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3

틸팅열차 기존선 시험운행 곡선구간 설계 및 계측방안 제시
Proposal of Measuring Method and Design for the Testing 

Curved Railway of the Tilting Train

   유근수*       안 열*         이창훈*     한주섭*             박민 **
Yoo, Keun Su      An, Gang Yell    Lee, Chang Hun Han, Ju Seop Park, Min K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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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al of measuring method and design for the testing curved 
railway in which the tilting train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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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developed. Besides, the efficiency 
prediction and the linear synthesis of the existing conventional line for a tiling train service were examined 
on the preceding studies.
  So,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asuring plan and the design of the improvement sections in the testing 
curved track which was decided as a results of material analysis and field research concerning the extension 
possibility of transition curves and the bearing of track due to the new developed train traveling. And we 
look forward to playing a decisive role as reference data on the improvement construction project for the 
commercial service of the tilting train.
------------------------------------------------------------------------------------

1.  서  론

  재 국내 기존선 구간의 열차운행은 최고속도 약130~150km/h의 속도로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일정

한 비율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의 열차는 노선 최고속도  선형조건, 승객  화물량 등이 반

된 열차운 계획에 따라 운행하며 최근 속히 증가하는 승객  화물량에 응하기 해 동력성능이 

향상된 신형차량의 개발과 기존선 속도 향상을 한 선로개량 사업 등을 지속 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막 한 비용 발생으로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설정이다.

  이에 재 운행 인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 인 2단계 구간, 기본설계 수행 인 호남고속철도

의 비수혜지역을 상으로 계획 인 틸 열차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곡선구간이 많은 기존선의 운행속

도를 효과 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차체제어에 의한 승차감의 큰 하 없이 일반차량보다 곡선부를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기존선 열차운행에 매우 유리한 특징이 있다. 재, 세계 철도

선진국에서는 고속철도 이외의 틸 열차를 투입하여 기존선을 활용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선 속도향상과 고속열차와의 효율 인 연계운  등을 목표로 틸 열차의 

핵심 기술개발에 주력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8년 2월 21일 한국형 틸 열차 『한빛 200』이 호

남선 무안~함평 간에서 시속 180km/h의 증속시험에 성공하며 차세  체열차로 기존선에 투입될 것으

로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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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선행 연구과제 검토 및 자료조사

기
존
선

개
량
방
안

제
시

  기존선 곡선현황 및 열차운영 현황 분석

STEP2

틸팅열차 시험운행 노선 선로 및 선로 구축물 현황조사

  기충북선, 호남선의 선로선형과 주변 시설물에 대한 현황 자료의 전산화

  전산화 자료를 이용하여 선로 및 선형 개량시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

STEP3

틸팅열차 시험운행 노선 틸팅열차 투입에 따른 선형적합성 검토

  기존선 곡선부의 곡선반경과 캔트량에 따른 열차속도 분석

  현재 부설상태에 따른 틸팅열차의 곡선부 제한속도 산정

  완화곡선 연신방안 및 효율평가

STEP4

최종 종합분석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기존선 개량계획 및 계측계획 수립

그림1. 틸팅열차 운행을 위한 기존선 구간 개량계획 기본절차

   한편, 틸 열차 투입에 따른 기존선 구간의 운행속도 향상은 열차운  계획시 유리한 장 이 있으나 

곡선부 등에서 선로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단 도 있으므로 열차주행 안정성 등의 검토를 통해 틸

열차의 속도에 따른 부담력 해소를 한 완화곡선길이 연장방안 등의 선로개량과 이에 따른 한 

유지 리기 의 재검토가 우선 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 기본방향  차

  본 연구는 기존선의 틸팅열차 시험운행 구간에 대한 그 구간의 선형 및 선로구축물 현황조사를 통하

여 틸팅열차와 선로선형과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틸팅열차의 곡선부 가능속도를 산정하고 선로선형, 즉 

부설캔트, 완화곡선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곡선부 개량계획 및 연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틸팅열차 통과 곡선구간에 대한 궤도 부담력 계측을 통해 기존선 곡선부 주행 안정성 검토 위한 틸팅차

량 시험운행노선의 궤도 계측방안을 제시한다. 

3. 시험운행 곡선구간 황

3.1 선행 연구과제 검토  자료 분석

  기존선 속도 향상을 위한 선로시스템 기술개발의 국가 선행 연구과제에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틸팅열차의 운행효율성 평가와 운행가능 속도 검토를 위해 시험운행 구간인 호남선과 충북선의 대표 곡

선구간에 대한 현황을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남선의 곡

선장 총길이가 107.5km로 곡선반경 R300, 400개소가 가장 많았고, 충북선(상선)은 총곡선장이 44.3km

로 여기서도 곡선반경이 낮은 개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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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남선

◎곡선반경별 연장

R(m) 연장(km) 비율(%) R(m) 연장(km) 비율(%)

300 26.5 25 700 4.7 4

400 26.6 25 800 5.6 5

500 11.7 11 1000이상 7.4 7

600 25.0 23 계 107.5 100

나. 충북선(상선)

◎곡선반경별 연장

 - 대전지사

R(m) 연장(km) 비율(%) R(m) 연장(km) 비율(%)

400 7.2 25 700 0.71 3

500 10.23 36 800 0.45 2

560 0.56 2 900 0.26 1

600 4.16 15 1000이상 4.46 16

계 28.03 100

 - 충북지사

R(m) 연장(km) 비율(%) R(m) 연장(km) 비율(%)

300 0.35 3 800 2.92 18

400 5.43 33 1000 0.91 5

500 3.42 21 1000이상 0.68 4

600 0.68 4 계 16.27 100

700 1.88 12

3.2 틸 열차 시험운행구간 선로구축물 황 조사

  틸팅열차 시험운행중인 충북선과 호남선에 대하여 연신 필요성 및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곡선구간내의 선로주변 지장물 등 구축물의 현장을 조사하여 연신가능개소 선정시 개량비용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지장물로는 선로내 BOX, 용벽, 건널목, 과선교 등을 중점 조사 하였으며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도표 1에서 나타내는바와 같다. 

3.3 틸팅열차 투입에 따른 시험운행 노선인 충북선의 선형 적합성 검토

  틸팅열차 시험운행중인 구간 중 충북선에 대하여 틸팅열차 투입에 따른 곡선반경, 완화곡선길이, 캔트 

도표 1. 선로구축물 현황

비 고 BOX(개소) 옹벽(개소) 건널목(개소) 과선교(개소)

충북선 79 15 31 4

호남선 58 20 32 4

계 137 35 6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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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P.C C.P P.S 곡선

반경

(m)

완화

곡선장

(m)

최 최 체 차체 완화곡선

평가
완화시 원곡시 원곡종 완화종

틸 각도
틸

각속도
롤 각속도

정상
횡가속도

승차감
지수

(도) (도/s) (도/s) (G) Pct
8km750.00 8km800.00 9km230.00 9km280.00 1,400 50 5.94 8.49 9.14 0.060 9.37 NG

10km445.00 10km495.00 10km585.00 10km635.00 1,400 50 5.94 8.49 9.14 0.060 9.37 NG
13km475.00 13km525.00 14km045.00 14km095.00 1,400 50 5.94 8.49 9.14 0.060 9.37 NG
15km210.00 15km260.00 15km360.00 15km410.00 2000 50 3.77 5.38 6.50 0.038 3.53 NG
16km788.00 16km828.00 16km908.00 16km948.00 1300 40 6.65 13.16 13.09 0.067 15.70 NG
18km653.00 18km693.00 19km163.00 19km203.00 1,400 40 6.21 12.41 12.47 0.062 14.24 NG
27km273.00 27km343.00 27km473.00 27km543.00 1,400 70 5.41 4.92 6.11 0.054 4.78 NG
27km891.00 27km941.00 28km011.00 28km061.00 1,300 50 6.50 9.28 9.81 0.065 10.92 NG
33km610.00 33km660.00 33km850.00 33km900.00 1,400 50 5.94 8.49 9.14 0.060 9.37 NG
35km680.00 35km730.00 35km830.00 35km880.00 1400 50 5.94 8.49 9.14 0.060 9.37 NG
40km405.00 40km465.00 40km615.00 40km675.00 1400 60 5.68 6.31 7.29 0.057 6.61 NG
62km440.00 62km490.00 62km570.00 62km620.00 1,500 50 5.46 7.80 8.55 0.055 8.04 NG
63km310.00 63km360.00 63km550.00 63km600.00 1,500 50 5.46 7.80 8.55 0.055 8.04 NG
69km101.00 69km171.00 69km271.00 69km341.00 1,300 70 5.97 5.43 6.54 0.059 5.91 NG
70km125.00 70km195.00 70km355.00 70km425.00 1,200 70 6.62 6.01 7.04 0.066 7.23 NG
75km120.00 75km180.00 75km240.00 75km300.00 1,400 60 5.68 6.31 7.29 0.057 6.61 NG
75km910.00 75km950.00 76km050.00 76km090.00 1,600 40 5.30 10.61 10.94 0.053 10.98 NG
76km750.00 76km780.00 76km910.00 76km940.00 2,000 30 4.30 14.33 14.11 0.043 13.63 NG
78km235.00 78km265.00 78km335.00 78km365.00 1,600 30 5.57 18.56 17.70 0.056 20.73 NG
110km090.00 110km180.00 110km340.00 110km430.00 1,000 90 6.65 4.14 5.33 0.066 4.99 NG

등에 따라 최고 열차속도를 선정한 후 틸팅열차의 승차감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곡선

개소를 판별하여 연신 필요여부를 판단하였다.

가. 선형 적합성 검토항목

도표 2. 선형 적합성 검토항목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최소곡선반경
◦ 최소곡선반경 구간에 대한 열차의 제한속도 산정

◦ 목표 통과속도 구현을 위한 곡선반경의 검토

완화곡선길이

◦ 속도향상에 대응한 원곡선과의 적합성 검토

◦ 완화곡선의 연신방안 검토

◦ 완화곡선 연신 전후의 열차 제한속도 산정

캔트

◦ 틸팅열차 투입으로 인한 캔트향상 효과

◦ 현재 캔트량으로 구현 가능한 통과속도 검토

◦ 목표 통과속도 구현을 위한 캔트량의 검토

◦ 저속차량(화물차량)과 고속차량(틸팅열차)의 속도를 고려한 캔트부족량 검토

  

나. 충북선 곡선구간의 연신 필요구간 검토

  틸팅열차의 승차감 평가지수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최대허용치를 벗어나는 곡선개소를 평가하였

으며 주요 평가계산의 함수로 현 완화곡선장의 길이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였다. 평가 결과 중 최대허

용치를 벗어나는 곡선개소는 아래 도표 3과 같으며, 최대허용치는 도표 4에 나타내었다.

도표 3. 충북선(상행좌측) 승차감 평가지수 결과 (최대허용치를 벗어나는 곡선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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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S.P P.C C.P P.S 곡선

반경

부설된
완화곡선 

 소 요
완화곡선 

연신가능구간

완화시 원곡시 원곡종 완화종 좌 우  좌  우 좌 우 

청주-오근장 16km788.00 16km828.00 16km908.00 16km948.00 1300  40  40  100  100 불가 불가

오근장-내수 27km891.00 27km941.00 28km011.00 28km061.00 1300  50  50  100  100 불가 불가

주덕-달천 75km120.00 75km180.00 75km240.00 75km300.00 1400  60  60  90  90 불가 불가

주덕-달천 78km235.00 78km265.00 78km335.00 78km365.00 1600  30  30  85  85 불가 불가

공 - 양 110km090.00 110km180.00 110km340.00 110km430.00 1000  90  90  100  100 불가 가능

다. 충북선 곡선부 틸팅열차 운행 허용치

  열차의 곡선부 통과속도는 기본적으로 곡선반경과 부설된 캔트량에 좌우되며, 그 외의 선형조건은 완

벽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된 값이 이론상의 곡선부 통과속도가 된다. 이에 따라 직선과 곡선사이에 삽

입하도록 규정된 완화곡선의 경우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틸팅열차 시험운행 구간인 충북선 곡선부 완화곡선장이 부족하여 제한을 받는 곡선부에 대한 승차감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도표 4. 틸팅열차 곡선부 운행 최대 허용치

항 목 최대 허용치

 최대 틸팅각도 8 degree

최대 틸팅각속도 4 degree/sec

최대 전체 롤 각속도 5 degree/sec

정상 횡가속도 0.08g

완화곡선 승차감 지수 5

3.4 시험운행 구간 완화곡선 연신 가능구간 검토

  틸 열차 운행 시험노선인 충북선(상선)에 하여 앞 에서 평가 분석된 결과를 토 로 승차감 기

을 만족하는 범  이내에 들도록 완화곡선이 부족한 개소에 하여 완화곡선 연신가능 여부를 별하

다.

  주변 환경과 궤도 조건의 검토결과 도표 3에서 나타난 20개소의 연신필요 개소  15개소의 곡선부에

서 연신이 가능하고, 5개소의 곡선에서는 연신불가로 정되었으며 연신불가 개소는 도표 5에서 나타내

는 구간들이다.

도표 5. 연신불가 개소구간

4. 곡선부 개량계획 및 계측계획 수립

4.1 개량계획 방안

  현장에서 조사 분석된 결과에 따라 완화곡선 연신가능 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하여 개량계획을 수립하

였다. 완화곡선 연신법에는 연신방법에 따라 현재 A, B, C, D법이 각각의 특징에 맞게 주로 검토되어 

지고 있다.

  아래 그림 2는 연신가능 대표구간으로 오송~청주 구간을 선정하여 B-2연신법을 적용한 사례이며, 선

로궤적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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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충북선 상행선 오송～청주 구간 (8km 750～9km 280), R=1,400

R1=1,400

R2=1,380

S
P
=
 8

km
7
3
3
.4

2
9
0

S
P
=
 8

km
7
5
0
.0

0
0
0

S
P
=
 8

km
8
0
0
.0

0
0
0

S
P
=
 8

km
8
2
3
.4

2
9
0

L2=90.0m

L1=50.0m

F

범례
연신전
연신후

 그림 2. 연신가능 표구간 연신 후 선로궤  도면

4.2 계측계획 방안

  시험노선 개량개소의 계측계획은 선로관련 계측기의 종류 및 성능을 분석하여 노반변형 또는 응력변

화의 실질적 계량화를 위한 실측을 통해 지반의 침하, 토압, 경사의 변위를 측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계측 방법으로 계측기를 직접 선로변에 매설하는 방법과 선로주변에 탐사기를 매설

하여 추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기존선 구간으로 상시 열차운행이 빈번하여 연신 전․후의 변형개소가 미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개

소는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연신 전․후의 변형개소가 과다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개소에

는 실측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주요 계측기 특성

  아래 도표 6에서 곡선부 연신 후 틸팅열차 운행에 따른 노반주변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주요 계측

기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도표 6. 주요 계측기 특성

종 류 사용범위 계측내용

수평경사계
⦁시공시 굴착으로 인한 하중분포 변화개소

⦁선로 지반의 침하 유발개소

⦁토립자의 수평변위량

⦁토립자 변위의 발생심도 및 방향

레일침하계
⦁노반 인접지역 시공으로 인한 철도노반 손

상 우려개소
⦁선로 변위량

광파시스템
⦁열차하중 및 진동영향에 의한 노반거동 및 

침하변위로 인한 지반의 안정성 우려개소
⦁노반주변 3차원 거동량

◈ B-2연신법 적용

  R1(기존)=1,400m L1(기존)=50.0m 

  R2(변경)=1,380m     L2(변경)=90.0m

  F(이정량)=0.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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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측방법

1) Crosshole 탐사방법(추정방법) - 기존 구조물이 존재하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시추가 어

려운 경우 사용하며 탄성파 송신원과 수신기를 같은 심도에 위치시키고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

하면서 두 시추공 사이의 평균 탄성파 속도를 구하여 층서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비교적 수평적 

지층구조에 많이 적용한다.

S R

그림 3. 추정방법의 계측기 위치전경

2) 실측방법 - 각종 계측기를 직접 선로변에 매설하여 실측하는 방법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소에 적용한다.

지중경사계

침하계

토압계

그림 4. 실측방법의 계측기 위치전경

다. 계측기 부설계획 방안

  선정된 연신개소의 계측기 부설은 연신 전․후의 정량적인 계측자료를 얻고자 연신 후 곡선부 전구간에 

걸쳐 부설할 계획이며, 그 위치는 직선구간, 완화곡선구간, 원곡선 변형구간 3개소에 아래 그림 5와 같

이 계측지의 사정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2가지 계측방법(추정, 실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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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지1 : 직선구간

계측지2 : 완화곡선 연신구간

계측지3 : 원곡선 변형구간

그림 5. 연신구간 계측지 선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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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틸팅열차 시험운행이 시행되고 있는 충북선, 호남선 구간에서 직선구간의 최고속도는 180km/h까지 

시험운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곡선구간에서의 180km/h 속도시험운행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곡선구간의 시험운행에 대비, 기존선 곡선부 현장 조사와 연신 전․후의 선로 노

반형태의 변형과정을 추적하고자 개량 가능구간 조사 검토 및 개량개소를 선정하여 계측방안을 제시하

였다.

1) 틸팅열차 시험운행 선구인 호남선과 충북선(상선)의 곡선구간 길이는 각각 107.5km, 44.3km로 두 

선로 모두 곡선반경이 낮은 구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현장 조사 결과, 충북선(상선) 곡선부에서 현재 틸팅열차 운행을 위한 완화곡선 연신필요 구간이 총 

20개소로써 연신가능 구간이 15개소, 연신 불가능 구간이 5개로 검토되었다.

3) 개량방안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신방법 중 그 특성에 따라 알맞은 연신가능 대표구간을 선

정, 적용하여 연신 전후의 전경을 나타내었다. 또한, 궤도계측을 통해 틸팅열차 시험운행 선로에 있

어서 차후 궤도 변형이나 노반 침하, 토압 등 실질적인 기초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틸팅

열차 운행이 되도록 계측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계측방법으로 주변여건에 따라 추정방법과 실측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계측구간의 정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반의 안정성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개량사업의 데이터

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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