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표준규격의 관리방안

The Management Plan for Korean Railway Standards (KRS)

김정국 권성태* **

서론 및 주요목표1.

년 월 대구시지하철 호선 화재 사건 이후 철도의 운행 및 철도시스템의 안전에 관한2003 2 1 ,

관심이 고조되어 이에 대한 결과로서 철도 안전의 확보를 위한 철도안전법이 년 월 일2004 10 22

제정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또한 년에는 철도안전법의 시행을 위한 하부법령인 철도. , 2005․
안전법시행령 및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 조에서는 철도. 34

안전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통해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의 경우 과거 철도청에서 물품관리법 제 조 표준화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 6 ( )

앙관서의 장은 당해 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관하여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관하여 각각 그 표준을 정하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철,

도청에서는 물품 구매를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구 철도청이 년. 2005 1

월 일부터 민영화됨에 따라 그 동안 철도청에서 관리해 오던 철도분야 표준규격인 한국철도표1 ,

준규격이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으며 철도안전의 확보를 위한 철도안전법과 그 하부법령에서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의 제정 및 개정 등의 관리를 철도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철

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규격의 관리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고찰이 요구되며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 과 해외의(KS)

다양한 국제규격의 관리 현황의 이해를 통해 한국철도표준규격의 관리를 위한 방안의 수립이 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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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저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회원*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회원** , ,



된다.

국가사무인 철도표준규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및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

시하여 철도표준규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국제규격인, ,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과 국가규격인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Korean Insustrial

등의 규격관리를 벤치마킹하고 미국 철도협회인Standards (KS) Association of American

의 규격관리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통해 한국철도표준규격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Railroads (AAR)

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의 하부법령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지침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

여러 사례의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관리를 위한 방안의 수립 및 궁극적으로 효

율적인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와 철도안전법의 하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철도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

을 작성하여 시행지침 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 .

본론2.

한국철도표준규격의 관리 이력2.1

철도표준화업무는 철도산업구조개혁 이전 구 철도청의 업무였으나 구조개혁 이후 철도시설 및

운영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년 월 일부터 국가사무인 표준규격관리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2005 1 1

철도안전법시행령 제 조 권한의 위탁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시행하64 ( )

고 있으며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된 철도표준규격은 항목으로 표 과 같으며 분야별, 209 1 ,

주요규격은 표 에서 나타내었다2 .

표 구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된 철도표준규격의 현황1.

분 야 별 시설용품 차량용품 전기용품 영업용품 공안용품 계

구철도청 표준규격 103 343 219 73 16 754

철도용품 표준규격 17 17 175 0 0 209

표 한국철도표준규격의 주요현황2.

분 야 규격 번호 규 격 명 품목수

시 설
5510-1011

외　

목침목 망간크로싱 접착절연레일 코일스프링 크립걸이, , , ,

숄더 특수레일 방진재 저진동궤도용 신축이음매 외( ), , ( ),
17

차 량
2240-2020

외

삼동변 차량용 공기브레이크장치 공기통 브레이크디스크, , ,

동력차용 기어 차륜후렌지 도유기 외,
17

전철전력
5905-3174

외

저항기 케이블가교폴리에틸렌 절연전력, (CV), 154kV

제어반 전철원격감시제어장치 단권변압기 외CV400, ( ),
70

정보통신
5985-3082

외

안테나 단축형 안테나 다이폴형 캡타이어케이블 캡( ), ( ), (2P),

타이어케이블 전선관 도관전선 외(5P), ( )
41

신호제어
5945-3056

외

직류자기유지계전기 삽입형 삽입형 유극선조계전기( ), ( ) , ATS

지상장치 형 전기전철기 외, N.S
64

년도 관리되고 있는 규격은 구 철도청의 철도표준규격에서 철도공사 및 시설공단에서 공* 2005

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규격만으로 선정함



철도청의 규격관리2.1.1

구 철도청의 규격관리는 물품관리법 제 조 표준화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6 ( )

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관하여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

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관하여 각각 그 표준을 정하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에서는 물품,

구매를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반해 철도안전법상의 철도용품의 표준규격.

은 철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규격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되어야 한다.

철도용품의 표준규격 관련근거2.2

철도의 안전에 관한 최고법인 철도안전법 법률 제 호 의 제 조 표준화 에서는 철도안전을( 7245 ) 34 ( )

위한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통해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의 하부법령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 조에서는 권한의 위. 64

탁을 통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 」･
구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하고 있는 업무는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① ･ ･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폐지 및 확인에 대,② ③･ ･ ･ ･

한 처리결과 통보 표준규격에 관한 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업무 표준규격서의 작성, , ,④ ⑤ ⑥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그리고 그 밖에 표준규격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 등이다, .⑦

또한 주요 위탁업무는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개정･폐지 등 규격관리 제반업무 검토 시험분석( , ,

위원회 개최 등 와 국제규격의 부합화 및 규격관리 구축 국제규격 부합화 관리를 위한 하) DB ( , DB

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이 될 수 있다, ) .

한국철도표준규격관리의 시행을 위한 지침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2.3 ( )

철도표준규격관리의 업무 처리절차는 그림 에서 요약되어 나타내고 있다 신청인의 경우 규격1 .

의 제정 개정 폐지 확인에 관한 신청과 그 신청의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 , ,

서는 이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접수 검토 의견수렴 및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결, , ,

과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 ,

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업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규격관리 업무 처리절차1.



철도표준규격 관리시행지침 안 의 주요내용2.3.1 ( )

철도표준규격안의 작성 및 규격의 확인 제 조2.3.1.1 ( 3, 4 )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표준규격안의 작성은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철.

도표준규격의 확인의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56 4

규격을 고시한날부터 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개정 또는3 ,

폐지가 필요한 경우 사용중인 철도표준규격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및 그 외에 철도 안,

전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년 이내에도 확인할 수 있다3 .

의뢰된 규격안의 처리 제 조2.3.1.2. ( 5, 6, 8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표준56 5

규격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90

한다. 다만 분석 및 시험이 장기간 소요되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안을 작성 또는 검토하는 경우 규격안의 기계적･전기적 성능 등의

기술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서류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후 전문위원회에 철도표준규격의. ,

타당성을 검토나 규격안의 작성 또는 검토한 경우에는 검토내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규격안의 심의 및 고시 제 조2.3.1.3. ( 9, 10, 11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안의 심의를 위해 검토내역서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전문위

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하고, ,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기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심의를 완료한 기술위.

원장은 심의 완료 통지서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참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한다.

철도표준규격은 기술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되게 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당해 규격의 명칭규격번호와 제정․ ･개정 및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에 고시하

게 된다 확정된 철도표준규격의 규격서는 규격의 한글명칭 및 영문의 표기와 규격번호로 구성되.

며 본문의 내용에는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자료 필요조건 검사와 시험 및 품질(1) , (2) , (3) , (4)

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 확정된 규격안의 검토결과는 서, (5) ,

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다.

철도표준규격의 구성 및 서식 제 조2.3.1.4. ( 12 )

철도표준규격번호는 다음의 표 과 같이 구성되는데 한국철도표준규격의 영문이니셜과 분류기3 ,

호 일련번호 제정 또는 개정년도 그리고 당해연도 개정횟수를 포함하고 있다 철도용품별 분류, , , .

기호는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분류기호는 규격번호에서 규격의 개략적 분류 및 의미의4 ,

추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철도용품 중분류 용품의 영문 이니셜을 표기하였다 일련번호.

의 경우 등과는 구별하여 자리수 용품당 최고 항목까지 표기가능 를ISO, ASTM, KS 4 ( 10,000 )

취하였으며 최근 국제규격의 표기 추세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년도를 추가하였다 또한 당해연도, .

의 개정횟수는 회의 경우 회의 경우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표 에서는 구체적인 표기1 R, 2 RR . 4

예도 나타내고 있다.



표 철도표준규격번호의 구성3.

번호의 구성1.

가 한국철도표준규격. KRS(Korean Railway Standards, )

나 분류기호 별표 의 철도용품 중분류 기준의 영문 이니셜. ( 2 )

다 일련번호.

라 제정 또는 개정년도.

마 당해연도 개정횟수 등으로 표기한다. : (R), (RR) .

번호의 표기2.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KRS -□□ □□□□ □□ □□

↓ ↓ ↓ ↓

분류기호 일련번호 제정개정년도 당해연도 개정횟수․
표기 예3.

년도에 회 개정된 궤도용품분야 번KRS CV 0001 - 05 (R) : ‘05 1 0001

한국철도표준규격

표 철도표준규격의 철도용품별 분류기호4.

구 분 대 분 류 중 분 류 분류기호

철도용품

철도1.

시설용품

가 토목용품. (Civil) CV

나 궤도용품. (Track) TR

다 건축용품. (Architecture) AC

라 전철전력용품. (Power) PW

마 신호용품. (Signal) SG

바 통신용품. (Communication) CM

철도2.

차량용품

가. 차체설비용품 (Car Body) CB

나 주행장치. 용품 (Running) RN

다 제동장치. 용품 (Braking) BR

라 추진장치. 용품 (Propulsion) PR

마 보조전원장치. 용품(Auxiliary Power) AP

바 차상신호장치. 용품 (Cab Signal) CS

사 운전자보안장치. 용품(Operator Security) OS

아 종합제어장치. 용품(Composite Control) CC

자 연결장치. 용품 (Coupling) CP

차 기타 장치용품. (Equipment) EQ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및 보급 제 조2.3.1.5. ( 13-17 )

규격서는 철도표준규격관리대장을 통해 철도표준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게 된다 규격관리대장에는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 ･ ･
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하게 되며 철도표준규격이 관보에 고시된 경우 관리대장에 등록된 규격,

서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규격서가 매년 인쇄본으로 발간되어 인쇄 보.

급하도록 지원하게 되며 별쇄본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철도표준규격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쇄본이나 데이터 파일로 되어 있는 규격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규격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철도표준규격으로 정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이 제정(KS)「 」

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철도표준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대체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철도표준규격은 폐지하여야 한다 향후 국가간 무역확. ,

대 및 연계가 필요한 부문에 관한 철도표준규격은 관련 국제규격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국제

규격에 부합화하고 당해 철도규격을 영문화하여 국내 및 해외의 각 기관에 배포하는 노력을 하여,

야 한다.

기타사항2.3.2

철도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은 년 월중에 제정되어 년 월 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2005 10 2006 1 1

이는 구 철도청에서 이관된 항목의 규격에 대하여 제정 개정 및 확인의 절차를 심의하기위한209 ,

기술 및 전문위원회의 개최가 년 월 일 이전에는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위한 기술 및 전2006 1 1

문위원의 선임과 위원회의 구조가 갖춰지는 년 월 일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006 1 1 .

결론3.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국가의 철도안전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게 대두되어 국가에서(‘03.2.18) ,

철도안전 및 기술관리 역할을 추진토록 제정되어 시행중인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표준규격의 관

리를 철도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본고에서는 국가사무인 철도표준규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및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철도표준규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안전.

법의 하부법령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지침이 요구되어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례의 분석 및 검

토를 통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관리를 위한 방안의 수립 및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와 철도안전법의 하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철도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시행지침 안( )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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