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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is a mountainous country, with as much as 70% of the area is covered by hills and mountains. This 
geography places constraints on the minimum radius of curvature for the rail network. It was expected that 
the speed of trains could be enhanced on the existing railway network without a hug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by using tilting trains. The development of tilting trains in Korea started in 2001 as research & 
development project. A 6-car prototype test tilting train, called the Tilting Train eXpress (TTX), was built in 
December 2006 and experimental trials began in 2007. TTX has distributed power, is designed to run at 200 
km/h, and has a planned service speed of 180 km/h. In this paper, we first describe the performance  of 
tilting train, and then present the estimated running times, and the time saving compared with today’s 
conventional trains and non-tilting trains, based on the Jungang line. So the time saving could be separated 
into two effects by higher track top-speed and tilting devices.

1. 서론

최근 많은 나라에서는 철도교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철도가 미래 교통 
시스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가 더 많은 승객들에게 매력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철도가 타 교통수단 대비 운전시간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다.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 증가는 필연적으로 철도교통의 성능(performance) 향상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열차의 운전시간(running time)은 철도교통의 가장 확실한 성능 판단 기준 (performance index)으로서, 
이것은 고속열차 도입 및 선로인프라의 개량(up-grade) - 신선 건설 또는 기존선 개량 - 에 의해 향
상될 수 있다. 고속열차 운영은 보다 직선화된 선로 조건을 필요로 하며, 곡선반경이 큰 고속신선의 건
설은 건설비용이 높기 때문에 승객수요가 많아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정당
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요가 너무 낮아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기존 
노선에서도 통행시간을 단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곡선 안쪽으로 차체를 기울일 수 있는 틸팅 열차는 
반경이 큰 곡선이 많은 신선을 건설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펜
돌리노(Pendolino), 스웨덴의 X-2000과 같은 틸팅 열차는 20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상
업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둔 좋은 예라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틸팅 열차를 개발하여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 없이 기존 노선의 열차 속도를 높
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 12월 제작완료 된 시제 열차(prototype train, TTX=Ti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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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eXpress)의 신뢰성과 안전성(reliability & stability)을 검증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험운전 테스
트가 시작되었으며, 기존 노선에서 큰 오류 또는 장애발생 없이 시운전이 수행되었다. 2010년 말 현재 
총 시험운전 누적 주행거리는 139,000km에 도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 청량리~영주 구간에서
의 틸팅 열차의 운전시간을 추정하고, 기존열차 및 일반 EMU 열차 운전시간의과의 비교를 통한 운전시
간 단축효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간단축 효과는 선로개량을 통한 선로 최고속도의 향상 효과와 틸
팅 장치에 의한 효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2. 틸팅 열차 성능(performance)

열차의 운전시간은 해당 열차의 동적 능력(가/감속 성능 등)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운전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TTX의 동적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시운전 주행시험을 통한 성능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는 다음 [표 1]에 제시된 TTX 성능요소를 기준으로 호남선 노안역 부근 2.9km 직선선로 
구간에서의 가속성능 프로파일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림 1] 참조)

구분 TTX (틸팅 EMU 시험열차)
차량편성 6 cars tilting EMU (4 motor cars & 2 trailer cars)
운행최고속도 180 km/h
열차길이 143 m
만차중량 322 ton
초기 가속도 0.50 m/s2
상용 감속도 0.89 m/s2
비상 감속도 1.00 m/s2
주행저항 R=7,889 +58.69 v + 0.6507 v2(N), where v is speed (km/h)
기동견인력 204 kN
정토크 종단속도 85 km/h
정전력 종단속도 135 km/h
EMU : Electric Multiple Unit

[표 1] TTX 성능 사양

[그림 1] 틸팅 EMU 가속성능 시험구간 선로조건

다음 [그림 2]는 TTX의 시뮬레이션 된 가속 곡선(맨 밑 녹색곡선)과 실제 시험 주행 시의 가속 결
과(중간 적색곡선)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 비교를 통하여 가속 성능 시뮬레이션과 실제 주행
시험 결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에 의한 운전시간 분석 결과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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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열차 주행에 따른 운전시간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영업운전 조건에서의 열차운전시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틸팅 열차의 가속성능 비교

한편, 본 논문의 틸팅 열차 운전시간 산정에는 다음 [표 2]와 같은 TTX의 장래 상용화 버전의 열차
사양이 되었다. 이 열차에는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간선형 급행전동차(180km/h EMU) 제작설명서
(안) 상의 열차 성능사양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장래 TTX의 생산모델(production version of TTX)로 
가정되었다.

구분 TTX (틸팅 EMU 시험열차)
차량편성 6 cars tilting EMU (4 motor cars & 2 trailer cars)
운행최고속도 180 km/h
열차길이 141 m
만차중량 330 ton
초기 가속도 0.56 m/s2
상용 감속도 0.83 m/s2
비상 감속도 1.11 m/s2
주행저항 R=4,401 +56.30v + 0.5040 v2(N), where v is speed (km/h)
기동견인력 212 kN
정토크 종단속도 90 km/h
정전력 종단속도 135 km/h

[표 2] TTX의 장래 생산모델 성능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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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TTX의 생산모델(맨 위 검정곡선)은 TTX 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
된다. 이러한 가속능력의 차이는 초기가속도 및 기동견인력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기동 견인력 유지 종단속도(정토크 종단속도)가 TTX보다 5km/h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틸팅 EMU열차와 일반 EMU열차의 운전시간 비교

3.1 열차운행 후보노선 선정

여객열차의 속도 향상을 통한 철도 교통의 경쟁력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선 청량
리~영주 구간을 틸팅 열차 서비스 투입 후보 노선으로 고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철도가 장래 보다 매력적이고 신뢰성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존선 개량 
및 신선 철도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선에서도 구간별로 철도 인프라 개량사업이 기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틸팅 열차 투입에 따른 운전시간 산정을 위해 다음 [그림 3]과 같이 2012년 까지 중
앙선 청량리~영주 구간에서 완료되는 철도건설사업의 인프라 조건을 반영하여, 2013년 기준 틸팅 열차 
운전시간을 산정하였다.

[그림 3] 틸팅 열차 운전시간 분석 대상 노선

[그림 4] 중앙선 청량리~영주 구간의 곡선반경별 곡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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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의 직선 또는 곡선화 특성은 곡선분포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선로 전체 연장 대비 
곡선반경별 연장의 비율로 주어질 수 있다. 중앙성 청량리~영주 구간에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0m 이상의 곡선이 곡선반경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중앙선 청량리~영주 구간의 총연장은 
2013년 기준 207km 이며, 곡선(원곡선 및 완화곡선 포함) 연장은 전체 연장의 40.1%에 달한다. 전체 
연장 대비 31.4%는 곡선반경 1,500m 이하의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운전시간 산정의 전제 조건

중앙선 청량리~영주 구간의 장래 신규 여객 열차 서비스는 거점역간 급행 운행방식으로 제공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종착역을 제외한 중간 정차는 5개 역(양평, 원주, 제천, 단양, 풍기)에서 이루
어지며, 각 정차 역에서의 정차시분은 1분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르면 해당 선로 중 다음과 같은 3가지 선로 구간에서는 서로 
다른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 하구배 구간, 정거장 역 구내 구간, 곡선 구간. 하구배 속도 제한 
조건에는 기존선 및 건설선 모두 “열차운전시행세칙” <별표 12. 하구배 속도제한> 중 여객열차 규정이 
적용되었다. 정거장 역 구내 통과속도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상에 기존선에 대해서만 규정이 설정되어 
있으며, 건설선에 대해서는 본선 최고 설계속도 - 20km/h를 적용하였다.

한편 곡선구간에서 틸팅 열차의 속도 제한은 구간별, 곡선반경별로 [그림 5]에 나타난 과정에 따라 
설정되었다. 이 과정은 승객의 승차감과 TTX 시험운전 결과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기반으로 곡선부에
서 틸팅 열차의 최대 허용 가능 속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에 따른 속도제한은 개별 선로 선형
조건에 따라 일반 EMU 열차 보다 약 5~30km/h 높게 설정되었다.

[그림 5] 틸팅 열차 곡선통과 제한속도 설정 및 운전시간 산정 과정

3.3 곡선 구간에서의 일반 EMU 열차 대비 틸팅 EMU 열차의 운전시간 단축효과

곡선부에서는 틸팅 열차의 최대 속도를 일반 열차보다 높게 할 수 있다. 틸팅 기술이 정상 적용되는 
열차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열차와는 다른 속도 제한 프로파일을 사용한다. [그림 6]은 
중앙선 중에서 임의로 선택된 샘플 곡선 구간의 속도제한을 보여주는 것으로, 곡선반경 R=600m의 곡
선과 그 주변의 직선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노랑 선은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열차의 속도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빨강 및 녹색 선은 일반 열
차와 틸팅 열차의 제한 속도를 보여준다. 틸팅 열차의 경우 곡선 구간을 일반 열차 보다 더 높은 속도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6]의 예에서는 +30km/h), 일반 열차보다 운전시간을 단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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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운전시간 단축 효과는 해당 노선, 해당 곡선구간의 선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6]의 경우 틸팅 열차의 운전시간은 일반 열차 42.8초 보다 14% 단축된 36.7초로서, 일반 열차보다 6.1
초 빠르게 틸팅 열차가 운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중앙선 샘플 곡선(R=600)상 틸팅 및 일반열차의 운전시간 비교

3.4 일반 EMU열차와 틸팅 EMU열차의 중앙선 운전시간 비교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 운전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TPS-ONC1) ver.2.0을 활용하여 중앙선의 
선로 및 차량성능 조건에 따른 열차의 물리적 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경우의 최소운전시분을 산정하였
다. 한편, 정거장 간 최소운전시분에 열차운전 여유율(recovery margin) 11%를 더 일반 EMU 및 틸팅 
EMU 열차 운행에 따른 열차운전시분을 산정하였다.

구분
구간거리

(km, 2013년
 기준)

2009년
무궁화호

평균 운행시간
(시:분)(A)

2013년 예측 운전시간 (11% 여유율 반영)
일반 EMU

열차 (시:분)
(B)

틸팅 EMU
열차 (시;분)

(C)
단축율 (%)





청량리~원주 97.9 1:48 0:55
(∇0:53)1)

0:53
(∇0:02)2) 49 4

청량리~제천 144.5 2:31 1:33
(∇0:58)1)

1:30
(∇0:03)2) 38 3

청량리~영주 207.2 3:33 2:23
(∇1:10)1)

2:16
(∇0:07)2) 33 5

1) ( )는 무궁화호 열차 대비 일반 EMU 열차의 단축시간을 나타냄
2) ( )는 일반 EMU 열차 대비 틸팅 EMU 열차의 단축시간을 나타냄

[표 3] 2013년 기준 일반 EMU열차와 틸팅 EMU 열차의 예측 운전시간 비교

위의 [표 3]에서는 서로 다른 운전시간이 보여 지고 있다. 우선 3번째 열의 운전시간은 KORAIL 웹
페이지의 열차운전시각표로에서 구한 것으로, 중간 정차 역에서의 정차시간을 포함한 2009년 현재 무궁

1) Train-set Performance Simulation on Network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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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호 열차의 평균 운전시간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EMU 열차
의 운전시간을 시뮬레이션 하였을 경우 그 운전시간이 4번째 열에 나타나 있으며, 곡선 구간의 제한속
도를 틸팅 열차의 최대 허용가능 속도까지 높일 경우 틸팅 EMU 열차의 운전시간은 5번째 열에 표시되
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09년 현재의 열차에는 8개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정차역이 있
는 것에 비해 시뮬레이션으로 운전시간을 추정한 일반 및 틸팅 EMU 열차는 단지 5개의 중간 정차역 
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전시간 단축효과에는 중간 정차역 축소에 따른 단축효과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7] 무궁화호 열차, 일반 및 틸팅 EMU 열차의 운전시간 비교

2009년 현재 무궁화호 열차와 장래 일반 EMU 열차의 운전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청량리~운주 구간에서 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이 구간에서 일반 EMU 열차의 운전시간은 55분으로 2009년 무궁화호 열차 
보다 53분 단축되어 약 49%의 운전시간 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이 구간의 대부분
은 기 개량되었거나 2013년까지 직선화 개량될 것이며, 또한 선로최고속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구
간에 틸팅 열차가 운행 될 경우 운전시간은 추가로 2분이 더 단축되어, 일반 EMU 열차 대비 4%의 운
전시간 단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3년 기준 중앙선 청량리~영주 구간에서 틸팅 열차의 운전시간은 2:16 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9년 무궁화호 열차의 운전시간 3:33 보다 1:17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운전시간 단축효과
는 2가지 효과로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효과는 직선화 선로 개량에 따른 선로 최고속도 향상
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 운전시간 단축의 90%인 1:10이 이 효과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틸팅  
장치에 의한 시간단축효과는 전체 단축 운전시간의 10%인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틸팅 열차 기술은 부설 캔트가 부족하여 속도를 낮춰서 횡가속도를 완화시키는 기존선에서 곡선의 통
과속도를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틸팅 열차는 통행 시간을 단축하며, 별도의 신선 건설이 
필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효과적 대안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2010년 3월 국토해양부는 틸팅 열차 운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틸팅 열차 상용화와 운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틸팅 열차는 2013년 말부터 중앙선을 시작으로 상용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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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에서 틸팅 열차의 운전시간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9년 
무궁화호 열차와 비교할 경우 2013년의 틸팅 열차는 통행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약 36%의 통행시간 단축이 중앙선 청량리~영주 구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축
효과의 약 90%는 선로 개량에 따른 선로 최고속도 향상에 기인한 것이며, 나머지 10% 만이 틸팅 기술
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차이가 많은 것은 중앙선의 많은 선구가 개량되었거나 장래 이른 시간 안에 
직선화 개랑 될 것이기 때문에 틸팅에 의한 속도향상 효과가 충분히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선에서 직선화 선로 개량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본 노선에 틸팅 열차를 도입하여 상용화하는 효과
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이에 틸팅 열차 서비스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기존 인프라 시설의 개량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선형변경이 어렵
기 때문에 틸팅 열차의 속도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최상의 노선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경부선이 새로운 틸팅 열차 서비스 투입 노선 후보로 재검토되기 시작하였
다. 향후 다음 단계 연구를 통하여 경부선 곡선 구간에서 틸팅 열차의 속도향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운전 주행시험을 기반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틸팅 열차의 경쟁력을 운전시간과 속도 측면에서 제시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틸팅 열차 서비스가 경부선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며, 이를 
통해 틸팅 열차가 철도 통행의 경쟁력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향상시키기를 바란다. ; ① 통행시간의 
단축, ②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열차 출발 회수의 증가, ③ 열차 서비스 품질의 향상, ④ 고객 관점에서 
철도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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