포함 6개 역사 신설 및 개량
사업기간 : 2006년~2017년(오송-광주송정간 2014년, 광주송정-목포간 2017년 개통)
소요시간 : 용산-광주송정간 1시간 33분(기존 호남선 대비 66분 단축)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 연장 61.08km, 사업비 3조 7,231억원
사업내용 : 수서-평택간 61.08㎞ 고속철도 건설
사업기간 : 2008년~2014년
(’
11년 착공, ’
14년 호남고속철도와 동시 완공 추진)
소요시간 : 수서-평택 21분[수서-동탄(11.75분, 32.40km)-평택(9.25분, 28.68km)]
(수서-부산 122분, 수서-목포 99분)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언양고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일원
•공사기간 : 2005.10 ~ 2008.10
•공사내용 : 최첨단 공법인 ILM 공법을 활용한 런칭공법으로 지상에서 미리 만든
강합성 콘크리트 아치를 경부고속도로와 울산-언양간 국도 24호선
상부에 올려 놓는 방법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진례고가의 건설단계별 모습

교량회전가설공법 (Incremental Launching and Rotation Method)

➊

➌

➋

➍

교량회전가설공법은 외부에서 교량을 만들어 앞으로 밀어내 도로를 잇는
‘압출공법’
과
한 축을 중심으로 교량을 45도 회전시키는
‘회전공법’
을 동시에 적용하여 입체교량을
가설하는 공법입니다.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교량 상부구조물을 가설하는 최신
공법으로 임시우회도로 공사로 인한 공사비 및 고속도로 교통통제로 인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합니다.

➎

일반철도 광역철도 남북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및 개통

수도권

경부선 연계 : 천안-온양온천-신창 복선전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울산-포항 복선전철

• 동북부권 : 용산-문산 복선전철,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의정부-소요산
복선전철 등 4개 사업
• 남 부 권 :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정자-수원
복선전철 등 3개 사업
• 서남부권 : 수원-인천 복선전철, 소사-대곡 복선전철, 안산-청량리
복선전철 등 3개 사업

호남선 연계 : 전라선 복선전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익산-대야 복선전철

지역경제 및 지역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신선철도 건설
성남-여주 복선전철, 포항-삼척 철도건설,
신탄리-철원 철도 복원 등 9개 노선 건설

50분
수원

33분
인천

오리

12분
수원

왕십리

선릉

수송능력 증대를 위한 복선·전철화 및 개량사업
장항선 개량, 경춘선 복선전철, 덕소-원주 복선전철 등 15개 사업 추진

부산권
•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민자유치 철도 건설
BTO 방식 :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신분당선 복선전철
BTL 방식 : 전라선(익산-신리)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삼랑진-진주간 3개 공구 복선전철

물류 비용 절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철도 건설
산업단지를 연계한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등 5개 사업 추진

진례고가
•위
치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일원
•공사내용 : 도로와 직각방향으로 런칭을 실시한 후 교각 상단을 회전축으로
회전하여 거치하는 공법으로 도로 중앙에 벤트를 설치하지 않아
고속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➊ 가평교 ➋ 마곡대교 ➌ 녹산교 ➍ 낙동강교 ➎ 도라산역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남북철도
경의선(문산-군사분계선)·동해북부선(제진-군사분계선) 등 남북철도 연결사업
을 활발히 추진하여 2007년 5월 역사적인 남북철도 연결 시험운행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 화물열차를 운행하였습니다. KR은 표준
형 철도사업관리시스템(KR-PMIS)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 교류를 통한 남과
북의 철도 연결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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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다르면 기술도 달라야 합니다.

최적의 신기술 신공법

철도 건설 현장 조건에 최적화된 신기술 신공법을 보유한

-

➌

KR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건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3

➊

Shield TBM 공법

➋

➎

➊ 한강 하저터널 ➋ 금정터널 ➌ 평택고가 ➍ 어연고가 ➎ 풍세교 ➏ 갑천교

(Tunnel Boring Method)

분당선 한강하저터널
실드공법은 연약지반으로부터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에 견딜 수 있는 터널 직경보다 조금
더 큰 원통형강재(Shield)를 지중으로 내려 앞부분의 커터로 굴착한 뒤 후미에서 미리
제작된 터널 벽조각(Segment)을 동시에 시공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공법으로 각 벽 조각
에는 수(水) 팽창 지수재를 부착하여 터널의 누수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공법입니다.

PSM공법

MSS공법

FCM공법

Tunnel Boring Method +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Precast Span Method

Movable Scaffolding Method

Free Cantilever Method

금정터널

평택고가 / 어연고가

풍세교 / 반월교

갑천교

연·경암의 강도를 가지는 지반에서는 TBM 장비로 터널을 굴착한
뒤 잔여 단면부를 NATM공법으로 확장 발파하는 방식입니다. 경부선
금정터널에 이 공법을 적용하여 발파진동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PSM공법은 교량상판(Segment)을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작
해 특수차량으로 현장에 운반, 교각에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교량상판
은 지정된 공장 또는 제작장(Casting Yard)에서 제작되므로 일정한 온
도와 습도 유지로 고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하부공정과 병행할 수 있
으므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MSS공법은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이동식 지보인 비계보와 추진보를
이용하여 교각위에서 이동하면서 교량을 가설하는 현대적인 공법으로
풍세교, 반월교에 도입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이동식 거푸집을 이용하여
하천, 도로, 계곡 등 교량하부 조건에 관계없이 경제적 시공이 가능하며
고도의 기계화 구동장치로 신속, 안전,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FCM공법은 교각에 주두부를 설치하고 특수 가설장비(formtraveller)
를 이용, 1개 세그먼트씩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가는 공
법입니다. 동바리가 필요치 않아 계곡, 하천 및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
로 통과구간 등 장대교량 구간에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 공정 등의 시공관리가 확실하고 각 시공단계마다 오차
수정이 가능하므로 시공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TBM+NATM공법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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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전철 사업

도시형 자기부상열차(Maglev) 실용화 사업

경량전철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미래형 첨단 교통수단으로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KR은 국내 유일의 철도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
로서 지자체가 주관하는 경량전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 4,5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R&D)사업으로써 공단은 이 중 82% 이상인 3,700억원 가량이 소요
되는 시범노선 건설과 연구개발 과제업무를 수행합니다.
본 사업 성과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두 번째로 독자적인 자기부상
철도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KR은 국내 유일의 자기부상철도 건설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게 됩니다.

첨단 미래 교통

15

주요 활동
- '05.12 : 경량전철사업 전담부서 신설
- '07.05: 용인시와 기술지원 협약 체결
•기술자문, 품질 및 안전점검(2회/년), 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지원
- '09.12 : 김포 경량전철 건설사업 사업관리 수주
•김포 경량전철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분야별 전문가 투입하여 사업수행 효율성 극대화
- '10.03 : 의정부시와 기술지원 협약 체결
•기술자문, 품질 및 안전점검(2회/년), 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지원
- '10.03 :“경량전철사업 지원센터”설치·운영 중
•경량전철 기술검토 및 자문, 품질안전 점검 등에 대한 기술지원
•경량전철 사업기획 및 인허가에 필요한 건설행정 지원
- 기타
•국내 경량전철 관련 산/학/연과 협력체계 구축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2012년
- 사 업 비 : 약 4,500억원(시범노선 건설사업비 약 3,700억원)
- 주요구간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PMS) - 패션아일랜드 - 워터파크
- 공항철도 용유역사(예정)
- 주요물량
•교 량 : 6.113km 복선(본선)
•차량기지 : 유치용량 7편성 14량
•정 거 장 : 6개소(고가)

주요 업무내용
- 110km/h급 무인운전 자기부상시스템 개발
- 개발시스템 시험운행을 위한 시범노선 건설
•연구결과(부상·추진레일, 분기기) 반영한 시범노선 건설
•종합 시운전 및 시설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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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상되는 철도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ㅣ역사 건축 /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역세권 개발

철도가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갖가지 생활시설이 들어선 역세권, 이용객을 위한 넓고 쾌적한 역사와 편리한 환승시설,
그리고 다양한 편의공간. 색다름이 있는 문화공간이 머무는 시간까지 행복하게 만듭니다.

대천천

광명역

홍대역

역세권 개발 Master Plan
타당성 조사를 통해 역세권 개발 대상지(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경의선 홍대입구역·
공덕역, 수인선 송도역 등)를 선정하고 철도건설사업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주 역사
•위

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광명역 복합환승시설 개발

•공사내용 : 한옥 암수기와의 곡선 및
불국사 화랑의 이미지를 지붕계획에
도입하여 경주시 문화적 특색을
살렸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경주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버스터미널 등의 환승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편리한 철도시설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룹니다.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시설 개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연계한 개발사업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합니다.
전국 폐선부지 현황 13개 노선 760.6km

역세권 개발 성과
철도이용객
편의시설 제공과
지역발전 촉진 유도

철도시설 부지의
적극적활용으로
국유재산 가치 제고

점용료 수익창출로
철도투자재원 확보

철도이용수요
증가로 철도운영자의
경영수지 호전

■폐선부지 개발
배경 및 목적
폐선부지 발생에
따라 효율적 활용 및
관리문제 대두

역사 건축

여객 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의 다양한
휴게공간 및
편익시설 확대

관광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있는 사업구상 계획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수요분석
•수익성 검토 등 세부적인 사업타당성 조사

■유휴부지 개발
대천천 폐선철도 교량 생태계 복원사업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증대

편안하고 쾌적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지역단절의 해소

전용 엘리베이터, 전용 화장실, 전
용 매표소 설치 및 시각장애인 안내
표지판 등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위한 수유실 설치부터
승객들의 여유시간을 위한 독서실과
PC라운지 운영, 음수대 설치 등 공간
구석구석 사용자들이 쾌적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건널목의 입체적 건설로 지역단절을
해소하며 역사의 위나 아래에
도로를 신설하여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연결 매개체로서
철도의 역할을 증대시킵니다.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승강장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생태관찰로로 준공하여 환경을 살리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로(誘導路)

경원선 고가하부 개발

강우시 승객의 편의를 위한 홈지붕

정선 레일바이크

생활체육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카페 외관을 곤충 등의 모습으로 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주민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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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전철전력분야 / 신호분야 / 통신분야

빠른 속도보다, 생활의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안전입니다.
전국의 열차운행 상황 및 전력공급상태를 중앙에서 일괄 감시·제어하며, 열차가 허용속도 초과시
자동으로 열차를 감속시킬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 재해 발생시에도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첨단 전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철전력분야
송변전 시스템

철도교통관제센터

■송변전 시스템

■전차선로 시스템

■전력시스템

한전으로부터 154kV 전기를 받아 열차운전 및 신
호·통신 등 열차운행을 위한 부대설비에 전기를 공급
하는 송변전설비와 이를 종합사령실에서 감시 제어하
는 SCADA 시스템(원격제어설비: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으로 구성된 시스
템입니다.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는 시스템입니다.
- 차량의 판타크래프와 접촉하여 전기를 공급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에서 역사, 터널설비, 신호
설비, 통신설비 등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선로와 개폐장치, 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배전설비라
하며, 역사, 건물, 터널 등 옥내의 전기설비를 구성하
는 건축전기설비를 총괄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징
송변전 설비를 철도교통관제 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주요설비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 송전선로 : 가공, 지중
- 변전소(Sub Station) : 옥내형, 옥외형)
- 급전구분소(Sectioning Post)
- 병렬급전소(Parallel Post)
- 전철 원격제어설비(SCADA)

특징
경부고속철도 전차선로의 허용오차는 ㎜단위까지 정밀시공으로
이루어지며, 경부고속철도 1단계(외국산 유리애자)와 달리 2단계
구간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분자애자를 사용하였다.

특징

주요설비

주요설비

- 급전선로, 가공전차선로, 귀선로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
·가공전차선로 구성설비
: 합성전차선, 장력조정장치, 흐름방지장치, 건널선장치, 인류장치, 구분장
치,
급전분기장치, 균압장치, 각종지지물 등

·합성전차선 구성설비
: 조가선(강체 포함), 전차선, 드로퍼(행거 포함) 등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는 터널내 조명등 및 유도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였다.

- 배전설비
: 배전선로, 수전설비, 배전반 및 변압기(고·저압) 등

·합성전차선 구성설비
- 건축전기설비
: 옥내배선, 분전반, 조명설비, 콘센트 등

- 전력 원격제어설비(S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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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분야

열차를 충돌, 추돌, 탈선 등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전구간의 열차운행을 실시간으로 제어·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열차제어장치(ATC), 연동장치(IXL), 열차집중제어장치(CTC) 및 안전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분야
전송망 시스템

21

끌림 검지장치

레일온도 측정장치

지장물 검지장치

차축온도 검지장치

열차무선시스템

■열차집중제어장치 (CTC)

■자동열차제어장치 (ATC)

■연동장치(lXL)

■안전설비

■열차무선시스템

■전송망시스템

■역무용통신설비

전국의 열차운행 상황을 중앙에서 일괄
감시하며, 열차운행 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설비를 원격제어하는
열차운행관리 시스템입니다. 열차운행
상황을 자동 처리 및 기록하고 여객안내
설비 등에 열차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속 300km/h의 고속열차는 기관사
육안으로 선로변의 신호기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내신호방식을 채택하
여 현재 운행구간의 속도를 운전석에
표시하고 허용속도 초과시 자동으로 열
차를 감속시켜 줍니다.

열차가 역구내 또는 중간건넘선에서
선로를 바꾸어 운행할 때 신호기와 선로
전환기 및 궤도회로장치 등를 상호 연쇄
동작 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며, 운영
자의 오 취급 시에도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합니다.

열차 안전운행의 저해 요소를 사전에
검지하여 위험지점 이전에 미리 열차를
정지 시키거나 감속 운행토록 하여
열차 안전운행과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
합니다.

관제사, 기관사, 역무원 유지보수자 간 운행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무선통신으로 통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고속/일반/광역철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CTC, SCADA, 열차무선, 행선안내, LAN,
승차권발매 등)를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고속/일반/광역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열차이용
에 대한 정보제공, 열차안전운행 및 철도영업을 지
원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특징

- 일반전화 및 관제전화설비
- 열차행선안내설비
- 영상감시설비
- 구내방송설비
- 전기시계설비
- 역무자동화설비

- 각종 기지국 또는 중계기지국
- 난청해소설비(케이블안테나 등)
- 차량용, 역용, 휴대용 등 각종 무전기

특징
일반/광역철도 : VHF(초단파) 방식
고속철도 : TRS(주파수공용) 방식
-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이용

주요설비
- 각종 기지국 또는 중계기지국
- 난청해소설비(케이블안테나 등)
- 차량용, 역용, 휴대용 등 각종 무전기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광케이블 및 전송장비의 물리적인 이중화로 무장애시스템 구현
•기간망에 파장분할다중화(DWDM) 장치를 도입하여 망의 확장성
(최대400Gbps) 확보

주요설비
- DWDM, STM-64(10Gbps)
- STM-16(2.5Gbps), STM-4(622Mbps)
- DCS, DOTS, 전원설비, 부대설비
- 전송망관리시스템 등

주요설비

First to Create the
Green
녹색 미래에 대한 앞선 생각
사람과 자연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인 철도로 푸른 미래를 키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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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친환경 공법 / 친환경

세상은 자연도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에 KR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생각하고
자연을 가장 잘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도를 건설합니다. KR의 푸른 생각으로 지구의
가치도, 녹색 미래도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고라니

저어새

톱사슴벌레

천성산 도롱뇽

터널주변 토종식물군

자연 보전을 최우선으로 - 경부고속철도의 친환경 공법

환경친화적 철도노선 선정

경부고속철도가 지나는 천성산 일대. KR은 친환경 공법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뤄냈습니다. 환경영향공동조사와 고산습지 및 계곡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연을 살피고, 특허공법인 PICAF 방식(응집침전
일체형)의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굴착시 전자뇌
관 및 SUPER CUT공법을 적용하여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공 중 TSP탐사기법을 통하여 지반 및 지하수 상태를 확인 후 보강공법을 선정,
지하수 유출방지 및 터널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터널 주변에
대해 토종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친환경공법을 적용하여 녹색 자연을 보전합니다.

환경·경제·기술·사회적 측면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철도노선
선정을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사회 각 계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초기
단계부터 대안노선 검토까지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선정합니다.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친환경 철도건설지침 제정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사회환경 6
개 분야의 세부항목을 중점 관리하여 철도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환경생태공동조사단

생태다리

녹색철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대표와 NGO 등을 중심으로 녹색철도자문회의를 정례화하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민원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공청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초롱

친환경 차량기지

친환경 묵현역사

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 마스터플랜
차량기지건설 선진화 계획에 따라 향후 건설될 철도건축물은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설됩니다. 태양광, LED조명과 같은 친환경, 고효
율 에너지 사용과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견인할 철도 건축
물을 만듭니다. 또한 차량기지를 집중화·거점화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고 철도 시
설의 첨단화·자동화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철도건축물을 제공합니다.

환경 친화적 철도건설 사례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환경생태공동조사 시행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통한 친환경 건설 모니터링
•터널분진 방지시설 설치 및 주택가 소음절감을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
•착공 전 BOX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위한 이동통로 확보
•이음매가 없는 장대레일과 방진궤도, 흡음블록 채택으로 저진동·저소음 구현

•친환경, 에너지절약 시설 반영(태양광,지열설비, LED 조명 등)
•차량기지 집중화, 거점화
•다기능(멀티형) 차량기지 건설
•차량기지 부지 활용도 제고
•시설의 자동화 고효율화
•차량기지 기술향상 및 업무절차 개선
•고객만족을 위한 철도공사와 인터페이스 강화

First to Create the
Innovation
철도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경영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의 철도건설은 혁신적인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KR은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내일을 준비하는 철도산업의 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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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인프라를 구축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선진 사업관리 역량으로 우수한 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
며 철도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적인 생각으로 철도건설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경영진 워크숍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철도기술전문가 교육

업무표준화와 지속적인 혁신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략경영, 인사,
회계, 자산, 건설사업 등 모든 업무를 통합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를 도입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PM솔루션인 PMS를 통해 본사에서 공
사현장까지 원활한 업무연계와 협력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6시그마, 설계VE 등 업무 방식의 개선, 경영혁신 아카데미를 통한 인재양
성 및 KR경영혁신평가시스템, BSC평가 시스템 등의 혁신 인프라를 구
축하였습니다. KR은 이를 발전시켜 고객과 상호발전하는 상생의 문화와
고객만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혁신을 구현합니다.

KR 연구원
KR연구원은 국가과제 연구개발 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투자 확대 및 미래철도 기술선도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R 인재개발원
철도의 미래가치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맞춤형 철도전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KR인재개발원은 사내‘6대 아카데미’
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경영 토론회

GPMS (GIS Project Management
System)
도면, 공정, 사업비 정보를 연계하여 GIS (일상 생활공간을 수치지도화
하여 데이터를 전산관리 하는 시스템) 공간 상에서 시각적인 사업관리를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SE (System Engineering)
KR은 SE를 구축하여 철도시스템 적기 개통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엔지니어링은 사업 초기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도출하여 철도
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치공학, 인터페이스 기술
관리 등 첨단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 시공, 시운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경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공기 연장과 비용증가 없이 양질의 철도
건설을 추구합니다.

6개 분야 전문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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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시속 350km급 한국형 고속열차 KTX-Ⅱ입니다.
1급수의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토종 물고기 산천어를 형상화한 것으로
‘산천’
은 山과 川으로 해석돼 푸른 자연을 뜻하며 친환경적인 녹색철도의 상징입니다.

Total Solution

KTX-산천 특장점
객차 차체를 Steel에서 알루미늄으로 개선
•차체 경량화 및 객실내 소음 저감을 위한 흡음재 충진
•터널내 소음 기준치 저감 (73dB->71dB)

KR은 계획수립으로부터 시공, 사업관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프로젝트 실행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첨단기술과 광범위한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요구를 최고로 만족시킬 통합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안전성능 향상 및 소음 저감
•시속 350km 주행시에도 기압파를 견디는 HAVC 시스템
•전기작동식 출입문과 4겹 복층유리 창문으로 소음 저감

KR은 대한민국 철도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철도건설, 계획수립,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의 중심에 KR이 있습니다.

최첨단 편의시설
•넓은 좌석과 안락한 회전식의자로 승차감 개선
•위성 DMB를 통한 실시간 방송 청취
•전 객실 무선인터넷과 전원 콘센트 설치
•교통약자용 편의시설 (장애인석, 휠체어석, 장애인화장실, 수유실)

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사업
관리

코어
시스템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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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Vision

Global KR
장기 2017~2020년
글로벌 철도 파트너

중기 2013~2016년
철도 Total Solution Provider

단기 2009~2012년
철도엔지니어링 및 PM 전문기관

KR 2020 VISION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의 미래가치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더 큰 비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 철도 총연장 5,000km
▶ 신사업 수익 연 3,000억원 창출
▶ 철도품질 국제수준 3위
▶ 공기업 고객만족도 1위

주요업무
철도의 건설 및 시설자산 관리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운영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해외철도 건설과 남북철도 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추진분야
녹색철도망 구축
•한반도 X형 고속철도망 구축
•기간철도망 및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 확충
신성장사업 확대 및 재무건전성 확보
•해외 철도사업 진출 확대 및 국제 철도협력 증진
•철도시설 자산의 가치증대
선진철도 도약을 위한 역량 강화
•철도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재 양성
고객 및 사회가치 실현
•고객만족도 지속 향상 및 글로벌 환경경영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