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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mestic railway has high speed trains as good as those of countries outside Korea, but the schedule 

speed in the domestic railway, which is calculated by dividing distance to destination by time, is lower than 

that of overseas train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e necessity for the improvement of schedule speed in the Kyeongbu High 

speed railwa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nalyzing foreign cas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schedule speed in 

order to satisfy the increasing traffic demand. The schedule speed against the high speed of railway advanced 

countries is over 65%, while it is about 50% in the domestic railway.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are possibilities and plans about the improvement of schedule 

speed for using TPS analysis in the Kyeongbu High speed railway.

1. 서론

국내의 산업기술 발전과 업무의 고도화에 따른 전국적인 1일 생활권 및 1일 업무처리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철도 고속화가 필요하며, 세계적으로도 고속화는 필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국내

에서 운영하고 있는 KTX의 속도향상 및 400km/h급의 고속열차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와 함께 

차량의 속도향상을 통한 표정속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은 400km/h급 동력분산형 고속철도 시스템기술개발 및 핵심기술개발로 

최고속도 400km/h 이상의 열차개발이 목표이며, 철도는 시스템으로 구성되므로 열차의 속도 향상과 함

께 신호, 전차선, 궤도 토목 분야 등 인프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철도선진국인 일본의 사례에서도 지

속적인 열차의 속도 향상과 더불어 인프라분야의 개량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속철도 인프라기술은 신호제어, 궤도/토목, 전차선, 환경 등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각 분야별로 진행되는 기술개발이 일관된 목표로 지향할 수 있도록 세부개발과제를 유기적으로 통

합하여야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고, 국내 고속열차 운행구간의 열차의 표정

속도 향상을 위해 신호, 전차선(절연구간), 구배, 곡선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인프라 개선 방안의 수

립이 필요하다.

열차의 고밀도‧고속화는 철도의 탄생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

규 고속선 건설과 기존선의 열차의 운행 속도 향상을 통한 수송효율의 증가도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되

므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신호체계의 개발, 재정립, 최적화, 신호장치의 표준화 및 현대화(전자화) 그

리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은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개발의 주요 이슈되어 왔다.

2. 본론

2.1 표정속도 영향인자 도출

본 연구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표정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고 그 인자들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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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기준 내의 항목 및 선형, 노반구조물, 궤도, 차량 등의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고 차세대고속열차(최고운행속도 400km/h이상) 노반 구축시 표정속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인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자료와 TPS 선형데이터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각 관련 업체를 통

해 입수하여 역사진출입, 궤도, 차량분야를 대상으로 표정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하여 각 항

목의 중요도와 영향도, 개선가능성을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2 경부고속철도 표정속도 향상 가능성 검토

2.2.1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주요 설계기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설계기준 및 노반, 궤도에 대한 유사점과 개선사항 비교하였다.

구    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설계속도 350 km/h 350 km/h

선로중심간격 5.0 m 4.8 m

최소곡선반경 7,000 m 5,000 m

최급기울기 25‰ (30‰) 25‰ (30‰)

설계표준하중 표준열차하중 여객전용 표준열차하중

터널단면크기 107.9㎡ 96.7㎡

신      호 ATC ATC

급전방식 AT급전방식 AT급전방식

궤 도
자갈 궤도부설 원칙

(장대터널구간 콘크리트궤도)

콘크리트 궤도부설 원칙

(측선구간 자갈궤도)

차량
동력방식 집중식 집중식, 분산식

열차편성 P+CT+16T+CT+P P+CT+6T+CT+P 중련편성

도표 1. 설계지침 비교

2.2.2 경부고속철도 표정속도 분석

서울에서 부산간 경부고속철도 운행방식은 역정차 개소 및 역사에 따라 달라지며 그 중에서 표정속도

가 가장 우수한 서울↔부산간 무정차 운행(CASE-1)과 가장 많은 운행빈도를 보이는 서울↔대전↔동

대구↔부산(CASE-2), 표정속도가 가장 불리한 서울↔광명↔천안∙ 아산↔대전↔동대구↔신경주↔울산

↔부산 운행노선(CASE-3) 3가지 경우에 대해서 TPS 분석을 통하여 표정속도 영향인자를 파악했다.

2.2.2.1 경부고속철도 정차역별 운행형식 분석

(1) 서울∼부산간 총 영업연장

  - 1단계 개통(서울-동대구) : L=233.3km, 2단계 개통(동대구-부산) : L=417.5km

(2) 운행최고속도 : 3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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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ASE-3 CASE-2 CASE-1

최다 정차 노선
3개 역사

정차노선 

서울∼부산간

무정차 노선

영업거리(km) 417 417 417

정차역사

(하행기준)

광명, 천안·아산, 대전, 

동대구, 신경주, 울산, 

부산

대전, 동대구, 부산 부산

운행시간(h)
2시간39분

(7개 역사 정차기준)
2시간18분 2시간8분

최고운행속도

(km/h)
300 300 300

표정속도(km/h) 157.5 181.5 195.7

표정속도비(%) 53.3 60.5 65.2

도표 2. 경부고속철도 정차역별 운행형식 분석 

※경부선(KTX) 운행구간별 표정속도 분석_하행기준(KORAIL 열차운행 기준)

2.2.2.2 TPS 분석을 통한 표정속도 향상 가능성 검토

(1) TPS 분석 가정

열차운행에 관계되는 열차 가감속도, 최고속도 등 KTX-Ⅰ고속열차(330km/h)의 성능 및 특성 등의 자

료 설정했다.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선로의 구배, 곡선, 정거장간 거리 등을 기본으로 하여 선로의 곡선반

경에 대한 속도제한 조건 설정(철도건설규칙 적용)했다.

열차 견인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운전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게 하는 ALL OUT 운전조건으로 수행

했다. 운전속도, 운전시분, 표정속도 등 시뮬레이션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운전선도 작성했다.

(2) 열차운행조건

열차편성은 KTX-Ⅰ편성량수는 20량 고정편성으로 시뮬레이션 한다(2P2M16T : P1+M1+T1+…

+T16+M2+P2). 가속도와 운전시간의 관계는 가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시간이 단축되고 감

속도는 가속도와 함께 승차감 및 운전시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KTX-Ⅰ은 가속도

(0.47km/h/s), 감속도(-1.04km/h/s)이다. 경부고속철도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정거장은 90초 정

차를 기본으로 한다. 속도제한은 열차운영세칙 상의 평면선형 및 종단기울기에 따른 제한 값 적용

하였다.

(3) 차량조건(KTX 제원표)

구분 내  용

최고 설계속도 330km/h

운행 최고속도 300km/h

최  견인력 382kN

주행 항 4580.00+61.5V+0.856V2[N]

열차편성 20량 편성 (P1+M1+T1+…+T16+M2+P2)

열차길이 388.104m(20량 편성기 )

동력축수 / 부수축수 12 / 34

편성 량 771.2ton 이하

축 17ton

도표 3. KTX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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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부고속철도 TPS 결과 분석

구          분 표정속도(km/h) 표정속도비(%) 비  고

경    부

고속철도

1 단 계

서울∼ 명 111.55

208.7

37.18

69.57 286.8km
명∼천안아산 261.88 87.29

천안아산∼ 224.12 74.71

∼동 구 249.62 83.21

경    부

고속철도

2 단 계

동 구∼신경주 230.19

187.3

76.73

62.43 130.7km신경주∼울산 220.86 73.62

울산∼부산 207.48 69.16

도표 4. 표정속도 및 표정속도비 비교

구          분 300km/h 운행구간 비  고

경    부

고속철도

1 단 계

서울∼ 명 0

71.60% 286.8km
명∼천안아산 22.06%

천안아산∼ 16.05%

∼동 구 33.49%

경    부

고속철도

2 단 계

동 구∼신경주 26.01%

65.69% 130.7km신경주∼울산 14.69%

울산∼부산 24.99%

도표 5. 300km/h 운행구간 비교

1796



∙ Study Case를 통한 표정속도 영향 분석

구          분 표정속도(km/h) 표정속도비(%) 비    고

서울∼부산( 용선_가정) 287.47 95.82 업거리 : 417.5km

서울∼부산( 운행선) 239.59 79.86 업거리 : 417.5km

3개 역사 정차 228.96 76.32 업거리 : 417.5km

양∼구포 경유 158.68 52.89 업거리 : 409.8km

신경주∼울산 경유 203.97 67.99 업거리 : 417.5km

도표 6. 표정속도 및 표정속도비 비교

구          분 300km/h 운행구간 비    고

서울∼부산( 용선) 97.44% 업거리 : 417.5km

서울∼부산( 운행선) 77.46% 업거리 : 417.5km

3개 역사 정차 77.46% 업거리 : 417.5km

양∼구포 경유 45.41% 업거리 : 409.8km

신경주∼울산 경유 69.75% 업거리 : 417.5km

도표 7. 300km/h 운행구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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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경부고속철도(KTX) 서울∼부산간 무정차 TPS 세부분석

 ∙ TPS 조건 : 가속도(0.47km/h/s), 감속도(-1.04km/h/s), 설계속도(330km/h), 

운행속도(300km/h), 운전방식(all-out), 편성(2P2M16T), 서울∼부산간 무정차

구          분
표정속도

(km/h)

표정속도비

(%)
운행시간

300km/h 

운행구간

 ①  운행 239.59 79.86 1시간 44분 77.44%

 ② / 구구간 선형개량(200km/h) 251.48 83.83 1시간 39분 77.88%

 ③ / 구구간 우회 고속신선 260.55 86.85 1시간 36분 90.07%

 ④ 고속 용선 287.47 95.82 1시간 27분 97.44%

증

감

② - ① 5.0% 향상 5분 단축 0.6% 향상

③ - ① 8.7% 향상 8분 단축 16.3% 향상

④ - ① 20.0% 향상 17분 단축 25.8% 향상

도표 8. 경부고속철도(KTX) 서울∼부산간 무정차 TPS 세부분석표

그림 1. 서울∼부산간 무정차 TPS 세부분석(표정속도 및 표정속도비)

그림 2. 서울∼부산간 무정차 TPS 세부분석(운행시간 및 300km/h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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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 향 인 자 비  고

선형

측면

① 평면곡선반경

  ∙경부고속철도 설계기준 : 최소곡선반경 R=7,000m

  ∙기존선 통과구간 최소곡선반경 R=400m

설계기준

측면에서

분석 필요

② 종단기울기

  ∙급기울기(20‰) 연장이 길수록 불리

③ 캔트 및 완화곡선

  ∙최대설정캔트(콘크리트도상 : 180mm, 자갈도상 : 

160mm)

    →ENV 13803-1:2002(유럽) : 250≤V≤300, 최대 

200mm

  ∙완화곡선장의 증·감

④ 선로 중심간격

  ∙본선(5.0m), 정거장(4.8m)

인프라

측면

① 구조물 강성차이에 따른 부등침하

  ∙노반강성 차이발생 개소의 많고 적음(지리적 특성)

시뮬레이션 및 

지속적인 

실측으로 정확한 

데이터 산출 필요

② 터널내공

  ∙공기저항 및 미기압파에 따른 소음저감 목적으로 속도 저하

③ 정거장 형식

  ∙정차역 : 승강장과 부본선과의 배선형식

  ∙통과역 : 열차풍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풍벽

④ 승강장 형식

  ∙고상홈과 저상홈의 승하차 시간

⑤ 궤도(도상)형식

  ∙자갈도상과 콘크리트도상의 곡선부 횡방향 저항력 차이

⑥ 고속분기기

  ∙위치 및 개소

⑦ 시스템(전기, 전차선, 신호·통신) 구성

⑧ 기존선 운행(구조물 안전성)

⑨ 역간거리

열차운영

측면

(차량포함)

① 차량 형상 및 제원

  ∙공기저항 최소화 가능한 차량의 선두부 형상

  ∙열차의 운행가능 최고속도 및 차량의 가·감속 성능

철도공사의 

운영자료 분석 

필요

② 신호 및 전기적 시스템에 의한 열차운영

  ∙고속분기기(노스가동) 전기·신호적 제어에 따른 문제

③ 선로용량(이익창출)

  ∙선로용량 이상의 열차편성수 증대에 따른 표정속도 저하

④ 기존선 통과구간의 타 선구 열차와의 안전성 확보

도표 9. TPS 분석에 따른 표정속도 영향인자

 서울∼부산 무정차통과 조건의 분석결과 대전/대구구간의 속도제한 200km/h로 설정시 300km/h 운

행구간은 0.6%향상으로 미미하나, 운행시간 및 표정속도비는 현운행선 대비 각각 5분단축, 5%향상으

로 분석된다.

2.3 경부고속철도 TPS 분석에 따른 표정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조사

경부고속철도가 표정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TPS를 분석을 하였고,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표정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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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향 인 자 비  고

설계기

측면

① 캔트

  ∙캔트부족량 : 최고속도 65mm, 부득이한 경우 85mm이하

  ∙최 설정캔트(콘크리트도상 : 180mm, 자갈도상 : 160mm)

   → ENV 13803-1:2002(유럽) : 250≤V≤300, 최  200mm

  ∙유럽 TSI에서 제안된 한계치를 기 로한 부족캔트 값

여객

열차

일 반 선 고 속 선

고 속 열 차 고 속 열 차

속도

범
V≤160

160<V

≤200

200<V

≤230

230<V

≤250
V=250

250<V

≤300

추천

제한
160 140 120 100 100 80

최

제한
180 160 160 150 150 130

외

제한
180 165 165 50 150 130

가)

  ∙곡선구간에서 용가능 최 캔트  횡방향 가속도 기 치

를 상향조정하여 운행가능한 최 속도 산출 필요

설계기

측면에서

분석 필요

※ 가)콘크리트 

슬래  궤도의 

경우 150mm

궤도구조

측면

① 도상형식 변경(자갈도상 → 콘크리트도상)

  ∙자갈도상 곡선별 도상 횡 항력 조사

시뮬 이션  

지속 인 

실측으로 

정확한 데이터 

산출 필요

② 선로 환기의 성능개선  고번화

  ∙본선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탄성 선로 환기 첨단  

크로싱부 통과시 불연속부 존재로 본선 통과속도 해

③ PC 침목화

  ∙기존선 통과구간의 목침목 사용 여부

  ∙침목의 종류와 최소 량(콘크리트 240kg)

운 규정 

 

유지보수

측면

① 자갈도상 정거장 통과

  ∙ 재 운 계규정상 정거장 통과시 자갈도상의 비산, 풍

압 등에 의한 승강장내 승객안 을 고려, 140km/h 이내로 

제한

철도공사의 

운 자료 분석 

필요

② UIC 518 궤도 선형 한계치(보수작업 한계치)

  - 우리나라 고속선(면맞춤 9mm/10m이하, 맞춤 6mm/3m

이하)

속도범
최  보수한도

면마춤(mm)

최  보수한도

마춤(mm)

0 < V ≤ 80km/h

80 < V ≤ 120km/h

120 < V ≤ 160km/h

160 < V ≤ 200km/h

200 < V ≤ 300km/h

16.0

12.0

10.0

9.0

8.0

14.0

10.0

8.0

7.0

6.0

  ∙UIC Code 518과 Infrastructure TSI는 궤도의 종단  횡

단, 궤도의 비틀림과 궤간변화, 틀림량  경합 등 모두에 

하여 최고속도에 따른 품질 확보의 한계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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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표정속도 향상을 위한 역사진출입 및 궤도, 차량분야에 있어서의 주요 표정속도 향상인자는 각 분야

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데 역사진출입 분야는 역간거리와 정거장 배선형식, 승강장형식, 터널단면적 

등의 인자들이 있으며 궤도는 설계기준측면 인자들(곡선반경, 기울기, 캔트 등)과 도상형식, 분기기 차

량분야는 가속성능, 감속성능, 점착성능, 주행저항(공기저항), 동적윤중(축중, 스프링하 질량) 등 5가지 

정도로 도출할 수 있다. 

표정속도 향상의 목표를 기존선 개량과 신설노선 어느쪽에 중점을 갖는지에 따라 연구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선 개량에 목표를 두고 표정속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상기에 나열한 인자들

을 개선함으로써 표정속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운행시간을 고려할 경우 그다지 영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운행속도에 많은 제한 요인이 되는 분야의 인자들을 개선함으로써 얻는 효과에 비하면 차량분야

의 개선에 따른 표정속도 향상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운행되고 있

는 고속열차의 표정속도비가 대부분 60%에도 못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차량의 성능측면 보다는 선로조

건이나 운영조건 등의 측면에서 표정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나마 높다고 판단된다.

표정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조사하고 일부 검토를 수행하여 본 결과 기존선에서의 표정속도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인자는 역간거리와 고속철도 전용선이 아닌 일반철도와 공용하는 구간에서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인자들은 표정속도에 큰 영향은 없으며 현재 상황에

서 주변 환경여건에 의해 개선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표정속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

한 인자들을 조사․ 분석을 통하여 향후 차세대 고속철도 신설노선 계획에 있어서 참조 자료로서 활용할 

경우 표정속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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