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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2014.3.19. 시행) : 차량 및 용품 안전성 검증체계
개편,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승인 제도 신설

※ ’11. 2월 KTX 광명역 탈선사고 ☞ KTX 안전 강화 대책(’11.4.14)


제작단계 검증에 한계(성능시험) → 설계검증, 제작자 입증 및 책임
성 강화, 제작자 품질체계 승인(형식승인)

※ 유사제도 : EU 형식승인, 항공기 형식증명, 선박 건조검사제도 등


철도운영자와 시설관리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상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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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형식승인 :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부품시험, 구성품
시험, 완성차시험, 시운전시험) … 전동차기준 약 450 항목
※ 설계적합성(149), 부품시험(51), 구성품시험(117), 완성차시험(81), 시운전시험(48)





제작자승인 : 형식승인 한 대로 동일한 품질의 차량 생산능력 검사
☞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검사, 제작검사
완성검사 :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 완성차량검사(안전품목, 완성차), 주행시험(예비주행,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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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연구 개발 등의 목적의 철도차량은
형식승인 검사 면제
시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완성된 차량을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
하지 않는 철도차량 ☞ 형식승인검사 전부면제
수출 목적의 제작 또는 수입되는 차량으로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
용되지 않는 철도차량 ☞ 형식승인검사 전부면제



국가 간의 협정 또는 협약에 의한 사항



사고복구, 유지보수 등 특수차 ☞ 주행시험 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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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고속차량, 일반차량, 도시차
량으로 구분, 총 14개 차량 종류로 구성
WTO∙FTA 체제 ☞ 국가간 원활한 상품서비스 이동을 위해 국제표준
적용 의무화하고, 수출 시 해당국가의 표준을 만족할 것을 요구

※ TBT협정에 따라 기술기준 제정, 개정 시 협정국가에 통보 의무화



국제시장에서 철도시스템 인증의 시험∙평가방법으로 국제표준과 유
럽표준을 주로 적용, 유럽표준의 국제표준화 지속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기준은 IEC, ISO, EN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으로 구성(유럽 TSI의 약 8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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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기관은 전문성, 객관성, 공평성 확보가 중요
공평성(Impartiality) 확보는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수행주체와 신청자간 독립성을 확보하고 평가과정의 리스크를 관리
하여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수립 및 준수에 관한 사항
※ ISO/IEC 17000(평가역량, 신청자와 유착, 심리적 위축, 언어숙련도 등 적합성평가기관의 요건)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검사기관을 한국철도기
술연구원으로, 완성검사 중 완성차량검사(안전품목검사, 완성차검
사) 기관으로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과 케이알이앤씨㈜ 지정
철도안전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업
무 수행의 적정성 및 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 매년 감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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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기술기준 구성
총 칙
(KRTS-VE Part 1)

1. 일반사항, 기준의 적용, 정의, 유효기간

기술기준의 적용
(KRTS-VE Part 21)

1. 일반사항

고속철도차량
(KRTS-VE Part 31)

1. 개

2.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요

2. 작헙성평가

3. 필수요구사항

일반철도차량
철도차량 기술기준
(KRTS-VE)

적

1.2 적용범위
1.3 주요내용

동력집중식
동력분산식

1.1 목

(KRTS-VE Part 40시리즈)

3.1 일반사항
3.2 안

전

3.3 성

능

3.4 인터페이스
3.5 운영 및 유지관리

동차 / 기관차

3.6 운용한계

객차 / 화차
도시철도차량

4. 주요장치별 기준

4.1 일반사항
4.2 차체 및 설비

(KRTS-VE Part 50시리즈)

4.3 주행장치

전동차(직류·교류)

5. 시험규격서

경전철(6종)

철도차량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 기술기준
(KRTS-VE Part 71)

4.4 제동장치

5.2 구성품시험
5.3 완성차시험
5.4 시운전시험

4.5 추진장치
4.6 보조전원
4.7 차상신호

4.8 종합제어
4.9 연결장치

안전품목검사 기준
(KRTS-VE Part 81)

5.1 부품시험

※ 경전철 : 고무차륜형, 모노레일형,
철제차륜형, LIM형, 노면전차(트램),
도시형자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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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기술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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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철도용품은 설계
검증 및 형식시험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용불가
철도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발(‘11~’14) 41개 안전용품 선정,
‘16.8월 차륜∙차축 등 10개 / ’17.12월 6개 등 총 16개 용품 고시
※ 유럽 TSI : 차륜, 연결기, 활주방지장치, 레일, 침목, 전조등, 판토그래프 등 14개





철도차량과 달리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만 하며, 철도차량 완성검사
시 철도안전사고와 직결되는 11개 용품은 소재검사 등 별도검사
시험∙연구∙개발 목적, 수출용 및 국가간 체결한 협정 등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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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용품
기술기준의
체계 및 구성

총 칙
(KRTS-CO-Part 1)
기술기준의 적용
(KRTS-CO-Part 2)
철도 차량 용품
(KRTS-CO Part 3)

1. 일반, 2. 정의, 3. 적용범위, 4. 기술기준 및 형식승인 대상, 5 세부기준,
6. 철도용품의 표시 7. 유효기간
1. 일반, 2. 형식승인 기준, 3. 제작자승인 기준

1 차륜

1.1 적용범위

2 차축

1.2 정

의

3 댐퍼

철도 궤도 용품
(KRTS-CO Part 4)
철도용품 기술기준
(KRTS-CO)

4 코일스프링

1.3 적합성 평가

5 고무스프링
6 공기스프링

철도 신호통신 용품
(KRTS-CO Part 5)
철도 전철/전력 용품
(KRTS-CO Part 6)

1.4 기술규격/요구사항

◦◦◦
◦◦◦

1.4.2 안

12 연결장치

전

1.4.3 신뢰성/가용성
1.4.4 인터페이스

별첨. 시험방법

1.4.5 유지관리

별표 : 항목별 적합성평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KRTS-CO Part 7)

1.4.1 일반사항

1. 개요

5. 품질관리 및 제작관리 책임

2. 적합성 평가

6. 제작, 생산 및 품질유지

3. 제작자 품질 관리 요구사항

7. 품질시스템 운영과 관련

별표 1. 적합성평가 항목
별표 2. 필수 문서화 항목

된 기타사항

별표 3. 필수 절차화 항목
별표 4. 필수 기록항목

4. 품질시스템

 차량분야 12개 기준 - 16개 용품

총 41개 용품에 대한
32개 기술기준(안)

 궤도분야 7개 기준 - 9개 용품
 신호통신분야 6개 기준 – 6개 용품
 전철전력분야 7개 기준 – 10개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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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 대상은 용품의 중요성 및 시행여건 등을 고려하고, 제작사
간담회 및 공청회, 철도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
구분
1차 고시
(16.08.30)

차량

궤도

신호/통신

전철/전력

차륜

보통레일

전자연동장치

전차선

차축

PSC침목

AF궤도회로

연결장치

접착절연레일

자동폐색제어장치

활주방지장치

고분자애자

2차 고시

제동실린더

장력조정장치

(17.12.11)

제동디스크
제동패드

검토 중

댐퍼

신축이음매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동상용구분장치

코일스프링

특수레일

건널목안전장치

스코트변압기

고무스프링

레일체결장치

선로전환기

단권변압기

공기스프링

분기기

정류기용변압기

차상신호장치
12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 및 용품을 제작하려는 경우 형식승인 대로 적
합한 제작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보유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함
검사면제 :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협약의 범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차량(전부면제)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은 유럽 IRIS, ISO9001/14001/17025 등 국제적
으로 요구되는 사항 반영

기술기준 구성 : 품질시스템, 관리책임, 자원관리, 제작 및 유지관리,
품질시스템 운영 5개 분야 58개 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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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승인기준 주요내용

* 5개 분야 58개 항목 규정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10항목

품질시스템
▪ 제작자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 규정

6항목

관리책임
▪ 경영자 및 품질책임자
책임 및 권한 규정

3항목

자원관리
▪ 품질관리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
프로세스 규정

4항목

제작 및 품질유지

품질시스템 운영

▪ 철도차량 구현을 위한
필수적 활동에 대한 요
구사항 규정

▪ 품질시스템 운영 중 발생
되는 부적합 사항 식별,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요
구사항 규정

고객 관련 프로세스

고객만족

설계관리

내부심사

구매

부적합 제품 관리

품질시스템 기획
및 계획

생산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및 개선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소프트웨어 관리

품질시스템 검토

제품 검사

위기 대처
및 비상계획

제작 검사

일반요건

관리자의 책임

인적자원 관리

문서화 요건

고객중심

기반시설

문서관리

품질관리 방침

작업환경

기록관리
지식정보의 관리
다현장 관리

35항목

이하 3개 항목

이하 3개 항목

이하 6개 항목
이하 4개 항목
이하 7개 항목

외 8개 항목

 유럽철도(TEN) 인증 및 승인체계
◆ 상호운영을 위한 TSI 인증 + 회원국의 국내운영을 위한 안전인증
- 하부시스템·상호운영성 구성품의 기술적 검증은 제3의 독립 전문기관 수행

- 하부시스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운영허가·사후관리는 국가안전부처의 책임
상호운영성
(유럽공통)
• 상호운영지침
• 기술기준(TSI)

TSI 인증

차량/시설/전력/신호
+ 상호운영성 구성품

+

회원국 기술규정

운영허가

DeBo (국가지정기관)

운행경로 허가 및
상호운영 적합성

회원국 안전성평가

NoBo (공인인증기관)
(유럽철도국 관리)

AsBo (안전성평가기관)

회원국 안전부처
(시설관리자)

국내운영성
(회원국 고유)
• 기술규정 / 안전규정
(예:영국 ROGS, RGS)

※
※
※
※

차량/시설 등의
유럽연합 철도청보고

차량/시설 등록

회원국 안전부처

철도운영자 / 철도소유자

TEN : Trans European Railway Network (범유럽철도망)
NNTR : Notified National Technical Rule (회원국 인정 기술규정)
Safety Assessment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평가)
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 (유럽연합 철도청)

※
※
※
※

경로와의 적합성

TSI :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
NoBo : Notified Body (TSI 인증기관)
DeBo : Designated Body (국가지정기관)
AsBo : Safety Assessment Body (안전성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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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TTCI) 인증제도
1. Submit application /
design & approval

• submit design drawings.
• confirm what evaluations, inspections
and/or tests may be required.

2. Test Approval

• component testing of some type is
required as specified by the MSRPs

3 Facility Technical Approval
4. Facility QA Approval

• Technical Inspection is required for all
major components.
• Quality Assurance Inspection is usually
required .

5. Conditional Approval

• limit on the number of components that
can be sold in usually 2 years.
• sales and service reports to the
Committee

5. surveillance
yearly audit to maintain QA

6. Unlimited Approval

• satisfactory product performance
• completion of conditional approval
16

 일본 철도차량 인증제도
국토교통성

운영기관(JR) & 제작사

NTSEL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국립교통안전환경연구소)

철도차량

철도분야 제품인증

(기술기준 기반)

적합성평가
(제작사 장내시험 확인)
(공동 검사 및 시운전)

(ISO/IEC 17065 기반)

철도신호용
전자장치
(IEC 62425)

RAMS
(IEC 62278)
(준비중)

EMC
(IEC 62236)
(취득중)

소프트웨어
(IEC 62279)

통신
(IEC 6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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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6조, 제27조에서 시험∙연구∙개발 목적의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은 형식승인 검사의 전부 면제

☞ 형식승인 면제 대상은 제작 등 관련 행위 이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형식승인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함


철도안전법 제27조에 의하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용품은 철도차
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할 수 없음. 형식승인 시험을 위해 설치한
것이 법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에 해당되는지?

☞ 법 27조에서 “사용”이라 함은 완성된 철도용품을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함을 의미하며, 형식승인 시험을 위해 설치한 것을
사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음
18











기술기준 적용 시점 : 철도차량은 계약일 기준 기술기준, 철도용품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형식승인 신청 이후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급계약 이후 변경된 기술기준 적용 가능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경우에도 신청일 당시 유효한 기술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과거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은 형식승인 제도 시행 이후 3년
(2017.3.19)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
상기 해당용품은 2017.3.20.부터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으로
유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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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품질관리체계 정기검사

☞ 기술기준대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동등 이상의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면제, 승인 받은 대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제작자 입증하는 방안
☞ 변경승인, 변경신고의 대상, 절차 명확화
☞ 프로젝트 → 차량종류, 정기검사 기간 변경(1년 → 2년)


철도차량기술기준 요구수준 강화

☞ 고속철도차량에만 규정하고 있는 RAMS, 측면유리창시험 등을
일반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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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 용품의 형식승인 적용

☞ 특수차의 운행특성, 인증여건, 유럽 등 해외 인증사례 등을 고려
하여 특수차용 차륜, 차축, 연결기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국제인증 지원

☞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해외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선진화, 국제인증 범위 확대, TSI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 협정 확대, 국가 간(국토부-ERA 등)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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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벌칙 신설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를 한 자
☞ 형식승인(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행위를 한 자


적합성평가 기준인 철도표준 선진화
☞ KRS 263종, KS 150종 등 총 413종의 철도표준규격 관리
☞ 제조업체의 수출 및 기술∙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지속 추진
☞ 국가표준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일부 표준은 운영기관으로 이관,
KS로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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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인증기간 단축

☞ 국제공인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 형식승인 검사 면제 대상 확대(검사항목 명확화)
☞ 형식승인 변경승인, 변경신고 등에 대한 대상 명확화
☞ 형식승인 검사기관 추가 지정
☞ 공인 시험기관 지정 관리

☞ 중복시험∙검사 제외 → 제작자 입증∙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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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7588-3559
sonys3559@korea.kr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