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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area which some glasses of railway vehicle are applied to and the function & requirements of 
each glass would be studied, a sort of glass & up to date glasses and design propriety of railway vehicle's glasses 
were also researched. And then the feasible application of up to date glasses for next developing rolling stock was 
studied. 

1. 서론

우리나라에 철도차량이 운행된 것은 1899년에 경인선을 시작으로 2010년 KTX-산천에 이르기까지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철도차량에서 객실 창문유리는 채광, 방풍, 단열, 차음, 안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철도차량의 초기부터 적용되어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객실용 창문유리의 초기 

기능은 채광과 방풍, 조망 등의 단순기능을 위하여 장착 되었으나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현재의 

철도차량용 유리는 단열성, 차음성, 안전성, 미관, 쾌적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국내철도차량의 차종별, 부위별로 유리가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를 고찰하

고 향후 적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최신 유리종류를 제안 하고자 한다.       

2. 한국 철도차량 유리의 변천

2.1 비둘기호

비둘기호는 1967년부터 운행되었던 차종으로 초기의 객실창문은 목재창틀로 구성된 상하 개폐형으로 

일반유리가 사용되었으며 객실 통로 출입문의 일부에도 일반유리가 장착 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일반

유리는 인상공법에 의한 유리원판을 사용하여서 평활도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플로트공법이 국

내에 들어오면서 유리의 평활도가 향상된 유리를 사용하였다. 1967년에 접합유리의 가공기술이 국내에 

도입 되면서 운전실 전면창 유리에 처음으로 적용 되었으며, 화장실용 유리에는 백색의 페인트를 적용

하여 반투명 상태의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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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목재창틀 비둘기호                    그림2. 알루미늄창틀 비둘기호

     
2.2 무궁화호

최초의 무궁화호는 1960년에 명명된 것이었으나 본고에서 조사된 무궁화호는 1984년 열차명 개명에 

의하여 명명된 ‘무궁화호’를 지칭한다. 초기 무궁화호의 객실창문은 스틸창문이었으나 이후의 무궁화호 

창문은 알루미늄 재질의 창문으로 설계 변경되었다. 객실창문유리는 일반유리를 사용한 복층유리를 적

용하였으며 객실통로 출입문의 일부에는 접합유리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화장실용으로는 무늬유리를 사

용하였으며 운전실 전면 창에는 접합유리를 적용 하였다. 또한 유리의 가장자리에 인쇄기법을 적용한 

인쇄유리가 처음으로 적용 되었으며 유리의 부착방법도 프레임 장착 형에서 유리를 차체에 직접 취부하

는 방식으로 처음 시도된 차량이다.

           

   그림3. 무궁화호 객실창 외부                          그림4. 무궁화호 객실창 내부 

2.3 새마을호

 새마을호는 무궁화호 유리와 같은 사양으로 설계되었으나 복층유리는 강화유리(tempered glass)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유리가 직사각형의 유리를 사용하였다면 새마을호에서는 원형타입의 복

층유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복층유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선

결되어야 하는데 특히 유리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기밀시공에 필요한 알루미늄 스페이서(Spacer)

를 원형으로 가공하여야하며 또한 1차 접착제를 도포 하여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이런 문

제는 필요 설비의 국산화를 통하여 복층유리의 원형 제작이 가능하여 졌다. 이후부터 철도차량유리는 

직각에서 원형의 모서리 형태를 가진 복층유리로 설계 및 제작이 가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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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새마을호 운전실 전면창                   그림6. 새마을호 객차 측창

     
2.4 KTX

KTX는 2004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철도차량의 유리제품이 이전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안전성

과 단열 및 차음성 등의 종합적인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고속주행 차

량의 특성으로 유리제품은 외부의 압력 저항성, 소음차단성, 단열성능, 비상탈출기능성, 실내장식성 등의 

획기적인 선진기술이 도입 되었으나 이는 모두 해외의 수입제품이 장착되었다.

      

그림7.  KTX 운전실 전면창                  그림8. KTX 객실 측창 

  

  

   그림 9. KTX-산천 전면창

  

   그림 10.KTX-산천 객실측창

                             
2.5 전동차

초기의 전동차 측창유리는 3(mm)두께의 일반유리가 사용되었으나 서울시 1호선의 경우 측창유리 및 

전면창유리 모두 접합유리를 적용하여 차음성과 안전성에 다소 기여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체로 접합

복층유리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내 인테리어 분야에도 유리를 적용하여 실내의 장식적인 요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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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플로트판유리 제조공정

그림 11. 서울시 전동차 운전실 창

     

 그림 12. 신공항철도 파티션유리

2.6 특수철도차량

특수차량에 사용되는 유리의 대표적인 사양은 선로보수용 차량으로 상부의 전선을 점검하기 위하여 

차량의 상부에 유리가 설치되는 구조의 차량으로 접합유리의 일종인 발열유리(Heated glass)가 사용되

는데 발열유리를 사용하는 목적은 눈이 내린 상태에서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리에

서 열을 발산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열유리는 최근에 들어 KTX의 운전실 전면창에도 적

용되어 고속으로 달리면서 발생될 수 있는 적설이나 성에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철도차량유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 및 특성

3.1 플로우트판 유리(FLOAT GLASS)

플로트 공법(float process)은 금속욕조(tin bath)라고 부르는 가마에 용융된 주석을 일정한 깊이로 

채워 놓고 그 위로 액체 상태의 유리물을 수평으로 흘려보내어 판유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유리의 

특성은 인상공법의 판유리 보다 평탄도가 우수한 장점의 유리로 거울,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건물  등

의 유리에 사용된다.

플로트판유리를 생산하는 공정을 보면 원료를 용해로에 투입하고 버너를 이용하여 원료를 용융시켜 

액체인 유리를 1000(℃)에서 녹는 주석 위로 흐르게 하여 평활도를 맞추고 흐르는 정도에 따라 두께를 

조절한 후 서냉을 시켜 유리를 제조한다. 이와 같이 생산된 플로트판유리는 모든 가공유리의 원자재로 

사용된다.

    
3.2 배강도 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배강도 유리는 플로트판유리를 절단하여 유리의 가장자리를 면취(연마)하고 강화로에서 가열공정과 

냉각공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가공유리이다. 열처리를 통하여 유리 표면에 적절한 크기의 압축 응력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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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강화유리의 특징

만들어 파괴 강도를 증대시키고, 또한 파손되었을 때 일반판유리와 유사하게 깨진다. 배강도 유리의 제

품 특징은 판유리의 내부응력의 크기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억제함으로써 파손 상태는 열처리하지 않은 

유리와 거의 비슷하나 내풍압 계산에 사용되는 강도계수는 판유리에 비하여 두 배 정도 높다는 것이다.

배강도 유리는 객실창, 전조등 유리 등으로 사용된다.  

    

3.3 강화유리(Tempered glass)

일반유리의 경우 압축응력이 300~500 kgf/cm2 이나 강화

유리의 경우 1000~1500 kgf/cm2 로서 일반 판유리에 비하

여 강도는 3-5배 높으며 파손되었을 때 끝이 날카롭지 않은 

작은 입자로 부서져서 사람에게 손상을 주지 않은 작은 입자

로 부서지는 안전유리이다. 열처리에 의해서 유리 표면에 강

한 압축 응력층을 만들어 파괴 강도 증가로 깨질 때 작은 조

각으로 깨지는 것이다. 철도유리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안전

유리가 바로 강화유리이다. 강화유리는 객실측창, 객실문, 파

티션, 비상탈출창 등에 사용된다.  

3.4 화학강화유리(Chemistry tempered glass)

화학강화유리는 판유리의 표면의 작은 나트륨 이온을 큰 칼륨 이온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유리의 표면유리구조는 팽창하나 이 팽창은 유리내부에 의하여 제한되어 결과적으로는 유리의 표면은 

압축응력이 발생하고 내부는 인장응력이 발생되어 강도가 일반판유리에 비하여 두 배 정도 높고 파손 

시 배강도 유리와 유사하게 파손된다. 화학강화는 화학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

어 선진국에서는 화학강화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 

    
3.5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접합유리는 판유리와 판유리 사이에 Polyvinyl butyral(P.V.B) 필름을 삽입하여 압력가마(Auto 

clave)에서 일정 온도와 압력(120~150℃, 10~15kgf/cm2)을 가해 생산된 유리로 돌이나 사람 또는 열

차의 사고에 의하여 유리가 파손되어도 파편이 비산되지 않아 사람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유리의 일

종이다. 접합유리를 구성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유리를 변경하면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설계할 수 있

고 안전성에서 강화유리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철도차량의 전면창, 전조등, 객실측창, 객

실문, 선반, 파티션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3.6 복층유리(Thermally insulating double-glazed units)

복층유리는 판유리와 스페이서(spacer)를 이용하여 건조한 공기층 또는 특수가스층을 갖도록 만들어

진 제품으로 객실의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열에너지의 양을 현저하게 줄여서 단열성 및 차음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3.7 발열유리(Heated glass)

발열유리는 접합유리의 공정과 유사한 공정으로 제작되는 유리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열선을 삽입하

여 전원을 연결하여 유리를 발열시켜 철도차량의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성에를 

제거하는 유리로 철도차량에서는 운전실 전면창에 사용되고 있으며 선로보수차량의 경우 천정부위의 천

창에 사용하여 적실 시 눈을 녹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발열방식은 열선방식과 판유리에 금속코팅을 

하여 전기저항을 통하여 발열시키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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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치 항목 수치 항목 수치

굴절율 약 1.52 모스경도 약 6.5도 열전도율 0.65℃kcal/mhr℃

반사율
약 8% 

(수직입사)
표면항장력 약 500kg/㎤ 비중 2.5

비열
0.18cal/g℃

(0~50℃)
압축강도 6,000~12,000kg/㎠ 열팽창율

8.5×10-6/℃

(20~300℃)

연화온도 720~730℃ 영율 750,000kg/㎠ 포아송비 0.25

3.8 인쇄유리 

인쇄유리는 판유리에 유리가루와 안료를 첨가한 잉크를 인쇄하여 열 공정을 통하여 경화시킨 유리로 

글씨나 문양을 인쇄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객실의 측창, 운전석 전면유리, 전조등유리, 

행선지표시기 유리, 객실문유리, 파티션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객실창 및 운전실 전면창의 

경우 검은색으로 가장자리를 인쇄하여 차량의 외부에서 객실의 인테리어 마감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내장재가 자외선으로부터 탈색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인쇄된 유리는 반드시 추가적인 열처리가 

필요하며 열처리를 통해 유리와 안료가 서로 융착되어 내마모성및 내구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3.9 곡유리

 곡유리는 판유리를 열을 가하여 유리를 창틀에 맞게 구부린 유리로 철도차량에서는 운전실 전면창, 

객실의 측창, 선반유리, 카페차량의 인테리어 유리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곡유리를 단판으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곡유리와 곡유리를 접합하여 전면창 등에 적용 된다. 자동차의 경우 대량생산으로 프

레스형 곡성형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막대한 비용 및 설비 문제로 소량 다품종의 철도차량용으로는 적

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자중식 곡 성형을 주로 하고 있다. 자중식은 프레스형 보다 정밀성이 

떨어지고 동일한 품질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유리의 성질

도표 1. 유리의 물성치

 
5. 철도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유리의 부위별 고찰 

5.1 객실창문유리

철도차량의 객실창문유리는 객실의 조도와 풍광을 관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초기의 전동차에

서는 단판유리(가공을 하지 않은 일반 판유리)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강화접합복층유리의 복합기능 

유리가 사용되고 있다. 복층유리는 안전성, 차음효과, 냉난방 부하 저감, 디자인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철도차량의 속도가 300(km/h)로 증가되면서 높은 외부압력에도 견디는 

기능의 유리가 요구되고 있다. 

열차종류를 통하여 객실창문의 품종을 살펴보면 비둘기호는 나무창틀 또는 철재창틀에 단판유리 

3(mm)을 설치하였으며, 무궁화호는 알루미늄 창틀의 인쇄된 유리에 투명유리를 조합한 복층유리 

16(mm)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KTX-산천에서는 인쇄유리에 강화(Tempered)를 하고 강화유리 두 장

을 접합하여 복층유리로 제작하여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5.2 객실 선반유리

객실의 선반의 변천을 보면 초기의 선반은 나무소재, FRP소재, 철망소재,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소재 등으로 진화하며 최근에는 강화유리와 접합유리가 선반 유리 소재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소재는 파손의 위험이 없어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 없었으나, 유리소재의 선반으로 설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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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스크래치, 내구성, 피사물의 반사 및 파손에 대한 보완 문제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국내 차량 중 선

반용 유리를 적용한 최초의 차량은 KTX이며 투명한 강화유리 8(mm)로 설치하였다. 또 강화유리의 경

우 재료 특성상 자파(니켈에 의한 파손)의 가능성이 있어 열간유지시험 (Heat soak test)같은 추가적 

처리가 요구되며, 현재 KTX-산천의 선반유리가 한 예라고 사료된다. 

      

        그림15. 새롭게 선보인 LED 선반유리                그림16.  금속제 선반

    

             그림17.  철망형의 선반                        그림18. 강화유리 선반

5.3 객실 통로문 유리

객실과 객실 사이에 있는 통로문의 경우, 초기에는 목제로 제작 하였으나 전동차가 도입되면서 금속

재질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KTX에서는 강화유리(8mm)에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구성된 슬라이딩 타

입의 자동문이 도입되었다. 강화유리에 인쇄나 엣칭으로 문양을 넣어 디자인감을 살렸다.

  

         그림19. 무궁화호의 엣칭 자동통로문         그림20. KTX-산천 유리 통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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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객실 화장실유리

화장실의 유리는 빛은 들어오되 투시는 되지 않는 유리종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의 화장실 

유리는 유리에 페인트를 칠하여 외부와 투시를 차단하였으나 현재는 무늬유리를 개발하여 설치하게 되

었다. 무늬유리를 설치할 경우 빛은 유입되나 투시는 되지 않아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5.5 객실 파티션유리

객실의 파티션유리를 설치하게된 것은 KTX에서 처음 적용되었으며, 유럽의 신형차량에서는 가족실 

또는 VIP실 등에 파티션을 설치하여 구획을 구분하고 답답한 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화유리를 사용한 

파티션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다. 국내의 차량에도 다양한 기능의 열차가 개발되면서 파티션의 설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디자인도 다양화하고 있다. 파티션용 유리는 강화유리 또는 필름을 적용하는 

접합유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림21. 객실과 부속실간의 강화유리파티션    그림22. 외국 인쇄강화유리 파티션

     
5.6 카페차량유리

철도차량의 실내 테이블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파손의 위험성과 안전성의 문제로 최근까지 나무소재

의 테이블이 주종 이었다. 그러나 KTX-산천의 스넥바 공간에는 유리소재의 테이블을 적용하여 외관의 

미려함을 강조 하였다. 이와 같은 테이블에 유리가 사용되게 된 배경에는 안전유리인 강화유리와 접합

유리가 생산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림23. KTX-산천의 스넥바                그림24. 스넥바 차량의 유리소재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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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운전실 전면창유리

운전실의 앞 유리는 주행 중 돌이나 비산물이 유리에 충돌 하여도 기관사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고기능성 접합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초기의 중저속용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충돌물에 대한 위험이 상

대적으로 낮았지만 고속의 철도차량에서는 충돌물의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내관통성 성능이 높은 

접합유리로 설계, 적용하고 있다.  

     

 그림25. 열선발열유리 평면 전면창          그림26. 투명전도막 발열유리 곡면 전면창

           
5.8 객실 비상탈출 창문유리

KTX가 도입되면서 객실에 비상탈출용 창문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KTX의 비상탈출용 창문은 접합복

층유리로 탈출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보다 개선된 접합복층유리의 비상탈출용 창문이 개발

되어 KTX-산천에 적용 하였다. 개선책이 마련된 KTX-산천이 도입되면서 보다 손쉽게 탈출할 수 있

는 즉, 비상시 1분 이내에 탈출할 수 있는 유리가 적용되면서 비상시 비상탈출 뿐만 아니라 단열성, 소

음차단성 등을  복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27.] 비상탈출창문 객실창                [그림28.]   비상탈출창문 외부모습 

     
6. 최신 기술의 유리종류 

 철도차량의 속도 증가와 더불어 유리산업의 기술도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첨단 유리제

품의 기능과 사양을 고찰하여 차량용으로의 적용가능성을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저방사 유리(Low-E : Low-Emissivity)

   저방사 유리는 여름철에 태양열로부터 전달되는 복사열은 차단하고 겨울철 실내의 난방 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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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조광유리 ON(좌),OFF(우)  

그림 31. 자정유리

그림 29. 일반유리와 로이유리 비교 그림  

발생되는 적외선은 실내로 반사시키고 유리의 높은 투시율은 유지하면서 단열성을 우수하게 만든 코팅

유리 이다. 대체로 판유리 보다 약50%, 일반 복층유리 보다 약25%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2) 조광유리(Electrochromic glass, or Smart glass)

조광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특수 액정필름을 삽입시킨 접합유리이다. 특수 액정필름은 전기의 

유무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전기가 차단되면 특수 액정필름 안에 액정분자들이 제멋대로 배열되어져 빛

을 차단하고 그 결과 불투명 상태를 띄게 되지만 전기가 공급되면 액정분자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띄어 

투명한 유리가 된다. 그림 30은 조광유리의 ON, OFF 상태를 보여준다.

   

3) 자정유리(Self cleaning glass)

일명 Bio-clean 유리라고도 하며, 유리표면에 산화티타늄 나노입자를 코팅하여, 이 입자가 수분과 햇

빛을 받아서 광촉매 역할을 통해 유리표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세정작용을 한다. 비가 오면 분

해된 오염물질이 쓸려 내려가는데, 코팅막의 친수기능으로 인하여 유리표면에 수막을 형성하여 흘러내

리므로 물기가 마르더라도 물 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그림 31은 자정유리와 일반유리의 비교 그림이다.

4) 발수유리

물이 유리표면에 잘 부착하지 않도록 하여 물방울에 의한 오염을 줄이고 오염물질의 부착을 억제하여 

시야가 향상되는 기능을 가진 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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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부위 기능 적용중인 소재 향후 적용가능 유리 효과 문제점 기타(사례)

운전실 

전면창

시야확보 및 

성애방지
접합유리

Poly-carbonate,자정유

리, 발수유리, 발열유리

파손위험저감,

시야확보, 성에제거

비용상승, 

전기배선

전투기 케노피,

방탄용유리 대용

운전실 측창
개폐가능, 차음 

및 단열
강화유리 저방사유리 냉난방 부하저감

색상선택의 

한계

객실 측창
시야확보,차음,

단및안전성

Annealed glass 

접합복층유리,

강화접합복층유

리

저방사유리,Poly-carbon

ate+강화복층유리,

자정유리, 조광유리

냉난방 부하저감,

파손위험저감,

투시율 조절

비용상승,

전력사용

차세대신간선시험차

, 차세대전동차

객실 

선반유리
강도,안전성 강화유리 접합엣칭유리 자파현상방지

비용상승,

요철부오염

객실 통로문 강도,안전성 강화유리 조광유리 투시율 조절
비용상승, 

전력사용
간선형 전동차

객실 파티션 강도,안전성 강화유리 조광유리 필요시 불투명 처리
비용상승, 

전력사용

객실 비상창

시야확보,차음,

단열,안전성 및 

유사시 

안전통로제공

접합복층유리 접합복층 저방사유리 냉난방 부하저감 비용상승  

화장실용 

유리

불투시성,강도,

안전성

불투명 

강화복층유리
불투명 Poly-carbonate 파손위험 저감

미려도 

저하

탁자용 유리
강도,안전성,미

려도

강화유리,

접합유리
Poly-carbonate 파손위험 저감 비용상승

그림 32.  poly carbonate 창문

  5) Poly carbonate resign 

     유리의 대용품으로 비중 1.2로 유리의 반 정도 이며 160℃

  정도의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리의 250배의 

  강도를 갖는다. 

  그림32는 실제 차량에 적용된 폴리카보네이트

  창문의 사진이다.

7. 결론

7.1 향후 철도차량에 적용 가능한 고기능성 유리

이상과 같은 각종 유리의 종류, 특성 등을 고찰하고 향후 철도차량에의 적용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하였다.

7.1.1 적용부위별 기능연구 및 설계방향 제시

도표 2 에서는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유리의 적용부위별로 고유의 기능을 충족하고 보다 더 효율을 향

상 시킬 수 있는 첨단 유리 사양을 제안 하였다. 

도표 2. 적용 부위별 유리의 기능과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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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철도 변천과정에서 유리가 사용된 곳을 살펴본 결과 기술의 발달과 디자인의 변화와 유리의 

가공기술 및 고급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초기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판유리만을 가공하여 설치하는 수준이었으나 기

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철도차량에 사용하는 유리의 품종도 다양화되었으며 특히 안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여객운송 수단의 소재로 애용되고 있다.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유리는 에너지 절감, 안전성, 쾌적성, 내구성 등의 다양하고 더 높은 기능을 충

족시켜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량 제작기관과 유리 제작기업의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다나은 사양을 결정,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능 및 요구조건들을 검증

할 수 있는 시험기준의 확립 및 시험 설비의 개발, 적용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7.1.2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내용

위에서 제안한 각종 첨단유리는 주로 기능적인 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이러한 유리들의 안

전성 평가를 위하여 국가 시험기준의 재정립 및 국가별 시험기준에 맞는 시험설비를 갖추고 이에 따른 

각종 시험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신유리를 현재 차량에 적용 하였을 때 정량적인 효

율 증가치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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