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lway technology leads
the way to the future

Mission

Major Research Fields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등 대중교통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차세대 대중교통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 도시철도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실용화

“신교통시스템 기술 개발”

고밀도구간 수송효율 증대를 위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 핵심기술 개발

• 초고속 철도시스템 기술 개발

정보통신(ICT)기반 열차운행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기술 개발

• 저심도 철도시스템 기술 개발

700km/h 초고속 자기부상 시스템의 추진 · 부상 · 공력 등 기술 개발

History

급곡선, 급구배 노선의 주행이 가능한 독립대차 기술 개발 및 점착성능 능동적 제어 기술 개발

• 수요 응답형 교통시스템 기술 개발

저소음 연속지지 궤도 및 철도인프라 급속시공 기술 개발

PRT(Personal Rapid Transit) 구현을 위한 수평 · 수직 이동 수요

1996. 03

2004. 12

2010. 0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설립

한국형 고속열차 352.4km/h
시운전 성공

한국형 고속열차 KTX-산천
상용화

2000. 08

2007. 11

2010. 10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산업자원부)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준공

차세대전동차 시운전 시작
(대불선)

• 경량전철 구조물 및 역사 슬림화 기술 개발

응답형 교통시스템 개념 및 설계기술 개발

고강도 신재료 활용 및 최적화 설계 기술 개발

• 첨단 교통 기술 개발
초경량 복합소재 대차 프레임 기술 개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궤간가변, 매립형 궤도, 아스팔트 노반 기술 개발

“친환경 · 고효율 교통 · 물류 기술 개발”

• 친환경 트램 개발

• 교통물류환경 분야 미래 융복합 기술 개발

바이모달 수송 시스템 시제차량 성능 시험 및 시범 운행

2009. 07

2011. 03

한국형 표준전동차 10만km 달성

바이모달 트램 시험선 준공 및
시운전 시작 (경남 밀양 시험선)

한국형 경량전철 K-AGT 상용화

2004. 7

2009. 11

한국형 경량전철 K-AGT 시험선
건설 (경북 경산)

한국형 틸팅열차 10만km 주행
및 200km/h 시운전 성공

효율적 교통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융복합 시스템공학

배터리 탑재 무가선 저상트램 및 궤도시스템 기술 개발

2001. 12

국제교통 및 해외철도사업 정책수립 및 기술지원

1시간 30분대 국토공간 통합 · 다핵화를 위한
“고속화 · 저비용 기술 개발”

• 교통시스템 효율화 기술 개발
전국 1시간 30분대 연결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0)

국가교통 DB센터(KTDB) 자료 기반 교통시스템 효율성 평가
교통카드 자료 기반 대중교통 통행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고속철도 속도향상 기술 개발
430km/h급 동력 분산형 고속열차(6량 1편성) 기술 개발

KRRI 인력비율

200km/h급 틸팅열차 기술 개발

Vision

행정직

기술직

13%

3%

• 고속철도 건설비 저감 기술 개발

속초
서울
수서

포항
동대구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고장 진단 기술 개발

연구직

84%

광주송정
목포

•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및 자동운송시스템 기술 개발
포장, 수송, 보관 정보화 등 국가물류 표준화 기술 개발

• 친환경 철도기술 개발 및 녹색철도 환경정책 개발
도시철도 터널 및 차량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대전

• 고속철도 성능향상 기술 개발

R&D Strategies

삼척

오송

터널 단면, 교량 구조물 최적화 기술 개발
동력 분산식, 경량화, 가감속 성능 향상 기술 개발

강릉

원주

동탄

고속철도 강화노반 및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기술 개발

세상을 바꾸는 미래 교통 기술 개발

고속철도
일반철도(시행중)
착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신경주

부산
여수

출처: 국토해양부 2011년

• 선진국 기술 추종형에서 탈피하여 기술 주도형 연구기관으로 전환
레일형 고속철도 세계 최고 기술 리드 (430km/h급 개발 완료, 500km/h급 원천 기술 확보)
초고속 자기부상 시스템 700km/h급 기초기술 확보

• 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핵심기술 개발 과제 집중
신교통, 고속화, 광역교통, 친환경 · 물류, 안전 등

•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미래 전략 지향 기술 발굴 및 융복합 연구 확대
인지분석을 통한 미개척 선도분야(Empty-Hole) 발굴
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 연구 확대

주요 달성지표
주요지표

2013년 목표

현황

레일형 고속철도 기술 수준

➤

350km/h급

➤

400km/h급 개발 완료
500km/h급 원천기술 확보

초고속 자기부상시스템

➤

기술개발 초기 단계

➤

700km/h급 기초기술 확보

Workforce and Budget

• 고속철도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연구 시험 장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500여명의 연구진들이 연간 1,000억여 원의 예산으로 철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국가의 중심축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내일을 함께

시험 · 인증
100종

차량
29종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레일 접촉 피로 손상 및 마모저감 기술 개발

• 철도안전 기술 연구개발
철도사고 위험도 분석 및 평가기술 개발

하는 교통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 광역철도 기술 개발”

Research Facilities
노반 및 궤도, 차량, 전기신호, 환경 등 철도분야 연구개발, 철도용품 품질시험 및 인증시험을 위해

280여종의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체, 학계 및 연구소 등과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월암동 360-1176 (월암동)
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www.krri.re.kr

tel : 031-460-5000

전기 · 통신
17종

환경
60종

궤도토목
75종

• 도시철도 핵심 기술 개발
신뢰도 · 가용도 관리시스템 등 핵심장치 성과물 실용화 추진

200km/h급 GTX형 도시철도 기술 개발

•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개발
미래형 전동차 탑재형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0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철도기술 확보를 위한

분기기 및 능동제어 팬터그래프 기술 개발

열차제어시스템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 개발
철도차량 탈선 사고방지 기술 개발
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철도차량 충돌 안전성능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

• 철도시험 · 인증 및 표준체계 선진화 기반 구축
공인시험기관 및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에 의한 성능시험 · 품질인증 · 정밀진단 기관 운영
시험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확대
글로벌 시험인증 및 표준개발 협력체계 구축

Railway technology leads
the way to the future

Major Research Fields

Mission

“ We are developing new transport systems that will usher in a new era of
convenience in public transportation”

The mission of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KRRI) is to develop core technologies
for railway and to create sustainable solutions for national public transportation.

• Super-high-speed railway systems
Development of propulsion, levitation, and aerodynamics for a 700km/h Maglev system
• On-demand user-friendly transportation systems
Systematic concepts and designs for Personal Rapid Transit (PRT)
• Cutting-edge transportation technologies
Ultra-light composite bogie frame, variable gauge, embedded track, and asphalt roadbed
• Environmentally-friendly trams
Performance testing and test-bed project for the bimodal tram
Battery-powered and low-floor tram and track system

History
1996. 03

2004. 12

2010. 03

KRRI was established

The Korean HSR reached
a record speed of 352.4 km/h
in a test run

The Korean HSR, KTXSancheon opened
for commercial service

2000. 08

2007. 11

2010. 10

KRRI was approved as
an official testing institute

Construction of the rail safety
testing facility was completed

The Next-generation EMU
for metro began test runs

2001. 12

2009. 07

2011. 03

The Korean EMU completed
100,000 km in test runs

The Bimodal Tram prototype
and test line were completed

The K-AGT entered revenue
service on Busan metro
line No. 4

2004. 07

2009. 11

Test track for the Korean
light rail transit K-AGT
was completed

The Tilting-train recorded
a speed of 200 km/h

“ Environmentally-friendly, highly efﬁcient transport and logistics will be the
name of the game in the future”

“ Connecting any two destinations in the nation within one and a half hours with
higher speeds and lower costs”
• Faster high-speed railways
Development of the next-generation HSR system with distributed traction at speeds of
up to 430km/h
Tilting trains at speeds of 200km/h
• Cost-efﬁcient construction technology for high speed rail
Reinforced roadbeds and concrete slab tracks
Optimized tunnel sections and bridge structures
• Systematic improvement of high speed rail
Distributed traction motors, reduced vehicle weight, and high acceleration/ deceleration
performance
Real-time monitoring and malfunction diagnosis
• Interface technologies between the high-speed rail vehicle and infrastructure
Turnout and active-control pantograph
Reduction of rail-wheel contact fatigue and wear

KRRI Workforce

Administrator
13%

Vision

• Shallow-ground railway system
Bogie with independent wheels for sharp curves and active control of adhesion force for
steep gradients
Infrastructure with less track noise and high vehicle speeds
• Streamlined structures and stations for light rail transit
High-strength materials and optimal design techniques for slim structures

Technician
3%

Our vision is to create a better world through the development of green transportation.

Researcher
84%

R&D Strategies

National Plan 2020
To establish a national rail network that
connects all destinations in less than one and
a half hours
Sokcho
Seoul
Suseo

Wonju

Gangneung
Samcheo

High speed lines
Conventional
railway lines
Under construction

• Convergence technology i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Customized research and consultation for efficient transportation systems
Technological assistance for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projects
• Technology development for efﬁcient transportation systems
Korea Transport Database (KTDB)-based evaluation for an efficient transport system
Transport card data-based analysis of public-transport traffic patterns and expert system
• Comprehensive national standardized logistics and an automated
transport system
Standardization of the national logistics; packaging, transportation, warehouses, loading
and unloading
• Environmentally-friendly railways and policies
Improving air quality in urban rail systems and stations
Creating an energy-efficient railway system

Dongtan

“ Safety ﬁrst: a policy that can win the hearts of people”

Osong
Daejeon
Pohang
Dong-daegu
Gwangju
Songjeong
Mokpo

Singyeongju

Busan
Yeosu

Sourc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 R&Ds for railway safety
Risk analysis and assessment of railway accidents
Assessment of train control systems and technologies for accident prevention
Safety technology against train derailment
Assessment in cases of train fire and collision to reduce damage

• Technology innovator with advanced rail systems
World-class high-speed rail technology with a 430km/h HSR and core technology for
a 500km/h HSR system
Fundamental technology for a super-high-speed (700 km/h) maglev system
• Development of user-friendly transportation, high speed rail, metropolitan
transportation, environmentally-friendly logistics, and safety
• Technical analysis and convergence to create future technologies; identifying
potential areas of high added value
Major Achievement Indices
Indices

Status

Goals (Year 2013)

HSR

➤

350 km/h

➤

430km/h
Core technology for 500km/h

Maglev

➤

Initial stage

➤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700km/h

Workforce & Budget
KRRI has more than 500 R&D employees and an annual budget of approximately
USD100 million.

Research Facilities
KRRI’s facilities include 280 kinds of equipment for testing trackbeds, tracks, rollingstock, electric-signals, environmental effects, and for research on quality assurance.
The facilities are available for industries, academia, and other research institutes.
176, Cheoldo bangmulgwan-ro, Uiwang, Gyeonggi-do, 437-757, Korea

www.krri.re.kr

tel : +82-31-460-5000

“ Developing metropolitan and regional railways is the key to solving urban
transportation problems”

Research Facilities

Test &
Certification
100

Electricity & Signaling
17

Rolling Stock
29

Environment
60

Track &
Civil Engineering
75

• Core systems for standardized urban railways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management system
Express urban railway, GTX that reaches speeds of up to 200 km/h
• Onboard energy storage system for advanced EMUs
• Wireless-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system
Core technology for CBTC system in high- density regions
ICT-based railway operation for safety and efficiency

• Testing and certiﬁcation of railway systems, and establishment of
standards system
KOLAS-accredited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railway supplies
Performance testing and diagnosis of rolling stock according to the Railroad Safety Act
and the Urban Transit Law of Korea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to small and medium railway companies of Korea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