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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 철도는 시속 4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화 기술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시간가치가 중시되고 교통수단의 편리성 등 높은 서비스가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철도를 고속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준고속열차

(EMU-250)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 고속화를 위하여 사업비가 수반되는 

시설개량 이전에, 현 수준에서 준고속열차 투입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기준과 비교·분석 하였

으며 철도건설기준의 합리적인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 고속화, 비교·분석, 철도건설기준

1. 서 론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2004년 KTX 개통을 시작으로 

최근 HEMU-430X까지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는 

기술발전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일반철도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존노선과 연계되는 철도의 

운행속도가 낮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개개인의 시간가치가 중시되었고 동시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났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일반철도 

노선의 속도향상을 위해 준고속열차(EMU-250)를 

도입·결정 하였고, 기존선을 활용한 고속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 

고속화를 위해 철도건설기준에 대하여 분석하고 

합리적인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현 황

† 교신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기술
연구처, 과장(civil67@kr.or.kr)

*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기술연구처, 사원 

 

 현재 기존선에 준고속열차(EMU-250)를 투입 

하기에는 철도건설기준에 제약사항이 있으 

므로 열차운행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 

에서는 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부 기준을 선정하여 해외철도 

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2.1.1 완화곡선 캔트 및 부족캔트의 변화율

 국내외 완화곡선 캔트 및 부족캔트의 시간당 

변화율 기준은 Fig. 1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Fig. 1 국내외 캔트 및 부족캔트에 대한 시간당 변화율

위와 같이 해외기준은 설계속도 200~300km/h 

구간에서 캔트변화율 45~50mm/sec, 부족캔트 

변화율 30~55mm/sec로 정의하고 예외 한계값을 

제시하였으며, 국내기준 캔트변화율 38mm/sec, 

부족캔트변화율 45mm/sec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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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

 다음 국내외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 기준은  

Fig. 2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Fig. 2 국내외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

준고속열차 설계속도 250km를 기준으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해 보면 국내는 최소연장 130m, 

독일(Ril)은 100m로 30m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준이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 

기준에 대하여 다소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1.3 곡선부 부족캔트 최대값(자갈도상)

 다음 국내외 곡선부 부족캔트 최대값(자갈도상)의 

기준은 Fig. 3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Fig. 3 국내외 속도 구간별 최대부족캔트

속도 구간별 최대부족캔트에서 국내기준 최대 

부족캔트는 80mm, 해외기준 100~130mm로 약 

20~50mm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다소 

여유 있는 최대부족캔트를 설정하였다.

2.2. 합리적인 기준 마련 방안

 앞서 기술한 완화곡선 캔트 및 부족캔트의 변화율,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 곡선부 부족캔트 

최대값은 준고속열차(EMU-250) 투입을 위해 국내 

기준과 해외기준을 일부만 비교한 것이다. 나아가 

EMU-250열차 차량한계, 건축한계, 궤도의 중심 

간격 등을 감안한 현차시험을 통해 운행차량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차량의 동적 변위량, 

주행안전성 평가 등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고속화에 

최적화 된 철도건설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기존 일반철도에 

준고속열차(EMU-250) 도입 및 고속화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일부 

철도건설기준을 선정하여 국내외 기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국내 

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외기준, 안정성 검토 등 추가 연구를 통해 

국내철도현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합리 

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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