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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Comfort 방법을 이용한 국내외 고속철도 승차감 비교

Comparison of Ride Comfort between Korean and European High Speed Railway

by using Continuous Comfor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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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 1단계에 이어 2010년 11월 1일 동대구-부산의 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호

남고속철도가 2015년 4월 개통하였다. 이러한 국내 고속철도의 개통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시켰으며,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기여하였다. 고속철도의 안전운행과 보다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분야 전반에 걸

쳐 많은 기술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고의 바탕 위에서 국내의 고속철도가 큰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는 고속차량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궤도선형 및 궤도틀

림 등 궤도에 대한 관리도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고속철도 궤도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경부고속철도 개통 직

후에는 궤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약 10여년간의 고속선의 궤도관리 및 보수 경험과 기술의 축적을 통해 현재

는 고속선의 궤도틀림의 관리와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자갈궤도 구간에서는 궤도틀림 관리가 철도시설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며, 일정한 주기로 궤도틀림을

검측하고 관리해야 한다[2]. 궤도틀림은 가능한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궤도틀림을 관리하게

되면 궤도보수 및 정정작업량이 증가하여 인력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3]. 또한, 1종작업에서 탬핑작업(Multiple Tie Tamper,

MTT)은 도상자갈의 마모를 촉진시키고, 반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궤도정정작업 효과가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도상자갈 수명

이 단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궤도선형 및 궤도틀림은 차량의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차량의 승차감은 궤도관리의 간접적

Abstract Ride comfort of a vehicle can be utilized to maintain the track geometry and track irregularities because ride

comfort of the rolling stock is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hicle and track. Ride comfort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measured floor acceleration data of vehicles for a Korean high speed line as well as European high speed

lines using Continuous comfort method which can be applied to track maintenance. The exceedance distribution of the ride

comfort was quantitatively analyzed by the vehicle speed, the ride comfort of the Korean high speed line was compared

with that of European high speed lines. It is shown that the ride comfort of Korean high speed line is better than that of

European high speed lines, which indicates that the Korean track geometry and track irregularities are properly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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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차량의 승차감은 차체의 성능 뿐만 아니라 궤도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궤도선형 및

궤도틀림의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승차감 평가결과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체의 진동가속도 계측데이터

를 이용하여 궤도유지보수와 상관성이 있는 Continuous comfort 승차감 평가방법을 통해 국내 경부고속철도노선

및 유럽 고속철도노선에 대한 승차감 평가를 수행하였다. 승차감 평가결과를 속도대역 별로 구분하여 국내외 고

속철도노선의 승차감 분포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승차감 수준을 비교하였다. 국내의 경부고속철도의 승차

감이 유럽 고속철도노선에 비하여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고속선의 궤도선형 및 궤

도틀림의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주요어 : KTX, 승차감,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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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활용되며, 선로유지관리지침[2]에서는 차량 횡가속도의 허용한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는 궤도틀림과 고속차량 주행의 상관성 분석 및 국내외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고속철도 궤도틀림 관리기준의 개정안

을 도출하였으며, 현재는 선로유지관리지침[2]을 개정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철도 궤도틀림의 관리기준으로 사용 중에

있다[2-4]. 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상관성이 높은 방향틀림의 보수와 관리를 위하여 대차 횡가속도 및 차체 횡가속도에 대한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들 값을 방향틀림 유지보수의 지표중의 하나로 사용중에 있다. 이는 UIC518 규정에 기초하고 있

으며, 횡가속도의 피크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수행한 승차감 평가방법과는 방법론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국내 고속철도 개통 이전 시운전시험기간에 광명-대전구간의 고속선에서 KTX 승차감계측을 수행한 연구결과가 있으나, 약

25분의 짧은 시간 동안의 KTX의 승차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KTX의 주행속도에 따른 승차감 분포특성 분석과 자갈

궤도 및 콘크리트 궤도에 따른 전반적인 승차감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KTX 광명-부산구간

경부선 상하행 승차감을 계측하여 속도대역별 승차감 수준을 평가하고, 자갈궤도와 콘크리트 궤도에서의 승차감 분포특성

을 조사하였다. 또한 유럽 고속철도의 승차감과 비교를 통하여 국내 KTX 차량의 승차감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차체의 3방향 진동가속도를 계측하여 승차감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궤도의 유지보수로 활용이 가능한 Continuous

comfort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5].

2. 승차감 평가기법

2.1 차량 승차감 평가기법

철도차량의 승차감 평가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해외 기준은 UIC513, EN12299 및 ISO2631 등이 있으며, 국내기준은 KS

R 9216에 명시되어 있다[6]. 승차감 평가에 이용되는 주파수 보정곡선은 UIC513과 EN12299이 동일하며, ISO2631은 상하

방향(Wb)에서 UIC513 및 EN12299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7]. 

승차감은 크게 Ride quality와 Ride comfort로 구분되며, Ride quality는 진동데이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별, 나이 및 경

험 등의 인적 요인과 온도, 소음, 공간의 크기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반면, Ride Comfort는 진동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승차감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EN12299 승차감 평가기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Mean comfort는 5분 단위 4개의 평가데이

터가 필요하므로 최소 20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Complete method는 승차감 평가에 있어서는 널리 사용되지만, 계산과정

이 복잡하고 차량 내의 사람이 느끼는 승차감과의 상관성이 높으므로, 궤도 및 차량의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로는 활용하

지 않는다. Continuous comfort는 최소 5초 단위로 전 구간을 평가하며 궤도틀림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간접적인 지

표로 사용된다[5]. 또한 Comfort on curve transition은 완화곡선구간의 승차감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마지막으로 횡방향 승

차감을 2초 단위로 평가하는 Comfort on discrete event 방법이 있다. Table 1에 각각의 승차감 평가기법에 따른 평가결과

의 활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였다.

2.2 Continuous comfort 평가방법

본 논문에서는 궤도선형 및 궤도틀림의 관리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인 Continuous comfort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고속선

과 유럽 고속선의 승차감 수준을 평가 및 비교하였다. Continuous comfort 방법은 5초 단위 짧은 구간의 승차감 평가에 적

합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체의 바닥에서 계측한 가속도 데이터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주파수 대역별 승차감을 고려하여 주파수 보정곡선에 따

라 보정을 수행한다. 주파수 보정결과에 대하여 5초 동안의 제곱평균(rms)을 구한 결과가 Continuous comfort이다. 주파수

보정을 위한 상하방향과 횡방향 전달함수는 각각 식(1)과 (2)로 정의된다. 

for Wb (vertical) (1)

for Wd (horizontal) (2)

Table 1. Guidance to use comfort indices for other applications (EN12299).

Mean comfort Continuous 

comfort

Comfort on 

curve transitions

Comfort on 

discrete eventStandard method Complete method

Track geometry ●

Maintenance (Track) ● ● ●

Maintenance (Vehic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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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h(f)와 Hl(f)는 high-pass filter와 low-pass filter이며, Ht(f)는 a-v transition, 그리고 Hs(f)는 upward gradient이다. 식

(1)과 식(2)에 사용된 각 필터의 정의는 식(3)-식(6)과 같다.

(3)

(4)

(5)

(6)

식(1)과 식(2)의 계산을 위하여 사용된 파라미터 값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식(1)과 식(2)에 따라 계산한 주파수 보정

곡선을 Fig.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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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s and transfer functions of the frequency weightings.

Weighting
Band-limiting a-v transition Upward step Gain

f1(Hz) f2(Hz) Q1 f3(Hz) f4(Hz) Q2 f5(Hz) f6(Hz) Q3 Q4 K

Wb (vertical) 0.4 100 16 16 0.63 2.5 4 0.8 0.8 0.4

Wd (horizontal) 0.4 100 2 2 0.63 - - - - 1

1 2⁄

1 2⁄

Fig. 1. Magnitude of the frequency weighting at floor.

Table 3. Scale for comfort index (EN12299).

Scale Comfort level

CCy(t), CCz(t) < 0.2 m/s2 Very comfortable

0.2 m/s2 ≤ CCy(t), CCz(t) < 0.3 m/s2 Comfortable

0.3 m/s2 ≤ CCy(t), CCz(t) < 0.4 m/s2 Medium

0.4 m/s2 ≤ CCy(t), CCz(t) Less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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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EN12299에서 제시하고 있는 좌우방향 승차감(CCy)과 상하방향 승차감(CCz)식의 크기에 따른 승차감 수준을 정

리하였다. Continuous comfort의 값이 0.2m/s2 미만이면 매우 안락한 수준이고, 수치가 증가할수록 승차감이 나빠짐을 의미

한다. 

3. 승차감 계측결과

3.1 승차감 계측 개요

차량의 승차감 평가는 Fig. 2와 같이 차체의 상하방향 및 좌우방향의 진동가속도를 계측하고, 앞서 언급한 Continuous comfort

방법에 따라 승차감 평가를 수행하였다. 국내 경부고속선의 KTX와 유럽 고속선의 고속차량의 차량진동가속도를 계측하였

으며, 노선과 차량정보는 Table 4와 같다. 유럽 고속철도의 전체 측정대상 구간은 약 1,500km이며, 각 구간에서 다른 차량

을 차량진동가속도를 측정하여 승차감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럽 고속철도 측정구간은 자갈궤도가 대부분이며, 콘크리트궤

도 구간은 약 50km로써 전체의 약 3%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로 구분하지 않지 않

고 전체 측정결과를 분석하였다.

차체의 진동가속도 데이터를 Fig. 1의 주파수 보정곡선에 따라 필터링을 수행한 후, Continuous comfort 평가를 수행한 결

과의 예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속도를 나타낸 것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프는 각각 상하방향과 좌

우방향의 승차감을 의미한다. Fig. 3으로부터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승차감(Continuous comfort) 값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속도 대역에서 승차감의 값이 다소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궤도틀림 및

궤도선형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승차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2 국내외 승차감 평가결과 

차량 승차감 평가는 국내 경부고속선과 유럽 고속철도의 차량 진동가속도 데이터에 대한 승차감 평가(Continuous comfort)

를 수행하여 Fig. 3과 같이 상하방향 및 좌우방향의 승차감을 계산하였다. Table 4에 나타낸 차량진동가속도 측정을 수행

한 유럽 고속철도의 승차감 결과를 취합하여 승차감 빈도분포를 계산하였다.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의 특성과 궤도

상태 등과 승차감과의 상관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횟수의 측정결과와 여러 차량에서는 측정결과가 요구되

나, 본 연구에서는 6개 구간에서의 약 1,500km의 측정결과만을 대상으로 승차감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유럽 고속철도

에서의 승차감 평가결과를 모두 취합하여 유럽철도의 승차감 빈도분포를 산출하였다. 또한, 유럽 고속철도의 측정구간은 대

Table 4. Measured line and vehicle.

Line Vehicle Track type

Kwangmyeong-Busan (2013, round trip) KTX Ballasted track & concrete track

Saarbrucken-Paris (2011, oneway) ICE Ballasted track

Paris-London (2011, oneway) Eurostar Ballasted track & concrete track

Torino-Firenze (2011, oneway) Eurostar Ballasted track

Firenze –Rome (2011, oneway) Eurostar Ballasted track

Paris-Dijon-Mulhouse (2012, oneway) TGV Ballasted track

Milano-Rome (2012, oneway) Eurostar Ballasted track

Fig. 2. Overview of the measurement sensors and 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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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갈궤도이며, 콘크리트궤도는 약 3%로써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갈궤도와 콘크리트 궤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빈도분포는 속도대역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해당 속도대역의 전체 빈도를 기준으로 해당 승차감 값을 초과하는 비

율을 구하여 정리하였다.

경부고속선의 승차감 빈도분포 특성을 자갈궤도와 콘크리트 궤도를 구분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그래프의 Y

축은 전체 측정결과에서 변수(x)의 값보다 큰 값을 차지하는 초과확률(EX(x))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다. 예를 들면, Y축의

값이 90%인 경우에는 해당 값 이상의 승차감 값을 초과하는 비율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해당 값 보다 작은 비율이

전체의 10%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7)

여기서, FX(x)는 누적분포함수를 의미한다.

(8)

국내 고속선의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의 승차감 빈도분포를 속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Fig. 4로 부터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승차감(Continuous comfort) 지수가 증가, 즉 승차감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

하방향의 Continuous comfort 값이 좌우방향에 비하여 큰 값을 보이고 있으며, 자갈궤도의 값이 콘크리트궤도 보다 큰 값

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유럽 고속철도의 각 구간에서 승차감 평가결과를 모두 취합한 후, 속도별 승차감 초과확률분포를 Fig. 5에 정리하

였다. 유럽 고속철도에서도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하방향의 승차감이 좌우방향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차량

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ontinuous comfort의 값이 증가하여 승차감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160~200km/h

속도대역에서는 상하방향 Continuous comfort 값이 0.35m/s2 이상인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Fig. 4와 Fig. 5의 국내외 고속철도 노선의 승차감(Continuous comfort) 분석결과를 Table 5와 Table 6에 정리하였

다. 여기서, 유럽철도의 승차감은 각 구간에서의 승차감평가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를 의미한다. Table 5는 상하

방향의 승차감을 의미하며, Table 6은 좌우방향의 승차감을 의미한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EN규격에서는 Continuous

comfort의 값이 0.2m/s2 미만인 경우에는 매우 안락한 수준(very comfortable)으로 정의하고 있다.

좌우방향 승차감 평가결과인 Table 5로부터 고속으로 주행하는 270~320km/h 속도대역에서 매우 안락한 수준(very

comfortable, 0.2 m/s2)의 승차감을 초과하는 비율은 국내 고속선 자갈궤도에서는 0.94%, 국내 고속선 콘크리트 궤도에서 0%

로써 콘크리트궤도가 자갈궤도에 비해 우수한 승차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유럽 고속선에서는 270~320km/h 속

E
X
x( ) 1 F

X
x( )–=

F
X
x( ) P X x≤( )=

Fig. 3. Example of continuous comfort in Korean and European high spe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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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역에서 매우 안락한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4.03%로써 국내 고속선의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230~270km/h 속도대역에서의 좌우방향 승차감 역시, 국내 고속선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는 매우 안락한 수준을 초

과하는 값이 0%로써 해당 속도대역의 전체 구간에서 매우 안락한 수준의 승차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유럽 고

속선 좌우방향 승차감 0.2m/s2 이상의 비율은 4.24%로써 전체의 95.76%가 매우 안락한 수준의 승차감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230~270km/h 속도대역에서 좌우방향 승차감도 국내 고속선이 유럽 고속선에 비하여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6은 상하방향 승차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경부고속선의 270~320km/h 속도대역에서 자갈궤도와 콘크리트 궤

Fig. 4. Continuous comfort of Korean high speed line.

Fig. 5. Continuous comfort of European high spe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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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매우 안락한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은 각각 34.27%와 14.5%에 해당하였다. 즉, 자갈궤도 구간에서 65.73%, 콘트리트

궤도 구간에서 85.5%가 매우 안락한 수준의 승차감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럽 고속선 구간에서는 270~320km/

h 속도대역에서 매우 안락한 수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약 3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즉, 60.54%가 매우 안락한 수준의 승

차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고속선의 승차감이 유럽보다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30~270km/h

속도대역에서도 국내의 자갈궤도, 콘크리트궤도 및 유럽 고속선 상하방향 승차감의 매우 안락한 수준을 초과하는 승차감을

갖는 비율은 각각 6.88%, 3.67% 및 36.61%로써, 유럽에 비하여 국내 고속선의 승차감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국내 고속선 및 유럽 고속선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좌우방향의 승차감이 상하방향 승차감보다 전반적으로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고찰

철도차량의 승차감은 차량의 특성과 궤도의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차량의 스프링 및 감쇠장치, 차륜의 마모 상

태 등 차량의 조건에 따라 차체의 가속도가 달라지므로 여러 차량에서 많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승차감을 평가할수록 통

Table 5. Exceedance distribution of the horizontal continuous comfort (%).

Continuous 

comfort

(m/s2)

Speed (km/h)

Total
0-40 40-60 60-80 80-100 100-120 120-140 140-160 160-200 200-230 230-270 270-320

Korean

(Ballasted)

0.10 0 0 0 20 0 0 7.14 0 10.09 15.6 35.68 18.45

0.20 0 0 0 0 0 0 0 0 0 0 0.94 0.3

0.30 0 0 0 0 0 0 0 0 0 0 0 0

Korean

(Concrete)

0.10 0 0 0 0 0 0 0 2.16 0.88 0.92 1.53 0.99

0.20 0 0 0 0 0 0 0 0.72 0 0 0 0.12

0.30 0 0 0 0 0 0 0 0 0 0 0 0

European

0.10 0 16.22 2.13 7.25 9.26 30.43 8.27 9.46 18.89 37.56 40.18 31.4

0.20 0 8.11 0 2.9 0 0 1.5 1.58 0.54 4.24 4.03 3.27

0.30 0 2.7 0 0 0 0 0 0.13 0 0.2 0.36 0.23

0.40 0 0 0 0 0 0 0 0 0 0.1 0 0.03

0.50 0 0 0 0 0 0 0 0 0 0 0 0

Table 6. Exceedance distribution of the vertical continuous comfort (%).

Continuous 

comfort

(m/s2)

Speed (km/h)

Total
0-40 40-60 60-80 80-100 100-120 120-140 140-160 160-200 200-230 230-270 270-320

Korean

(Ballasted)

0.10 0 0 0 0 0 7.69 0 12.7 61.47 80.73 98.12 68.6

0.20 0 0 0 0 0 0 0 0 4.59 6.88 34.27 13.84

0.30 0 0 0 0 0 0 0 0 0 0 1.41 0.45

0.40 0 0 0 0 0 0 0 0 0 0 0 0

Korean

(Concrete)

0.10 0 0 0 0 0 3.85 0 7.91 44.25 89.91 99.24 47.96

0.20 0 0 0 0 0 0 0 0 0 3.67 14.5 3.34

0.30 0 0 0 0 0 0 0 0 0 0 0 0

European

0.10 38.89 18.92 27.66 18.84 62.96 82.61 42.11 40.74 76.63 89.63 94.7 81.29

0.20 5.56 2.7 4.26 1.45 3.7 4.35 2.26 5.26 7.74 36.61 39.46 28.66

0.30 0 0 0 0 0 0 0 2.63 1.49 5.69 4.82 4.16

0.40 0 0 0 0 0 0 0 1.45 0.41 0.85 0.08 0.52

0.60 0 0 0 0 0 0 0 0 0 0 0.04 0.02

0.80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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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대표성이 향상된다. 또한, 궤도선형 및 궤도틀림 등 궤도의 상태에 따라 차량의 승차감이 달라지게 되므로 궤도틀림

의 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고속철도의 약 1,500km의 구간에서 6개의 차량에 대한 승차감 평가를 수행하고, 각 노선 및 차량의

승차감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유럽철도 전체의 승차감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 고속철도와 국내 고속

철도와의 승차감 비교 및 국내 고속철도의 궤도유지보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각 국가별

또는 차량별로 구분하지 않고, 유럽 고속철도에서 측정된 승차감 평가를 모두 취합하여 국내 경부고속철도와의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승차감 평가를 수행한 유럽 고속철도 구간의 궤도는 대부분 자갈궤도이며, 콘크리트 궤도는 측정 구간의 약 3%

로써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 고속철도 승차감 분석에서는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

을 수행하였다. 국내의 고속철도 승차감 분석은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로 구분하여 승차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경

부고속선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승차감 수준을 상호비교 하였다.

승차감 평가를 위하여 Continuous comfort 승차감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속철도 차량의 주행속도대역으로 구분하

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행한 Continuous comfort 승차감 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하방향 승차감은 국내 경부 고속선의 승차감이 유럽 고속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우수한 승차감을 갖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좌우방향 승차감 역시 국내 경부 고속선이 유럽 고속선 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둘째, 좌우방향과 상하방향의 승차감 비교결과에 의하면, 국내 및 유럽 고속선 모두 좌우방향 승차감이 상하방향 보다 상

대적으로 우수하였다. 

셋째, 속도대역별 승차감 빈도분석결과로부터 국내 및 유럽철도의 승차감 분포특성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속도증

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저하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국내의 경부고속철도에서의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승차감분석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궤도의 승차감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좌우방향의 승차감이 콘크리트궤도가 자갈궤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수행한 Continuous comfort 평가결과에 의하면, 국내 고속선의 승차감이 유럽 고속선 보다 전

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량의 승차감은 차량 성능과 궤도 상태의 영향을 종합적으

로 받게 되므로 승차감 결과만으로 차량의 성능 또는 궤도의 상태가 우수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는 곤란하나, 유

럽 고속철도 보다 우수한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고속선의 궤도틀림의 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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