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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철도노선 설계 시 평면원곡선과 종곡선, 완화곡선과 종곡

선, 분기기와 종곡선 및 평면곡선 등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 그 조합에 따라서는 열차의 주행안전성, 열차의 승차감,

그리고 선로의 유지보수상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러한 선로경합 때문에 설계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많은 경

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1]. 국내에서는 “철도건설규칙

및 건설기준 규정(2008)”에서 평면원곡선과 종곡선의 경우

에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 경합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

으며, 그 또한 정량적인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2].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콘크리트궤도에 비해 상대적으

로 궤도강성이 약하고 유지보수가 어려운 자갈도상궤도에

주로 적용되어온 기준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Fig.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궤도구간인 쾰른-프랑크푸르트 구

간에서 종곡선과 완화곡선을 경합하여 부설한 실적이 있

다[3].

따라서 자갈도상궤도에 비해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으

며, 구조적 안전성이 뛰어난 콘트리트 궤도의 경우 열차의

주행안정성 및 승차감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

도의 선로경합은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곡선과 완

화곡선의 경합여부에 따라 차량/궤도선형 상호작용 해석을

Abstract Superimposition of vertical and transition curves is not allowed for all types of tracks in Korean regulation

of railway construction. However, this criterion has be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difficulty of maintenance of the bal-

lasted track. Comparing with the ballasted track, the concrete slab track has the advantage of maintenance and structural,

which allows the superimposition of vertical and transition curves when it satisfies the criteria of running safety and

riding comfort. In this study, running safety, ride comforts and track acting forc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by

numerical analysis using VAMPIRE program when the vertical and transition curves are superimposed for the ballasted

track as well as the concrete slab track. From the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running safety, riding comforts and

track acting forces in case of superimposition of vertical and transition curves for the both tracks meet all of the criteria.

Therefore, although superimposition of vertical and transition curves for the ballasted track is not allowed because of a

lot of maintenance works, it can be applied to the concrete slab track considering the advantage of maintenance and

structur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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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행 철도건설기준에서 종곡선과 완화곡선의 경합은 궤도형식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

나 이러한 기준은 주로 자갈도상궤도의 유지보수의 어려움 때문에 정립된 것이다. 콘크리트궤도는 자갈도상궤

도에 비해 유지보수 및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궤도의 경우, 열차의 주행

안전성 및 승차감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의 선로경합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곡선과 완화곡선의 경합여부에 따라 도상종별 열차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그리고 궤도작용력을 비교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 경합된 경우도 주행안전, 승차감 및 궤도작용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비록 자갈도상궤도에서의 선로경합은 많은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용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콘

크리트궤도에서는 유지보수 및 구조적 장점을 고려할 때 종곡선과 완화곡선의 경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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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상종별 열차의 주행안정성

및 승차감, 그리고 궤도작용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경합부 승차감 평가방법 및 

궤도작용력 기준

철도에서의 승차감 평가 방법에는 UIC(union International

Des Chemins De Fer),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등에서 규정하는 통계적 방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4-6]. 즉 속도별 일정선로길이를 하나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다시 대상선로의 전체구간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위의 방법들은 직선부 및

곡선부를 포함한 대상 선로구간의 평균적인 승차감을 구하

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스웨덴의 Kufver(1997)는 곡선부 승

차감에 미치는 중요한 선형요소인 완화곡선부 전용 승차감

평가방법으로 CEN(1995)에서 제안한 PCT(Passenger Comfort)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였으며, 현재에는

BSI(BS EN 2009)에서 완화곡선부 승차감 평가방법으로 제

안하고 있다[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PCT방법을 적용하

여 경합구간의 승차감을 평가하고자 한다.

다음 식(1) 및 식 (2)는 완화곡선부 승차감 평가방법인 PCT

방법에 대한 실험식을 나타내고 있다.

·입석(Standing)

(1)

·좌석(Seated)

(2)

여기서,

PCT: 승차감을 표현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로 나타낸 백분

율(percentage) 단위.

: 차체의 횡가속도의 절대최대값(완화곡선 시점에서 종

점+1.6s까지 시간간격 사이에서의 횡가속도)(m/s2)

: 차체의 횡저크의 절대최대값(완화곡선 시작전 1s에서

종점까지 시간간격 사이에서의 횡저크)(m/s3)

: 차체의 롤 속도의 절대최대값(완화곡선 시점에서 종점

까지의 시간간격 사이에서의 롤속도)(degree/s)

 

PCT는 완화곡선상에서 횡가속도, 횡저크, 롤속도를 고려하

여 평가하는 시스템이며 평가기준은 백분율(%)로서, 이 값

이 클수록 승차감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연

구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입석에 대해서만 평가를

수행하였다[7].

Table 1에서는 궤도작용력에 대한 각국의 기준을 나타내

고 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UIC 518에서는 윤중에

대해 좀더 자세히 분류를 하고 있으며, 스웨덴(VTI)의 경우

곡선부에서의 레일횡압(Guiding force)을 좀더 강화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경합조건별 차량동적거동 해석

도상종별 경합유무에 따른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을 검토하고자 한국형 고속열차모델을 이용해 차량의 동역

학적 거동을 분석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범용

프로그램인 VAMPIRE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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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perimposition part of Koln-Frankfurt

Table 1 Criteria of track forces[9]

UIC 518 EN 스웨덴VTI

윤중

(Wheel Force)

250km/h<Vlim<300km/h, Qlim≤170kN

Vlim>300km/h, Qlim≤160kN
 170kN  170kN

궤도횡압

(Track shift force) P0 =축중(kN)

α = 1.0, 화물:0.85

P0 =축중(kN)

α = 1.0, 화물:0.85

P0 =축중(kN)

α = 0.85

레일횡압

(Guiding Force)
250m≤R≤600m, Ylim = 60kN 250m≤R≤600m, Ylim = 60kN

R>300m, Ylim = 45kN

R≤300m, Ylim = 55kN

탈선계수

(Climbing Ratio)
(Y/Q)2m = 0.8 (Y/Q)2m = 0.8 (Y/Q)2m = 0.8

Y2m∑( )
lim

α 10

P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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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석모델 및 조건

3.1.1 차량모델

해석에 사용된 차량모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고속열차모델을 이용하였다. 해석차량은 총 7량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10개의 보기와 20개의 윤축을 가지고 있다.

다음 Fig. 2와 Fig. 3은 해석에 사용된 차량모델 현황을 보

여주고 있으며, Table 2에서는 해석차량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3.1.2 궤도모델 및 물성치

선형매개변수 해석을 위한 궤도구조모델은 자갈도상의 경

우는 VAMPIRE상의 기본모델을 활용하였으며, 콘크리트 도

상에 대해서는 일부 실험값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레일은

UIC60레일을 적용하였다.

Fig. 4 및 Table 3에서 해석에 사용된 궤도구조모델 및 물

성치를 보여주고 있다.

3.1.3 해석조건 및 선형모델링

종곡선과 평면선형의 완화곡선 경합에 따른 궤도형식별

영향을 해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행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철도건설기준규정(2008)을 바탕으로 하여 Table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차량의 주

행안전성을 검토하였다[2]. 또한 종곡선의 형태별, 즉 볼록

(convex)/오목(concave)곡선에 대해서도 비교검토를 수행하

였다.

열차속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석 시 열차속

도는 현재 국내 고속선의 운행속도와 향후 속도향상을 고려

하여 300km/h, 350km/h, 400km/h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

다. 해석시 사용한 필터링은 UIC518 및 Kufver의 방법을 바

탕으로, Table 4와 같이 적용하였으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

최대값을 채택하였다[4,6].

Table 5에서는 해석에 사용된 선형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여

기서 해석에 사용된 선형조건을 보면 현행 철도건설기준규

정(2008)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임을 알 수 있으며, 평면선

형의 경우 콘크리트 도상궤도의 선형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선형조건으로 도상종별 차량의 거동을 비교분

석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더욱 보수적인 조건으로 해석하기

위해 콘크리트 궤도의 선형기준을 적용하였다. Fig. 5~7은

종곡선이 볼록(convex)과 오목(concave)일 경우에 대한 각각

의 선형모델링과 VAMPIRE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Vehicle properties

구분 항 목 주요사양

일반

사항

속 도 최고설계/운행속도 385/350km/h

편 성 편성량 수 7량(131m)

열차제원

동력차(L*W*H) 22,690×2,814×4,062mm3

동력객차(L*W*H) 21,845×2,970×4,055mm3

객차(L*W*H) 18,700×2,970×3,690mm3

중 량
영차 310ton (7량)

만차 330ton (7량)

대차

대차형식 구동대차 6대, 객차대차 4대(관절형)

스프링

하질량

동력차 2,196kg

동력객차 2,539kg

객차 2,142kg

Fig. 2 Model of vehicle by VAMPIRE

Fig. 3 Trainset of vehicle

Table 4 Filtering methods used in the analysis

항목 차단주파수 기울기 필터링

윤중 20Hz 24dB/octave -

횡압 20Hz 24dB/octave 2m Average

탈선계수 20Hz 24dB/octave 2m Average

횡가속도 2Hz 3dB/octave 1s Average

롤속도 2Hz 3dB/octave 1s Average

Fig. 4 Track model

Table 3 Track properties

항목 자갈도상1) 콘크리트도상

궤도수직강성(MN/m) 100.0 70.02)

궤도수직댐핑(MNs/m) 0.2 0.2282)

침목-지반 횡강성(MN/m) 37.0 ∞

침목-지반 횡댐핑(MNs/m) 0.24 0.24

레일-침목 횡강성(MN/m) 43.0 43.0

레일-침목 횡댐핑(MNs/m) 0.24 0.24

1)VAMPIRE 기본값 [10], 2) 험값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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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석결과 및 분석

경합 시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을 분석하기 위해 현

재 국내의 철도건설기준규정(2008)에서 가장 불리한 선형조

건을 적용하여 경합조건별 해석을 수행하였다[2]. Fig. 8~Fig.

17에서 도상종별, 경합조건별 해석결과 및 분석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해석결과,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도상종류에 상관없이 대

부분 속도가 높을수록 승차감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행안전성 및 궤도에 미치는 힘들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Fig. 8~Fig. 13에서는 고속차량의 시간이력 응답 특성을 거

리로 환산하여 속도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차량의

횡가속도는 도상종별, 경합조건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궤도횡압과 탈선계수는 콘크리트

도상이 자갈도상에 비해 비교적 변화량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 궤도와 자갈도상궤도의 횡방향 강

성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Fig. 17에서는 궤도특성별 성능비교분석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승차감(PCT) 측면에서는 Fig. 14에서 알 수 있듯이 자갈도

상과 콘크리트도상, 그리고 경합과 경합되지 않은 경우에 대

해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미소한 차이긴 하지만 열차속도 350km/h

이하에서는 오목 종곡선에서 다소 승차감 지수가 크게 나타

나 승차감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0km/h에서는

볼록 종곡선에서 승차감 지수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

Table 5 Analysis parameters

구분 선형조건 비고

평면곡선

곡선반경(m) 5000

철도건설기준[2]

(Critical case)
캔트(mm) 180

캔트부족량(mm) 110

완화곡선장(m) 450 2.5 ×∆C

원곡선장(m) 180 철도건설기준[2]

교각(I.A)(rad) 0.1 -

종곡선

기울기(‰) 5 -

종곡선반경(m) 25000 철도건설기준[2]

종곡선장(m) 146
r

2000
------------ 5 5–( )–

Fig. 5 Superimposition modeling of transition curve/convex

curve

Fig. 6 Superimposition modeling of transition curve /concave

curve

Fig. 7 Superimposition modeling of horizonatal/convex curve by

VAMPIRE

Fig. 8 Lateral accelerations of ballasted track



엄주환·김만철·이일화·구병춘

176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2호(2012년 4월)

다. 이는 완화곡선과 같은 곡률변화구간에서 종곡선과의 경

합으로 차량의 거동이 다소 불규칙 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속도가 증가할수록 상향가속도 성분이 증가하여

볼록종곡선의 승차감 지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윤중은 Fig. 15에서 볼 수 있듯이 경합된 경우가 경합되

지 않은 경우보다 약 1~7kN정도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

Fig. 9 Track shift forces of ballasted track

Fig. 10 Derailment ratios of ballasted track

Fig. 11 Lateral accelerations of concrete slab track

Fig. 12 Track shift forces of concrete slab track

Fig. 13 Derailment ratios of concrete slab track

Fig. 14 Comparison of ride com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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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경합 여부에 관계없이 도상종별로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곡선의 형태별로는 미소한 차이지만 오

목종곡선이 3~7kN 정도 크게 나타났다

횡압의 경우도 Fig. 16에서와 같이 경합여부와 도상종별

로 아주 미소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오목종곡선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다소 크게 나타났다.

탈선계수는 경합여부 및 도상종별에 관계없이 최대값의 차

이가 0.062이하로 아주 미소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오목

종곡선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횡압과 탈선계

수도 일반적(평면원곡선과 종곡선경합)으로는 볼록종곡선의

경우가 크게 나타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곡률이 변화하

는 완화곡선상에서의 경합으로 인해 차량의 거동이 다소 불

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도상종별로 종곡선과 완화곡선 경합

시에도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궤도에 미치는 작용력이 Table

1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향후 콘크리트궤도에서 경합허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갈도

상과 콘크리트 도상에 대해 종곡선과 완화곡선의 경합조건

별로 차량/궤도선형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여 차량의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 그리고 궤도작용력을 비교 분석 하여 완

화곡선상 종곡선과의 경합에 대한 영향을 해석적으로 검토

하였다. 그 결과 완화곡선과 종곡선이 경합되었을 때, 승차

감은 경합인 경우가 평면선형만 있는 경우에 비해 1.0~1.2

배 정도로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궤도작용력에 대해

서는 윤중이 최대 144kN, 횡압이 최대 33.3kN으로 나타나

기준과 비교해 안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탈선계수는

평면선형만 있는 경우에 비해 약 1.2~1.9배 정도 크게 나타

났으나, 기준치인 0.8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해석적 연구결과로는 경합인 경우에도 승차감 및

주행안전성, 그리고 궤도작용력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콘크리트궤도에 대해서도 필

요하다면 종곡선과 완화곡선의 경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경합의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충분한 해석적인 검토를 통한 검

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동시에 설계 및

시공방안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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