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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improvement plan for the curve sections 

in the conventional lines which the tilting train runs on. In order to the speed-up of conventional lines 

that have many curve lines, there needs a improvement construction of substructure such as the straight or 

double track work and so on. But in this case, it needs to have a plenty of the cost and the period. 

Therefore, the tilting train which provides the high-speed service effectively in curve tracks and is 

operating at abroad, was been studying to be suited to natural features. 

  So,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improvement method at the sections only where need the extension 

of the transition curves, and the present status of them for the effective tiling train service using results 

which were examined on the preceding study which was the development of track system innovation 

technology for speed-up of them. 

  And we look forward to playing a decisive role as reference material for the decision of the linear 

fitness in order to operate effectively on the conventional lines for the commercial service of the tilting 

train, on the basis of checking out the sufficient condition concerned in the track alignment and the 

velocity which are required in the railway construction rules and the design criteria.

------------------------------------------------------------------------------------

1.  서  론

  국내 철도사업의 환 이라 할 수 있는 고속철도(KTX)의 개통이 교통수요의 변화에서부터 크게는 

사회․문화  교류를 업그 이드 시키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심의 고속철

도 운행은 비수혜지역에 한 고품질 철도서비스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이러한 지역간 철도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최근 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발 에 따라 증가하는 승객  화물량에 응하기 

해  고속 틸 열차 개발에 의한 기존선 고속화 평 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틸 개념을 도입한 틸 열차는 차체제어에 의한 승차감의 큰 하 없이 기존열차보다 곡선부를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단기 , 실용 으로 지형여건상 곡선구간이 많은 기존선에서 효과

으로 고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특징이 있다. 재, 세계 철도선진국에서는 고속철도 

이외에 틸 열차를 투입하여 기존선을 활용한  고속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틸 열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더불어 지난 2008년 2월 한국형 틸 열차 ⟪한빛200⟫의 시속 

180km/h의 증속시험 성공과 신뢰성 확보를 한 기존선 충북선, 호남선에서의 10만km 시험운 을 통해 

차세  기존선 체열차로 투입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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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의 규모 선로개량공사 없이 완화곡선의 연신 필요구간 개량만으로 고속

의 열차서비스를 보다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틸 열차 운행에 비한 기존선 곡선구간 개량방안

에 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선 곡선구간 황조사  선행연구에서 얻어진 개량방안

에 한 성과물들을 함께 검토하여  곡선구간의 여건에 맞는 한 개량방법을 모색코자 한다.

2. 행 선로 선형조건  곡선구간 조사

2.1 선로 등 에 따른 선형조건 검토

가. 선로 등 별 설계속도

  국내의 모든 철도건설  운 과 련하여 철도건설사업의 기 이 되는 철도건설 규칙상에는 열차운

행 속도와 연 되어 선로등 이 정해져 등 별로 설계속도를 정함으로써 철도운행에 있어서 안 성을 

제고하고 있다. 도표 1은 선로등 에 따른 설계속도이다.

선로의 등급 설계속도 (km/h)

고속선 350

1급선 200

2급선 150

3급선 120

4급선 70

도표 1. 선로 등 별 설계속도

나. 선로 등 별 곡선요건

  각각의 곡선구간에는 열차속도에 따른 기하학 인 원심력에 응하기 한 정한 캔트를 설치하여 

열차의 주행성을 평형으로 유지하기 해 최소곡선반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 차량이 직선에서 곡선

으로 는 곡선에서 직선으로 주행시 방향 변화에 따른 차량 동요가 발생하여 승객의 승차감을 해하

므로 변구간에 하여 차량의 고유진동주기를 고려한 최소 곡선길이  직선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도표 2에서 선로 등 별로 정리하 다.

  차량운행의 변화구간에는 차량의 동요로 인해 원활한 운 을 할 수 없으므로 직선과 원곡선사이에 완

화곡선을 삽입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철도건설규칙에 의거하여 본선의 경우 도표 3에 표기된 곡선반경 

크기 이하의 곡선과 직선이 하는 곳에는 완화곡선을 두어야 한다. 한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정된 캔

트의 도표 3에 표기된 배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후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 축소할 수 

있다. 완화곡선은 3차포물선으로 하여야 한다.

선로의 등급 곡선반경(m) 곡선 및 직선의 길이(m)

고속선 5,000 180

1급선 2,000 100

2급선 1,200 80

3급선 800 60

4급선 400 40

도표 2. 선로 등 별 최소 곡선반경  직/곡선길이



선로의 등급 곡선반경(m) 완화곡선 길이

1급선 5,000 캔트량의 1,700배 이상

2급선 3,000 캔트량의 1,300배 이상

3급선 2,000 캔트량의 1,000배 이상

4급선 800 캔트량의 600배 이상

도표 3. 선로 등 별 완화곡선 설치 곡선반경  길이

2.2 틸 열차 투입 상 노선의 곡선부 황

  2007년 기 으로 국내 운행 인 철도노선 3,392.0km  곡선구간의 길이는 1,918.3km로 곡선구간의 

선로가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체 곡선구간  곡선반경 R=800미만인 구간이 50%(1,192km)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틸 열차 상용화 계획에 따른 투입 운행 고려 인 기존선에 한 경부선, 앙선, 호남선, 라선, 충

북선의 곡선부 분포를 살펴보면, 경부선은 R=400～800m 구간이 56%(219.1km), 앙선은 R=400～800m 

구간이 82% (149.2km), 호남선은 R=400～800m 구간이 30%(57.0km), 라선은  R=2,000m이상인 구간이 

45% (48.6km), 충북선은 R=400～800m 구간이 76%(67.3km)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표 4는 노선별 곡선부 황이다.

구 분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전라선 충북선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R=200~250 - - - - - - 1 0.3 3 0.6

R=300 7 1.8 2 0.5 - - 25 7.6 9 2.7

R=350 1 0.4 - - - - - - - -

R=400 58 28.1 228 92.6 28 11.4 24 8.7 54 24.1

R=500 56 24.7 51 19.1 26 11.7 6 3.0 64 26.6

R=550 5 2.4 8 5.2 2 1.1 - - 2 1.1

R=600 346 147.9 99 29.4 63 29.3 15 5.5 27 11.9

R=700 28 16.0 8 2.9 4 3.5 1 0.5 7 3.6

R=800 132 48.5 28 10.6 59 36.3 9 4.6 18 7.4

R=900 24 11.1 1 0.1 - - - - 3 0.7

R=1000 102 35.9 12 5.2 10 6.4 9 8.2 2 0.7

R=1100 3 0.9 - - - - - - 2 0.5

R=1200 54 20.1 5 0.4 31 17.4 10 9.0 2 0.4

R=1300 12 3.5 7 2.0 4 2.0 - - 2 0.5

R=1400 34 9.0 24 6.1 20 8.2 6 1.6 10 2.9

R=1500 7 1.6 1 0.2 4 5.0 - - 11 2.6

R=1600 11 3.5 1 0.1 11 7.4 5 3.7 1 0.2

R=1700~1900 13 0.9 - - - - 5 7.3 2 0.3

R=2000~ 203 29.1 21 6.6 76 51.9 63 48.6 4 1.2

계 1,096 385.4 496 180.9 338 191.6 179 108.6 223 88.0

도표 4. 노선별 곡선부 부설 개소  연장

 



3. 개량 상구간 선정

3.1 곡선부에 한 연신 필요구간 검토

가. 틸 열차 승차감 평가지수

  틸 열차 개발연구 사업에서 국내외 승차감 련기 에 근거하여 틸 차량이 곡선부 주행시 도표 5와 

같은 승차감 련 항목들을 기 으로 곡선부 통과속도를 평가하 다. 한 틸 열차의 완화곡선 승차감 

지수는 선행연구 성과를 토 로 승차감 련 항목들을 바탕으로 기 을 정하 으며, 틸 열차 운행에 따

른 완화곡선 연신의 필요성을 단하는 평가기 이 된다.

항 목 최대 허용치

최  틸 각도 8 degree

최  틸 각속도 4 degree/sec

최  체 롤 각속도 5 degree/sec

정상 횡가속도 0.08g

완화곡선 승차감 지수 5

도표 5, 틸 열차의 승차감 평가지수

 

나. 곡선구간의 연신 필요구간 검토

  본 연구에서는 재 틸 열차 시험운행 에 있으며, 투입 상 노선으로 고려 인 호남선에 한 곡

선부 평가를 수행하 다. 주요 평가 계산의 함수로 완화곡선장의 길이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 다. 

  도표 6은 연신 필요구간으로 정받은 호남선의 상․하선 각각 좌측 구간의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S.P P.C C.P P.S 곡선
반경
(m)

완화
곡선장
(m)

최
틸
각도
(도)

최
틸

각속도
(도/s)

체
롤

각속도
(도/s)

차체
정상

횡가속도
(G)

완화곡선
승차감
지수
Pct

평가
완화시 원곡시 원곡종 완화종

5km860.00 5km900.00 6km160.00 6km200.00 800 40 6.65 9.15 9.28 0.067 10.64 NG

13km180.00 13km230.00 13km260.00 13km310.00 2,000 50 3.77 5.38 6.50 0.038 3.53 NG

27km390.00 27km440.00 27km700.00 27km750.00 1,600 50 5.04 7.20 8.04 0.050 6.90 NG

34km080.00 34km130.00 34km370.00 34km420.00 1,400 50 5.94 8.49 9.14 0.060 9.37 NG

34km730.00 34km780.00 35km335.00 35km385.00 1,400 50 5.94 8.49 9.14 0.060 9.37 NG

35km445.00 35km515.00 35km870.00 35km940.00 1,300 70 5.97 5.43 6.54 0.059 5.91 NG

43km962.00 43km992.00 44km882.00 44km912.00 2,500 30 3.28 10.94 11.22 0.033 8.36 NG

47km120.00 47km200.00 47km330.00 47km410.00 1,200 80 6.35 4.89 6.08 0.063 5.65 NG

48km071.00 48km151.00 48km331.00 48km411.00 1,200 80 6.35 4.89 6.08 0.063 5.65 NG

58km920.00 58km960.00 59km150.00 59km190.00 2,000 40 4.03 8.07 8.78 0.041 6.59 NG

59km150.00 59km180.00 59km740.00 59km810.00 1,200 30 6.62 22.05 23.23 0.066 30.29 NG

65km996.00 66km086.00 66km278.00 66km337.00 1,200 90 6.09 4.06 5.37 0.060 4.43 NG

72km608.00 72km668.00 72km818.00 72km878.00 1,200 60 6.65 7.26 8.07 0.066 8.71 NG

79km882.00 79km957.00 80km157.00 80km232.00 1,200 75 6.48 5.40 6.52 0.064 6.38 NG

82km827.00 82km902.00 83km152.00 83km227.00 1,200 75 6.48 5.40 6.52 0.064 6.38 NG

85km835.00 85km905.00 86km075.00 86km145.00 1,200 70 6.62 6.01 7.04 0.066 7.23 NG

88km433.00 88km458.00 88km678.00 88km703.00 2,400 25 3.59 17.93 17.16 0.036 16.35 NG

도표 6-1. 호남선(상행) 틸 열차의 승차감 평가 결과



S.P P.C C.P P.S 곡선
반경
(m)

완화
곡선장
(m)

최
틸
각도
(도)

최
틸

각속도
(도/s)

체
롤

각속도
(도/s)

차체
정상

횡가속도
(G)

완화곡선
승차감
지수
Pct

평가
완화시 원곡시 원곡종 완화종

5km860.00 5km900.00 6km160.00 6km200.00 800 40 6.65 9.15 9.28 0.067 10.64 NG

13km180.00 13km230.00 13km260.00 13km310.00 2,000 50 3.77 5.38 6.50 0.038 3.53 NG

27km390.00 27km440.00 27km700.00 27km750.00 1,600 50 5.04 7.20 8.04 0.050 6.90 NG

34km090.00 34km140.00 34km370.00 34km420.00 1,400 50 5.94 8.49 9.14 0.060 9.37 NG

34km730.00 34km780.00 35km340.00 35km390.00 1,400 50 5.94 8.49 9.14 0.060 9.37 NG

35km450.00 35km520.00 35km870.00 35km940.00 1,300 70 5.97 5.43 6.54 0.059 5.91 NG

43km960.00 43km990.00 44km880.00 44km910.00 2,500 30 3.28 10.94 11.22 0.033 8.36 NG

47km121.00 47km201.00 47km331.00 47km411.00 1,200 80 6.35 4.89 6.08 0.063 5.65 NG

48km071.00 48km141.00 48km341.00 48km411.00 1,200 70 6.62 6.01 7.04 0.066 7.23 NG

58km910.00 58km970.00 59km830.00 59km890.00 1,600 60 4.77 5.30 6.43 0.048 4.55 NG

72km618.00 72km678.00 72km828.00 72km888.00 1,200 60 6.65 7.26 8.07 0.066 8.71 NG

79km887.00 79km962.00 80km157.00 80km232.00 1,200 75 6.48 5.40 6.52 0.064 6.38 NG

82km846.00 82km901.00 83km152.00 83km216.00 1,200 55 6.48 8.11 9.51 0.064 10.01 NG

85km835.00 85km905.00 86km075.00 86km145.00 1,200 70 6.62 6.01 7.04 0.066 7.23 NG

88km417.00 88km462.00 88km577.00 88km612.00 2,000 45 4.17 6.95 7.40 0.042 5.32 NG

도표 6-2. 호남선(하행) 틸 열차의 승차감 평가 결과

3.2 곡선부에 한 연신 가능구간 검토

  앞 에서 승차감 기 을 만족하지 못하고 완화곡선 길이가 부족한 곡선부에 해서 소요 완화곡선 

길이를 산정하여 장 조사를 바탕으로 지형  장애 는 선로상의 교량, 터 , 분기기, 지장물 등을 고

려하여 연신 가능, 불가능구간 개소를 조사하 다. 아래 도표 7은 조사결과 호남선의 연신필요 구간  

장여건에　따른 연신 불가능구간을 정리하 다.

S.P P.C C.P P.S 곡선
반경

부설된
 완화곡선 

 소요
완화곡선 

연신가능구간
비 고

완화시 원곡시 원곡종 완화종 좌 우  좌  우 좌 우

5km860.00 5km900.00 6km160.00 6km200.00 800 40 40 80 80 불가 불가 승강장, 분기기

13km180.00 13km230.00 13km260.00 13km310.00 2,000 50 50 65 65 불가 불가 원곡선부족

34km730.00 34km780.00 35km335.00 35km385.00 1,400 50 50 90 90 가능 불가 직선부족

35km445.00 35km515.00 35km870.00 35km940.00 1,300 70 70 90 90 불가 가능 직선부족

52km540.00 52km610.00 52km630.00 52km700.00 1,400 70 70 85 85 불가 불가 원곡선부족

54km490.00 54km560.00 54km780.00 54km850.00 1,400 70 70 85 85 가능 불가 직선부족, 교량

58km920.00 58km960.00 59km150.00 59km190.00 2,000 40 40 70 70 가능 불가 직선부족

59km150.00 59km180.00 59km740.00 59km810.00 1,200 30 70 100 100 불가 가능 직선부족

65km996.00 66km086.00 66km278.00 66km337.00 1,200 90 59 100 100 가능 불가 분기기

88km433.00 88km458.00 88km678.00 88km703.00 2,400 25 25 60 60 가능 불가 교량

도표 7-1. 호남선(상선) 연신 불가능구간



S.P P.C C.P P.S 곡선
반경

부설된
 완화곡선 

 소요 
완화곡선 연신가능구간

비 고

완화시 원곡시 원곡종 완화종 좌 우  좌  우 좌 우

5km860.00 5km900.00 6km160.00 6km200.00 800 40 40 80 80 불가 불가 승강장, 분기기

13km180.00 13km230.00 13km260.00 13km310.00 2,000 50 50 65 65 불가 불가 원곡선부족

34km730.00 34km780.00 35km340.00 35km390.00 1,400 50 50 90 90 가능 불가 직선부족

35km450.00 35km520.00 35km870.00 35km940.00 1,300 70 70 90 90 불가 가능 직선부족

52km538.00 52km608.00 52km628.00 52km698.00 1,400 70 70 85 85 불가 불가 원곡선부족

54km493.00 54km563.00 54km783.00 54km853.00 1,400 70 70 85 85 가능 불가 교량

88km417.00 88km462.00 88km577.00 88km612.00 2,000 45 35 70 70 불가 가능 분기기

도표 7-2. 호남선(하선) 연신 불가능구간

4. 완화곡선 연신 방법  용

4.1 완화곡선 연신의 이론  고찰  방법

  기존선 속도향상을 해서는 재 개발 인 틸 열차와 같은 고성능 차량개발과 아울러 인 라시설

물(궤도) 보강  시설개량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열차운행에 지장을 

래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선로 반 인 선형개량 없이, 정 캔트조정  완화곡선장 연신 등 소규모 

개량으로 기존선 구간의 속도향상을 추구한다.

  완화곡선 연신법에는 도표 8의 A∼D법까지의 표 인 연신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연신법에 한 특

징을 고려하여 연신개소별 장여건에 합하고, 총이정량이 최소인 연신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

인 연신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완화곡선의 연신을 곡선구간 체 길이에 걸쳐 행하는 방법으로는 A법과 B법이 있는데, 이 때 곡선

의 반경은 변하지 않는다. 완화곡선을 연신하기 해서 곡선 체를 이동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이동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설선 등과 련해서도 크게 변한다. 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완화곡선장을 연신하는 방법으로는 곡선 체에 걸쳐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의 완화곡선  그 부근

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즉, A, B법의 한쪽편의 입장에서 보는 방법으로 C∼D법이 있다.

4.2 연신 필요구간에 한 한 연신법 용

  호남선 상선구간  연신이 필요한 곡선부는 총 44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31개소가 연신이 가능한 

개소로 조사되었다. 31개소  연신 B-2법이 합한 곳은 20개소이며, 연신 A법은 4개소만 합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7개소는 B-2법을 용하면서 원곡선의 한쪽편으로 연신 조정하는 특징을 가진 

연신 C법이 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쪽만이 연신 가능한 구간에 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

선구간에서 연신이 필요한 곡선구간은 총 38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30개소가 연신이 가능하다. 30개

소  연신 B-2법이 합한 곳은 20개소이며, A법은 4개소가 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개소

는 C법이 합하고 1개소는 D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9는 호남선 하선구간에 해 용된 

연신법을 연신가능 구간별로 정리하 다.

  호남선에서 완화곡선 연신가능 개소  곡선반경 R=1,200구간이 40%(24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5. 결론

  재 신소재 틸 열차 개발사업을 통해 한국형 틸 열차 “한빛200”이 제작되어 호남선, 충북선을 심

으로 신뢰성 평가를 해 10만km 시험운행 에 있으며, 한 향후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비수혜지

역에 한 혜택을 해 기존선 상용화 운행 비 직/곡선구간 최고속도 180km/h 증속 시험운행도 더불

어 진행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 속도향상을 한 틸 열차 상용화 운행 투입에 비하여 곡선구간 황 

악과 더불어 곡선구간 개량을 통한 보다 안 하고 효율 인 운행을 해 완화곡선 연신 필요구간 조

사와 장여건에 따른 각각의 특징에 합한 완화곡선 연신법을 검토 선정하 다. 검토결과 부분의 

구간에서 B-2법 용이 합한 것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런 성과들이 향후 틸 열차 상용화사업 추진에 

따른 인 라설비 개량 계획사업에 필요한 data베이스로서 보탬이 될 것이다.

구 분 완화곡선 연신방법 완화곡선 이동량 특 징

A

BTC

중심
O

BTC

BCC

BCC

1/R

old old

new new

L1

L2
ETC

ETC

ECC

ECC

oldold

newnew

L1

L2

M M'

θ1θ2

V0

-B -C

+A +D

I.A

TCLold TCLold

선로의 이동방향 TCLnewTCLnew

R=R'

곡선의 장에 

걸쳐 행하는 

방법으로 

곡선반경 동일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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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

B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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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old

new new

L1

L2

X X1

θ1θ2

-B -D

A
E

1
R1 (V2)

1
R2

-C

I.A

L1

선로의 이동방향L2

R1 < R2

L1

L2

곡선의 장에 

걸쳐 행하는 

방법으로 

곡선반경을 

크게 변경

B-2

BTC

BTC

BCC

BCC

(V1)

old old

new new

L1

L2

X X1

θ1θ2

-B -D

A
E

1
R1

(V2)
1
R2

C

I.A

L1

선로의 이동방향L2

R1 > R2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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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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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TC

BTC

B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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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old

new new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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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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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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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2

C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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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

BT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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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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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편으로 

연신 조정

D

BTC

BTC

B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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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old old

new new

L1

L2

교점X

θ1θ2

-C

B

1
R1

(-V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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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선

원곡선

χ

BT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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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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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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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선 곡률을 

직선부분에서 

조정

도표 8. 완화곡선 연신방법



구 분
S.P P.C C.P P.S 곡선

반경

부설된
완화곡선 

용연신방법

완화시 원곡시 원곡종 완화종 좌 우 좌 우 

호남선

(하선)

27km390.00 27km440.00 27km700.00 27km750.00 1,600 50 50 B-2법 B-2법

34km090.00 34km140.00 34km370.00 34km420.00 1,400 50 50 B-2법 B-2법

34km730.00 34km780.00 35km340.00 35km390.00 1,400 50 50 C법 불가

35km450.00 35km520.00 35km870.00 35km940.00 1,300 70 70 불가 C법

38km098.00 38km168.00 38km407.00 38km477.00 1,400 70 70 B-2법 B-2법

38km860.00 38km930.00 39km045.00 39km115.00 1,400 70 70 B-2법 B-2법

43km960.00 43km990.00 44km880.00 44km910.00 2,500 30 30 A법 A법

47km121.00 47km201.00 47km331.00 47km411.00 1,200 80 80 B-2법 B-2법

48km071.00 48km141.00 48km341.00 48km411.00 1,200 70 70 B-2법 B-2법

54km493.00 54km563.00 54km783.00 54km853.00 1,400 70 70 C법 불가

58km910.00 58km970.00 59km830.00 59km890.00 1,600 60 60 A법 A법

72km618.00 72km678.00 72km828.00 72km888.00 1,200 60 60 B-2법 B-2법

79km887.00 79km962.00 80km157.00 80km232.00 1,200 75 75 B-2법 B-2법

82km846.00 82km901.00 83km152.00 83km216.00 1,200 55 64 B-2법 B-2법

85km835.00 85km905.00 86km075.00 86km145.00 1,200 70 70 B-2법 B-2법

88km417.00 88km462.00 88km577.00 88km612.00 2,000 45 35 불가 D법

도표 9. 호남선(하행) 완화곡선 구간별 적용 연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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