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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ntional railways are less competitive than other land transportation means in term of speed, and thus 
users preference and transportation share for rail system are relatively lower than others. For example, most of 
the conventional lines except the Seoul~Busan corridor run at an average speed of 70 km/h or less, which 
imposes certain constraints on roles and functions as the trunk lines. In this regard, the speed of the 
conventional lines should be improved up to 200 km/h to gain competitiveness,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lead the era of low carbon green growth.
As track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the speed-up, it is critical to come up with 
optimum technical solutions. Improvement of ballast track structure with efficient track installation can provide 
structural stability for higher speed and ensure operational safety with lower maintenance efforts. Thus, this 
study focuses on consequences followed by the speed-up including increase of load imposed on the track and 
impacts on track components, and provide solutions for track maintenance by analyzing impact on the track 
structure by speed. Also, it compares ballast and concrete tracks under designing and construction and 
considers how to meet needs for passengers comfort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as a strategic approach. 

1. 서론
 지금까지 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속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특히 간선철도에 경부선을 제외

하면 표정속도 70km/h이하로 간선철도로서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하여 수송 분담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간선철도 건설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도 속도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이용률 저조하고 지역 간 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이 미약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매력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향상이 불가피 실정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
러다임이 대두되어 국가재정 배분 비율을 SOC 교통 분야의 도로와 철도 비중을 현재 57:29에서 2020
년까지 40:50을 철도중심 교통체계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수송 분담률 제고와 고속화로 속도경쟁
력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철도 건설사업의 투자효과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철도노선을 고속화 개량하고 계
획·설계중인 간선철도는 고속화(200km/h 이상)를 추진 예정이며, 경춘선(망우~춘천) 및 전라선(익산~
여수)등 일반철도의 고속화가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철도시설물 중 궤도분야는 열차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구성요소로 향후 고속화로 열차 속도가 200km/h 이상으로 향상시킬 경우 궤도틀림 주기가 더
욱 단축되고 궤도재료 기능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속도향상은 궤도시설에 
가해지는 선로부담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궤도 구성품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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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원활한 간선철도 고속운영을 위한 기반확보를 위해서는 고속화 추진단계에서 유지보수 저감을 위
한 자갈도상 궤도구조 개량방안과 향후 계획·설계 중인 사업에 대한 도상시공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2. 속도향상을 위한 기술적 과제
간선철도에서 고속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발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종착역에 도달하는 시간 

즉, 운전시간을 단축시키고자하는 것이며 운전시간은 열차의 실제 주행시간에 운전다이아상 손실시간을 
더한 표정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운전시간 단축을 위한 결정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열차의 실제 주행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이동거리의 단축과 이동속도(운전속도)의 향상이 
요구되며, 전자의 이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단축루트 설정이 필요하고 투자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2) 운전속도향상을 위한 방법은 최고속도, 곡선통과속도, 분기기 통과 속도, 가감속도 등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성능차량의 투입과 지상설비의 개량 등 물리적인 기능향상이 
필요하다.

(3) 손실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차다이아 개선으로 운전여유시간, 정차시간, 승환시간, 열차교환 
시간 단축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설비개선도 필요
해 진다.

이와 같이 속달성 결정요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1. 속달성 결정요
인과 같다.

속달성 결정요인 ⇒

① 이동거리의

   단축

② 이동속도의 

   향상

· 단축루트설정

· 최고속도

· 하구배 통과속도

· 분기기 통과속도

  (직선측, 분기측)

· 가감속도

③ 손실시간

   단축
· 열차다이아 개선

· 운 여유시간

· 정차시간

· 열차간격

· 승환시간

· 열차교환시간

· 차량

· 지상설비

· 궤도

· 토목구조물

· 차선

· 신호

⇐

⇐

⇐

그림1. 속달성 결정요인

운전속도 향상을 위한 최고속도, 곡선통과속도, 분기기 통과속도, 가감속도 등의 향상을 위해서는 차
량, 선로, 전력, 신호 등 철도시스템의 각 요소에 대한 기술적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최고속도 
향상을 위한 주행안전성, 제동성능, 승차감과 곡선통과속도 향상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도달시간 ② 이동속도
① 이동거리

 손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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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향상을 위한 궤도분야 검토사항
3.1. 평면선형
철도선로의 건설기준은 선정된 열차의 최대 축중, 최고속도, 운행횟수, 차량주행성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 중 열차속도에 관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설기준은 기본선형이며, 그 중에서도 평면선형이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철도건설시 설계최고속도(곡선통과속도 포함)를 초과하는 운전속도향상을 고려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속도에 맞추어 선로의 기본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
로 기본선형의 변경은 막대한 비용을 요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형개량이 실시되어야 한다. 선형
개량 시 기본선형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곡선반경, 캔트설정, 완화곡선 길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속운전에서 곡선반경은 클수록 유리하지만, 일반적으로 곡선반경을 크게 하면 노선선정의 자유도가 
작아져서 교량이나 터널연장이 길이지고 용지매수가 곤란해지게 되므로 어느 정도 반경이 작은 곡선까
지 허용하게 된다. 이 경우 주된 조건은 곡선통과 시 발생하는 윤중·횡압이 차량 주행안전성과 궤도 강
도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승차감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속도향상을 위한 곡선반
경의 확대는 노반폭 확대 등 노반구조물 변경을 수반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곡선부에서 열차통과 시 원심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캔트를 설정하게 된다. 최대캔트는 곡선부
에 정차했을 때 곡선 외방으로부터의 바람에 의한 전도 안전성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철도건설규칙에 
정해진 최대캔트는 전도에 대해 개략 안전율 3을 고려한 것이며, 캔트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행 시 발생
하는 차내 승객에 대한 좌·우, 상·하가속도의 한계는 입석승객의 승차감을 기준으로 0.08g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궤도상태가 양호하며 좌·우진동 가속도가 작은 경우에는 좌우 정상 가속도의 목표치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캔트의 조정량은 완화곡선길이와 연계하여 완화곡선길이가 철도건설규칙에 정해진 바와 같
이 캔트량의 적정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로가 직선과 원곡선이 직접 접속되는 경우, 그 접속점을 통과할 때 급격한 좌우동요를 일으켜 열차
주행의 안전성이나 승차감이 나빠지는 이유로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특수한 선형의 완화곡선을 삽입하
여 원활한 주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 완화곡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차 포물선이 적용
되고 있으며, 완화곡선길이는 3점지지에 대한 안전성, 캔트변화에 대응한 차체의 회전속도, 캔트부족량
의 시간적 변화율에 관계되며 주행안전성과 승차감면에서 철도건설규칙에 정해진 길이 이상으로 확보하
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완화곡선 길이는 철도건설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정캔트량의 일정 배
수 이상 확보해야 하며 가능한 길수록 주행안전성이나 승차감면에서 유리하다.

곡선속도결정요소 고려해야할 작용력 관계제원
궤도 차량

전복 불균형 원심력, 진동, 풍압, 
기타외력(연결력 등)

궤간, 곡선반경, 설정캔트, 
캔트부족량 중량, 중심고, 스프링강성

탈선
윤중감소(차량틀림, 차량의 편중, 궤도틀림,
불균형 캔트에 의함), 횡압(차량의 사행동,
차량의 전향, 궤도틀림, 불균형 원심력 등에 의함),
기타 외력(풍압, 연결력 등)

설정캔트, 캔트부족량,
완화곡선장, 궤도틀림

축중, 차체강성, 스프링구조,
축거, 차륜답면 형상, 편중,
객차와 공차의 조합

승차감
좌우 진동가속도, 정상적 횡가속도(불균형
원심력에 의함) 곡선출입에 있어서 변화하는
횡가속도

궤간, 곡선반경, 설정캔트, 
캔트부족량, 궤도구조, 궤도
틀림, 완화곡선 형상, 거리에 
따른 캔트저감방법

중심고, 스프링구조

궤도파괴
횡압(차량의 사행동, 차량의 전향, 궤도틀림,
불균형원심력 등에 의함), 내측·외측 궤도의 
윤중차(불균형 캔트에 의함)

궤도부담력(횡·종방향) 
설정캔트, 완화곡선장

축중, 스프링구조, 스프링하
질량

도표 1. 곡선구간의 속도향상 결정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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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단선형
기울기가 변화하는 점(기울기 변경점)에서는 열차의 부상 방지나 승차감 확보를 목적으로 종곡선이 

삽입된다. 종곡선을 통과할 때에는 열차속도와 종곡선 반경에 대응하여 상하방향의 정상가속도가 작용
한다. 이 가속도는 주행안전성(윤중의 증대·감소) 및 승차감면에서 일정치 이내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철도건설규칙에 열차속도대역별 기울기 변화량에 따른 종곡선 삽입과 최소 종곡선 반경을 규정하고 있
다. 또 상하정상가속도의 승차감 목표는 0.05g 정도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볼록형(凸) 종곡선이 오
목형(凹) 종곡선 보다 승차감에 영향이 크다. 일례로 종곡선 반경이 3,000m인 구간을 160km/h로 주행
할 때 상하정상가속도는 0.066g 정도가 된다. 또한, 종곡선 반경은 오랜 세월 선로보수에 의해 설계치
와는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 변화가 크고 종곡선 연장이 긴 기울기 변경점에 대해서는 
측량에 의해 종단선형을 확인하고 주행시험에 의해 승차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3 궤도틀림의 관리
일반적인 선로구조는 자갈도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탄성구조물과는 달리 열차의 반복하중에 의

해 궤도의 각부 특히 도상부분에 각종의 비뚤어짐과 변형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궤도틀림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 궤도틀림이 증대되면 열차요동이 크게 되고 그 결과 승객의 승차감이 나쁘게 되며, 드물게 
탈선사고의 원인이 된다. 선로는 일상의 순회검사와 검측차에 의한 정기적인 검측에 의해 궤도틀림의 
정비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불량한 개소에 있어서는 적절한 시기에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등 항시 양호
한 정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속도향상 때는 한층 면밀한 궤도틀림의 관리가 필요하다.

궤도틀림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혹은 궤도틀림의 검측항목에는 궤간(Gauge), 수준
(Crossing Level), 고저(Longitudinal Level), 선형틀림(Alignment) 또는 선형틀림 변화율(Variation of 
alignment), 평면성(Twist) 등이 있으며, 궤도틀림 허용한도는 이들이 조합으로써 표현하는 것이 보통
이다. 궤도틀림의 허용한도는 열차의 주행안전성의 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는 
탈선할 수 있는 한계의 수치에 어떤 안전율을 고려하거나, 열차의 승차감의 측면에서 결정하거나, 궤도
보수의 경제성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 보수노력과 유지관리 비용의 투입에 의해 유지하는 것으
로 가능한 궤도틀림을 제한한다. 궤도틀림의 진행 또는 궤도틀림의 관리방법은 궤도검측차의 Data를 분
석하고 궤도틀림 진행은 주로 궤도틀림의 크기와 범위를 검토하여 궤도틀림의 양으로 보수순위를 정하
게 되며 작업결과를 조사한다.

구분 궤도에 미치는 영향 과다틀림 발생 시 발생현상 비고
면틀림

차체의 수직가속도 발생 열차승차감 저감
윤중변동 레일파상마모
레일압력 및 침목 진동 가속도 변화 소음·진동증가, 궤도 열화파괴, 부상침목발생

줄틀림
차체의 좌·우진동 가속도 열차승차감 저하차체의 상·하진동 가속도  
횡압변화발생 궤도구조의 궤간 횡 이동 안전성 저하

승차감 레일 내측횡압 레일두부면 내측마모촉진
레일 두부변위 변화 변위발생 레일체결장치의 밀림현상

도표 2. 궤도틀림발생으로 인한 영향분석

궤도파괴이론에 의하면 면틀림과 줄틀림의 진전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
난다.

(1) 접속부에 반복된 열차하중으로 압밀침하가 발생
(2) 피로하중에 따라 도상자갈파괴가 발생되면서 침하발생, 자갈입자의 탄성 상실
(3) 침목하부의 도상자갈의 소성변형이 누적되면서 궤도면 불규칙도 증가
(4) (1)~(3)과정의 반복으로 궤도파괴 가속화 및 궤도틀림 급진행
특히, 접속구간의 궤도틀림은 접속부의 도상파괴를 급진전시킨다. 그 결과 접속부에서는 차체수직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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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로 승차감저하, 윤중변동 증가, 레일압착력 증가와 침목하부 압력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부상 
침목의 발생으로 인하여 침목진동가속도, 도상수직가속도가 커지게 되므로 소음·진동측면에 불리해 진
다. 실제 육안관찰시 접속구간의 과다침하로 부상침목발생, 분니발생, 체결구 파손,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유지보수비용의 증가와 주행안전성 저하가 예상된다.

3.4 자갈 도상궤도의 메카니즘
토공노반 위에 부설된 자갈도상궤도는 레일과 침목사이에 삽입되는 레일패드를 비롯해 도상자갈층과 

노반층이 탄성체로 구성되며, 이들이 조합되어 종합탄성체로서 상하방향으로 궤도가 탄성거동하게 된다. 
이러한 궤도의 종합탄성은 레일로부터 전달되는 열차하중에 대해 궤도 각 부재의 변위량이나 발생응력 
등에 영향을 주게 되며, 탄성이 크고 작음에 따라 궤도 각 부재에 발생하는 변위량이나 응력이 달라지
며 탄성 과부족으로 인한 변위와 응력이 과다하게 발생 시에는 유지보수노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따라서 궤도의 종합탄성은 변위량과 응력에 대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유지보수노력
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적정값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궤도의 종합탄성계수가 높은 경우는 스프링계수가 높기 때문에 딱딱하다고 표현하며 이때
에는 열차하중에 의한 레일침하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궤도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이 커져 구성 재료가 조
기에 피로해지게 된다. 반면 궤도의 종합탄성계수가 낮은 경우는 스프링계수가 낮기 때문에 부드럽다고 
표현하며 궤도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탄성 궤도라고도 표현한다. 고탄성일 경우 궤도 침하량이 상대
적으로 커지는 대신 궤도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노력도 저감되어진
다. 그러나 연약할 정도의 낮은 탄성은 과도한 궤도변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차주행 안전성을 
해치게 된다. 때문에 적정 수준의 궤도탄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보수 측면이나 열차주행 안전성 측면
에서 바람직해진다. 

스페인의 Pita는 궤도의 유지보수 비용과 차량의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최적의 궤도탄성영역에 대한 
연구에서 궤도탄성이 풍부하면 상대적으로 궤도부담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궤도 유지보수비용도 비례적
으로 감소하나 열차운행을 위한 에너지 소비는 증가한다. 이와 같이 궤도의 탄성변화는 상반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는 최적점을 찾는 게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적정 궤도 탄성값은 약 65~85KN/mm
라고 제시하고 있다.

4. 간선철도 고속화에 대한 궤도구조 개량 및 유지보수 저감 방안
4.1 궤도구조 개량방안
고속화에 따른 선로부담력 증대로 인한 궤도침하 및 궤도파괴 가중으로 자갈도상궤도의 성능저하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원활한 간선철도 고속운영을 위한 기반확보를 위해서는 고
속화 추진단계에서 유지보수 저감을 위한 자갈도상 궤도구조 개량방안에 대한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2. 궤도개량과 유지관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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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TRACK EU-Project1)(2006~2009)에서 철도시설 현대화와 유지보수 절감을 위해 연구결과 유
지보수를 유발하는 주요요인은 궤도선형, 지반 불안정, 레일 및 분기기의 일반마모와 파상마모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에서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고속화를 대비한 적절한 유지관리 저감방안에 대한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간선철도 자갈도상의 궤도구조 및 재료에 따른 선로부담력 산정을 위한 모델링 정립과 궤도계수에 따
라 열화분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세부항목으로는 간선철도 자갈도상궤도 노반형식별 선
로부담력 산정을 위한 궤도재료 물성치 산정, 노반형식별(토공, 터널 교량) 궤도계수 산정, 궤도계수와 
궤도재료 열화 상관관계의 분석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궤도파괴의 영향분석을 위해 차륜/레일 접촉시
험을 통한 고속화에 따른 레일(60K, 60KR, UIC60)의 마모 영향분석과 체결장치 패드강성 변화에 따른 
궤도파괴 영향분석, 침목 중량화에 따른 궤도파괴 영향분석 및 도상두께/입도분포 등에 따른 궤도파괴 
영향분석을 검토하여야 한다.

열차고속주행으로 인한 선로부담력 및 궤도파괴 저감을 위해 차륜과 레일간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적정 레일형상 및 소재에 연구, 적정레일패드 강성, 침목 중량화 방안, 적정도상두께 및 입도분포도 검
토되어야 한다.

      그림2. 레일과 차륜마모 상관관계(TCCI)   그림3. 곡률반경에 따른 레일경도 권고치(INNOTRACK)

그림2.에서는 차륜과 레일간의 마모관계를 TCCI(Tasman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Australia)에서 조사한 결과이며 여기서 레일의 경도가 낮은 레일에서 차륜의 마모가 증가하지만 레일의 
경도가 차륜 경도비보다 높을 경우 차륜의 마모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레일의 적정
경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INNOTRACK Project에서는 그림3. 과 같이 곡선반경
에 따른 레일경도에 대한 권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속선에서 곡선반경 5000m까지 경도 350~370의 
레일을 권장하고 있으며 혼용선에서 곡선반경 3000m까지는 경도350레일을 곡선반경 1000m까지는 경
도 370~400의 레일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경도 증가에 따라 연마 및 갱환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이 현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유지보수 기준비교, 고속화에 따른 궤도구
조 개량방안별 궤도파괴 영향분석 및 궤도구조 개량 방안별 유지보수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4.2 간선철도 도상시공 방안
간선철도의 고속화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설과 유지관리 위해 건설 및 설계중인 사업에 대하여 자

갈도상과 콘크리트도상을 비교하여 적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화, 쾌적한 
승차감, 소음·진도의 감소, 친환경성 등의 요구 증가로 콘크리트궤도를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민간

1) 유럽 시설관리, 궤도재료 공급업체와 연구기관이 사회간접자본의 생애주기비용 절감(30%) 목표의 연구 사업(20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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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투자하는 민자사업의 경우 유지보수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자갈궤도 보다는 콘크리트궤도를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갈궤도가 유지보수를 전제로 하는 궤도구조로 보수작업에 따른 장비작업
의 소음 및 비산먼지로 지속적인 환경문제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열차주행에 따른 자갈마모 및 토사의 
유입으로 지속적인 교환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개량으로 매년 폐선의 폐자갈이 발생되거나 막대한 처리비용(4,060톤, 1,681억원)이 소요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간선철도에서 토공 및 교량구간 콘크리트궤도 실적이 없어 콘크리트궤도가 운영중인 「일본의 실제 
경험치」에 따른 평가표를 “수원~인천(오이도~송도) 궤도공사” 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콘크리트도
상은 자갈궤도 대비 투자비 회수년도는 그림4.와 같이 8.2년으로 분석되어, 간선철도에서 콘크리트도상 
적용 시 건설 초기투자비용이 증가되지만 LCC(Life Cycle Cost), 친환경성 및 여객의 승차감 향상측면
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도상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단계별 시공구간, 장래 연결계
획인 정거장, 측선 및 임시선은 매몰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적용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일본자료(1990) 경부2단계(‘06) 고속도심구간(‘09) 일반철도(‘09)

9년 10년 6년 8.2

그림4. 자갈궤도 및 콘크리트궤도 LCC 검토

5. 결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도로포화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 심각한 교통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철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신선건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기존선의 고속화에 많은 투자를 하여 큰 성과
를 얻고 있다. 간선철도의 고속화는 연구범위가 아주 넓어 철도운영, 차량분야,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
조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일본의 경우 기존선의 속도향
상을 위해 이미 1960년부터 “열차속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열차의 속도향상에 전념하여 큰 성과를 
달성한 것은 국내 철도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에서는 고속화에 필요한 많은 연구항목 중에서 궤도분야에서 간선철도 고속운영을 위한 기반확보
를 위해서는 고속화 추진단계에서 유지보수 저감을 위한 자갈도상 궤도구조 개량방안 정립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속화에 따른 자갈도상 궤도의 개량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
와 고속화에 따른 적정 레일형상 및 소재, 레일패드의 적정 강성, 침목 중량화 방안 및 적정 도상두께/
입도분포 등의 개량방안을 수립되어져야 하며, 아울러 유지보수비용 저감을 위한 유지관리 기준과 자갈
도상 및 콘크리트 도상적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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