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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ights of a platform above the rail for the passenger train in the country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such 
as the low level (500mm; mainline) and the high level (1,135mm; metropolitan subway line) platforms. In order 
to operate similarly both a mainline railroad and a metropolitan subway line, as the requisite door safety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doorstep equipment of the rolling stock regardless of both the low and high level 
platforms.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doorstep equipments to use mixed with two types of platforms are 
examined on the supposition that the train only for the low level platform stops in the both low and high level 
platforms.

1. 서론

주 5일 근무제, 국민소득의 증가 등 국민의 생활의식이 다양화, 고급화됨에 따라 보다 빠르고 고급화

된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인구 고령화 추세 등의 미래

교통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중장거리 철도 여객수송에서는 환승문제의 불편해소와 같은 수송분담률

을 증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여객을 취급하는 철도역사의 승강장은 레일 두부 윗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서,

각각 간선철도노선의 저상승강장(500mm)과 광역전철구간의 고상승강장(1135mm)이다[1][2]. 최근 KTX 및

향후 개발완료 또는 예정인 간선열차는 고객 환승에 대한 불편을 감소하기위하여 본선 및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도 혼용 운영을 고려중이다. 따라서 향후 도입되는 중·고속열차를 포함한 저상승강장 전용인 일

반 간선열차(틸팅/KTX-I/II 등)가 수도권 전철구간과 본선구간에서 모두 운영될 경우, 국내 저상 고상

승강장에 상관없이 승하차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열차운행과 함께 승강

문과 승강장사이 이격거리의 변동성으로 인한 승객(교통약자)의 불편함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이격거리

가 최대한 짧은 간격을 유지하는 철도차량 승강시스템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국내에 수도권 전철 경부선 및 장항선에서 운행 중인 누리로호(TEC)가 저상·고상 승강장

에 혼용할 수 있는 승강문(스텝)을 설치하여 운행 중이다
[3]
. 이는 고상승강장전용 차량이 저상승강장에

도입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므로 다른 차종(대부분 저상승강장 전용 차량임)에 도입 시 기술 및 안전측

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승강장 혼용운영에 맞는 일반간선열차를 개발하

기 위해서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독자적인 저상고상 겸용 승강문(스텝)의 국산화 개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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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속 열차가 수도권 전철구간과 본선구간에서 혼용할 경우를 대비하고 이에 따른 안전운전 및 승

객편의를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상·고상 승강장 겸용 승강문(스텝)의 국내 적용 방안

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승강장 현황

 세계 각국의 철도승강장은 그림 1와 같이 각 나라별 높이가 모두 다르며, 특히 미국, 중국, EU 등에서
는 자국 내에서도 4종류이상의 승강장 높낮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림 2는 국내 철도역사내 승강장현

의 높낮이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저상고상 겸용 승강문 스텝의 개발은 승강장 높낮이가 다양한 국

가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의 경우 현재 승강장은 고상 승강장(그림 2(a)과 저상 승강장(그림 2(b)으로 구분되며, 전국 전국

약 650여개 철도역사 중 저상/고상 혼용 승강장은 17개만 존재한다. 뿐 만 아니라 그림 3의 사례와 같이

동일한 저상승강장임에도 불구하고 승강장과 승강문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각 철도역사의 승강장마다

상이하다. 이러한 이격거리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승하차 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향후 간선여객 열차 운영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 전철구간과 본선구간을 혼용 운영한다면, 국내 현

실에 적합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장 스텝장치에 대한 니즈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1 세계 각국의 철도역사내 승강장 높낮이 현황

(a) 고상승강장(전기동차 전용선) (b) 저상승강장(일반여객 열차 노선, 화물 적하장

그림 2 국내 철도역사내 승강장 높낮이 현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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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열차의 저상/고상승강장 혼용 운영을 대비한 기술적 대안은 차량 1량에 전용문을 각각 두 개씩 설치

(전자)하거나 하나의 승강문에 이격거리를 변동할 수 있는 스텝(후자)을 제작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그림 4에서와 같이 차량 1량에 고상 전용문과 저상 전용문을 동시 설치하거나 그림 5(예: 미국

Silverliner V의 승강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 1량에 각각의 승강문을 인접하여 제작하는 방식이 있

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미 설계된 차량을 개조 시 차체바닥 및 측면프레임을 변형해야 하므로 구조적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며, 또한 좌석 객실수의 축소와 함께 편의시설(화장실, 짐보관 등)의 변경을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고객편의 및 안전 그리고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

서 보다 좋은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 누리로호 승강문 스텝 분석-저상승강장 그림 4 고상 전용문과 저상 전용문을 동시 설치

3.1 국내 기술개발

현재 국내 철도차량에서 사용되는 승강문은 공압식(링크/직접), 전기식 및 플러그식으로 크게 구분되

며, 여기에 사용되는 국내 차종별 승강문 스텝의 종류 및 특징은 그림 6과 같다. 국내의 저상/고상승강

장 겸용 승강문 스텝기술은 누리로호의 경우만 존재하지만, 이 기술이 중․고속철도차량의 도입할 경우

에 현재 차체 바닥프레임을 변형해야 하므로 구조적 안정성측면에서 불가능하고, Mechanism이 복잡하

여 비상상황발생 시 탈출이 용이치 않으며, 고속 시 주요기술인 기밀유지가 떨어진다. 또한, 그림 3에

서와 같이 문과 승강장사이 이격거리의 변동성으로 고객 편의에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된다
[4][5][6][7][8]

.

그림 5 미국 Silverliner V의 승강시스템 그림 6 차종별 승강문 스텝의 기술적 특징과 고려사항

3.2 국외 기술개발

3.2.1 미국
미국 Braun 사는 장애인 이동장치 최대 전문업체로서, 적용범위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상버

스, 장애인 승합차량 및 전동차 등이다. 이 기술은 접이식(또는 리프팅방식)으로서 개폐시 주위에 장애요

소가 없어야 하며, 운용시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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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icon사는 슬라이딩(또는 램프식)과 접이식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

도차량 차량과 승강장사이의 이격거리를 해소하여 승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공한다. 왼편의 사진은 편

리한 Hand-rail을 설치하여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휠체어용 접이식이다. 그림 8 좌측의 Express Ramp는 좁

은 공간에 신속하게 작동을 하며, 평상시 외부노출이 적으므로 외관상 미려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

내 버스에 도입하면서 신뢰성 및 안전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림 7 미국 Braun사의 승강시스템

(제품명:Millenium-2/RA300)

그림 8 미국 Ricon사의 승강시스템

(제품명:Mirage transit/Express Ramp)

 
 미국 Hogan 사의 승강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차량에 탑재하는 제품으로서 접이식(folding type), 스텝

업 방식 및 슬라이드방식의 세 종류의 제품이 있다. 

3.2.2 유럽
독일 Knorr-Breme사의 Innovation Für Einstiegs Systeme은 중국 철도의 총 4가지(381mm, 550mm, 760mm 

and 1,250mm (재래선: 1,300mm 제외))의 승강장 높이를 고려하여 중국 CRH-시리즈에 적용하였다. 중국
CRH-시리즈(1,3,5)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BOMBARDIER 등에서 제작한 고상 승강장 전용 차량이므

로 그림 10과 같이 다양한 높낮이 저상 승강장에 적용하기 위한 접이식 스텝장치를 장착하였으며, 승
강장과 승강문의 이격거리 변동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림 9 미국 Hogan사의 승강문

(LU series)

        
그림 10 중국 CRH series에 장착된 독일

Knorr-Bremse사의 IFS

독일 Schliess und Sicherungs systeme GmbH에서 제작한 승강문스텝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adtbahn Hannover Serie 2000의 트램에 적용하였다. 이는 국내 누리로호처럼 고상승강장전용 차량에 적

용가능하며, 승강문과 스텝이 각각 분리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독일 Geber Bode사는 국내 KTX-산천에
OEM방식으로 납품한 제작회사로서 슬라이딩 방식의 스텝장치이다. 이외에도 프랑스 Faiveley사 및 다수

의 업체가 있다.  
이상의 국내외 관련기술은 특징에 따라 계단형 / 슬라이드식 / 리프트식/ 접이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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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독일 S&S에서 제작한 승강문스텝

그림 12 국내외 승강문 스텝의 종류 및 특징

4. 적용시 고려사항

향후 일반 간선열차(저상승강장 전용열차)가 수도권 전철구간(고상승강장)과 본선구간(저상 승강장)에

서 혼용운영을 대비한 저상·고상 승강장 겸용 승강문 스텝의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닥프레임 손상 최소화

- 최소의 공간에 설치가 가능할 것

- 동작이 크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간편할 것

- 바닥면 상판 최소의 공간에 설치 가능할 것

- 경량화 및 내구성(하니컴 판넬 등 경량-고강도 재질을 사용하여 변형이 없고 내구성이 뛰어날 것)

▪유지보수 용이성

- 철도차량에서 제품을 분리할 필요없이 상판(바닥면)만 개방하면 간편한 보수가 가능할 것

- 단순한 동작과 심플한 설계로 잔고장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내환경성 (결로, 폭우)

- 기밀성이 탁월하여 폭우나 물세차에 문제가 없고,

- 열차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결로의 가능성이 적을 것

▪고객 편의

-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빈공간이 없으므로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 방지

- 고객의 안전을 고려한 동작 순서 (열차 승강문 개방전 동작)

- 노약자, 장애우용 휠체어 탑승/하차 가능

이로부터 승강문 스텝의 가장 합리적인 기술방식은 접이식 램프 슬라이드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고찰

중․고속 열차가 수도권 전철구간과 본선구간에서 혼용할 경우를 대비하고 이에 따른 안전운전 및

승객편의를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상·고상 승강장 겸용 승강문(스텝)의 해외사례 및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관련기술방식은 크게 계단형 / 슬라이드식 / 리프트식/ 접이식으로
구분된다. 본 장치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철도차량의 바닥 프레임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유지보수의 용

이성, 내환경성(예 : 결로, 폭우), 고속운행의 선결조건인 기밀성 유지, 고객 편의성 및 안전문제를 고려

해야 한다. 이로부터 승강문 스텝의 가장 합리적인 기술방식은 접이식 램프 슬라이드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적용대상 열차 및 인프라분석을 통하여 승강문 스텝의 슬라이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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