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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Low Carbon, Green Growth" as a social requirements is attracted public attention, the policies 

and investments of the railway which have been less estimated than road is re-considered. Since the starting 

the commercial service (2004. April), the KTX have been operated successfully while transport passengers 

over 100million for years. And also the project for development of KHST (Korea High Speed Train ; G7) 

had been accomplished with a good result, the first trainset of KTX-Ⅱ which base on G7 project was 

manufactured and testing now.

  On the other hand, the world's technology of the high speed train is more faster, and changing to a 

distributed traction system. To catch up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the HEMU(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project will secure new technology and aims to promote the technology of domestic 

high-speed train.

  The authors indicates the result of detail review such as a curve, slope of the track and electrical dead 

section of the catenary to test at 400kph and also the performance simulation of the developed rolling stock 

in this paper. As the result, the authors devise the test scenario to perform a maximum speed test (stability 

at max. speed, acceleration & deceleration etc) with the restricted conditions such as track length, track 

available time etc by considering above result.

1. 서 론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HEMU : 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의 고속철도 시험차량이  

2012년 개발되어 경부고속철도 대구～전읍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경부고속철

도 일부 구간에서 시행되는 최고운행속도는 전차선의 가선장력이 20[kN]으로 300km/h 이하로 운행이 

가능하다. 전차선의 가선장력을 23[kN]으로 증가시 350km/h까지 운행할 수 있으나, 개발차량의 최고

운행속도인 400km/h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시험선구를 건설하여 시험운행을 하는 것은 국내 여건상 현

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2014년 개통을 목표로 호남고속철도가 350km/h급으로 건설중에 있어 400km/h급의 전차선

로 시범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350km/h급의 전차선로 구간에서 400km/h로 운행하기 위하여

는 전주경간의 배치 조정, 전주와 지선기초의 확대, 장력의 증가가 요구된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는 182.250km의 거리이며 오송역에서 분기하여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

정리역에 이르는 구간이다. 본선 시범적용 구간은 선로조건과 차량이 역에 정차하는 조건 및 TPS결과

를 고려하며, 교량구간의 전주기초가 시공되지 않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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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전주 경간이 350km/h급보다 축소되게 되어 이미 시공된 경우 기초시공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400km/h급의 전차선로 시범적용 구간을 하선은 공주～익산간 52km～

80km(L=28km), 상선은 익산～정읍간 100km～128km(L=28km)로 선정하였다.

  시범적용 구간이 선정됨에 따라 400km/h급의 전차선로를 설치하여 HEMU-400을 최고운행속도로 시

험운행하고 장래에 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

2. 본 론

2.1 본선 Test-bed 구축

2.1.1 호남고속철도 건설현황

  호남권의 철도수송능력 향상과 고속철도 운행으로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하여 용산~광주송정간 159분

에서 93분으로 66분 단축, 용산~목포간 185분에서 106분으로 79분 단축으로 충청 및 호남지역의 균

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사업이 추진되었다.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사업 현황은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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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호남고속철도 건설약도

  전체노선은 오송～익산～광주～목포간 353㎞로 총사업비 10조4,901억원(차량비 7,535억원 포함)가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6～2017년(1단계 오송～광주송정간은 2014년)이다. 주요시설은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 목포(임성리)역과 광주차량기지가 건설된다. 전기철도는 교류 25,000[V] AT급

전방식으로 건설되며 최고운행속도 350km/h급으로 설계되고 있다.

2.1.2 TPS(Train Performance Simulation) 분석

  400km/h Test-bed 구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구간에서 400km/h 운행이 가능한 지 판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속철도의 운행속도는 차량 자체의 성능(견인력, 제동성능 등)뿐만 아니라 선로

선형, 구배조건, 정거장 통과여부, 전차선 절연구간(Neutral section) 등 인프라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400km/h 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기 위하여는 시뮬레이션

(TPS)을 통해서 1 편성의 열차가 일정한 선로구간을 주행하는데 따른 시각별 위치, 속도, 전력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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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반성능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00km/h 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판별하기 위하여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되는 

HEMU-400X 와 호남고속철도 노선조건을 바탕으로 TPS분석이 이루어졌다. TPS의 구체적인 입력 및 

분석조건은 <도표1>과 같다.

       <도표1> 400km/h 운행가능구간 분석을 위한 TPS 조건

◦입력자료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구간 선형조건

  - 고속열차(HEMU-400X) 차량조건 입력(시제차량 및 영업차량)

◦분석조건

  - 감속, 가속은 차량의 최대성능 적용

  - 기울기 제한속도 400km/h 및 곡선제한 속도는 철도건설규칙 적용

  - 정거장 구간 제한속도는 호남고속철도 설계속도 350km/h 적용

  - 절연구분장치 적용

  - 공주, 정읍역은 무정차 통과 

  다음의 <그림2>는 TPS 결과 400km/h로 운행이 가능한 구간으로 분석된 현황이다. 400km/h로 운행

이 가능한 구간은 하선의 경우 공주～익산간이며, 상선은 정읍～익산간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주 ⇒ 익산 (하선)

정읍 ⇒ 익산 (상선)

      [자료출처 : 경부․호남고속철도 속도 향상방안 연구용역]

<그림2> TPS 분석결과 400km/h 운행가능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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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HEMU-400x 차량의 제원

  TPS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운행할 차량의 제원이 입력되어야 하며 본 TPS에 적용된 차량은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중이며 2012년 시제차량이 완성되어 2013년부터 경부고속선에서 시운

전을 시행할 차량이다. 차량의 가․감속 성능은 <도표2>와 같다.

       

<도표2> HEMU-400x 차량 가감속 성능

구분
속도 

(km/h)

거리 (km) 시간 (분)
비고

소요 누계 소요 누계

가속

0 ⇒ 300 10.8 10.8 3.75 3.75

300 ⇒ 350 8.7 19.5 1.59 5.34

350 ⇒ 400 20 39.5 3.17 8.51

감속

400 ⇒ 350 4.9 4.9 0.77 0.77

350 ⇒ 300 3.1 8 0.57 1.34

300 ⇒ 0 3.7 11.7 1.17 2.51

2.1.4 Test-bed 구간 선정

  본선 Test-bed 구간 선정은 전차선로 시스템만을 가지고 선정할 조건이 아니며 노반, 궤도, 환경 등 

각 분야의 계측/시험이 가능하도록 공통된 구간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각 분야의  

Test-bed 구간 선정 과정에 전차선로의 기술적 항목을 분석하여 최적구간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다음

의 <도표3>은 선정된 Test-bed 구간이며, <도표4>는 TPS결과 및 Test-bed 구간을 선로 km정에 도

식화하였다.

        <도표3> Test-bed 구간 선정결과            

선별 구간 km정

하선 공주～익산

1차 56km～84km(L=28km)

2차 54km～82km(L=28km)

상선 정읍～익산 100km～128km(L=28km)
 

                                                   <그림3> 운행속도 400km/h의 속도제어곡선

  <도표3>에서 하선의 경우 400km/h 운행에서 <그림3>과 같이 신호시스템인 TVM-430의 속도제어곡

선에 따라 익산역에 정차하는 차량의 제동폐색 및 과주여유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1차 선정된 구간에

서 공주방면으로 2km를 이동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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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km/h급 전차선로 시스템이 구축되는 구간은 350km/h를 초과하여 400km/h에 도달하는 가속구간

과 400km/h 등속구간, 다시 350km/h 운행을 위한 감속구간을 포함하게 된다. Test-bed 구간인 28km

는 호남고속철도의 가선시스템인 전차선 장력 26[kN]에서 350km/h 운행에 최적의 운전조건(파동전파

속도의 70%이내)을 만족하게 설계된 구간과 350km/h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동일한 운전조건을 만족시

키도록 하였다. 선정된 구간의 하선에는 논산변전소(오송기점 57k040)의 절연구간, 상선에는 감곡구분

소(오송기점 117k180)의 절연구간이 각 1개소씩 위치하고 있어 가속성능이 약간은 저하될 수 있다. 본 

Test-bed 구간에서 가․감속 거리가 제외된 최고 400km/h 운행거리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350km/h 운

행구간에서 전차선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증속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4. Test-bed 구간>

2.1.5 Test-bed 구간 노반현황 및 인터페이스 분석

  본선 Test-bed 구간 상,하선 56km에서 노반조건은 교량구간이 62.4%정도 차지하며 토공이 35.5%, 

기타 터널구간이 차지하고 있으며, <도표5>는 Test-bed 구간의 노반 형태별 현황을 나타낸다. 전차선

로 시스템에서 노반조건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전차선로 시공보다 상당기간 먼저 시

공이 이루어지는 노반에 적용할 토목관련 전기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토공부분은 노반공사 완료 후 전차선로의 전주경간 배치와 시공이 자유롭지만, 구조물인 교

량의 경우 시공중에 전철주, 지선기초 등이 반영되지 못하면 재시공이 곤란하며 정상적인 일정준수나 

품질보장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00km/h급 본선 Test-bed 구간은 선정되는 일정 및 설계조건에 따

라 노반 시공분야와 인터페이스 협의에 의해 정상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도표6>은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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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의 상세설계로 도출된 전철주의 경간배치 결과에 따라 노반분야 협의 결과이다.

        <도표5> 본선 Test-bed 구간의 노반현황             <도표6> 전주배치경간 협의현황

구  분
노 반 현 황

계 토공 교량 터널 파정

계 56,000 19,902 34,967 1,130 1

공주～익산

(하선)
28,000 7,955 19,990 55 -

정읍～익산

(상선)
28,000 11,947 14,977 1,075 1

  

일자 대상공구 사유

2011.03.02 1-1～3-1 교량구간 위치선정

2011.03.11 오송～익산 전철주기초 위치조정

2011.05.13 2-3 “

2011.06.02 2-2,2-3,2-4 “

2011.06.13 3-1 “

2011.08.24 1-1～2-4 “ 

       

2.2 개략공사비 산출

2.2.1 목적

  호남고속철도 건설구간에 400km/h급 선로를 시범적용 구축함에 따른 전차선로의 추가비용을 산정하

여 총사업비의 사전협의 및 개략예산을 책정하므로써 향후 본선 Test-bed 구간을 건설함에 원활한 추

진을 도모하고자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였다. 

 2.2.1 추가비용 산정기준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구간에 적용될 전차선로 시스템 제원을 비교분석하여 400km/h급 

건설을 위한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도표7>은 300km/h급 이상의 고속철도 전차선로 시

스템 제원을 비교 기술하였다. 

       <도표7> 300km/h 이상급 전차선로 제원 비교

구    분
경부고속철도

300km/h

호남고속철도

350km/h 400km/h 시험구간

최대경간 63m 65m 55m

전차선
선    종 홈경동선 Cu150㎟ 홈경동선 Cu-Sn150㎟ 홈경동선 Cu-Mg150㎟

가선장력 20[kN] 26[kN] 34[kN]

조가선
선    종 Bz 65㎟ Bz 116㎟ Bz 116㎟

가선장력 14[kN] 20[kN] 23[kN]

   ◦ 350km/h급을 400km/h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자재의 증가된 비용과 공사비를 장력

증가와 선종변경 및 그에 따른 자재의 변경부분을 모두 적용하였다.

   ◦ 재료비는 경부고속철도 자재단가(2006년8월)에 물가상승율(2011년2월) 37.01%(건설공사비지수: 

(149.2-108.9)÷108.9x100=37.10%)반영 후 부품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경동연선 Cu150㎟와 개발

된 합금경동연선 Cu-Mg150㎟의 자재단가 금액의 차이인 14.87%를 반영하였다.

   ◦ 지지물 및 기초 등은 전주경간배치 계획을 400km/h급에 적용하여 350km/h급 설계시의 수량차이

를 적용하였다.

   ◦ 400km/h급 부품 개발비용은 개략적인 추정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단가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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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m/h 이상급 자재의 국산화 개발에서 원가분석을 수행한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 또한 400km/h급 자재 생산설비의 지속적인 유지를 보장하기 어려움으로, 이례사항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품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체 보강비용의 10%를 예비품 구입비용으로 산

정하였다. 

 2.2.3 추가비용 산정결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구간에서 400km/h급 본선 Test-bed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비용은 <도표8>과 같이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표8> 추가비용 산정결과

내용 단가/복선km 수량(km) 금액 비고

350 km/h 1,292.1 28 36,178.8 a

400 km/h 1,610.1 28 45,082.8 b

보강비용 318.0 28 8,904 c=b-a

예 비 품 890 d=c×10%

추가 건설비용 9,800 T=c+d

단위 : 백만원

3. 결 론

  우리나라에는 2004년 300km/h급의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350km/h급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이 진행중에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속도경쟁에 있던 일본, 프랑스와 최근 중국의 최고속도 증속시험 보

다는 늦었지만 차세대고속열차개발사업으로 400km/h 이상급의 차량이 개발되고 이에 따라 인프라 시스

템의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중인 HEMU-400x 차량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구간에서 시험운행하기 위한 구간 선정 

및 전차선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TPS결과 분석으로 공주～익산간 하선 

28km와 익산～정읍간 상선 28km를 각각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구간의 인터페이스 항목을 검토하고 

선행공정인 노반공사에 반영되도록 하여 전차선로 본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논문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적용 기술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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