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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틀림이 KTX 주행거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rack Alignment on Ride Comfort and Safety of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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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선형 즉 평면곡선, 종곡선, 완화곡선 및 설정 캔트 등

은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

련 기준에 따라 설계·시공되어야 하며 철저하게 관리되어

야 한다. 그러나, 철도 선형은 운행과정에서 여러 원인에 의

하여 당초 설계된 위치로부터 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

한 궤도틀림은 고저틀림, 방향틀림, 수평틀림, 뒤틀림 및 궤

간틀림으로 구분된다.

궤도틀림은 차량의 주행거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고저틀림은 철도차량의 피칭(Pitch)과 바운스(Bounce)의 원

인이 되며, 방향틀림과 궤간틀림은 과도한 횡방향 힘을 유

발하여 탈선의 원인이 된다. 또한, 수평틀림은 차량의 롤링

(Roll), 스웨이(Sway), 뒤틀림(Twist)의 원인이 된다[1].

따라서, 궤도틀림은 각 궤도틀림이 차량의 주행 안전성 및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각 궤도틀림 항목별로 궤

도틀림 허용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엄

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차량/궤도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여 궤도틀

림이 차량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수치해석결

과를 미국 고속선 궤도틀림 기준 설정과정에서 검토자료로

활용하였다[1].

국내의 경우에는 궤도틀림의 측정 및 분석 분야에서는 일

부 연구[2-4]가 수행된 바 있으나, 궤도틀림 기준 설정과 관

련된 체계적 연구는 최근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러나, 최근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이 틸팅열차의 주행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5,6]가 수행되었으며, 수평틀림이

KTX의 주행거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7]가 수

행된 바 있다.

한편, 최근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궤도틀림 유지관리에

대한 경험과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프랑스 기준을 기초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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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궤도틀림은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 중 하나이다. 따라

서, 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의 확보를 위해서는 주행속도, 차량의 동적특성, 궤도틀림 검측차의 검측특성,

검측주기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궤도틀림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궤도틀림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궤도틀림 중에서 방향틀림이 KTX 차량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동특성 해석프로그램인 VAMPIRE를 이용하여 방향틀림의 파장과 진폭에 대한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방

향틀림 크기와 파장에 따른 KTX의 탈선계수, 대차가속도, 차체가속도 및 궤도횡압 등의 주행거동을 조사하였으

며, 방향틀림이 KTX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향틀림은 차량주행안전성에 미

치는 영향이 크며, KTX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향틀림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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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Tel.: +82-31-460-5347, E-mail : iychoi@.krri.re.kr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2013

http://dx.doi.org/10.7782/JKSR.2013.16.2.110



방향틀림이 KTX 주행거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6권 제2호(2013년 4월) 111

여 설정된 궤도틀림 관리기준에 대하여 일부 관련 규정의 개

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

구를 통하여 고속철도 궤도틀림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제

시하였으며, 현재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궤도틀

림을 관리하고 있다. 고저틀림과 KTX주행거동과의 상관관

계를 수치해석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

[8]에 의하면, 고저틀림이 KTX의 주행 안전성에 미치는 영

향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과거 일본기준에 기초하여 설정된 국내 일반철도 궤

도틀림 기준의 경우,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에 대하여 동일한

값의 보수기준(7mm)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외의 궤

도틀림기준과 수치해석 결과 등에 의하면, 주행안전성과 승

차감, 유지보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궤도틀림 기

준을 설정하고 궤도틀림 정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0].

따라서, 각각의 궤도틀림 항목별로 궤도틀림의 파장 및 크

기에 따라 운행 차량의 주행 안전성 및 승차감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

한 정보는 궤도분야 기술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VAMPIRE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방향틀림의 크기와 파장이 KTX의 주행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승차감 분석은 차

체가속도 결과를 이용하였다.

방향틀림과 KTX주행거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방

향틀림 허용기준 재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

며, 각 파장대역별 영향 검토결과는 궤도틀림 유지관리 실

무자에게 궤도틀림 정정작업시 각 파장대역별 보수 및 정정

의 우선 순위 의사결정 등에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치해석방법

 2.1 차량모델

방향틀림이 KTX의 주행거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은 철도 차량 동해석 상용 프로그램(VAMPIR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KTX 차량은 실제 20량 편성을 사용하였으며, Fig. 1과 같

이 P(동력차)+MT(동력객차)+16T(객차)+MT(동력객차)+P(동

력차)로 모델링하였다. 대차는 동력차의 동력대차(Power

Motor Bogie) 4대, 동력객차(Moterized Trailer Bogie) 2대,

동력객차와 객차 또는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관절대차

(Articulated Trailer Bogie) 17대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의 현가장치 등 KTX 차량 특성을 VAMPIRE 차량모

델로 모델링을 수행하고, 경부고속선의 최고 주행속도인

300km/h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행속도에 따라서 각 파장별 응답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속도가 증가할수록 차량의 응

답이 증가하며 국외의 궤도틀림 기준에서도 속도가 증가시

궤도틀림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경부고속선의 최고속도인 300km/h를 대상으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2.2 방향틀림 모델링

방향틀림이 KTX의 주행거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은 방향틀림을 다음과 같이 사인반파장의 형태로 모

델링하여 수행하였다. 방향틀림에 의한 영향분석을 목적으

로 하였기 때문에 방향틀림 이외의 다른 궤도틀림을 해석과

정에 고려하지 않았다.

Fig. 2 Modeling for alignment irregularities

방향틀림은 파장과 진폭에 따라 차량의 주행거동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진다. 유럽의 EN13848-1 규정[9]에서는 방향

틀림을 파장대역에 따라 세 가지영역(D1, D2, D3)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EN13848-5[10] 규정에서는 D1과 D2영역에

대한 방향틀림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D3의 장파장대역

은 주행안전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작고 승차감과의 상

관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한 허용기준 값을 제시하지 않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EN13848-5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D1 및

D2 영역으로 파장대역과 D3 영역의 일부 파장대역을 중심

으로 방향틀림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즉, 3m의 단파장 영역에서부터 100m의 장파장 영역까지 총

12개 파장대역의 방향틀림을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KTX modeling for VAMPI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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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0km/h 속도에서의 방향틀림 허용기준에 대한 국

내기준, 프랑스 및 유럽기준(EN13848-5) 비교결과를 다음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의 유럽기준의 경우에는 속도

제한규정은 유럽철도망 전체의 공동운행을 위하여 특정한 값

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의기준과 보수기준은 각 나라의 실

정에 따라 권고한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궤도틀

림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Table 2의 국내외 기준과

경부고속선에서의 방향틀림 검측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방향틀림의 크기를 선정하였다. 즉, 다음 Table 3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각각의 파장 대역별로 7~15mm사이의 크기

범위에서 6가지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에 나타낸 수치해석시나리오 중 일부 방향틀림 모

델링 예를 다음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의 (a)와 (b)는

각각 10m 파장의 방향틀림과 20m 파장의 방향틀림을 의미

한다.

3. 방향틀림에 의한 차량 응답

방향틀림에 의한 차량의 주행응답특성은 탈선계수, 횡압, 대

차횡가속도, 차체수직가속도 및 차체수평가속도의 항목에 대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항목은 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 평가척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 항목별 허용기준 및

신호처리 방법[11]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방향틀림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량응답의 시간이력 형상을

보이기 위하여 10m 파장의 9mm 진폭을 갖는 방향틀림에

대한 수치해석결과 예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방향틀림에 의한 탈선계수, 궤도횡압, 대차 횡가속도, 차

체 횡가속도 및 차체 수직가속도의 수치해석 결과를 살펴보

면, 방향틀림이 도입된 500m 지점에서부터 차량의 응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량의 횡방향

거동과 관련이 있는 탈선계수, 궤도횡압, 대차 및 차체 횡

가속도 등은 비교적 큰 값을 보이고 있으나, 방향틀림에 의

한 차체 수직가속도는 매우 작게 나타났다.

한편, KTX 20량 전체를 모델링하여 수행한 수치해석 결

과로부터 차량 위치별 응답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차륜별

탈선계수를 Fig. 5에 정리하였다. Fig. 5는 10m파장의 방향

틀림에 대한 탈선계수의 2m 이동평균 최대치를 각각의 차

륜별로 정리한 그림이다. 여기서, 가로축은 KTX전체 차륜

의 위치를 의미하며, 전두부 1번부터 차량 후미부 92번까지

Table 2 Standards for alignment

KTX

(10m Chord)

SNCF

(10m Chord)

EN

D1 D2

Construction 3mm 3mm - - 

Maintenance 4mm 4mm - - 

Alert 7mm 6mm 4~7mm 8~13mm 

Intervention 7mm 8mm 6~8mm 12~14mm 

Immediate 

Action 
12mm 12mm 10mm 20mm 

Table 3 Parameter in numerical analysis

Parameter

Wavelength(m) 3,5,7,10,15,20,25,30,40,50,75,100

Amplitude(mm) 7,8,9,10,12,15

Table 1 Wavelength range of alignment (EN13848)

 Wavelength(λ)  Parameter

 D1 3m < λ ≤ 25m  Safety / Ride Comfort

 D2 25m < λ ≤ 70m  Safety / Ride Comfort

 D3 70m < λ ≤ 200m  Ride Comfort

Fig. 3 Track irregularity modeling for numerical analysis

Table 4 Signal processing criteria and limits (KTX)

Limit Signal processing

Derailment Coeff. 0.8 2m moving average

Lateral force 65kN 2m moving average

Bogie lateral acc. 10.6m/s2 10Hz Lowpass filtering

Body lateral acc. 2.5m/s2 0.4-10Hz Bandpass filtering

Body vertical acc. 2.5m/s2 0.4-10Hz Bandpass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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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좌우측 차륜을 차례로 나타낸 것이다. Fig. 5(a)의 진폭

이 작은 7mm의 경우에는 차량의 전두부와 후미부의 탈선

계수의 값이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Fig. 5(b)와 (c)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진폭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KTX 중앙부

에서 탈선계수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방향틀림의 파장별 진폭별 최대 탈선계수 발생 위

치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Table 5의 차륜번호는 KTX 차

륜 총 92개를 전두부에서부터 좌우 차륜순으로 정한 번호

Fig. 4 Vehicle response for Alignment_10m_9mm

Fig. 5 Location of wheel for maximum derailmen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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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91번 차륜은 차량의 맨 뒤쪽의 좌측 차륜을 의미하며,

92번 차륜은 맨 뒤쪽의 우측 차륜을 의미한다. 40m 이하의

파장대역에서 방향틀림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차량의 후미

부의 차륜에서 탈선계수 최대치가 주로 발생하였으나, 방향

틀림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KTX 중앙부에서 탈선계수 최

대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50m 파장에서는 9mm이하 크

기의 방향틀림은 가장 뒤쪽의 차량(차륜번호 92)과 전두부

2번째 차량(차륜번호 14)에서 탈선계수 최대치가 발생하였

으나, 10mm 이상의 크기를 갖는 경우에는 중앙부 차량에서

탈선계수 최대치가 발생하였다. 또한 75m 이상 파장에서는

대부분 앞쪽 2번째 차량에서 최대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최대치 발생위치에 대한 분석결과는 KTX 차량의 탈선계수

계측시험시 탈선계수 측정 차륜의 선정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방향틀림에 의한 KTX 주행거동 영향분석

방향틀림이 KTX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방향틀림 해석시나리오에 따라 수치해석을 수

행하고 해석시나리오별 차량 응답을 정리하였다. 탈선계수,

궤도횡압, 대차 횡가속도, 차체 횡가속도 및 차체 수직가속

도 등의 수치해석결과를 Table 4에 나타낸 신호처리방법에

따라 신호처리를 수행한 후, 해석시나리오별로 KTX 전체 차

량에서의 각 응답의 최대치를 구하였다. 방향틀림의 파장과

크기가 KTX 차량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정리

하였다.

4.1 탈선계수

방향틀림이 차량의 탈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해

석시나리오별 탈선계수 최대치를 Fig. 6에 나타내었다. UIC

518 기준에 의하면, 탈선계수는 20Hz 이상의 저역통과필터

(Lowpass Filter)와 2m 이동평균 값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안전측의 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필터링은 수행하지 않고 2m 이동평균에 대하여 탈선계수를

정리하였다. 각 방향틀림의 파장과 진폭별로 KTX 20량 전

체의 모든 차륜에서 탈선계수의 2m 이동평균의 최대치를

Fig. 6에 나타내었다. x축은 방향틀림의 파장을 의미하며, y

축은 탈선계수를 의미한다. 범례의 7mm~15mm의 값은 방

향틀림의 크기를 의미한다.

수치해석 분석결과에 의하면, 방향틀림의 크기가 작은 경

우에는 탈선계수의 증가폭이 작았으나 방향틀림의 크기가 어

느 정도 이상이 되면 탈선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또한, 탈선계수는 25m 이하의 단파장영역 뿐만

아니라, 40m 이상의 파장대역에서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특히, 50m 파장대역에서 비교적 큰 값을 보였다.

한편, 고저틀림과 탈선계수와의 상관성 분석 연구 [8]에 따

르면, 본 연구에서 고려한 동일한 파장과 크기의 고저틀림

에서 탈선계수는 약 0.03 이내의 값을 보였다. 즉, 방향틀림

에 의한 탈선계수는 고저틀림에 비하여 매우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방향틀림이 KTX의 주행안전성

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KTX 차량

운행시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향틀림을 고저틀림 보

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4.2 궤도횡압

방향틀림에 의한 궤도횡압(Lateral Force, Sum of Guilding

forces) 수치해석결과에 대하여 2m 이동평균을 취한 후, 각

축에서의 궤도횡압의 최대치를 Fig. 7에 정리하였다.

방향틀림의 크기에 따른 궤도횡압의 발생 특성을 살펴보

면, 탈선계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향틀림 크기가 증가할

수록 궤도횡압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는 비선형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향틀림의 파장별 대역별 영향의 경우,

궤도횡압의 크기가 작게 나타난 8mm 이내의 방향틀림에서

는 25m~75m 파장대역에서 다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방향틀림의 크기가 커질수록 단파장 대역의 영향이 매우 크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일 파장과 진폭의 조건에서 고저틀림이 궤도횡압

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결과 [8]와 비교해보면, 고저틀림에

의한 궤도횡압은 15mm진폭에서 최대 약 4kN이하로 상당

Table 5 Location of wheel for maximum derailment coefficient

 Amp.

 λ
7mm 8mm 9mm 10mm 12mm 15mm

3m 91 43 77 52 42 44

5m 91 91 62 41 41 34

7m 91 91 41 41 41 38

10m 91 91 41 41 41 37

15m 91 91 41 41 41 34

20m 92 92 41 41 41 38

25m 92 92 92 41 42 30

30m 92 92 92 90 42 42

40m 92 92 90 90 42 42

50m 92 14 14 50 46 46

75m 86 10 10 10 10 10

100m 10 10 10 10 10 85

Fig. 6 Derailment coefficient due to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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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작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방향틀림에 의하여 발생한 궤

도횡압은 상당히 큰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궤도횡압 측면에서는 방향틀림을 고저틀림 보다 훨씬 엄격

하게 관리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4.3 대차 횡가속도

대차 횡가속도는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평

가항목이다. 탈선계수에 의한 평가방법이 탈선에 대한 주행

안전성을 평가하는 직접적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대차 횡가속도

는 측정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주행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간접적 수단으로 탈선계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안으로 이용된다.

방향틀림에 의한 대차 횡가속도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

석시나리오에 따라 수행한 수치해석결과의 대차 횡가속도를

10Hz 저역통과필터(Lowpass filter) 신호처리를 수행하고, KTX

각 대차에서의 최대치 및 최소치를 Fig. 8에 나타내었다.

방향틀림에 의한 대차 횡가속도는 전반적으로 파장이 작

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파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다만, 50m 파장대역에서는 방향틀림에 의한 대

차 횡가속도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한편, 고저틀림에 의한 대차 횡가속도 영향 분석 결과[8]

에 의하면, 동일한 파장대역과 진폭 조건에서 고저틀림에 의

한 대차 횡가속도 최대값은 약 0.4m/s2 이하로 상당히 작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방향틀림은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대 약 8.5m/s2 로써 방향틀림은 대차 횡가속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

향틀림은 고저틀림에 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4.4 차체 수직가속도

차체 수직가속도와 차체 횡가속도는 철도차량의 주행안전

성 뿐만 아니라 승차감 평가척도로 활용된다[11].

차체 수직가속도의 신호처리를 수행한 후 각 해석시나리

오별 KTX 차량에서의 최대치 및 최소치 추출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모든 해석시나리오에서 차체 수직가속도는 매

우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방향틀림은

차체 수직가속도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결과[8]에 의하면 고저틀림은 차체 수직가속

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서 검토한 방향틀림의 경우에는 차체 수직가속도에 별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차체의 수직방향 거동은 수직방

향 궤도틀림(고저틀림)에 민감하나, 횡방향 궤도틀림(방향틀

림)과는 상관성이 낮기 때문이다.

Fig. 9 Body vertical acceleration due to alignment

4.5 차체 횡가속도

마지막으로, 앞서 기술한 차체 수직가속도와 마찬가지 방

법으로 신호처리 등을 수행한 후 차체 횡가속도의 분석결과

를 Fig. 10에 정리하였다.

방향틀림의 크기가 비교적 큰 12mm 이상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방향틀림의 파장이 커질수록 차체 횡가속도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차체 횡가속도는 단파장 대역보다 장파장영역에 민감

함을 알 수 있다.

방향틀림 즉, 수평방향의 궤도틀림은 차체 수직가속도 경

우와는 달리 차체 횡가속도와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Fig. 7 Lateral force due to alignment

Fig. 8 Bogie lateral acceleration due to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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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고찰

KTX 고속주행시 주행안정성과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는 궤

도틀림에 대한 합리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궤도틀림의 관리를 위해서는 KTX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그리고 궤도유지보수 비용, 검측주기, 검측차 특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궤도틀림 관리기준 설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향틀림이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

하여 궤도유지보수 실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

론 궤도틀림 허용기준 재정립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방향틀림의 영향분석을 위하여 방향틀림의 파장대역과 진

폭을 매개변수로 하여 다양한 수치해석 시나리오에 따라 차

량주행해석을 수행하고, KTX의 탈선계수, 궤도횡압, 대차 횡

가속도, 차체 수직가속도 및 차체 횡가속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향틀림은 차량의 주행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방향틀림은 탈선계수, 궤도횡압,

대차 횡가속도 등과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차체

횡가속도와도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고저틀림이 KTX의 주행거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

과[8]에 의하면 고저틀림은 차체 수직 가속도를 제외하고는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방향틀림의 경우에는

KTX 주행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으므로 방향틀림은 보다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행안전성 측면에서는 방향틀림 보수기준은

고저틀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의 보수기준이 동일한 일반철도 궤도틀림 기준 등

은 향후 체계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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