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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일반철도 및 주요 간선철도의 경우 간선철도 고

속화 계획에 따라 설계 시 고려했던 속도 이상의 주행

속도로 시설물 개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열차형식이 

주행하거나 열차증속을 위해 선형을 개량하는 노선도 

있다. 그러나 철도운영효율 및 건설비 최적화를 위해 

대부분의 시설물은 종래에 사용하던 형식과 선형조건

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요 간선철도의 고속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따라서 열차속도 증속에 따른 기존 운행선 교

량 및 궤도 측면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 철도교량은 곡선부에 설치된 강합성 

교량으로써 상부 궤도구조형식은 자갈궤도로 적용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선구간 보다 상대적

으로 궤도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인 곡선부 교량상 궤도 

및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및 동적안정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고자, 교량 및 궤도구조 측면에서 주행 가능한 

열차의 속도대역을, 이론 및 해석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향후 운행선 속도 향상 시 고려하여야 할 검토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열차속도 향상 시 교량과 궤도의 구조

적 안전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증속가능 속도대

역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중감소율, 횡압한도, 탈선계수 및 

캔트변화 등을 고려한 열차의 주행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존 연구1,2)를 바탕으로, 궤도와 교량의 안전성을 확

보한 상태에서 증속가능한 속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교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을 해석하였다. 예제 대상교량

으로 SBarch 합성거더교를 사용했고, 상부 궤도구조는 

자갈궤도형식으로 하였다3-6).

2. 궤도측면에서의 증속가능 속도 검토

궤도부담력 및 열차주행안정성 해석을 위한 주요 입

력제원은 Table 1과 같다. 수치해석을 위한 모델링은 

Fig. 1에 표현하였다. 레일과 침목은 3차원 프레임요소

(Frame element)로 구성하고 레일과 침목의 요소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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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target track

Symbol Data

Rail

Type - KR60

Modulus of elasticity E 210,000 N/mm2

Moment of inertia I 30,640,000 mm4

Sectional modulus Z 395,000 mm3

Twist stiffness Ct 17.2 ton·m2/rad

Ballast
Thickness H 300 mm

Vertical stiffness kb 200 kN/mm

Sleeper &
Rail fastening 

system 

Sleeper size L×B 2,400×265 mm

Sleeper distance Ls 625 mm

Contact area
(Sleeper-ballast) Ab 636,000 mm2

Coefficient of friction Ø 0.65

Clamping forces Fo 24 kN

Railpad stiffness kp 400 kN/mm

Layout

Curvature R 650 m

Cant C 160 mm

Cant deficiency C’ 60 mm

(a) Cross section of ballasted track on railway bridge

(b) FE model

Fig. 1. Schematics of track-bridge model.

점을 레일패드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프링요소(Spring 

element)를 이용하여 실제 사용되는 레일패드의 스프링

강성을 부여하고 도상자갈은 침목요소를 구성하는 절

점과 도상깊이 및 도상자갈의 스프링강성을 고려한 스

프링요소를 연결하여 도상자갈을 해석모델에 반영하

였다1). 

도상자갈의 스프링요소를 교량 바닥판 상면의 절점

에 연결하여 궤도하중이 교량 상부구조로 전달될 수 

있도록 궤도구조를 구성하였다. 본 검토에서 수행한 

궤도해석은 강화노반상 궤도구조에 준하는 수치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궤도구조 해석

을 위한 수치모델은 Fig. 1과 같다. 

일반적으로 열차속도가 증가하면 열차하중의 동적

증폭 효과로 인하여 궤도에 작용하는 동적하중(충격하

중 포함)은 증가한다. 따라서 발생된 충격하중에 의해

서 궤도구조의 부담력도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데, 이

와 같이 궤도가 받게 되는 부담력은 궤도구조의 성능

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

서 대상구간의 궤도설계 제원을 바탕으로 열차속도 변

화에 따른 궤도구조의 레일 두부 횡변위량을 검토함으

로써 궤도 부담력 측면에서의 증속가능 속도대역을 평

가하였다1,2).

곡선부에 있어서의 윤중은 열차 하중을 정상분과 변

동분의 합으로서 표현한다. 곡선 통과 시 내외궤의 윤

중 정상분은 차체의 경사를 고려하여 차륜/레일 접촉

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의 합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 때 차체 경사에 의한 중심이동에 의한 중력성분의 

모멘트팔이 변화하게 되는데, 차체 경사량은 초과 원

심력(캔트부족량 )에 비례하기 때문에 차량중심고 

가 유효중심고 
까지 상승한 경우와 등가로 간주

된다. 따라서 곡선부에서 윤중 정상분은 식(1) 및 식(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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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내궤측 윤중 정상분(kN), 는 외궤

측 윤중 정상분(kN), 는 정적 축중(kN), 는 속도

(km/h), 는 중력가속도(m/s2), 은 곡선반경(m), 는 

캔트(m), 는 궤간(m), 
는 차량 유효 중심 높이(m)

이다.

누적된 횡압 측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횡압의 정상

분으로서는 초과 원심력에 의한 횡압과 곡선 전향 횡

압을, 변동분으로서는 좌우동요에 의한 횡압과 차륜충

격 횡압을 고려하여 제안된 추정식은 식(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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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3)의 내궤측 횡압 정상분(곡선 전향 횡압) 는 

내궤측 윤중의 정상분과 내궤측 횡압/윤중비 k의 곱으

로 표시되며 본 연구의 대상 선로의 곡선반경 650 m와 

차량의 곡선 전향성능은 보통으로 감안하여 k=0.27을 

적용하였다. 외궤측 횡압 정상분 는 내궤측 횡압

과 초과 원심력에 의한 횡압의 합으로서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내궤측 횡압은 동적 횡압이 

없다고 고려되고 있으며 따라서 는 와 같다고 

본다.

곡선부 과대 횡압에 의해 발생되는 외측레일의 측방 

변위는 궤간의 확대를 초래하여 차륜의 이탈에 따른 열

차의 탈선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레일 두부 횡변

위는 곡선부 열차 주행 시 궤간확대에 따른 열차의 탈

선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검토 항목이다1). 이에 본 

검토에서는 운행조건에서 캔트 변화에 따른 궤간 확대 

안전성 검토를 위해 캔트 변화(160±60 mm)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레일체결시스템에서 윤중 , 횡압 

가 작용할 때 레일 경좌각 는 식(4)로 계산된다.



×× 

×


(4)

여기서, 는 레일 높이(m), 는 편심거리(m), 는 침

목간 거리(m), 은 레일 경좌에 대한 체결구 저항모

멘트계수(kNㆍm/rad), 는 레일의 비틀림강성(kNㆍm2)

이다.

또한 은 레일 경좌에 대한 체결구 저항모멘트계

수로서 식(5)로 계산된다.

 


  



 (5)

여기서, 는 레일패드 수직 스프링계수(kN/mm), 
은 레일패드 폭(m), 는 클립 수직 스프링계수, 는 

클립의 체결점간 거리(m)이다. 식 (4)에 의해 경좌각을 

구한 후 식(6)으로 레일 두부 횡변위를 계산한다.

    

 (6)

여기서, 은 경좌각에 의한 레일 두부 횡변위(m), 
는 레일 횡압력에 의한 횡변위(m), 는 레일 높이(m), 

Fig. 2. Lateral displacement of rail head by cant variation. 

은 레일 횡압력(kN), 는 체결구 시스템 횡방향지

지 스프링계수(kN/mm)를 의미한다. 따라서, 레일두부

의 횡방향 총변위는 =+로 계산되며 레일 두부 횡

방향 총변위의 한계값은 4 mm를 적용하였다1). 

곡선부 열차 주행 시 발생되는 궤도부담력 검토를 

위해 레일 두부 횡변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검토결과 곡선반경 R=650 m인 대상 선로의 경우 궤도

부담력 측면에서 열차의 제한속도는 170 km/h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열차 주행에 따른 궤도의 부담력은 열차

속도의 함수로 표현되므로 주행속도가 증가하는 만큼 

궤도가 부담해야할 힘의 크기도 증가하게 된다1,2). 특

히 곡선부의 경우, 열차속도 증가에 따라 궤도에 전달

되는 윤중과 횡압은 곡선부 레일 내, 외측에서 다르게 

발생되며 이에 따라 곡선부 외측레일의 변형을 유발하

는 원인이 되고 또한 열차의 탈선과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1). 따라서 곡선궤도를 주행하는 열차의 

주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윤중감소율, 횡압한도 

및 탈선계수의 허용한계를 설정해 두어 열차주행안정

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또는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보다 안전측의 해석을 위해 상대적으

로 축중의 크기가 큰 새마을호의 열차제원과 특성을 

사용하여 교량상 곡선궤도의 캔트량 변화에 따른 곡선

부 내, 외측 레일의 윤중과 횡압을 정량적으로 검토하

였다. 또한, 열차주행안정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동적 

윤중감소율과 탈선계수를 산정하고 기준치와의 비교 

및 검토를 통하여 해당구간의 선형조건에서 열차주행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는 열차의 제한속도를 검토하고

자 한다. 주행 열차의 속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

으면서 열차주행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매개변수는 궤도 선형조건 중 곡선반경과 캔트이며, 

이중 곡선반경의 변화 또는 변경은 운행조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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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매우 적은 고정된 선형조건이나 캔트의 경우 운

행선 궤도관리 및 운영조건을 비롯하여 운행열차 하중

에 의해서도 동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매개변수이다1,2).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설정캔트를 기준으로 부족캔

트량의 범위를 변수로 한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함으로

써 캔트 변화에 따른 교량상 곡선궤도의 열차주행안정

성을 검토하였다. 탈선계수에 의한 평가는 곡선부 열차 

주행 시 탈선계수의 값을 허용한계치와 비교하여 탈선

계수에 따른 열차의 올라탐 탈선에 대한 열차주행안정

성을 평가하였다. 곡선부 열차 주행에 따른 동적 윤중

의 감소 및 횡압의 증가 모두를 고려한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해석의 변수는 캔트의 변화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탈선계수 기준 값으로 국내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중인 0.8을 적용하였다. Fig. 3에서 제1탈선

계수는 정적 윤중에 대한 동적 횡압의 비로써 횡압 측

정 파형의 순간 최대값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제2탈선

계수는 동적 윤중에 대한 동적 횡압의 비로써 윤중 측

정 파형중에서 급격하게 변동하는 성분을 무시하고,

(a) The first coefficient of derailment

(b) Second coefficient of derailment

Fig. 3. Coefficient of derailment by cant variation.

비교적 완만하게 변동하는 성분의 값만 뽑아내어 이용

하는 탈선계수를 의미한다. 

곡선부 열차속도 및 캔트 변화(100 mm, 160 mm, 220 

mm)에 따른 탈선계수 변화를 검토한 결과, 대상선로의 

경우 제1 탈선계수와 제2 탈선계수 모두 속도 200 km/h 

범위 내에서 탈선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해당 속도대역은 설계속도 이

상이므로 실제 주행하게 될 열차의 운행속도 범위 내에

서 탈선계수에 의한 열차주행안정성 측면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윤중감소량은 곡선부 궤도의 열차주

행 시 과대 횡압 또는 원심력에 의한 내, 외측 윤중의 

감소에 따른 차량의 전복 등을 고려한 열차주행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써 실질적인 곡선부 주행차

량의 탈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검토 항목이

다1). 이에 본 검토에서는 운행조건에서의 윤중 감소에 

따른 열차주행안정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열차속

도 및 캔트 변화(160±60 mm)에 따른 정, 동적 윤중감소량

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Fig. 4에 표현하였다.

(a) static

(b) Dynamic

Fig. 4. Wheel load reduction by can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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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윤중감소는 완화곡선에서의 궤도의 평면성틀

림, 차량재하의 편재, 곡선에서의 캔트의 과잉 등에 의

해 차륜에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윤중감소를 

말하며 차체의 동요에 의해 발생하는 동적 윤중감소와

는 구별하여 안전성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1). 

동적 윤중감소는 차량의 동요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교적 단시간의 윤중감소를 말하고 이음매충격 등에 

의해 발생하는 극히 단시간의 윤중감소도 여기에 포함

된다1,2). 윤중 감소율은 탈선계수와 더불어 탈선에 대

한 안전성을 판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

고 탈선계수와 윤중 감소율이 모두가 목표치를 초과하

지 않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1). 

윤중 감소율은 좌우양륜을 가지는 한 윤축의 힘의 균

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캔트 체감에 의한 정적 윤중 감소율의 기준값

으로서 0.6을, 차체진동을 고려한 차량전복에 대한 동적 

윤중 감소율의 기준값으로서 0.8을 적용하였다1,2). 정적 

윤중감소량 검토결과, 곡선부 열차 주행 시 정적 윤중감

소량에 의한 열차의 제한속도는 캔트와 열차속도의 변

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구간

의 열차속도는 설정캔트량(160 mm)을 고려할 때 178 

km/h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당 속

도대역은 설계속도 이상이므로 실제 주행하게 될 열차

의 운행속도 범위 내에서 정적 윤중감소량에 의한 열차

주행안정성 측면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동적 윤중감소량 검토결과, 곡선부 열차 주행 시 동

적 윤중감소량에 대한 제한속도는 200 km/h 이하가 적

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적 윤중감소량과 

마찬가지로 해당 속도대역은 설계속도 이상이므로 실

제 주행하게 될 열차의 운행속도 범위 내에서 동적 윤

중감소량에 의한 열차주행안정성 측면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곡선 궤도의 열차속도 및 캔트 변화에 따른 열차주

행안정성 평가와 이에 따른 제한속도 산출을 위해 탈

선계수와 정적 및 동적 윤중감소량에 대한 검토를 수

행하였으며, 검토결과 곡선반경 R=650 m인 본 연구의 

대상 선로의 경우 열차주행안정성 측면에서 열차의 제

한속도는 178 km/h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레일 두부 횡변위에 대한 검토결과 궤도부담력 

측면에서 열차의 제한속도는 170 km/h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궤도안전성 측면에서의 증

속 가능 속도대역은 170 km/h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속도대역은 해당 선로의 설계속도 

이상이므로 실제 주행하게 될 열차의 운행속도 범위가 

아니므로 운행속도 범위 내에서 열차주행안정성 측면

Table. 2 Allowable speed for track safety by cant variation 

Cant

100 mm 160 mm 220 mm

Lateral rail head 
displacement 164 km/h 170 km/h 176 km/h

Wheel 
load reduction

Static 166 km/h 178 km/h 190 km/h

Dynamic 194 km/h 200 km/h 200 km/h

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3. 교량구조 측면에서의 증속가능 속도 검토

3.1 대상교량의 특징 및 제원

본 연구의 대상교량인 SBarch 합성거더는 고속철도 

표준하중(KRL-2012-25 적용, 설계속도 110 km/h)으로 

설계되었으며 경간장은 45 m(형고 2.5 m)와 55 m(형고

3.0 m)이며 교폭은 10.9 m로 동일하고 상부 궤도구조는 

자갈궤도형식이 적용되었다3-6). Fig. 5와 같이 단부에서

는 박스형태, 중앙부에서는 형태를 갖는 강거더에 교축

방향으로 아치형상을 갖는 콘크리트를 합성시킨 단면

으로써 비틀림에 유리하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장점

이 있으며, 단부의 채움 콘크리트가 단부 구속효과를 

발휘하여 거더의 진동 및 처짐 감소효과가 뛰어난 구

조형식이다3-6).

Fig. 5. Example of cross section for bridge(L=4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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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델링 및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량의 동적 안정성 검토를 위해 3차

원 격자해석을 수행하였다. 격자해석은 교량의 상판과 

거더를 환산단면 특성을 갖는 이상화된 보로 구성하여 

격자구조로 나타낼 수 있고, 상판의 형태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어 사교나 곡선교, 또는 불규칙한 교량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선의 프레임 요

소들을 연결하여 절점에서 강결된 격자로 모형화하는 

Fig. 6과 같은 3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였다.

3.3 고유진동수 및 임계속도 검토

본 교량의 구조적인 동적응답특성 파악을 위한 고유

진동수 해석을 시행하였으며, 산정결과는 Fig. 7 및 

Table 3과 같다. 교량의 임의의 지점에 대해 열차가 일

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일정한 타격주기로 교량이 

점진적으로 진동하게 되므로 가진주파수와 교량 고유

진동수가 일치할 경우 공진현상이 발생하고, 교량에 

불안정한 진동을 유발하여 열차주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의 속도를 임계속도(Critical speed)라고 하며, 

열차의 지배적 타격간격과 교량의 첫 번째 휨 고유진

동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대상교량의 1차 모드는 Fig. 

7과 같은 휨 모드 형상이다. 

대상교량의 휨 모드 고유진동수가 3 Hz 이하이므로 

동적거동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치해

Table 3. Result of critical speed

Train

Critical speed(km/h) Sub-critical speed(km/h)

L=45 m
(N.F=

1.64 Hz)

L=55 m
(N.F=

1.46 Hz)

L=45 m
(N.F=

1.64 Hz)

L=55 m
(N.F=

1.46 Hz)

KTX 110.4 98.3 55.2 49.2

Saemaeul 138.7 123.5 69.4 61.8

Freight 82.4 73.3 41.2 36.7

Diesel multiple 
units(8100)

138.7 123.5 69.4 61.8

Fig. 6. Example of FE model (L=45 m).

Fig. 7. Example of first bending model shape(L=45 m). 

석 결과를 이용하여 대상교량의 공진을 유발할 수 있

는 열차별 임계속도 및 부임계속도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임계속도 산정을 위한 열차종별 유효타격간격은 철

도설계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2011)에 제시된 값을 사

용하였다.

3.4 교량 동적해석 결과

본 연구의 대상교량은 고유진동수가 모두 3Hz보다 

낮아 동적거동분석이 필요한 교량으로 검토되었다. 

Span
Vehicle type

KR standard
KTX Saemaeul Freight Diesel multiple 

units(8100)

Natural frequency(Hz)
45 m 1.64

55 m 1.46

Vertical acceleration(g)
45 m 0.09(180 km/h) 0.06(160 km/h) 0.03(140 km/h) 0.09(120 km/h)

0.35 g
55 m 0.05(90 km/h) 0.06(180 km/h) 0.03(160 km/h) 0.03(190 km/h)

Vertical displacement(mm)
45 m 15.5(130 km/h) 16.9(120 km/h) 24.5(80 km/h) 20.8(130 km/h) L/1200=32.14 mm

(V≤200)55 m 20.4(90 km/h) 16.34(120 km/h) 29.12(90 km/h) 23.3(130 km/h)

Twist(mm/m)
45 m 0.22(180 km/h) 0.18(190 km/h) 0.30(160 km/h) 0.19(140 km/h)

0.4 mm/m
55 m 0.25(170 km/h) 0.21(10 km/h) 0.37(160 km/h) 0.21(50 km/h)

Table 4. Analysis results of dynamic response for railway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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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emaeul

(b) Freight

Fig. 8. Example of vertical displacement(L=45m, 138 km/h).

Table 4에 나타내었듯이, 지간장 45 m 및 55 m의 교량 

모두, 모든 열차 및 주행속도 범위에서 동적안정성 평

가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며 공진 시 응답 또한 각 평가

항목별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 교량은 

동적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석과정에서 계단된 수직변위 중 한 예를 Fig. 8에 나

타내었다. 따라서 대상교량은 교량 측면에서의 주행가

능 속도대역이 설계기준 속도를 상회하므로 대상 교량

구간의 열차주행 가능속도 대역 평가를 궤도구조 측면

에서의 안정성 확보여부를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합성거더 철도교의 동적해석 및 곡선 

궤도의 궤도부담력 및 열차의 주행안정성 해석을 수행

함으로써 교량 구조측면 뿐만 아니라 궤도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열차주행 가능속도 대역을 평가하였다.

검토결과 교량측면에서의 제한속도는 200 km/h로 

산정되었으며 궤도측면에서는 제한속도가 170 km/h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대상 구간의 교량 및 궤도 구조는 

교량과 궤도측면 모두 주행가능 속도대역이 설계기준 

속도(110 km/h)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운영조건 및 공용중 궤도-교량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제한속도 한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

로 궤도측면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

속 가능한 열차의 제한속도인 170 km/h를 대상 구간의 

제한속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궤도-교량 상호작용을 고려한 열차주행 

가능속도 대역의 제한치는 궤도측면에서의 제한속도

인 170 km/h 이하로 운행하는 것이 적정하며 해당 속

도대역에서의 궤도부담력 및 열차주행안정성 확보에

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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