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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a railway vehicle passes through curves & transitions, the running speed must be improved by 

proposing the standards on the maximum running possibility speed of each section on conventional line 

(Dongdaegoo-Namsunghyun) considering derailment safety.

In this paper, To improve the maximum running possibility speed of railway vehicle which passes through 

curves which have high risk of derailment, the track alignment conditions of conventional line 

(Dongdaegoo-Namsunghyun) that present transition curve length in current railway construction regulations are 

controlled. We presented elevation way about the section maximum running possibility speed in conventional 

line by analysis result.

1. 서론

철도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궤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차륜과 레일에 주어진 힘(윤중, 횡압)

이 변동하여 현저하게 윤중과 횡압이 크게 되거나, 또는 윤중이 현저하게 작게 되는 윤중감소가 발생하

여 궤도파괴의 증가와 탈선의 위험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윤중과 횡압은 차륜과 레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캔트와 완화곡선을 갖는 궤도구조와  급곡선에서 대차의 회전

저항을 작게 하는 등 궤도의 부담력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차량구조를 병행하는 것이 속도향상에 필요하

다. 곡선부 통과시 에는 원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곡선통과 속도는 곡률반경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캔트, 캔트 부족량, 완화곡선길이와의 관계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에 의해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을 악화시

키지 않으면서 곡선통과속도를 향상할 여지가 있다.
[1]

기존선 속도향상 시에 탈선안전도를 고려한 기존선 구간 (동대구-남성현) 최대 운행가능속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존선의 곡선부 및 완화곡선부 통과 시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에, 탈선의 위험도가 높은 곡선부를 통과하는 열차의 최대 운행가능속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선로조건인 경부 제 1본선인 동대구-남성현 상·하행구간의 선로선형조건을 현행 철도건설규칙에

서 제시한 완화곡선 삽입길이를 조정하였다. 곡선별 구간별 통과시 탈선안전도 해석을 철도차량 전용 

해석 프로그램인 VI-Rail
[2]

을 사용하며 수행하였고, 해석결과를 토대로 기존선에서의 구간별 최대 운행

가능속도에 대한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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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핸행 철도건설규칙을 고려한 선로선형 설계 검토

새로운 철도건설규칙을 근거로 완화곡선 삽입 길이에 대한 선형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제안한 설

계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증은 일반철도 구간 중 2급선에서 임의의 곡선반경으로 수행하였으며 

설계속도별 선형변수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2.1. 완화곡선 삽입 길이 한도

2.2.1. 기존 안전한도()

① 설정캔트의 1,300배 : ×                                                    

② 차량의 3점 지지 탈선방지를 위한 안전한도()

   캔트의 600배 :  ×                     

③ 캔트의 시간변화율을 고려한 승차감 한도()

   최대캔트변화량 시간변화율 :　 


 
         

④ 부족캔트에 의해 열차가 받는 초과 원심력의 시간변화율을 고려한 승차감 한도()

   최대부족캔트 변화량 시간변화율 :  


 
  

                                        

2.2. 일반철도 구간 : 2급선 선로, 곡선반경(R) : 400m 

2.2.1. 선형현황

   설계속도 V =150 km/h(2급선)

   설정캔트 C=160 mm, 부족캔트 Cd=100 mm 적용

   완화곡선장 : 208 m(설정캔트 160 mm의 1,300배)

2.2.2. 새로운 철도건설규칙에 의한 선형 관련 적용

① 곡선반경

   곡선반경 계산식 (도표 1 참고)

구분 최소 곡선반경 부득이한 경우 적용 비고

곡선

반경
≥









 400 1,100

도표 1. 곡선반경 계산식 (2급선 선로-R400)

   최소 곡선반경 R≥1,021m 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고려 곡선반경 R=400 m 적용함.

② 완화곡선

   삽입기준 : 
  lim

 





≒  이므로 삽입이 필요함. 

   다음 계산값 중 큰 값 이상

   · 캔트의 600배 :  × ×

   · 최대 캔트 변화량 시간변화율 :  




  
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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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부족캔트 변화량 시간변화율 :  




   
lim









≒  (도표 2 참고)

  ∴ 따라서 최대캔트변화량 시간변화율(L2)에 의해 산출된 175.4m을 적용함.

   
lim

  
lim

도표 2. 최대 부족캔트, 캔트 변화량 시간변화율 (2급선 선로-R400)

   캔트 체감배수

   · 설정캔트 160 mm 일 때, 완화곡선 최대연장 208 m

   · 체감배수 M=175.4 m÷160 mm ≒ 1,096배

   · 과거 규칙(M=1,300배) 대비 약 15.4%의 연장감소로서, 계산한 체감배수 M 값(1,100 가정) 적

용 시 완화곡선의 길이 L=1,100×160 mm = 176m을 적용함.

③ 직선 및 원곡선 최소 길이

   
× 현기준

×    ∴ 과거규칙과 동일

2.2.3. 새로운 철도건설규칙 적용에 따른 통과속도 검토

① 과거 규칙

   최대 운행가능 속도 




 






≒ 

②  새로운 규칙

   최대 운행가능 속도 




 






≒ 

3. 탈선안전도 해석

3.1 해석모델

3.1.1 차량 모델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 동특성 해석을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인 VI-Rail를 이용하였다. 그림 1는 

해석에 사용한 새마을호 차량의 도면과 해석모델을 보여준다. 새마을호 동력차 및 객차의 주요 물성치

는 참고문헌
[3]

에 제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a) 설계도면                          (b) 3D 모델 (VI-Rail )

그림 1. 해석모델 (새마을호)

3.1.2. 차륜과 레일모델

그림 2~3는 차륜과 레일 모델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차륜 모델에는 새마을호 열차에 적용된 차륜

답면구배가 1/40인 KNR 40을, 레일 형상에는 KS 50 레일을 사용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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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차륜 모델 (KNR40)           그림 3. 레일 모델 (KS 50)

3.1.3 선로모델 

동대구-남성현 구간의 상·하행 구간의 곡선현황은 그림 4와 같고, 한국철도공사 2008년도 대구-청

도 경부선 선로 일람약도(대구지사 시설팀)와 경부선 선로데이타를 참고하였다. 또한. 대전 철도차량 정

비본부에서 운용 중에 있는 궤도검측차에서 검측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VI-Rail에서 요구하는 입력

조건으로 변환하여 모델링하여 궤도틀림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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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곡선 현황 (동대구~남성현 구간)

3.2 해석조건

경부 제 1본선인 동대구↔남성현 구간의 선로선형조건을 현행 철도건설규칙에서 제시한 완화곡선 삽

입 길이(캔트의 시간변화율을 고려한 승차감 한도 L2)로 조정하였다. 동대구↔남성현 구간의 선로선형 

조건과 현행 철도건설규칙에 의한 완화곡선 삽입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탈선 안전도 해석은 동대구↔남

성현 구간의 상하행선을 총 4개 구간(동대구↔고모, 고모↔경산, 경산↔삼성, 삼성↔남성현)으로 나누어

서 수행하였다. 구간별로 선형조건 표를 본 논문에서 나타내기에는 자료가 방대하여 상기의 4개 구간 

중 동대구↔고모(하행)의 선형조건을 도표 3에 나타내었다. 

도표 3. 동대구↔고모 하행 구간의 선로선형 조건과 현행 철도건설규칙에 의한 완화곡선 삽입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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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는 선로선형 조정에 따른 해석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8번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도표 4. 선로선형 조정에 따른 해석조건

3.3 해석결과

3.3.1 동대구→남성현 구간(하행)

그림 5~8은 동대구→남성현 구간(하행)에 대한 탈선안전도 해석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8

에서와 같이 곡선반경 및 궤도 불규칙에 따라 다른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산→삼성 구

간(하행) 제외한 구간에서는 대체적으로 현행 철도건설규칙에 의한 완화곡선 삽입길이를 조정한 경우도 

대체적으로 탈선계수 및 윤중감소율과 같은 탈선안전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삼성 구간(하

행)에서는 균형캔트의 최고속도와 영업속도 조건에서 탈선계수 한도치인 0.8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5. 동대구→고모 구간(하행)에 대한 탈선안전도 해석결과  

그림 6. 고모→경산 구간(하행)에 대한 탈선안전도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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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산→삼성 구간(하행)에 대한 탈선안전도 해석결과

그림 8. 삼성→남성현 구간(하행)에 대한 탈선안전도 해석결과  

3.3.2 동대구→남성현 구간(상행)

그림 9~12은 동대구→남성현 구간(상행)에 대한 탈선안전도 해석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12에서와 같이 곡선반경 및 궤도 불규칙에 따라 다른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대구←

고모 구간(상행)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대체적으로 현행 철도건설규칙에 의한 완화곡선 삽입길이를 조정

한 경우도 대체적으로 탈선계수 및 윤중감소율과 같은 탈선안전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구←

고모 구간(상행)에서는 모두 탈선계수 한도치인 0.8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윤중감소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동대구←고모 구간(상행)에 대한 탈선안전도 해석결과 

 

그림 10. 고모←경산 구간(하행)에 대한 탈선안전도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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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경산←삼성 구간(상행)에 대한 탈선안전도 해석결과

 

그림 12. 삼성←남성현 구간(상행)에 대한 탈선안전도 해석결과

4. 결론

이에, 탈선의 위험도가 높은 곡선부를 통과하는 열차의 최대 운행가능속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선로조건인 경부 제 1본선인 동대구-남성현 상·하행구간의 선로선형조건을 현행 철도건설규칙에

서 제시한 완화곡선 삽입길이를 조정하였다. 곡선별 구간별 통과시 탈선안전도 해석을 철도차량 전용 

해석 프로그램인 VI-Rail을 사용하며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현행 철도건설규칙에서 제시한 완화곡선 삽입 길이(캔트의 시간변화율을 고려한 승차감 한도, L2) 

조정하여 수행한 결과, 구간별 곡선반경에 따른 탈선안전도 해석에서 탈선계수와 윤중감소율이 안

전함이 확인되었다. 

2. 기존 경부선 동대구→남성현 하행구간에서의 동대구→고모, 고모→경산, 삼성→남성현 구간의 경

우, 현행 철도건설규칙에 의한 완화곡선 삽입길이를 조정한 경우도 대체적으로 탈선계수 및 윤중감

소율과 같은 탈선안전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산→삼성 구간의 경우, 현행 철도건

설규칙에 의한 완화곡선 삽입길이를 조정한 경우, 균형캔트의 최고속도와 영업속도 조건에서 탈선

계수 한도치인 0.8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3.  기존 경부선 동대구←남성현 상행구간에서의 고모←경산, 경산←삼성, 삼성←남성현 구간의 경우, 

현행 철도건설규칙에 의한 완화곡선 삽입길이를 조정한 경우도 대체적으로 탈선계수 및 윤중감소

율과 같은 탈선안전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대구←고모 구간의 실제선로와 현행 철

도건설규칙에 의한 완화곡선 삽입길이를 조정한 경우 모두 탈선계수 한도치인 0.8을 초과하는 현

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윤중감소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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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화곡선삽입 길이가 감소해도 탈선안전도가 안전함으로 이에 상응하는 속도향상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산해석에 의한 결과이므로 현차 시험을 통한 곡선부 및 완화곡선부 속도향

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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