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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차의 주행 안전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Jeon 등은 열차의 주행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철도 교량의 정밀 

안전 진단에 관한 정량적 추가 항목 및 이에 관한 평가 기준(안)을 

제시 후 타당성을 검토하였다[1]. Hur 등은 능동 조향 기술을 적용

한 열차의 주행 안전성 평가를 통해 차륜의 횡압 저감과 탈선의 

안전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 Seo 등은 열차가 

바다를 횡단하는 부유식 철교를 주행할 때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

준을 제시하였다[3]. Miyamoto 등은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지진의 

영향을 받는 열차의 동적 거동에 따른 탈선 과정을 연구하여 열차

의 안전 주행을 위한 한계를 제시하였다[4]. 열차의 주행 안전에 필

수 장치인 철도의 분기기는 궤도상에서 운행 중인 열차가 다른 선

로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일반 

철로보다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는 분기기는 선로 구성의 핵심 장

치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열차의 운행 

속도에 따른 동적 거동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현재 열차의 고속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Kim은 그의 논문에서 고속

철 구간에서는 열차가 분기기를 통과할 때 횡압의 변화를 최소화

시키는 설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동적 해석을 통해 분기기의 형상 

설계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분기기의 주요부

는 포인트부(텅레일), 리드부(가드), 크로싱부(노즐, 윙)로 구성하

며, 텅레일은 일반 레일보다 단면이 작고 체결 장치에 의해 구속되

어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 크로싱부는 차륜의 전이 구간으로써 

비교적 충격이 크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며 철로에 열 하중을 발

생시킨다.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각 국가별 선로 환경에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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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Chung 등은 국내 열차 사고의 우려로 인해 분기기 통과 

시 최고 속도를 일반 선로의 경우보다 낮은 속도로 제한하고 있고, 
분기기의 구조적 결함을 통과 선측과 분기 선측으로 구분하여 구

조적 결함을 제시하였다[6]. 주거지와 밀접한 지역의 열차 통과 시,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Kim은 스위스에서는 철

도 분기기 진동에 따른 민원이 약 32%이며 분기기를 통과하는 열

차의 복잡한 동적 가진을 강조하였다[7].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환경 개선 차원에서 철도 부근의 소음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로써 Kim은 고가 철교 위에 방음 터널을 설치 후 그 효과를 분석

하였다[8].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하는 열차는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

다. 이로 인한 구간 별 열차 편성의 제한은 운송 수단의 수익성 

개선과 운행시간 단축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에 한계를 초래한

다. Table 1은 현행 경부선과 호남선에서의 EMU 열차의 운행 속

도를 나타낸 것이다. 열차를 이용한 수송 효율성 개선은 운행 속도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선로상 최고 속도와 분기기 통과 

시 열차의 증속은 운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본선 

분기기에서의 운행시간 단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열차의 증속을 위해서는 안전하다는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기
계공학 분야에서 안전을 담보하고 운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

계 기준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Kim 등은 교량과 분기기 간 상호

작용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해석적 방법을 이용한 매개변수 연구

를 통해 토공사 구간에서 분기기의 장대화는 힐부에서 부가 응력

의 발생을 초래하며 부가 축력의 저감을 위해 교량 위의 분기기 

힐부를 고정 지점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9]. 운행 

중인 열차의 변향을 위한 필수 핵심 요소인 분기기 설계의 최적화

는 궤도의 품질 및 성능 제고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수명에

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사료된다. 열차의 증속을 위한 목적으로 

Kim 등은 국내 중저속 열차용 강체 전차 선로를 250 km/h급으로 

상승시켜 운행하기 위한 고속용 강체 전차 선로를 개발하였다[10]. 
그러나 중저속 선로의 신속한 교체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로 인해, 
기존 선로 및 분기기에 대하여 열차의 운행 조건 개선을 위한 실증

적 연구를 더욱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미 구축된 철로 기반 시설

을 대상으로, 증속 가능성 판단 기준으로써 실험적 방법에 의한 

공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수단의 고속화 추세

에 따른 열차의 증속을 통한 한계 속도 재설정은 교통의 역할과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로를 대표하며, 수년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다

수 구간의 분기기 개량사업 및 선로 선형화를 진행한 경부선

(441.7 km)과 호남선(252.5 km) 중 일부 개소를 대상으로 누리로 

및 ITX-새마을 등 EMU 열차의 분기기, 곡선 및 직선 구간 통과 

시 차량/궤도의 주행 안전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여 EMU 열차의 

증속을 통한 운행 속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은 

분기기, 곡선 그리고 직선 구역에서 열차의 증속 시험을 수행하였

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열차의 증속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운행시간 단축을 통해 철로 이용의 경제적 

가치 상승과 열차 이용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본선 주행 시험
2.1 증속 시험 조건 및 안전성 기준

증속 시험은 경부선과 호남선 중 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험 

대상 개소에서는 모든 종류의 열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행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현행 최고 운행 속도를 기준으로 

분기기, 곡선, 직선 구역을 통과할 때 각각 증속 시험을 수행하였

다. 분기기 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최고 운행 속도인 100 km/h와 

130 km/h를 기준으로 각각 40 km/h와 10 km/h를 증속하여 140 
km/h로 운행하였고 곡선 구역에서는 약 5 km/h와 10 km/h를 증

속하였다. 운행속도 중 최고 속도 구간인 직선 선로 구역에서는 

10 km/h와 15 km/h를 증속하여 150 km/h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주행 시험은 누리로-TEC와 ITX-새마을호 열차를 대상으로 차체 

및 대차의 진동 가속도 신호를 계측하였다. 데이터의 샘플링은 1 
kHz, 진동 가속도 필터의 경우 차체 횡 방향(6 Hz low-pass 
filter), 차체 상하방향(0.4 ~ 4 Hz band-pass filter), 대차 횡 방

향(10 Hz low-pass filter)에서 각각 수행하였다. 데이터의 후처

리는 Smartoffice Analysis and MatLab을 이용하였다. Fig. 1
은 주행시험 시 차체 및 대차에 설치된 계측 장비로써 (a), (b)는 

대차와 차체의 진동 가속도계, (c)는 UPS 및 DAQ 장치, (d)는 

데이터 저장 및 가시화 장치로 각각 구성하였다. 주행시험 계측 

데이터의 취득 후 안전성 평가 기준은 Table 2의 UIC 518 safety 
simplified method를 적용하였는데, 차체 횡 가속도와 차체 상하 

가속도는 3 m/s2 이하, 대차 횡 가속도의 경우 누리로는 10.3 m/s2 
이하, ITX-새마을호는 10.87 m/s2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Route name Station section
Track 

maximum speed 
(km/h)

Turnout 
maximum speed 

(km/h)
Gyeongbu 

line
Heuksanri
~ Gyeryong 135 130

Honam
line

Seodaejeon
~ Iksan 140 100

Iksan ~ Mokpo 150 130

Table 1 Speed of the track on the Gyeongbu and Honam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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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 결과 및 고찰
2.2.1 호남선 흑산리~계룡 구간

ITX 새마을호 열차가 호남선 흑산리~계룡 구간에서 분기기, 곡
선, 직선의 선로 구역을 주행할 때 차체의 횡 방향과 상하 방향 

그리고 대차의 횡 방향에 대한 진동 가속도 측정 후 각 구간에서 

측정된 결과를 Fig. 2~4에 나타내었다. Fig. 2는 열차가 분기기 

구역을 통과할 때 (a) 차체의 횡 가속도, (b) 차체의 상하 가속도, 
(c) 대차의 횡 가속도 결과이다. 차체의 횡 가속도 최대값은 2.619 
m/s2, 차체 상하 가속도의 최대값은 3.244 m/s2으로 나타났다. 차
체의 횡 가속도의 경우, 안전성 기준 조건인 3 m/s2 이하를 만족하

였다. 그러나 차체의 상하 가속도 최대값은 안전성 기준인 3 m/s2

을 초과하므로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차 횡 가속도의 최대값은 12.963 m/s2으로 안전성 기준인 

10.87 m/s2을 19.25% 초과하여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

다. Fig. 2의 분석 결과, 차제 횡 가속도의 경우에서만 안전성 기준

을 통과하므로 분기기 구역에서는 안전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었다.
Fig. 3은 열차가 곡선 구역을 운행할 때 차체 횡 가속도, 차체 

상하 가속도, 대차 횡 가속도에 대한 진동 가속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차체 횡 가속도의 최대값 1.885 m/s2, 차체 상하 가속도의 

최대값 0.999 m/s2은 모두 기준값인 3 m/s2 이내의 값이므로 안전

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대차 횡 가속도의 경우 최대값 4.951 m/s2

으로 안전성 기준값인 10.87 m/s2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곡선 구간에

서는 차체와 대차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Fig. 4
는 직선 구간에서의 차체 횡 가속도, 차체 상하 가속도, 대차 횡 

가속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차체 횡 가속도의 최대값 0.877 
m/s2, 차체 상하 가속도의 최대값 2.183 m/s2은 모두 안전성 기

준인 3 m/s2 이내의 값이므로 안전성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대차 

횡 가속도의 최대값은 6.77 m/s2으로 10.87 m/s2 이하의 안전성 

기준 내에 있는 것으로 시험결과 나타났다. 그러므로 직선 구간에

서는 차체 및 대차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Fig. 
2~4의 ITX 새마을호 열차의 호남선 흑산리~계룡 구간의 분기기, 
곡선 그리고 직선 구역에서는 본 연구의 시험조건으로 주행 시험

한 결과, 분기기 구간에서는 차체 및 대차 모두 안전성 기준을 통과

Fig. 1 Vibration acceleration measuring equipment

Table 2 Driving stability evaluation (UIC518 safety simplified 
method)[11]

Item Category
(max) Unit Criterion

Driving 
safety

Bogie 
lateral m/s2

Nuriro
(8.5 ton) 10.3

ITX-Saemaeul 
(5.677 ton) 10.87

Car body lateral m/s2 3

Car body
vertical m/s2 3

(a) Car body lateral acceleration (b) Car body vertical acceleration

(c) Bogie lateral acceleration
Fig. 2 Vibration acceleration in the turnout of Heuksanri –

Gyeryo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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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고 곡선 및 직선 구간에서는 안전성 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과 Fig. 5는 Fig. 2~4의 결과를 고찰한 

흑산리~계룡 구간의 분기기, 곡선, 직선의 선로 구역에서 측정된 

진동 가속도의 최대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2.2.2 경부선 직산~성환 구간
Fig. 6은 누리로 열차의 경부선 직산~성환 구간에서의 분기기 

구역에 대한 진동 가속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6의 (a)는 

차체 횡 가속도 결과로써 최대값 1.31 m/s2, (b)는 차체 상하 가속

도 결과로써 최대값 0.93 m/s2, (c)는 대차 횡 가속도 결과로써 

최대값 6.39 m/s2으로 나타났다. 차체 횡 가속도와 상하 가속도의 

최대값은 안전성 기준인 3 m/s2 이내에 있으므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대차 횡 가속도의 경우에서도 측정된 진동 가속

도의 최대값이 안전성 기준인 10.3 m/s2 이내에 있으므로 분기기 

구역의 차체 횡 가속도와 상하 가속도 그리고 대차 횡 가속도 모두

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다. Fig. 7은 곡선 구역에서의 차체 횡 

가속도와 상하 가속도 그리고 대차 횡 가속도의 결과를 각각 나타

내고 있다. 각각의 최대값은 차체 횡 가속도 1.3 m/s2, 차체 상하 

가속도 1.25 m/s2은 모두 안전성 기준인 3 m/s2 이하를 만족하여 

Table 3 Maximum vibration acceleration for each zone of Heuksanri
– Gyeryong section

Item Category
(max) Unit Turnout Curve Straight

Driving 
safety

Bogie lateral m/s2 12.963 4.951 6.770

Car body 
lateral m/s2 2.619 1.885 0.877

Car body
vertical m/s2 3.244 0.999 2.183

(a) Car body lateral acceleration (b) Car body vertical acceleration

(c) Bogie lateral acceleration

Fig. 4 Vibration acceleration in the straight of Heuksanri – 

Gyeryong section

Fig. 5 Maximum vibration acceleration for each zone of Heuksanri
– Gyeryong section

(a) Car body lateral acceleration (b) Car body vertical acceleration

(c) Bogie lateral acceleration

 

Fig. 3 Vibration acceleration in the curve of Heuksanri – Gyeryo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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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대차 횡 가속도의 최대값 3.13 m/s2 
또한 안전성 기준인 10.3 m/s2 이하를 만족하므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분기기 구역과 마찬가지로 곡선 구역에서도 

모두 안전성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Fig. 8은 직선 구역에 

대한 진동 가속도 결과로써 차체 횡 가속도, 차체 상하 가속도 및 

대차 횡 가속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차체 횡 가속도의 최대값 

0.68 m/s2, 차체 상하 가속도의 최대값 0.95 m/s2은 모두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대차 횡 가속도의 경우, 최대값은 8.89 
m/s2으로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부

선 직산~성환 구간에서는 분기기, 곡선 및 직선 구역에서의 안전성 

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Table 4와 Fig. 9는 Fig. 6~8의 

직산-성환 구간에 대한 분기기, 곡선, 직선의 선로 구역에서 측정

된 진동 가속도의 최대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2.2.3 경부선 사곡~약목 구간
Fig. 10은 ITX 새마을호 열차가 경부선 사곡~양목 구간의 분

기기 구역에서의 진동 가속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차체 

횡 가속도, (b)는 차체 상하 가속도이며 최대값은 각각 0.533 
m/s2, 1.799 m/s2으로 안전성 기준 3 m/s2을 충족하였다. (c)는 

대차 횡 가속도에 대한 진동 가속도 결과로써 최대값 3.84 m/s2

(a) Car body lateral acceleration  (b) Car body vertical acceleration

(c) Bogie lateral acceleration
Fig. 6 Vibration acceleration in the turnout of Jiksan– Seonghwan 

section

(a) Car body lateral acceleration (b) Car body vertical acceleration

(c) Bogie lateral acceleration

Fig. 7 Vibration acceleration in the curve of Jiksan - Seonghwan 
section

(a) Car body lateral acceleration (b) Car body vertical acceleration

(c) Bogie lateral acceleration

Fig. 8 Vibration acceleration in the straight of Jiksan – Seonghw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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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전성 기준인 10.87 m/s2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경부선 사

곡~약목 구간의 분기기 구역에서는 모든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곡선 구역에서의 진동 가속도 결과

이다. (a)의 차체 횡 가속도에서의 최대값 0.951 m/s2과 (b)의 

차체 상하 가속도에서의 최대값 1.183 m/s2은 3 m/s2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c)의 대차 횡 가속도에서의 최대값 

3.062 m/s2은 10.87 m/s2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사곡~양목 구간에서의 곡선 구역은 모든 안전

성 기준을 충족한다. 경부선 사곡~양목 구간의 직선 구역에서의 

진동 가속도 실험 결과는 Fig. 12에 나타내었다. Fig. 12의 (a), 
(b), (c)는 각각 차체 횡 가속도, 차체 상하 가속도, 대차 횡 가속

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 결과, 차체 횡 가속도와 차체 

상하 가속도의 최대값은 각각 0.796 m/s2, 2.699 m/s2로써 안전

성 기준을 충족하였고 대차 횡 가속도의 시험 결과, 최대값 4.795 
m/s2 역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부선 사곡~양목 구간에서의 분기기, 곡선, 직선의 선로 구역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5와 

Fig. 13은 Fig. 10~12의 경부선 사곡~양목 구간에 대한 분기기, 
곡선, 직선 구역에서 측정된 진동 가속도의 최대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Item Category
(max) Unit Turnout Curve Straight

Driving 
safety

Bogie lateral m/s2 6.39 3.13 8.89

Car body lateral m/s2 1.31 1.3 0.68

Car body vertical m/s2 0.93 1.25 0.95

Table 4 Maximum vibration acceleration for each zone of Jiksan
– Seonghwan section

Fig. 9 Maximum vibration acceleration for each zone of Jiksan
- Seonghwan section

(a) Car body lateral acceleration (b) Car body vertical acceleration

(c) Bogie lateral acceleration
Fig. 10 Vibration acceleration in the turnout of Sagok - Yakmok 

section

(a) Car body lateral acceleration (b) Car body vertical acceleration

(c) Bogie lateral acceleration
Fig. 11 Vibration acceleration in the curve of Sagok - Yakmok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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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MU 열차(누리로 및 ITX-새마을)의 운송 효율

성 제고를 위해 호남선 1개소와 경부선 2개소에 대하여 증속 후 

본선 주행 시험을 통한 안전성 평가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1. 호남선 1개소(흑산리~계룡 구간)에 대하여 분기기, 곡선 및 직

선의 선로 구역에서 열차를 시험 운행한 결과, 곡선과 직선 구

역에서는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여 증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나 분기기 구역에서는 안전성 기준을 일부 초과하여 증속 주

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경부선 2개소(직산~성환, 사곡~약목 구간)에서는 분기기, 곡

선 그리고 직선 구역에서 모두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여 증속 

주행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3. 기술적 기대 효과로 열차 운행 속도에 따른 차량 및 궤도의 

영향 분석, 노선별 증속 시험계획 및 평가 시나리오 수립, 그리

고 경부, 호남선 EMU열차의 주행 안전성 평가를 통한 운행속

도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경제/산업적 기대 효과로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요 분기기, 곡

선 및 직선구역에서의 증속 가능성은 열차 운행 시간 단축 및 

이에 따른 손실 저감으로 수송효율 및 경제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경부선과 호남선 등 타 구간의 표준 운행

속도 증속 가능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분기기 설계 인

자 등 증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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