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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선 궤도틀림 분포특성

Characteristics of Track Irregularities on Kyoungbu High-speed Line

최일윤*·이준석·엄주환·강태구·최민지

Il-Yoon Choi·Jun S. Lee·Ju-Hwan Um·Tae-Ku Kang·Min-Ji Choi

1. 서 론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쾌적한 승차감을 확보는 차량의 현가장치, 차륜마모 등 차량 특성 뿐만 아니라 궤도의 선형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차량의 승차감과 주행안전성을 고려하여 궤도의 평면곡선, 종곡선, 완화곡선 및 설정캔트

등을 설계·시공하지만, 노선 준공 이후 차량의 반복하중, 레일 요철, 교량 상판의 온도신축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궤도

는 당초 설계된 위치로부터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을 궤도틀림이라 하며, 궤도틀림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이 저하되므로 일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궤도틀림에 대한 정정작업을 수행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1].

이러한 궤도틀림은 수평틀림/뒤틀림, 궤간틀림, 고저틀림 및 방향틀림으로 구분되며, 수평틀림은 차량의 롤링(Roll), 스웨

이(Sway), 뒤틀림(Twist)의 원인이 되며, 고저틀림은 차량의 피칭(Pitch)과 바운스(Bounce)를 유발하고, 방향틀림과 궤간틀림

은 과도한 횡방향 힘을 유발하여 탈선과 궤도 구성품의 손상의 원인이 된다[2].

이러한 궤도틀림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궤도틀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었으나, 최근 궤도틀림의 검측 및 분석분야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3,4]. 또한, 궤도틀림이 KTX 차량의

Abstract Track irregularities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safety and the ride comfort of trains as well as track mainte-

nance work.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r track irregularities data measured in Kyoungbu high speed line using

a track recording car(EM120).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EM120, which adopted versine measurement system, were inves-

tigated and the transfer function of EM120 was examined. The distributions of the surface and the alignment which have

short wavelength were considerably high and the distribution decreased as wavelength increases. A distribution analysis of

the wavelength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EN standards and most of the track irregularities were in a D1 wavelength

range. The distributions of the amplitude of track irregularities were also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tri-

butions of track irregularities decrease rapidly as amplitude increases. These results may be helpful in making track main-

tenance plans and revising track irregularities criteria.

Keywords : Track irregularities, KTX, Wavelength distribution

초 록 궤도틀림은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경부고속선 구간에서 검측된 궤도틀림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

였다. 우선, 궤도틀림 검측에 사용된 검측차(EM120)의 검측특성, 즉 현정시법 검측원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파장대역별 전달함수 특성을 조사하였다.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에 대한 파장의 분포 특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단

파장의 파장대역의 분포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파장이 길어질수록 발생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N규

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장대역별로 구분하여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D1 영역의 분포비율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궤도틀림 항목별로 궤도틀림 크기에 따른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궤도

틀림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발생빈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궤도틀림 분포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궤도틀림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궤도틀림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궤도틀림, 고속철도, 파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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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5]과 궤도틀림 허용기준 재정립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6].

궤도틀림은 차량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궤도틀림 정정작업에는 많

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며, 또한 멀티플타이템퍼(Multiple Tie Tamper, MTT) 등 기계작업을 통하여 궤도정정작업을 수행

하게 되면, 자갈도상의 마모를 촉진시켜 자갈도상의 공용수명이 감소하게 된다. 고속선 도상자갈의 파쇄특성에 관한 연구

[7]에 의하면, 도상다짐작업 횟수의 증가에 따른 자갈파쇄입자 비율은 선형적인 증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철도차량의 운

행에 의한 자갈도상 파괴 보다 기계작업(MTT)에 의한 자갈도상 파괴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궤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서로 이질적인 재료 특성을 가진 궤도구성품(도상자갈, 레일, 침목, 체

결구, 패드)의 보수주기 및 교환주기에 대한 통계적인 이력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7,8].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개통 즈음부터 2009년 12월 동안 경부고속선의 궤도틀림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하

여 궤도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궤도틀림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에 대한 파장별 발생빈도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고속선에서 발생하는 궤도틀림 파장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고저틀림, 방향틀림, 뒤틀림, 궤간 등의 궤도틀림의 크기별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2. 궤도틀림 검측결과

2.1 분석대상 궤도틀림의 종류

궤도틀림은 고저틀림, 방향틀림, 수평틀림/뒤틀림 및 궤간틀림으로 구분되며, 각 궤도틀림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궤도틀림 분포 특성 조사를 위하여 2004년~2009년 동안의 경부고속선에서 EM120 검측차에 의해 검측된 궤

도틀림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Table 1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궤도작업 직후 서행구간,

분기기 구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데이터에 의하여 궤도틀림의 크기가 큰 경우 실제 조건보다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Fig. 1. Track irregularities.

Table 1. Track irregularities considered in the analysis.

Data

Section
Kwangmyeong-Dongdaeku

(Kyeongbu highspeed line)

Duration Jan. 2004 ~ Dec. 2009 (6 years)

Type of track irregularities Longitudinal level, alignment, twist, gauge

Track recording car EM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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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궤도검측차(EM120) 검측원리

궤도틀림 분석을 위해서는 검측에 사용되는 검측시스템의 검측원리에 따라서 검측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궤도틀림의 검

측원리 및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궤도틀림 데이터는 EM120 검측차에서 검측된 검측결과이

며, EM120의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m 대칭현을 갖는 현정시법(Versine) 검측원리를 이용하

여 검측되고 있다. 즉, 궤도틀림의 절대값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5m 위치를 연결한 직선에서 중앙 위치의 상대적

인 차이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m 대칭현의 현정시법 궤도틀림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또한, 각 파장별 검측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 (1)에 대하여 프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고, 정리하면 식

(2)와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3)

여기서, H(ν): 전달함수, X(ν): x(z)의 프리에 변환, Y(ν): y(z)의 프리에 변환, ν: 공간주파수(ν=1/λ), λ: 파장(Wave length, m)

식 (3)은 실제 궤도틀림과 EM120 현정시법 검측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의미하며, 이를 도해적으로 표현하면 Fig. 3과 같

다. Fig. 3에서 x축은 궤도틀림의 파장을 의미하며, y축은 전달함수 즉, 입력 궤도틀림 크기에 대한 검측된 궤도틀림 크기

의 비를 의미한다. Fig. 3으로부터 EM120 검측차는 10 m 대칭현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서 파장별로 실제 궤도틀림 보다 크

게 검측할 수도 있으며, 작게 검측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궤도틀림 파장대역별 빈도분포 분석

궤도틀림의 크기 뿐만 아니라 궤도틀림 파장에 따라 차량의 주행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5]. 따라서, 동일한

크기라 할지라도 궤도틀림의 파장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여야 하며, EN규정[9]에서는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에 대하여 파장

대역별로 궤도틀림 허용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파장대역의 궤도틀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궤도작용력 검토를 위한 수치

해석 입력자료 및 궤도정정작업 등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Table 1에 나타낸 궤도틀림 검측데이터에 대하여

파장빈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파장빈도 분석은 Level crossings[10]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Level은 200m 이동평균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Fig. 4에 정리하였으며, x축과 y축은 각각 파장과 분포확률을 의미한다. Fig. 4(a)와 Fig. 4(b)는 고저틀림과 방

향틀림에 대한 파장빈도해석 결과이며, Fig. 4(c)는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의 비교를 위하여 각각의 좌우레일 전체에 대한 발

y x( ) x z( )
1

2
--- x z 5–( ) x z 5+( )+[ ]–=

H ν( )
Y ν( )

X ν( )
----------- 1 cos10πν–( )= =

H ν( ) 1 cos10πν–( )=

Fig. 2. Measurement principle of EM120. Fig. 3. Transfer function of EM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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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y축을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였다.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의 파장대역별 발생 빈도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단파장 영역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파장대역이 증가

할수록 발생빈도는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0m 파장대역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궤도틀림 검측차의 검측특성의 영향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저틀림의 경우, 약 13m 이내의 파장대역에서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향틀림은 2m 이내의 발생 빈도가 매

우 높았으나, 2m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4에 나타낸 그림은 전체 고저틀림 파장 횟수 대비 파장별 확률분포이며, 또한 전체 방향틀림 파장 횟수 대비 파장

별 확률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의 전체 발생 횟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에 대한

상대 비교가 곤란하므로 Fig. 5에 각각의 발생횟수에 대한 누적빈도를 나타냈었다. 여기서, x축은 파장을 의미하며, y축은

각 파장대역별 발생횟수의 누적치를 의미한다. 즉, x축에 해당하는 파장대역 보다 작은 파장의 총 발생횟수가 y축의 값이 된다.

Fig. 5로부터 방향틀림과 고저틀림의 총 발생 횟수는 각각 약 16.3백만회, 4.5백만회로써 방향틀림의 발생 횟수가 약 3.7

배 크게 나타났다. 동일한 거리내에서 단파장이 많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지게 되며,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은 기준선을 통

과하는 횟수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궤도틀림의 값이 상대적으로 기준선 근처에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파장

발생빈도는 높은 방향틀림이 고저틀림 보다 궤도틀림의 크기가 작을 가능성이 높으며, 방향틀림과 고저틀림의 크기별 초과

빈도를 나타낸 Fig. 8에서 방향틀림이 고저틀림 보다 크기가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Fig. 5로부터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에 대한 각각의 총 발생빈도 대비 각 파장대역별 누적분포를 구하였으며, 이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에서 y축은 식 (4)에 나타낸 누적분포함수(FX(x))를 의미한다.

(4)

Fig. 6으로부터 3m 이내의 파장은 고저틀림 약 25%, 방향틀림 약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m 이내의 파장은 고저틀

림 약 60%, 방향틀림 약 90%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m 이하 파장의 경우, 고저틀림은 약 91%, 방향틀림은 약

F
X

x( ) P X x≤( )=

Fig. 4.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wav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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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값을 보였으며, 70m 이하의 파장대역에서는 고저틀림은 약 98%, 방향틀림은 약 99.9%가 해당영역에 분포하였다.

한편, EN 규정[9]에서는 궤도틀림을 파장대역별로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경부고속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장

대역별 분포특성을 EN규정에 따라 분석하기 위하여 파장대역별 분포비율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고저틀림의 경우, EN규정[9]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파장(D1) 영역의 파장대역이 전체의 약 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D2와 D3영역의 파장은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감소하였다. 한편, 방향틀림은 3m 이하 파장이 전체의 약 73%를 차

지하고 있어서 D1 영역의 분포비율이 26.39%로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특히, D2와 D3 파장대역의 발생 비율이 매우 작았

다. 이러한 분포특성으로부터 경부고속선에서 장파장 궤도틀림 검측이 어려운 EM120 검측차로 검측을 수행하고 궤도틀림

유지보수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여 장파장대역의 궤도틀림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 궤도틀림 크기별 빈도분포 분석

본 절에서는 궤도틀림 크기별 분포 특성을 기술하였다. 2004년 ~ 2009년 동안 경부고속선에서 EM120 검측차에서 검측

된 고저틀림, 방향틀림, 뒤틀림 및 궤간틀림에 대하여 각 궤도틀림 크기별 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각 궤도틀림 항목

별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비율을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크기별 초과비율로 부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궤도틀림의 비

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 사용한 데이터는 분기기 구간 및 궤도작업 직후 궤도상태가 열악

한 상태의 서행구간 등 정상상태 이외의 모든 구간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였으므로, 궤도틀림 크기가 큰 경우에는 실제

빈도보다 다소 크게평가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우선,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의 크기별 빈도분포 분석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방향틀림 보다 고저틀림의 값이 전반적

으로 크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y축의 1E-4%는 백만분의 1의 확률을 의미하며, EM120 검측차는 0.25m 간

격으로 검측을 수행하므로 250km에서 1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의 크기별 초과분포비율을 나타낸 Fig. 8에 나타내었으며, Table 3에 정리하였다.

고저틀림의 경우, 7mm 초과비율 대비 10mm초과 비율은 약 15%이며, 고저틀림 정정기준을 7mm에서 10mm로 변경하면

정정대상개소는 매 100km당 325m에서 51m로 약 85% 정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방향틀림의 경우, 고저틀림 보다 궤도틀림 크기가 작게 발생하였으며, 7mm 초과개소는 약 0.04%로써 동일한 크기의 고

Table 2.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wavelength.

Longitudinal level Alignment

Wavelength
Distribution

(%)
Wavelength

Distribution

(%)

3m≤D1<25m 65.87 3m≤D1<25m 26.39

25m≤D2<70m 6.82 25m≤D2<70m 0.73

70m≤D3<150m 1.44 70m≤D3<200m 0.09

Fig. 5. Cumulative number. Fig. 6.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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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틀림의 약 13%수준이었다. 방향틀림은 차량의 탈선계수, 대차횡가속도 및 궤도횡압 등 주행안전성과 상관성이 높으므로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방향틀림의 값이 고저틀림보다 작은 값을 보인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방향틀림의 보수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7mm에서 10mm로 변경하더라도 대상개소의 감소비율은 약 85%

으로 상당히 크지만, 실제 보수대상 감소효과는 고저틀림에 비하여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즉, 방향틀림의 발생빈도가 낮

아서 방향틀림 기준을 변경함에 따른 대상 개소의 감소량은 매 100km당 약 38m(42m-6m)로써 동일한 조건의 고저틀림 감

소량(274m)에 비하여 그 효과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향틀림의 경우, 주행안전성과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

니라 궤도틀림 기준 완화에 따른 작업감소량의 효과도 크지 않으므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뒤틀림에 대한 빈도분포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를 Fig. 9와 Fig. 10에 정리하였다. y축을 로그스케일로 표

현하고, x축을 선형으로 나타낸 Fig. 9와 Fig. 10에서 뒤틀림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6mm 초과개소는 약 0.13%,

7mm초과개소는 약 0.05% 그리고 15mm 초과개소는 약 0.00008%의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궤간틀림에 대한 통계 분석결과를 Fig. 11과 Fig. 12에 정리하였다. 궤간틀림의 경우, 궤간 축소와 확대가 KTX

주행거동에 미치는 영향도가 다르기 때문에 궤간의 축소와 확대를 구분하여 결과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2에서 5mm 초

과개소는 궤간축소의 경우, 전체의 약 0.4% 수준이었으며, 궤간확대는 약 0.7% 수준을 보였다.

Fig. 7.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surface and alignment. Fig. 8. Exceedance probability of surface and alignment.

Fig. 9.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twist. Fig. 10. Exceedance probability of twist.

Table 3. Exceedance probability of surface and alignment.

Longitudinal level Alignment

Amplitude(mm)
Exceedance rate

(%)

Exceedance rate

(m/100km)

Exceedance rate

(%)

Exceedance rate

(m/100km)

7 0.325 325 0.042 42

10 0.051 51 0.0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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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궤도틀림은 차량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인자이며, 궤도정정작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

되므로 경제적이고 합리적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통계적인 이력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KTX 개통 이전 시운전 기간을 일부 포함하여 2009년도까지의 경부고속선에서 검측된 궤도틀림 검측결과

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고저틀림과 방향틀림의 파장대역별 빈도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3m 이내의 짧은 파장의 궤도틀림의 분포비율이 높

았으며, 파장이 커질수록 분포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0m 파장의 궤도틀림의 빈도 분포가 다소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검측차의 검측특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EN규정[9]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장대역별로 분포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고저틀림은 단파장(D1) 영역의 파장대역이 전체의 약 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D2와 D3

영역의 파장은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감소하였다. 한편, 방향틀림은 3m 이하 파장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어서

D1 영역의 분포비율이 26.39%로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특히, D2와 D3 파장대역의 발생 비율이 약 1% 이내의 매우 작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궤도틀림 크기별 빈도분포특성과 누적빈도분포특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궤도틀림의 크기 증가에 따라 분포비율과

누적빈도분포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통계분석결과는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궤도틀림 기준변경 등에 따른 유

지보수 작업량의 증가 또는 감소 예측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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