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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세계적으로머신비전과카메라등의기술적인성장에

맞춰철도차량의유지보수효율화를위한장치들이지속적으

로개발되고있으며, 국내에서도국가 R&D로철도차량이상

상태자동검지를위한스마트유지보수장치 4종(철도차량이

상상태 자동검지장치는 차량상부 집전장치 자동검지장치, 차

체외형이상상태자동검지장치, 대차이상상태자동검지장치,

차체하부자동검측장치)을개발하고있다. 개발되고있는장

치들은철도차량이운영되는선로변에설치되므로주변환경

에영향을받아검측이불가능하거나, 개발장치가철도차량

의운행과운영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특히개발되고있

는장치 4종 중 3종(차량상부집전장치자동검지장치, 차체외

형 이상상태 자동검지장치, 대차 이상상태 자동검지장치)은

도시철도차량이 60km/h 이상의속도로운행되는선로변에설

치되어 설치환경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논문에서는도시철도차량의유지보수지원을위한이상상

태자동검지장치의안전성확보를위해국내외규격을조사분

석하여장치가갖추어야할환경조건들에대한분석을수행하

였다.

2. 본론
2.1 철도차량 이상상태 자동검지장치 설치환경

철도차량 이상상태 자동검지장치는 차량상부 집전장치 자

동검지장치, 차체외형이상상태자동검지장치, 대차이상상태

자동검지장치, 차체하부자동검측장치로구성된다. 차체하부

자동검측 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의 장치는 [그림 1]의 오

른쪽과 같이 외부에 노출된 환경에서 설치된다.

[그림 25] 이상상태 자동검지장치 Test Bed 구축 예정지

2.2 설치 환경에 따른 적용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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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가 R&D로 수행되고 있는 ‘철도차량 이상상태 자동검지를 위한 스마트 유지보수 장치 개발’ 과제에서 철도차량의
고장및파손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철도차량이상상태자동검지장를개발하고있다. 철도차량이상상태자동검지장
치는차량상부집전장치자동검지장치, 차체외형이상상태자동검지장치, 대차이상상태자동검지장치, 차량하부자동검
측장치 4종으로 도시철도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변에 설치되므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검측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장치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과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안된다. 특히 차량상부집전장치 자동검지장치, 차체외형이상
상태자동검지장치, 대차이상상태자동검지장치 3종의경우도시철도차량이 60km/h 이상의속도로운행되는선로변에
설치되므로안정성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본논문에서는도시철도차량의유지보수지원을위한이상상태자동검지
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규격을 분석하여 개발 장치가 갖추어야 할 환경조건들에 대해 분석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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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이상상태 자동검지장치와 관련된 국외 규격은 없

으나, 설치환경과기능이유사한장치에적용가능한규격으

로 IEC 62498-2, IEC 62498-3이 있다.

IEC 62498-2는급전및철도를동작하는데필수적인장비를

위한고정전기설비에대해 ‘in open air’, ‘in covered areas’,

‘in tunnels’, ‘within enclosures placed in th above-mentioned

areas’에따른환경적영향에대해, IEC 62498-3은 통신및신

호 장비의 환경조건에 대한 규격으로 해당 규격들에서 다루

고 있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유사 장치 국외 규격 환경조건

규격 IEC 62498-2 IEC 62498-3
순

1 고도 압력(고도,맥압)
2 공기 온도 및 습도 온도 및 습도

3 바람(풍속) 바람(풍력)
4 비 비

5 우박 우박

6 눈 및 얼음 눈 및 얼음

7 태양광 태양광

8 진동 및 충격 진동 및 충격

9 오염 오염

10 번개 번개

11 전자기 적합성 전자기 적합성

12 화재 보호 화재 보호

13 지진 -
14 - 전원공급

2.2.2 국내 규격 조사

철도차량이상상태자동검지장치는선로주변에설치되므로

설치환경과기능이유사한장치에적용되는국내규격으로는

KRS SG 0067-14, KRCS C239-04, KRCS 20072-00이 있다.

KRS SG 0067-14는 지상에 설치되고 한국철도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신호제어설비에 대한 시험방법에 대해

규격이며, KRCS C239-04는 차축온도검지장치에 대한 요구

사항및시험에대한규격, KRCS 20072-00은팬터그래프결

함검사시스템에대한요구사항및시험에관한규격으로각

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 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 유사 장치 국내 규격 시험 항목

2.3 국내외 규격 분석

앞서조사된국외규격환경조건에대해국내규격에서제시

하고 있는시험항목을비교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국외 규격 환경조건 대비 국내 규격 시험 여부

순
국외 규격
환경조건

국외 규격 시험
여부

국내 규격 시험
여부

1 고도 ○ ×
2 공기 온도 및 습도 ○ ○
3 바람(풍속/풍력) ○ ×
4 비 ○ ○
5 우박 ○ ×
6 눈 및 얼음 △(고려) ×
7 태양광 ○ ×
8 진동 및 충격 ○ ○
9 오염 ○ ○
10 번개 ○ ×
11 전자기 적합성 ○ ○
12 화재 보호 ○ ×
13 지진 △(고려) ×
14 전원공급 ○ ○

3. 결론
본연구를통한국내외규격분석결과, 국내규격에서제시

하고 있는 시험 항목으로는 국외 환경 조건의 고도, 풍속/풍

력, 우박, 눈및얼음, 태양광, 번개. 화재보호, 지진과같은환

경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해외선진제품수준의안전성을충족하기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국외 수준의 환경조건들을 반영 할 필요성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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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KRS SG 
0067-14 KRCS C239-04 KRCS 

20072-00순

1 기능시험
성능시험 및
종합시험

종합시험

2 전원변동 시험 - -
3 온도 시험 온도시험 온도 시험

4 전기자기적합성시험 전자파적합성시험 전자파적합성시험

5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
6 진동 및 충격 시험 진동 시험 진동 시험

7 방진 및 방수 시험 - 방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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