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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곡선형상별 차량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분석

Analysis of Running Safety and Ride Comfort According to the 

Shape of Transi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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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정한 크기 이하의 곡선반경을 갖는 원곡선과 직선 사이

또는 두 개의 원곡선 사이에는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

차감 확보를 위하여 완화곡선을 두어야 한다. 완화곡선 구

간은 곡률 및 캔트가 변하는 구간이므로 철도차량의 주행안

전성 및 승차감 측면에서 불리하게 되며, 완화곡선의 형상,

길이, 캔트, 곡선반경 및 궤도틀림 등의 선로선형은 주행안

전성 및 승차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완화곡선의 형상에 따른 성능비교를 위하

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3차 포물선의 완화곡선과 일본에서 사

용되고 있는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에 대한 차량주행해석을 실

시하고, 해석결과를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측면에서 완화곡

선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3차포물선 완화곡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

나, 최근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철도기술을 감안한다면 다

른 형식의 완화곡선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완화곡선의 형상별 성능에 대

한 정량적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기

술적 검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완화곡선에 대한 연구는 기존선 속도향상시 완화곡선길이

부족에 대한 완화곡선 연신 및 제한속도 산정[1] 및 곡선부

성능평가[2] 등에 관한 검토는 일부 수행되었으나, 완화곡선

형상별 성능비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심도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2. 완화곡선 성능비교를 위한 수치해석

2.1 완화곡선 형상 및 수치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완화곡선형상별 성능비교를 위하여, 3차포

물선과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을 갖는 선로선형에 대해 차량

의 주행속도를 150km/h에서 400km/h까지 50km/h 간격으로

변화시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곡선부 선로선형은 차량의 주행속도별로 구분하여 설정하

였다. 완화곡선의 경우, 3차 포물선은 국내의 철도건설기준

[3]에 따라 해석조건을 산정하였으나, 사인반파장의 선로선

형은 국내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신간선철도설계기

준[4]을 사용하였다. 다만, 3차 포물선의 해석조건과 유사하

게 하기 위하여 곡선반경, 캔트, 원곡선 길이는 3차 포물선

의 해석조건과 동일하게 하였으나, 완화곡선길이의 경우에

는 일본의 설계기준이 국내기준 보다 다소 길게 되어 있으

므로 일본 기준을 사용하였다.

해석시 고려한 매개변수를 Table 1과 Fig. 1에 나타내었다.

완화곡선형상을 상세히 나타낸 Fig. 1 범례의 CP와 Sin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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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차포물선과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을 의미한다. 

2.2 차량모델

수치해석은 차량주행해석 프로그램인 VAMPIRE을 이용하

였으며, 차량모델은 Fig. 2에 나타낸 한국형고속열차(G7) 차

량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 Vehicle Modeling for Vampire S/W

3. 차량응답특성 고찰

본 절에서는 3차포물선 및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을 갖는 곡

선부에서의 차량의 시간이력 응답 특성을 도해적으로 설명

하기 위하여 400km/h 주행속도의 예제를 그림으로 정리하

였다. 

3.1 탈선계수

400km/hr 속도에서의 3차포물선 및 사인반파장의 차량의

탈선계수를 다음 Fig. 3과 4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나타낸 결

과는 30Hz 저역통과(LowPass) 필터링을 수행한 결과이며,

Table 1. Track geometry in numerical analysis

Velocity (km/h) 400 350 300 250 200 150

Cant (mm) 180 180 180 180 160 160

Curve Radius (m) 6520 5000 3670 2550 1820 1110

Curve Length (m) 200 175 150 125 100 75

Length of 

Transition 

Curve(m)

CP 530 465 400 335 240 180

Sine 700 615 525 440 315 235

Fig. 1  Transition curve in numerical analysis

Fig. 3 Derailment (400km/h)

Fig. 4 Derailment (400km/h)_track irreg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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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동평균은 수행하지 않은 결과이다.

Fig. 3의 궤도틀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인반파장

의 탈선계수는 비교적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나, 3

차 포물선의 탈선계수 형상은 비교적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

고 있다.

Fig. 4의 궤도틀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궤도틀림의 영향

으로 인하여 탈선계수의 순간변동량이 크게 나타났다. 해석

에서 두 완화곡선에 동일한 궤도틀림을 적용하였으나, 해석

에 고려한 3차포물선과 사인반파장의 완화곡선의 길이가 다

르므로 각 완화곡선과 곡선부의 궤도틀림의 값은 차이가 있

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궤도틀림을 고려한 해석결과에 대

하여 완화곡선별 성능을 비교할 경우에는 궤도틀림의 영향

이 혼재되어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며, 궤도틀림의 영향이 없

는 경우에 대한 상대비교가 완화곡선별 성능평가에 적합함

을 알 수 있다. 

3.2 횡압(Lateral Force)

400km/h 주행속도에서의 레일에 작용하는 횡압은 해석결

과에 대하여 30Hz 저역통과(LowPass) 필터링을 수행한 결과

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탈선계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횡압

은 궤도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반파장이 더욱 부드러운

곡선을 보였으나, 궤도틀림을 반영한 해석결과에서는 궤도틀

림의 효과가 지배적이어서 두 완화곡선간 비교가 곤란하였다.

3.3 대차 횡가속도

횡방향 대차가속도에 대하여 10Hz 저역통과(LowPass) 필

터링을 수행한 결과를 다음 그림에 정리하였다. 궤도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3차포물선 완화곡선에서 대차가속도의 변동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의 횡방

향 대차가속도 값이 다소 작게 나타났다.

Fig. 5 Lateral force (400km/h)

Fig. 6 Lateral force (400km/h)_track irregularity

Fig. 7 Bogie lateral acceleration (4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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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차체 횡가속도

10Hz 저역통과(LowPass) 필터링을 수행한 횡방향 차체가

속도 결과에서는 궤도틀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

반파장 완화곡선의 횡방향 대차가속도 값은 3차포물선에 비

하여 약 5% 작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궤도틀림의 효

과는 타 검토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되었다.

Fig. 7 Continued

Fig. 8 Bogie lateral acceleration (400km/h)_track irregularity

Fig. 9 Body lateral acceleration (400km/h)

Fig. 10 Body lateral acceleration (400km/h)_track irreg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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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화곡선별 성능비교

사인반파장과 3차포물선 완화곡선을 갖는 선로선형에 대

한 주행속도별 해석결과를 주행안전성과 승차감 항목별로 비

교분석하였다. 탈선계수, 횡압, 대차 횡가속도, 차체 횡가속

도에 대한 분석 및 승차감에 대한 비교 분석은 UIC와 EN

규정[5,6]에 따라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 나타낸 그림은 각 분석항목별로 최대치 또는 최

소치 등을 의미하며, 이는 차량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을 사

용한 것이다. 즉, 탈선계수의 예를 들면, 모든 차륜에서 좌

측과 우측의 탈선계수를 구한 후, 가장 큰 값이 나타나는 차

륜에서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4.1 탈선계수

30Hz 저역통과(LowPass) 필터링과 2m이동평균의 신호처

리를 수행한 탈선계수의 최대치를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다. 그

림의 범례에서 CP와 SIN은 각각 3차포물선 및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을 의미한다. 또한, TI는 궤도틀림이 존재하는 경우

로써, CP_TI는 3차포물선 완화곡선에 궤도틀림이 있음을 의

미한다.

우선, 궤도틀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CP, SIN)를 살펴보

면, 사인반파장의 탈선계수가 3차포물선에 비하여 약 4.6~8.5%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궤도틀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궤도틀림에 의한

탈선계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궤도틀림이 존재하는 경우에, 저속의 대역에서 보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선계수 증가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합리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궤도틀림이 존재하는 경우

(CP_TI, SIN_TI)를 살펴보면, 200 및 400km/h 속도에서는

사인반파장의 탈선계수가 3차포물선에 비하여 약 6.5% 정

도 감소하였으나, 300km/h 주행속도에서는 사인반파장 탈선

계수가 오히려 약 13%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 즉 주행속

도 별로 사인반파장과 3차포물선 완화곡선의 탈선계수 값이

증가/감소하는 현상은 두 완화곡선의 완화곡선길이가 서로

달라서 완화곡선 및 원곡선상의 도입된 궤도틀림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완화곡선 자체의 성능비

교는 궤도틀림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횡압

탈선계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호처리를 수행후, 횡압

(Lateral Force 또는 Sum of Guiding forces)의 최대치를 완

화곡선별로 다음 그림에 정리하였다.

궤도틀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CP, SIN)에는 200~250km/h

속도대역 구간에서는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의 횡압이 -1.8~

-0.5% 오히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면관계상 본 논

문에 수록하지 않았으나, 사인반파장과 3차포물선 비교결과

에 의하면, 최대치가 발생하는 차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

축에서의 횡압은 사인반파장이 작게 나타났다. 특히, 사인반

파장의 횡압은 횡압 최대치가 발생하는 차축의 인접 차축의

횡압이 현저하게 작았으나, 최대치 발생 차축의 횡압은 3차

포물선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인접차축에서 분담

하여야 할 횡압의 감소분이 최대치 발생차축에 집중되는 현

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복잡한 차량동력학 해석 메

커니즘 특성상 정확한 원인은 규명이 곤란하였다. 

반면, 300~400km/h 속도대역에서는 사인반파장 완화곡선

의 횡압이 약 2.5~7.5% 정도 작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궤도틀림이 존재하는 경우(CP_TI, SIN_TI)에는

탈선계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궤도틀림의 영향이 크게 나

타났다. 이는 완화곡선길이가 달라서 완화곡선 및 원곡선

상의 궤도틀림의 값이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Fig. 12 Lateral force

4.3 대차 횡가속도

10Hz 저역통과(LowPass) 필터링을 수행한 후, 완화곡선별

횡방향 대차가속도의 최대치를 구하여 다음 그림에 비교하

였다.

궤도틀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CP, SIN)에는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의 횡방향 대차가속도 값은 150~250km/h 주행속도

대역에서는 약 4.1~4.9%, 300~400km/h 주행속도대역에서는

약 6.4~8.9% 정도 작게 나타났다. Fig. 11 Derai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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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차체 횡가속도

6Hz 저역통과(LowPass) 필터링을 적용한 횡방향 차체가

속도의 최대치를 정리하였다. 

궤도틀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CP, SIN)에는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의 횡방향 대차가속도 값은 150~250km/h 주행속도

대역에서는 약 2.2~2.4 %, 300~400km/h 주행속도대역에서

는 약 3.9~5.5% 정도 작게 나타났다.

Fig. 14 Body lateral acceleration

궤도틀림이 존재하는 경우, 횡방향 차체가속도의 값이 다

소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탈선계수, 횡압 및 대차가속

도에 비하여 매우 작게 나타났다. 이는 궤도틀림의 파장이

단파장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체의 가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신호처리과정에서 저주파의 성분만을 필터링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5 승차감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승차품질(Ride quality)과 승

차안락감(Ride comfor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승차품질

(Ride quality)은 주위환경에 대한 사람의 모든 반응, 즉, 나

이, 성, 주위온도, 압력, 공기질, 공간, 좌석 등의 물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동적인 진동의 영향까지도 포함한다. 그러

나, 승차안락감(Ride comfort)은 차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인 요소만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승차안락감(Ride comfort)만을 평가하였으

며, 완화곡선부의 승차감평가를 위하여 EN규정[4,5]에 제시

된 완화곡선부 승차감평가기법(Pct)을 사용하였다. EN규정

에 제시된 완화곡선부 승차감평가기법(Pct)은 좌석과 입석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좌석(Seated)를 기준으

로 승차감평가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Pct :승차감을 표현하는 승객들의 불만족도로 나타낸 백분

율 (percentage)

 :차량 body의 횡가속도의 최대절대 값(완화곡선 시점

에서 종점 +1.6s까지의 시간 구간)

 : 차량 body의 횡저크의 최대절대 값(완화곡선 시점 이

전 1.0s 에서 종점까지의 시간 구간)

 :차량body의 roll 속도의 최대절대 값(완화곡선 시점에

서 종점까지의 시간 사이에서의 roll 속도)

A,B,C,D,E : 계수 

Pct는 완화곡선상에서 횡가속도(lateral acceleration), 횡저

크(lateral jerk), 롤속도(roll velocity)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값이 클수록 승차감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차감평가를 위한 신호처리는 2.52Hz Low Pass Filter를

사용하였으며, 상기의 횡가속도, 횡저크 및 롤속도의 값은

1sec 이동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원곡선의 시점부와 종점부에 대하여 각각 승차감평가를 수

행하였으며, 궤도틀림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결과를

다음 Fig. 15에 나타내었다. 그림의 범례에서 T1 및 T2는 각

각 원곡선 시점부 및 원곡선 종점부를 의미하며, CP와 SIN

는 3차포물선과 사인반파장을 의미한다. 

원곡선 시점부와 종점부의 승차감을 비교해보면, 사인반

파장의 경우 원곡선시점부와 종점부의 승차감은 거의 유사

하였다.

그러나, 300~400km/h 속도대역에서 3차포물선의 경우에

P
ct

max A y··
max

B y···
max

C–+( ) 0;[ ]( ) D 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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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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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Bogie lateral acceleration

Fig. 15 Ride comfort (Pct) according to curv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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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곡선 종점부의 값이 원곡선 시점부보다 약 3.5~4% 정

도 크게 나타나 승차감이 다소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원곡선 구간 전체에서의 승차감(Pct)값의 최대치를

Fig. 16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TI는 궤도틀림을 고려한 경

우를 의미하며, CP와 SIN은 3차포물선과 사인반파장 완화

곡선을 의미한다.

3차포물선과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에 대해 살펴보면, 궤도틀

림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반파장의 값이 150~200km/

h 속도대역에서는 0.4%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300~

400km/h 속도대역에서 약 1.6~3.4% 정도 승차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3차포물선 완화곡

선과 일본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의 성

능을 차량의 주행안전성, 승차감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궤도틀림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완화곡선의 영향만을 고려

한 수치해석결과에 의하면, 모든 속도대역에서 사인반파장

완화곡선이 3차포물선의 경우 보다 탈선계수 4.6~8.5%, 횡

방향 대차가속도 4.1~8.9%, 횡방향 차체가속도 2.2~5.5%, 정

도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횡압

은 200~250km/h 속도대역에서 사인반파장이 -1.8~-0.5% 정

도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300~400km/h 속도대역에

서는 사인반파장이 2.5~7.5%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한, 승차감 평가결과는 250km/h 이하의 속도대역에서는 승

차감이 거의 유사하였고, 300~400km/h 속도대역에서 약

1.6~3.4% 정도 승차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의 수치해석적 검토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사

인반파장 완화곡선이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측면에

서 유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고속대역에서 사인반파

장 완화곡선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곡선부 선로선형에 궤도틀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완화곡선길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궤도틀림의 조건을 동

일하게 고려할 수 없는 관계로 완화곡선형상별 비교는 곤란

하였다. 

국내의 경우, 「철도건설기준」에서는 완화곡선을 3차포

물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3차포물선이 완화

곡선길이가 짧으며, 캔트부설 및 평면선형 측면의 시공성과

궤도틀림 정정 등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3차포물선 완화곡선

이 갖는 장점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철

도의 속도향상 및 초고속화, 최근 시공기술의 발달과 콘크

리트궤도 사용으로 인한 궤도틀림 감소 등 변화된 철도환경

에 따라 사인반파장 완화곡선 도입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

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화된 철도환경에 적합한

완화곡선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경우, 본 연구결과의 완

화곡선 성능에 대한 정량적 비교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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