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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팅차량 증속에 따른 기존선 궤도의 거동 특성

Characteristics of Track Behaviors according to Accelerated Tilting Trai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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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rial run of locally-developed tilting train has been in process on Chungbuk line since the test vehicle 
was first produced. For the system stabilization, interface verification among the systems including track, 
structure, catenary and signaling system, not to mention the rolling stock, is very crucial. 
 In the area of wayside structure, the stability of track structure and train run shall be evaluated through 
the review of impact by increased speed by developed train on track structure. The study thus was 
intended to evaluate the impact on track while a tilting train is running the conventional line(ballast track), 
which is vulnerable to accelerated train speed. The evaluation of tilting train test running the part of 
Honam line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 on existing track performance by tilting train. 
 To identify the performance of each part of track components while tilting train and high speed train 
were running the existing line, wheel load, rail bending stress, vertical displacement of rail and sleeper 
were compared so as to evaluate the expected impact by tilting train for improving the train speed.

key words : Tilting train (틸팅열차), improving the train speed (증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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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 틸팅차량은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해 개발되었고 기존차량에 비해 승차감의 

저하 없이 곡선부를 더욱 빠르게 주행할 수 있어 전체 운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틸팅차량은 현재 시제차량 제작을 마치고, 충북선을 시작으로 시운전 시험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운전 시험에서는 한국형 틸팅차량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차량 외에 궤도, 구조물, 전차

선, 신호 등 각 시스템 상호간의 인터페이스 검증이 필요하며, 선로구축물 분야에서는 개발차량의 

증속이 궤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궤도부담력 검토를 통해 궤도구조의 안정성과 주행안정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틸팅차량이 기존선 선로를 증속함에 있어 궤도안정성측면을 확인하고 궤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현재 시운전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호남선 구간 중 일부 선로를 상대

적으로 곡선반경이 크거나 직선구간, 즉 증속에 유리한 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측정을 시행함으로써 

틸팅차량 증속에 따른 기존선 궤도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틸팅차량과 기존 운행중인 고속차량의 기존선 주행시 궤도각부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윤중,  

레일 휨응력, 레일 수직변위, 침목 수직변위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해 투입될 틸팅차량이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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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측정

2.1 측정구간의 차량 현황

  측정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크게 틸팅차량(TTX)과 고속차량(KTX)으로 구분되며, 틸팅차량과 유사 

속도대역으로 주행하는 기존 고속차량과의 궤도성능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틸팅차량의 기존선 증속주

행시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측정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제원은 그림. 1과 같다. 

틸 팅  동 력 차 객   차

150 150 150 150 150150

2,400 13,500 2 ,400

15,900 3 ,5654 ,800

24,265

(a) 틸팅차량 (b) KTX

그림. 1 측정대상 차량의 제원 (unit : kN, mm)

2.2 측정구간 제원

  틸팅차량 및 일반차량에 의한 기존선 궤도구조의 부담력 검토를 위해 시운전 시험구간인 호남선 

구간중 토노반 구간(구간 A)과 교량구간(구간 B)에서 정밀 궤도측정을 수행하였다. 표. 1은 측정구

간의 궤도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현장전경은 그림. 2와 같다.

표. 1 측정대상 선로의 제원

구 분
호 남 선

구간 A 구간 B

곡선반경(R) 3,000m 직선

레 일 50kg N, 장대 50kg N, 장대

침 목 PCT PCT

체결구 e-clip e-clip (a) 구간 A(R=3,000) (b) 구간 B(직선)
캔트(c) 70mm 3mm 그림. 2 측정대상 선로 전경

 

3. 측정시스템 구축

  측정시 열차는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실제 발생한 응답치를 왜곡하거나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집율(Sampling Rate)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발생한 윤중 이외의 노이즈 성분들은 

주파수 분석을 통해 디지털 필터로 로패스 필터링과 하이패스 필터링 처리를 함으로써 데이터의 신

뢰성을 높였다. 표. 2는 계측에 사용된 주요장비의 사양이다. 

장 비 명 용 도 모델명 주 요 사 양

Data Acquisition System 신호증폭 및 센서구동 MGC-Plus 
∙Sampling rate: 500Hz ~ 1kHz

∙32-Channel

Strain Gauge 센  서 ∙Resistance: 120 Ω

표. 2 주요 계측장비 사양

  현장측정시스템은 변형률 게이지와 변위계를 조합하여 32개의 채널을 동시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구성하였으며, 대상선로에서 측정된 윤중, 레일 휨응력 및 변위응답은 증폭기를 통해 증폭되어  

MGC-PLUS(Data Acquisition System)에 저장한 후, 오리진T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장측

정을 위한 센서는 측정대상궤도의 내외측에 동일하게 설치하였으며 센서설치 위치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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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목수직변위

레일휨응력

레일두부 횡변위

레일변위

횡압

윤중

CH3CH1
CH5 CH7

CH13

CH4
CH8

CH14

CH2
CH6

CH9

CH10

레일변위

윤중

레일휨응력

횡압침목변위

레일두부 횡변위

그림. 3 센서 설치 전경

4. 측정항목 및 방법

4.1 레일 휨응력

  레일 휨응력 측정은 침목간 중앙의 레일 내․외측 하부 플랜지에 종방향으로 1축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측정하였으며, 변형률 게이지 설치전경 및 위치도는 그림. 4와 같다.

레일 휨응력

그림. 4 응력 게이지 설치 전경 및 위치도

4.2 변위

  열차주행시 발생하는 레일과 침목의 동적변위를 측정함으로써 측정대상구간을 통과하는 동적하중

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는 레일 및 침목변위계 설치전경과 측정위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레일 수직변위침목 수직변위

레일 횡변위

그림. 5 변위계 설치 전경 및 위치도

4.3 윤중

  윤중게이지 설치위치는 측정구간의 내․외측 레일에 그림. 6과 같이 침목간 중심에서 각각 100mm 

떨어진 위치에 레일복부의 중립축에 45˚의 각도를 가지고 8방향으로 결선된 윤중게이지를 부착하여 

측정한다. 계측시 열차는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실제 발생한 윤중을 왜곡하거나 데이터의 손실이 발

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집율(Sampling Rate)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발생한 윤중 이외의 노이즈 성

분들은 주파수 분석을 통해 디지털 필터로 로패스 필터링과 하이패스 필터링 처리를 함으로써 데이

터의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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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EF H

A

G

단위 : mm

중립축

100 100

중립축

중립축

그림. 6 윤중 게이지 부착 위치도

  레일에 부착한 변형률 게이지를 통하여 직접 측정한 값은 윤중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형률 데이

터로써 데이터 수집장비(Data Acquisition System)를 통하여 얻은 변형률을 실제 작용하는 윤중의 

절대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윤중 검정(Calibration)을 수행하고 이때 얻어진 정적 윤중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을 통해 환산윤중을 도출함으로써 하중단위의 동적 윤중

값을 구한다. 그림. 6과 같이 윤중게이지를 레일에 부착하고, 유압잭을 이용하여 그림. 7과 같이 

0kN에서 40kN까지 정적하중을 단계적으로 가압하여 이때 발생한 계측값을 기록한다. 이때 오차발생

과 선형회귀식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3회 이상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였다.

그림. 7 윤중 검정 전경

  그림. 8은 재하시간 변화에 따른 내․외측 레일에 재하한 정적 작용하중(데이터 수집장치에 저장된 

변형률 데이터)을 도시한 그림과 측정 변형률을 레일에 작용한 윤중으로 환산하고자 수행한 선형회

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a) 구간 A (외측레일) (b) 구간 A (내측레일)

그림. 8 윤중 변형률 및 선형회귀 분석의 예

5. 측정결과 및 분석

5.1 열차종별 궤도 충격량 평가

  일반적으로 충격계수의 산정에 있어서 윤중 변동의 표준편차에서는 2σ의 값을 고려한다. 충격계

수시험에 의한 확률분포는 그림. 9에서처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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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규분포는 평균(m)값에서 최대 확률

값을 가지며 평균(m)에서 멀어짐에 따라 하강하

여 x=m± σ에서 변곡하며 또한 평균에서 멀어짐

에 따라 확률은 0의 값으로 접근한다. 

  분포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는 넓이가 전도수

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x± m의 범위 내

에서는 68.3%, m± 2σ의 범위 내에서는 95.5%, 

m± 3σ의 범위 내에서는 99.7%로 된다. 그림. 9 정규분포도

  동적윤중에 대한 충격계수는 국내의 경우 AREA에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40km/h 이하의 저속운행열차에 의한 충격계수는 의미가 낮다고 판단되는바 40km/h 이상의 윤중변동율 

표준편차의 평균값과 여기에 안전율을 고려한 윤중변동율의 표준편차값 2б를 취하여 충격계수의 값

을 나타내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1)과 같다. 식(1)은 80km/h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며, 미국이

나 일본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대 운행속도 100km/h를 기준으로 환산한 충격계수식은 식(2)와 같

다.

   


  식(1)    


 식(2)

  측정구간에 대한 충격계수를 평가하고자 현장측정을 통해 획득한 동적윤중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행

속도에 따른 충격계수(Pdyn/Psta)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를 열차종별로 각각의 측정구간

별로 속도에 따라 도시하여 그림. 10과 같이 나타냈다. 

  KTX차량의 경우에는 측정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주행속도의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일정 속도대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나, 틸팅차량의 경우에는 시험운행조건에 의해 열차주행속도를 임의로 조정하여 

다양한 속도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a) 토노반 구간(구간 A) (b) 교량 구간(구간 B)

그림. 10 열차종별 궤도 충격계수 비교

  그림. 10(a), (b)와 같이 틸팅차량의 최대증속대역인 180km/h에서 구간 A는 틸팅차량이 궤도에 상

대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편차는 작았으며 구간 B의 경우는 이와 반대경향

으로 나타남으로써 KTX차량의 궤도충격량이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 개소 모두 궤도 

충격량이 허용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레일수직변위 측정 결과

  열차주행시 레일에 발생하는 동적변위 응답을 측정하여 구간별 동적윤중 및 속도에 따른 레일수직

변위를 각각 그림. 11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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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노반 구간(구간 A) (b) 교량 구간(구간 B)

그림. 11 열차종별 레일수직변위 검토

  그림. 11과 같이 동적윤중변화에 따른 레일수직변위의 선형회귀분석결과가 구간 A와 구간 B에서 

모두 열차종별 경향(기울기의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적하중증가에 따른 레일변위 

발생경향은 틸팅차량의 경우가 KTX차량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구간별 응답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열차종별로 궤도상태변화 및 기타 요인에 따른 동적하중증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설계윤중(TTX : 75kN, KTX : 85kN)을 감안할 때 일본JR 증속주행판정기준 중 레

일수직변위의 참고치와 표준치(각각 3mm, 4mm)에는 약 2.5이상의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틸팅차량 증속에 따른 기존선 궤도의 레일변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 토노반 구간(구간 A) (b) 교량 구간(구간 B)

그림. 12 속도에 따른 레일수직변위 비교

  그림. 12와 같이 속도에 따른 레일수직변위는 그림. 10의 열차종별 궤도충격계수의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간 A와 구간 B 모두 틸팅차량의 최대증속대역인 180km/h 구간에서는 KTX차량이 

틸팅차량 보다 동적레일변위 응답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구간 B의 경우 동적변위 응답 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자갈도상궤도의 특성상 측정개소별 

도상자갈의 상태가 정량적으로 동일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며 이러한 토노반 구간의 도상자갈 상

태 차이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각각 측정구간별 차량종

류에 따른 전체 측정데이터의 분산형태를 각각의 

회귀분석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구간별 회귀분석

식을 종합하여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그림. 13 속도에 따른 레일수직변위 비교 종합

5.3 침목수직변위 측정 결과

   열차주행시 침목에 발생하는 동적변위 응답을 측정하여 구간별 동적윤중 및 속도에 따른 침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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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변위를 각각 그림. 14와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a) 토노반 구간(구간 A) (b) 교량 구간(구간 B)

그림. 14 열차종별 침목수직변위 검토

  그림. 14와 같이 동적윤중변화에 따른 침목수직변위의 선형회귀분석결과가 구간 A와 구간 B에서 

모두 열차종별 경향(기울기의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적하중증가에 따른 침목변위 

발생경향은 레일변위측정결과와 동일하게 틸팅차량의 경우가 KTX차량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구간별 응답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열차종별로 궤도상태변화 및 기타 

요인에 따른 동적하중증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설계윤중(TTX : 75kN, KTX : 85kN)을 감안할 때 일

본JR 증속주행판정기준 중 침목수직변위의 참고치와 표준치(각각 2mm, 3mm)에는 약 1.6이상의 충분

한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틸팅차량 증속에 따른 기존선 궤도의 침목변위 또한 큰 문제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 토노반 구간(구간 A) (b) 교량 구간(구간 B)

그림. 15 속도에 따른 침목수직변위 비교

  그림. 15와 같이 속도에 따른 침목수직 변위 또한 그림. 12의 레일변위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지만, 구간 B의 경우 앞서 언급한 레일수직변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속도 대역에서 동적변위 응

답 편차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레일변위 측정결과 보다 큰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침목의 경우 도상자갈과 상부노반(토

노반 혹은 교량상판)의 영향을 레일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량구간(구간 B)의 경우 열차주행에 따른 교량의 동적거동에 따라 일반적으로 토노반 구간

(구간 A)보다 큰 노반가속도가 발생됨으로써 교량의 진동성분이 궤도계측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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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갈도상궤도의 특성상 측정개소별 도상자

갈의 상태가 정량적으로 동일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며 이러한 토노반 구간의 도상자갈 상태차이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각각 측정구간별 차량종

류에 따른 전체 측정데이터의 분산형태를 각각의 

회귀분석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구간별 회귀분석식

을 종합하여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그림. 16 구간별 침목수직변위 비교(종합)

5.4 레일 휨응력 측정결과

  레일 휨응력의 측정은 침목간 중앙의 레일 하부플랜지 측면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열차 주

행시 레일 저부에서 발생하는 동적 휨변형률을 측정하여 응력으로 환산하였다. 이때, 레일강의 탄성

계수는 일반적으로 50kg N 레일강의 탄성계수(E=2.1× 105MPa)를 적용하였다.

  

(a) 토노반 구간(구간 A) (b) 교량 구간(구간 B)

그림. 17 열차종별 레일 휨응력 검토

  그림. 17과 같이 동적윤중변화에 따른 레일 휨응력의 선형회귀분석결과가 구간 A와 구간 B에서 모

두 열차종별 경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적하중증가에 따른 레일 휨응력 발생경향은 레

일변위 측정결과와 동일하게 틸팅차량의 경우가 KTX차량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구간별 발생

응답의 차는 다른 측정항목 보다 크게 나타나 구간 A에서 구간 B 보다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검토

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열차종별로 궤도상태변화 및 기타 요인에 따른 동적하중증폭을 고려한다 하

더라도 설계윤중(TTX : 75kN, KTX : 85kN)을 감안할 때 일본JR 증속주행판정기준 중 레일 휨응력의 

참고치와 표준치(각각 100MPa, 150MPa)에는 약 1.2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틸팅

차량 증속에 따른 기존선 궤도의 레일저부응력 또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 토노반 구간(구간 A) (b) 교량 구간(구간 B)

그림. 18 속도에 따른 레일 휨응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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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과 같이 속도에 따른 레일 휨응력 또한 그림. 12의 레일변위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지만, 열차종별 동적변위 응답 편차의 폭은 상대적으로 다른 측정항목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속도대역에서 차량종류와는 무관하게 

구간 A의 경우보다 구간 B에서 레일 휨응력이 

약 2배 가량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각각 측정구간별 차량

종류에 따른 전체 측정데이터의 분산형태를 각

각의 회귀분석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구간별 회

귀분석식을 종합하여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그림. 19 구간별 레일 휨응력 비교(종합)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틸팅차량의 증속 주행이 기존선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현장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행중인 고속차량(KTX)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해 투입

될 틸팅차량에 대한 궤도부담력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열차종별 궤도 충격량 평가결과, 측정개소에서 모두 틸팅차량 목표 최대속도대역(180km/h)에서의 

궤도 충격량이 허용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틸팅차량의 기존선 증속에 따른 궤도 충격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열차종별 레일 및 침목수직변위와 레일 휨응력 검토결과, 속도에 따른 각항목별 응답치가 토노반 

구간과 교량구간 모두 틸팅차량의 최대증속대역인 180km/h 구간에서는 KTX차량이 틸팅차량 보다 동

적변위 응답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종류의 차량 모두 일본JR 증속주행판정기준 중 레일 및 침목수직변위와 레일 휨응력의 참고

치와 표준치에 항목별로 각각 약 2.5, 1.6 및 1.2 이상의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

어 틸팅차량 증속에 따른 기존선 궤도의 안정성 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모든 측정항목이 토노반 구간보다 교량구간에서 동적발생응답의 편차가 크고 불규칙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교량구간의 경우 열차주행에 따른 교량의 동적거동에 따라 일반적으로 토노반 구간보

다 큰 노반가속도가 발생됨으로써 교량의 진동성분이 궤도계측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갈도상궤도의 특성상 측정개소별 도상자갈의 상태가 정량적으로 동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토노반 구간의 도상자갈 상태차이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과제에

서는 노반가속도를 고려한 궤도응답치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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