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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opening of 1st phase and 2nd phase in Gyeongbu High Speed Line, KTX(The Korea Train Express) 

and Sancheon(2nd generation of High Speed Train) are operating commercially on entire line.  Gyeongbu 

High Speed Line can be separated as several sections.  In this entire line, a few types of train has operating 

by it's own pattern. However, commercial speed of the line compared with the maximum speed of Train is 

rather slow. Through this study, I found the reason of the slow speed on the Catenary system and suggested 

a solution.

1. 서론

철도에서 표정속도란 시발역부터 종착역까지 열차의 평균속도에 정차역에서의 정차시분을 포함시킨 

속도이다. 이것은 열차의 실제 상업속도 즉, 열차가 운행되는 구간에서 사용되는 시각표상의 Schedule 

Speed가 된다. 이것은 열차의 최대속도와 운행구간의 평균속도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 그러므로 표정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고속열차의 개발과 그 고속열차가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

선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철도에서의 표정속도 향상은 운행시간의 단축으로 수송 효율을 높여 교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

게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선진 철도국들은 표정속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현재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1단계, 2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서울~부산 전체노선에 KTX와 산천열차가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열차의 최고속도에 비하여 전구간의 표정속도(상업운행 속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경부고속철도 노선은 고속 전용선 이외에 기존의 경부선 노선을 이용한 운행을 병행하므

로 평균속도를 향상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선의 운행 Data를 조사한 결과 전차선로설

비 설계속도는 150km/h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운행속도는 110km/h ~ 130km/h에 불과하다.

본 논문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운행 Data를 조사 분석하여 3가지의 운행패턴으로 나누어 기존선 

구간에서의 전차선로설비 시스템을 고속화 시스템으로 개량했을 때 열차의 운행시간 단축을 검토하여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표정속도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를 제시하였다.

2. 국내외 표정속도 현황

국내외 운행되고 있는 고속철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최고속도 및 표정속도에 대하여 표1, 그림1

과 같이 비교하였다. 표1에서 보듯이 한국의 고속철도의 표정속도 비를 보면 50%대이고 외국은 60%이

상으로 외국에 비하여 최고속도에 대하여 표정속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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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표정속도 현황

구분 국명 노 선 명 거리[km]
최고속도 
[km/h]

표정속도 
[km/h]

표정속도 
비 [%]

국내 한국
KTX경부선(밀양, 구포 경유) 408.5 300 154.4 51.5

KTX경부선(신경주, 울산 경유) 423.8 300 164.0 54.7

국외

일본
산요본선(산요신칸센) 644.0 300 240.0 80.0

동북본선(동북신칸센) 713.7 275 210.0 76.4

프랑스 TGV-M선(지중해선) 289.6 320 263.2 82.3

독일 ICE-3(프랑크프르트~쾰른) 177.0 300 233.5 77.8

스페인 AVE(마드리드~세비야) 471.0 300 202.0 67.3

             

  

     그림 1. 국내외 최고속도와 표정속도 비교

3. 경부고속철도 분석자료

3.1 기존선 구간 분석자료

경부고속철도 노선에서 고속 전용선을 제외한 기존선 운행구간의 위치, 거리, 운행속도 및 소요시간을 

표2와 같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선 운행거리의 총 합계는 77.4km이고 운행시간은 35분 이었다.

표 2. 기존선 구간 분석자료

구  간
기  존  선

합 계
광명역 진출입 대전역 진출입 동대구역 진출입 부산역 진출입

거  리[km] 19.2 28.7 28.2 1.3 77.4

운행최고속도 
[km/h]

135 135 130 110

운행시간[분] 8.5 12.8 13.0 0.7 35.0

3.2 경부고속철도 운행패턴별 분석자료

경부고속철도 1단계, 2단계 구간을 운행하는 KTX와 산천 열차가 여러가지 유형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3가지 유형의 운행패턴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 3가지의 운행패턴에 대하여 표정속도 향상 방

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패턴① : 서울~부산간 무정차 운행

패턴② : 서울~광명~천안~대전~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 경유하는 운행

패턴③ : 서울~대전~동대구~부산 경유하는 운행

4. 기존선 개량 시 표정속도 향상 비교 분석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포함된 기존선 전차선로를 고속화하기 위하여, 개량하는 전차선로의 운행속도를 

150kmh, 180km/h, 200km/h, 250km/h 및 300km/h의 5가지로 설정하고 열차의 3가지 운행패턴에 따

른 현재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운행시간 대비 단축시간을 검토하여 표정속도 비(rate)가 얼마나 향상되

2307



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3, 그림2와 같다.

표 3. 운행패턴에 따른 표정속도 향상 분석

운행패턴 ① 운행패턴 ② 운행패턴 ③

운행
속도

단축
시간
[분]

운행
시간
[분]

표정
속도

[km/h]

표정
속도 비

[%]

단축
시간
[분]

운행
시간
[분]

표정
속도

[km/h]

표정
속도 비

[%]

단축
시간
[분]

운행
시간
[분]

표정
속도

[km/h]

표정
속도 비

[%]

현재 
운행
자료

- 128 195.5  65.2  - 159 157.4 52.5 - 138 181.3 60.4 

150
km/h

4 124 201.8  67.3  3.7 155.3 161.1  53.7  3.7 134.3 186.3  62.1  

180
km/h

9.2 118.8 210.7 70.2 8.6 150.4 166.4  55.5  8.6 129.4 193.4  64.5  

200
km/h

11.7 116.3 215.2 71.7 10.8 148.2 168.9  56.3  10.8 127.2 196.7  65.6  

250
km/h

16.4 111.6 224.2 74.7 15.2 143.8 174.0  58.0  15.2 122.8 203.8  67.9  

300
km/h

19.6 108.4 230.9 77.0 18.1 140.9 177.6  59.2  18.1 119.9 208.7  69.6  

그림 2. 전차선로의 개량과 열차의 운행패턴에 따른 표정속도 비

5. 전차선로설비 변경 비교표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포함된 기존선의 전차선로의 운행속도를 5가지로 설정하여, 속도대별 전차선로

설비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200km/h 개량 까지는 기존설비에서의 변경사항은 적

고, 250km/h 이상 개량의 경우는 기존설비의 대부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적합한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포함된 기존선 전차선로의 개량범위는 200km/h이다.

표 4. 전차선로설비 변경표

구  분
기존선

[150km/h]
180km/h 200km/h 250km/h 300km/h

전차선 Cu 110㎟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Cu 150㎟)

조가선 Bz 65㎟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장력

전차선 1,200[kgf]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1,400[kgf])
변경

(2,000[kgf])

조가선 1,200[kgf]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1,400[kgf])
변경

(1,400[kgf])

전차선 높이 5,200㎜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5,000㎜)
변경

(5,080㎜)

전차선 가고 960㎜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1,200㎜)
변경

(1,400㎜)

사전이도 -
변경

(1/1,000)
변경

(1/1,000)
변경

(1/2,000)
변경

(1/2,000)

드로퍼간격 2.5m/5m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3m-4.5m/5m)
변경

(4.5m/6.75m)

장력조정장치 일괄 활차식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개별도르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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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현재 운행 중인 경부고속철도를 기본 자료로 하여 기존선의 전차선로 시스템을 개량 시 표정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대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300[km/h]로 개량 시 최대 11.8%의 

표정속도 비(rate)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정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기존선의 전차선로 시스템을 개량하고자 할 때는 앞에서 언급한 “전차선로

설비 변경표”에 나타나듯이 200km/h까지는 전차선로설비의 변경사항이 많지 않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으나, 250km/h 이상은 전차선로설비의 대부분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여야 함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각 속도별에 적합한 설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정 속도 이상에서는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

되므로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 활용성 등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효용성이 최대가 되도록 최

적의 시스템으로 개량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고속철도망 확충, 기존선 고속화 및 일반철도 신선 건설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

으며,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기존선 전차선로 개량은 현재 대전 도심구간 및 대구 도심구간에서 고속화

가 2014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표정속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의 속도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기존선의 표정속도 향상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정

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현재 일본 및 프랑스 등 해외 각국에서도 기존선의 속도향상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속도 증속을 위하여 설계표준화 및 고속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

다. 

그러므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선의 인프라를 개량하여 표정속도를 

향상함으로서 기존선에서의 속도 제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고속철도를 증설할 경우 고속열차가 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속 선

로는 고속전용 신선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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