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과장

E-mail : cocoma0109@naver.com

TEL : (042)607-4805   FAX : (042)607-3939

* 비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부장

** 비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차장

***  비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과장

일반철도 유지보수 합리화를 위한 궤도틀림 기준 연구방향

A Study of Track Irregularity Standard for Rational Track 

Maintenance

김수정† 이병혁* 이두재** 엄종우***

Soo-Jeong KIM Byeong-Hyeok Lee Du-Jas Lee Jong-Woo Eom

ABSTRACT

Currently the train operating environment to affect track irregularity is changed rapidly  

such as speed-up, linear improvement and rolling stack upgrade. The recent track 

maintenance criteria of track irregularity was quoted from past Japan's, and the needs 

of revision of criteria are increased because of the rapid change in train operating 

environment. In case of enhance the track irregularity criteria, it secure driving safety 

and riding comfort but maintenance cost are increase. And also decrease ballast 

durability by frequent corrective work. In case of mitigate the criteria, it decrease 

driving safety and riding comfort, but save the maintenance cost. The study for 

enacting rational criteria did not carry out so far. In this study, survey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ck irregularity and case study for track irregularity inspection 

results and maintenance history for guideline of enacting irregularity criteria study. 

1.   서  론

  궤도틀림은 철도차량의 곡선반경, 완화곡선, 종곡선 등의 선로선형 보다 주행안 성과 승

차감에 미치는 향이 크며, 철도차량의 주행안 성과 승차감 확보를 해서는 차량의 종

류, 선로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궤도틀림 리기 을 합리 으로 설정하여야한다. 일반 으

로 노반 침하, 도상자갈 마모, 궤도 변형 등은 부분 궤도틀림 상으로 나타나므로 주기

인 궤도틀림 검측을 통하여 궤도틀림이 허용기 을 과하는 치를 악하고, 허용기  

과시 차량 운행의 주행안 성과 승차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궤도틀림을 정정하고 장기

으로 궤도틀림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정한 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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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안 성  승차감 확보를 하여 궤도틀림 허용기 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여 

리하게 되면, 궤도틀림 정정작업의 주기가 단축되어 궤도정정작업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자갈도상의 경우 불필요한 정정작업(MTT)은 도상자갈의 마모/ 쇄를 유발하여 도상자갈

의 사용 수명이 감소된다. 반면, 궤도틀림 허용기 을 완화할수록 궤도 정정작업은 감소하

게 되지만 주행안 성  승차감이 차로 감소하게 되므로 주행안 성  승차감이 확보

되는 범  내에서 유지보수 장의 작업여건, 궤도틀림 정정작업의 정확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정 궤도틀림 허용기 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궤도틀림을 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당시 설정된 고속철도 궤도틀림 기 은 개통 이후의 궤도틀림 

분포특성 분석과 KTX의 주행안 성  승차감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통하여 

합리 인 개정방안을 도출하 으며, 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개정 인 선로유지 리지

침에 련 내용이 반 되었고 제시된 기 에 따라 재 경부고속철도 궤도정정작업을 수행

에 있다.  

  고속철도 궤도틀림 기  재정립 이후 일반철도 궤도틀림 기  합리화에 한 연구의 필

요성이 두되어, 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에서 련 

과업을 수행 에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일반철도 궤도틀림 기  개정의 방향  방법론

에 하여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일반철도 궤도틀림 기  분석

 

 행 일반철도 궤도틀림 허용기 [1]은 과거 일본 기 을 용하여 설정되었으나, 일반철

도 궤도틀림 허용기 에 한 체계  검토가 수행되지 않아서 차량의 성능개선, 운행속도 

향상  선형개선 등 변화된 철도 운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를 들면, 고

틀림의 경우 탈선과의 상 성이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안 성과 한 계가 있는 

방향틀림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되어 다소 엄격하게 리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궤도정정 작업량이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한, 뒤틀림

의 경우, 주행안 과 련된 요 항목이지만 [선로정비지침][1]상에 련 기 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지침으로 궤도검측차 검측결과의 보수기 을 마련하

여 뒤틀림 등을 장에서 리하고 있지만, 각 궤도틀림 항목별 기 값들에 한 정성에 

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일반철도 궤도틀림 기 을 조사하고, 각국의 기 을 비교하 다. 

랑스  EN 규정에서는 차량의 운행속도 역별로 궤도틀림 기 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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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국내의 기 에 비하여 리단계가 세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1에 국

내 기 , 랑스, 일본, EN규정의 일반철도 궤도틀림 기   고 틀림에 한 값을 정리

하 다. 

  국내외 일반철도 고 틀림 기 을 살펴보면, 국내의 고 틀림 기 이 다소 엄격하게 설

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내 고속철도의 고 틀림 기 을 10mm 개정 에 있다는 

을 감안하면 국내의 일반철도 고 틀림 기 을 일부 완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상된다. 궤도틀림의 기 이 차량의 주행안 성과 궤도유지보수 업무에서 매우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단순히 외국 기 을 도입하는 방법 보다 일반철도 차량의 

주행안 성  궤도유지보수 특성 등을 면 히 검토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는 궤도틀림 기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표 1 일반철도 고 틀림 기  비교 [1,2,3]                                   단  : mm

 리 단 계 Korail 일본 재래선 
랑스

130〈V≤220km/h

EN 규정

160<V≤230km/h 

공기

(CV) 
      4 

목표기

(TV) 
Niv≤4 Niv≤4 Lev ≤ 3 5 

주의기

(WV) 
-   7 ≤ Lev 〈 12 

D1 > 7～12

D2 >14～20 

보수기

(AV) 
Niv≤7 Niv≤13(7) Lev ≥ 12 

D1 > 9～14

D2 > 1～23 

속도제한기

(SV) 
- Niv≤23(15) 22 ≤ Lev 〈 24 

D1 > 20

D2 > 33 

※ ① 호()의 값은 정 값을 의미함

   ② D1 :  장 역(λ), 3 〈 λ ≤ 25m

      D2 :  장 역(λ), 25〈 λ ≤ 70m

3.  궤도틀림 분포특성  유지 리특성 고려

  궤도틀림 기 설정을 해서는 각 노선에서 궤도틀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가와 어떤 장 역의 궤도틀림이 주로 발행하는지 여부 등 궤도틀림 발생 특성을 악하

는 것이 요하다. 고속철도 궤도틀림 기  재정립과 련한 연구에서는 개통 이후 약 5년

간의 경부고속선에서 궤도틀림의 크기별, 장 역별 분포특성을 조사하 으며, 이는 궤도

틀림 허용기  설정에서 요한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즉, 궤도틀림의 분포특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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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로부터 궤도틀림 항목별 기 변경에 따른 궤도정정작업량의 변화량을 상할 수 

있으며, 기  변경에 따른 궤도작업량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가능한한 궤도틀림 기 을 엄

격하게 설정하여 보다 우수한 승차감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이와 같이 궤도틀

림 분포특성  궤도유지 리 특성 분석결과는 궤도틀림 기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한 

향인자  하나이다.

  한, 이러한 궤도틀림의 값은 검측차로부터 검측되며, 따라서 검측결과 분석을 해서는 

검측차의 검측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를 들면, 정시법(Versine) 검측원리를 사용하는 

검측차의 경우, 특정 장 역은 실제 값보다 크게 검측하고, 다른 장 역에서는 실제 값

보다 작게 검측하는 등 달함수(Transfer function)에 따라 실제값과 다소 다른 검측값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검측결과분석에서는 이러한 달함수 특성을 이해하고, 결과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요하다. 즉, 그림 1에 나타낸 궤도틀림 검측결과에서 10m 장 역의 빈

도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EM120 검측차의 10m 장 역 달함수가 크다는 이 빈

도분포 결과에 반 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1 궤도틀림 장별 분포특성

3.  수치해석을 통한 궤도틀림이 차량주행거동에 미치는 향 분석

  궤도틀림 기 설정을 해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차량의 주행거동의 특성을 검토하

여야 하며, 이러한 향 검토는 장계측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장 역별 크기별 향을 검토하기 하여 장에서 이

러한 궤도틀림 발생개소를 찾아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하나, 장에서는 여러 궤도틀림이 

복합 으로 발생하며 매개변수 해석을 한 궤도틀림 형상을 얻기가 실 으로 곤란하므

로 장 역별 크기별 궤도틀림의 향분석을 수치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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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치해석상의 여러 가정 사항과 비선형성, 모델링 오차 등

으로 인한 수치해석 로그램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해석결과에 한 분석은 수치해석의 

한계를 고려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철도 노선의 경우, 여러 차량이 동시에 운행되는 노선이므로 해당 노선에 운행되는 

다양한 차량에 하여 수치해석  향 검토가 필요하며 , 재 진행 인 연구용역에서는 

새마을, 무궁화, EMU, 화물차 등 차량별 운행속도를 고려한 주행해석을 실시할 정이다. 

이러한 수치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궤도틀림 허용기 의 재정립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할 

정이다. 궤도틀림 향분석을 한 수치해석은 2010년 종료된 고속검측차 특성을 고려한 

궤도 검측결과 분석연구[3]에서 고속선 궤도틀림기  재정립을 해 사용한 철도차량 동특

성 해석 상용 로그램인 VAMPIRE 로그램을 이용할 정이다. 궤도틀림의 모델링은 그

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인 형태의 궤도틀림을 갖는 것으로 하여, 궤도틀림의 진폭  

장의 크기를 매개변수로 하여 다양한 장과 크기별로 궤도틀림에 한 수치해석을 진행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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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궤도틀림의 모델링 방법 (b) 반주기 궤도틀림 형상

그림 2 궤도틀림 모델링 형상( ) [3]

4.   차량진동가속도 계측  궤도틀림과 차량진동의 상 성 분석

 궤도틀림은 차량의 주행안 성과 승차감 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므로 궤도틀림 

검측결과를 분석하여 주행속도별, 차량별, 노선별로 승차감과 주행안 성 상 계를 분석

하여야한다. 차량의 승차감과 주행안 성 평가를 해 차량진동가속도를 새마을, 무궁화, 

EMU, 화물차 등 다양한 차량과 경부선, 호남선, 앙선, 장항선 등 9개 노선에서 차상계측

을 실시할 정이다. 측정된 차량진동가속도는 UIC518[4] 기 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표 

3과 같이 신호처리를 수행하여 차횡가속도, 차체수직가속도  차체횡가속도 계측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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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승차감  주행안 성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를 들면, 일반 으로 고 틀림은 차체 수직가속도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그림 3과 

같이 고 틀림과 차체수직가속도와 상 계를 조사하고, 차량의 속도와 궤도틀림에 따른 

승차감의 변화를 조사할 정이다.

차단주 수 필터

차 횡가속도 10Hz LowPass Filter, -3dB, gradient≥24 dB/octave

차체 수직가속도 0.4-10Hz BandPass Filter, -3dB, gradient≥24 dB/octave

차체 횡가속도 0.4-10Hz BandPass Filter, -3dB, gradient≥24 dB/octave

표 3 신호처리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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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궤도틀림과 차량진동가속도 상 계 분석( ) [3]

5.   연구 기 효과  결론

  고속철도 궤도틀림 기 에 한 재정립 연구를 통하여 고속철도에 한 궤도틀림 기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속철도 궤도 유지보수의 합리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재 진행 에 있는 일반철도 궤도틀림 기  재정립에 한 연구를 통하여 일반철도 유

지보수에 한 합리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본 논문에서는 궤도틀

림 기 개정의 방향성  방법론에 하여 기존 KTX 사례와 일반철도의 과업수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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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기술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철도차량 성능개선, 선형개량, 주행속도향상 등 변화된 철도환경에 

합한 일반철도 궤도틀림 기 을 제시하여 승차감  주행안 성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궤

도정정작업을 지양하여 자갈도상 공용수명을 시키고 궤도정정작업 감을 통하여 확보된 

자원/인력을 계획유지보수 등에 합리 으로 배분․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리  개선방안을 

제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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