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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철도건설에서 선형설계는 열차속도, 차량의 주행안전성, 승

차감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및 건설비에

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부고속선에 이어 호남고속선의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기존선 고속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존선로를

개량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건설 및 개량에서 곡선반경이나

선형경합 등의 선형설계요소들은 특히 철도건설비에 큰 영

향을 끼치는 주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최근 철도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

와 동시에 선형경합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

다[1-4].

지금까지 선형경합에 대한 연구에서는 종곡선과 평면원곡

선 경합, 그리고 완화곡선상 일부 구간 종곡선 경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평면곡선의 다양한 부분에 종곡선이 경합

되었을 때 고속 차량의 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분

석 하고자 하였다. 즉 곡률이 일정한 평면원곡선 뿐만 아니

라 완화곡선상에서도 곡률의 변화가 급격한 완화곡선-원곡선

연결부, 그리고 곡률변화가 일정한 중앙부에 종곡선을 경합

시켜 차량의 동적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궤도작용력, 주행

안전성 및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2. 수치해석방법

2.1 차량 및 궤도모델

종곡선과 평면곡선의 경합조건이 열차의 고속주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해석은 철도차량 동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VAMPIR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석에 사

용된 차량모델은 한국형고속열차모델(G7)을 이용하였다[3].

해석차량은 총 7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보기와 20

개의 윤축을 가지고 있다.

다음 Fig. 1과 Fig. 2은 해석에 사용된 차량모델 현황을 보

여주고 있으며, Table 1에서는 해석차량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선형매개변수 해석을 위한 궤도구조모델은 VAMPIRE상의

기본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레일은 UIC60레일을 적용하였다. 

 Fig. 3 및 Table 2에서 해석에 사용된 궤도구조모델 및

물성치를 보여주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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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선형에서 종곡선과 평면선형의 경합은 차량의 주행안정성 뿐만 아니라 건설비에도 많은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곡선과 평면곡선의 다양한 경합조건별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곡선과 평면원곡선의 경합 뿐만 아니라 종곡선의 완화곡선상 경합, 그리고 완화곡

선-원곡선 연결부상의 경합에서도 차량의 주행안전, 승차감 및 궤도작용력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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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형모델링 및 해석조건

고속선에서 평면곡선상 종곡선들의 경합에 따른 영향을 해

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본적인 선형조건은 Table 3과 같

이 적용하였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종곡선 및 평면

선형조건을 철도건설기준규정(2008)을 바탕으로 가장 불리

한 조건을 적용하여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검토하였다[6]. 경

합조건으로는 종곡선과 평면원곡선, 완화곡선상 종곡선, 완

화곡선-원곡선 연결부상 종곡선 경합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

였다. 또한 열차속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석 시

열차속도는 현재 국내 고속선의 운행속도와 향후 속도향상

을 고려하여 300km/h, 350km/h, 400km/h에 대해 검토를 수

행하였다. Table 4에서 해석에 사용된 경합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3가지 경합조건에 대해 종곡선 형태 및 속도별로 총

18개의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평면선형에 대한 모델링은 완화곡선구간에서 캔트 및 곡

률변화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으며, 차량의 동

적거동이 수렴할 때까지 살펴보기 위해 곡선의 시 종점 전

후로 충분한 직선거리를 확보하였다. 경합시 종곡선에 대해

서는 경합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두 일정하게 곡선반경

R=25000m, 기울기 2.5‰ 일정하게 모델링 하였으며, 경합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좀 더 상세

히 모델링 하였다.

Fig. 1 Model of vehicle by VAMPIRE

Fig. 2 Trainset of vehicle by VAMPIRE

Table 1 Vehicle properties

 Types  Items  Specifications

General 

part

Speed  Design/operating  385/350 km/h

 Specifications

 of train

 Power car

(L×W×H)

 22,690×2,814×

4,062mm3

 Motorized car

(L×W×H)

 21,845×2,970×

4,055mm3

 Trailer car

(L×W×H) 

 18,700×2,970×

3,690mm3

 Weight  Full/Tare
 330/310ton

 (7 trains)

 Bogie  Unsprung mass

 Power car  2,196kg

 Motorized car  2,539kg

 Trailer car  2,142kg

Fig. 3 Track model

Table 2 Track properties

 Items  Properties

 Track vertical stiffness(MN/m)  100.0

 Track vertical damping(MNs/m)  0.2

 Sleeper-ground lateral stiffness(MN/m)  37.0

 Sleeper-ground lateral damping(MNs/m)  0.24

 Rail-sleeper lateral stiffness(MN/m)  43.0

 Rail-sleeper lateral damping(MNs/m)  0.24

 

Table 3 Track geometry conditions

Types  Alignment conditions  Remarks

Horizontal

 curve

 Curve radius(m)  5000

 Criteria [6] Cant(mm) 180

 Cant deficiency(mm) 110

 Transition curve length(m) 450  2.5×∆C

 Circular curve length(m) 180  Criteria [6]

Vertical 

curve

 Gradient(‰) 2.5  -

 Curve radius(m) 25000  Criteria [6]

 Curve length(m) 146

 Table 4 Superimposition cases

 Types

 Horizontal curve

 Train 

speed

 (km/h)

 Circular 

curve

 Connection 

part of 

transition-

circular curve

 Transition 

curve center

Vertical 

curve

Convex

 Case 1

 (C1)

 Case 2

 (C2)

 Case 3

 (C3)

300

350

400

 Concave

300

350

400

r

2000
------------ 2.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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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와 Fig. 5에서 평면곡선상 종곡선에 대한 선형경합

모델링과 VAMPIRE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Fig. 4에서 종

곡선의 모델리 모두 동일함에 따라 완화곡선-원곡선 연결부

와 원곡선 중앙부 경합에 대해서는 경합부분만 표기하였으

며, 오목종곡선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하며 방향만 반대이다.

3. 선형경합조건별 차량동적거동 해석

3.1 평가방법

평면곡선상 종곡선 경합위치별 차량 및 궤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승차감, 궤도작용력 및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승차감 평가는 곡선부 전

용승차감 평가방법으로 영국 BSI(BS EN 2009)에서 제안하

고 있는 PCT승차감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7]. 다음 식 (1)

및 식 (2)는 PCT방법에 대한 각각 입석(Standing)과 좌석

(Seated)의 실험식을 나타내고 있다.

(1)

(2)

여기서,

PCT는 완화곡선상에서 횡가속도, 횡저크, 롤속도를 평가하

는 시스템이며 평가기준은 백분율(%)로서, 이 값이 클수록

승차감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불

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입석에 대해서만 평가를 수행하였다

[8].

해석시 사용한 필터링은 UIC518 및 Kufver(1997)의 방법

을 바탕으로, Table 5와 같이 적용하였으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 최대값을 채택하였다[8,9].

국내에서는 아직 궤도작용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궤도 작용력에 대해서는 Table 6에서와 같

PCT : 승차감을 표현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로 나타낸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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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 차체의 롤 속도의 절대최대값(완화곡선 시점에서 종

점까지의 의 시간간격 사이에서의 롤속도)(degree/s)

P
CT

max 28.54 y·· 20.69+ y··· 11.1 0,–⋅ ⋅( )

P
CT1

0.185 υ
·( )

2.283
⋅

P
CT2

+= ⎧ ⎪ ⎪ ⎪ ⎪ ⎪ ⎪ ⎨ ⎪ ⎪ ⎪ ⎪ ⎪ ⎪ ⎩ ⎧ ⎪ ⎪ ⎨ ⎪ ⎪ ⎩

P
CT

max 8.97 y·· 9.68+ y··· 5.9 0,–⋅ ⋅( )

P
CT1

0.120 υ
·( )

1.626
⋅

P
CT2

+= ⎧ ⎪ ⎪ ⎪ ⎪ ⎪ ⎨ ⎪ ⎪ ⎪ ⎪ ⎪ ⎩ ⎧ ⎪ ⎪ ⎨ ⎪ ⎪ ⎩

y··

y···

υ
·

Fig. 4 Superimposition modeling of horizontal curve/convex

curve

Fig. 5 Superimposition modeling of horizontal/convex curve by

VAMPIRE

Table 5 Filtering methods used in the analysis

 Items
 Cut-off 

frequency
 Gradient  Average

Wheel Force 20Hz 24dB/octave -

Track shift force 20Hz 24dB/octave 2m Average

Climbing Ratio 20Hz 24dB/octave 2m Average

Lateral acceleration 2Hz 3dB/octave 1s Average

 Roll velocity  2Hz  3dB/octave  1s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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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UIC518 및 스웨덴 VTI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하여 평가하였으며, 탈선계수는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준((Y/

Q)2m=0.8)을 적용하고 있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UIC

518에서는 윤중에 대한 기준을 열차속도별로 좀더 자세히 분

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able 7에서는 각국

의 승차감 PCT 참고치에 대한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

서 승차감 PCT 한계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참고사항으로 사

용되고 있는 값들이다.

3.2 경합조건별 차량 동적거동 영향분석

평면곡선상 종곡선의 경합위치별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

차감, 그리고 궤도 작용력을 분석하기 위해 철도건설기준규

정(2008)에서 가장 보수적인 선형조건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6]. Fig. 6~Fig. 13에서 경합조건별 해석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Fig. 6과 Fig. 7에서는 차량의 승차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차체의 횡가속도와 주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탈선

계수에 대한 차량의 시간이력 응답특성을 거리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열차속도가 높을수록 횡가속도

및 탈선계수값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속도대

역별로 종곡선 형태 및 평면곡선상 경합위치에 따라서 미미

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의 응답특성을 보

 Table 6 Criteria of track forces[2]

 Items  UIC 518  VTI

Wheel 

force

250km/h<Vlim<300km/h, 

 Qlim≤170kN

Vlim>300km/h,  Qlim≤160kN

170kN

 Track shift 

force P0 = Axle load(kN)

α = 1.0, Freight:0.85

P0 = Axle load(kN)

α = 0.85

 Clim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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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Criteria of passenger comfort PCT(% )[10]

EN13803-1 France Germany UK

44.3 44.3 34 35.6

Y
2m∑( )

l im
α 10

P
0

3
------+⎝ ⎠

⎛ ⎞= Y
2m∑( )

l im
α 10

P
0

3
------+⎝ ⎠

⎛ ⎞=

Fig. 6 Lateral accelerations according to vertical curve type

Fig. 7 Derailment ratios according to vertical curv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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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과 Fig. 9에서는 경합조건중 종곡선의 형태, 즉 오

목 종곡선과 볼록 종곡선 경합이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

차감, 그리고 궤도작용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종곡선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선계수가 증가하고 승차감이 나빠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궤도작용력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종곡선 형태에 따라서 승차감 측면에서는 평면

원곡선상 경합(C1)에서 볼록종곡선이 오목종곡선에 비해 불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볼록종곡선의 경우 상향가속도

성분에 의한 횡가속도의 증가가 영향을 미치는 판단된다. 반

면 곡률이 변화하는 완화곡선 및 완화곡선-원곡선 연결부상

경합(C2,C3)에 대해서는 종곡선의 형태와 상관없이 거의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선계수는 미소한 차이지만 대체

적으로 오목종곡선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궤도작

용력에서는, 평면원곡선에서는 볼록종곡선 경합의 경우가 상

향가속도 성분에 의해 윤중은 최대 7kN정도 감소하고 횡압

은 약 3kN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가

지 경우(C2,C3)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거나 오목 종곡선이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곡률변화에 따른 차량거동이 다

소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0~Fig. 13에서는 평면곡선상 종곡선의 경합위치별 차

량의 동적거동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승차감의 경우, 볼록종곡선 경합에서는 평면원곡선상 경

합(C1)일 경우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목종곡선

경합일 경우에는 반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곡률이 일정한 원곡선상에서 종곡선의 상

향가속도 성분에 의해 횡가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C2,C3)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선계수 또한 볼록종곡선의 경우

평면원곡선상 경합(C1)일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오

목종곡선의 경우는 반대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값의 차이는 최대 0.05로 아주 미소함을 알 수 있다. 

궤도작용력의 경우, 윤중은 볼록종곡선 경합에서는 속도

가 증가할수록 연결부사 경합(C2)일 경우가 약 1~4kN정도

크게 나타났으나 오목종곡선일 경우는 반대로 2~5kN정도 작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압은 볼록종곡선 경합에서는 평

면원곡선상 경합(C1)일 경우가 0.8~3.7kN정도 크게 나타났

Fig. 8 Comparison of ride comfort and derailment ratios considering vertical curve type

Fig. 9 Comparison of track forces considering vertical curv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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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반면 오목종곡선의 경우는 0.9~3.1kN정도 작게 나타

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탈선계수와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

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평면곡선상 종곡선의 다양한 경합위

치에 따라서도 차량의 동적거동특성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

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값의 차이는 아주 작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궤도작

용력이 Table 6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Comparison of track forces considering superimposed position(convex) 

Fig. 12 Comparison of ride comfort and derailment ratios considering superimposed position(concave)

Fig. 10 Comparison of ride comfort and derailment ratios considering superimposed position(conv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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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평면곡선상 종곡선의 다양한 경합조건이 차

량의 동적거동특성 및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총 3가지 경우의 종곡선 경합위치를 선정

하여 속도별로 볼록과 오목종곡선에 대해 차량의 주행 안전

성과 승차감, 그리고 궤도작용력에 대한 영향을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종곡선 형태에 따른 검토결과, 승차감은 평면 원곡선상 경

합에서 볼록 종곡선이 오목 종곡선에 비해 약 3% 정도 나

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률이 변화하는 완화곡선부상 경합

에 대해서는 종곡선의 형태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선계수 및 궤도작용력도 대부분 미소한 차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기준과 비교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합위치에 따른 검토결과, 승차감과 탈선 계수는 볼록종

곡선일 경우 평면원곡선상 경합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오목종곡선일 경우 에는 반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궤도작용력의 경우 경합위치별로 윤중은 약 1~5kN정도,

횡압은 0.8~3.7kN정도의 차이를 보였 으며 기준과 비교해 안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종곡선이 평면곡선상 다양한 경합위치

에 따라서도 차량의 동적거동특성은 대체 적으로 유사한 경

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그 값의 차이는 아주

미소하며 모두 기준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해석적 연구결과로는 종곡선 형태별 다양한 경

합위치에서도 승차감 및 주행안전성, 그리고 궤도작용력 측

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

양한 경합 조건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설계시 기초자료로 활

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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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track forces considering superimposed position(conca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