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틸팅시제열차 경부선 증속시험운행을 통한 시간단축효과분석

Analysis of time-saving effects on increasing the speed through the trial run 

test in Gyeongbu line

한성호 이수길*

Seong-Ho Han        Su-Gil Lee 

ABSTRACT

We have tested the developed Korean tilting train in main exisiting commercial line for speed-up on cuve 

section to achive reduction effects of running time . We have conducted a trial run test to speed-up 30km/h 

on curves in Gyeongbu line successfully..

Normal current train have been operated 110km/h in 600m radius. Yet, tilting train was tested 

135km/h(maximum operation line speed) in same sections. We confirmed that the dynamic runing stability of 

train was safety by regarding wheel load and lateral force.

1. 서 론

 개발된 한국형틸팅시제열차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간선에 대한 곡선부 증속시험을 추진하여 시간단축효

과 및 열차의 주행안전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곡선반경별로 현 규정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곡선개

소별 선로부설캔트, 허용부족캔트량, 완화곡선 등 선로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기존운영속도대비 최대 

30km/h까지 증속시험을 진행하였다.

  열차의 횡압과 윤중에 대한 탈선계수측정과 대차 횡가속도센서에서 수신한 틸팅제어각을 기준값으로 

목표제어를 한 차체틸팅제어각을 비교하여 틸팅증속시험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에 실제 영업운영

하고 있는 새마을, 무궁화 여객열차와의 주행시간을 동일한 운행조건으로 시험하여 단축효과를 비교 검

토하였다. 시험결과 곡선부 단축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차량 주행안전성에 대한 기술검토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틸팅제어에 대한 승차감 향상과 궤도노반 및 교량의 취약개소에 대한 추

가 증속시험 계측검토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2. 국내외 기술동향

2.1 국내 틸팅열차 실용화 기술개발 현황

□ 틸팅열차 시험운행 개요

    시험운행 일자 : 2007년 4월 4일 ~ 현재

    시험운행 총 횟수 : 316회

    시험운행 누적주행거리 : 133,867.8km

    시험운행 노선 

     - 기존선 : 호남선, 경부선, 중앙선, 충부선, 태백선, 영동선 

     - 고속선 : 천안-대전 구간, 동대구-부산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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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팅열차 시험운행 주요사항

     -기존선 속도향상(140km/h→180km/h) 및 최고속도 180km/h급 전기식 틸팅열차 개발(‘01.8～

‘07.7) 및 실용화 사업(‘07.8～‘12.7)은 추진하여 현재 시험운전 중에 있음.

     -시제열차 제작(6량, ‘06.12) 이후 ’09년 7월까지 10만 1천km 시험주행 성공.

     -최고운행속도 180km/h 주행성공: ‘08년 11월 18일(호남선 송정리 ~ 목포 구간)

     - 틸팅열차 해외인증 완료: ‘08년 12월 23일 주행성능, 화재성능, 틸팅제어성능

     - 기존선 곡선부 최대 +40 km/h 증속성공: ‘09년 2월 18일(호남선 600R, 800R 곡선)

     - 중앙선 곡선부 +10km/h 증속시험/태백선, 영동선 시험운행: ‘09년 4월 8 일

     - 설계속도 200km/h 주행성공(고속선 대전 ~ 오송 간) : ‘09년 11월 19일

     - 『틸팅열차 운행 추진 계획』 국토해양부 방침 확정: ‘10년 3월 4일

     - 중앙선 곡선부 +20km/h 증속시험착수 성공: ‘10년 3월 17일 

     - 한국형 틸팅열차 시험운전 누적주행거리 12만km 달성: ‘10년 4월 8일

     - 중앙선 곡선부 +30km/h 증속시험주행 성공: ‘10년 5월 13일 

     - 한국형틸팅열차 고속선 220km/h 시험주행성공(동대구-부산): ‘10년 9월 3일

□ 주요 주행시험 및 증속시험 내용 실적

   직선부 운행 최고 속도 180km/h 주행시험 : ‘08년 11월 19일

     - 호남선 송정리 ↔ 일로 구간

   호남선 곡선부 증속시험 : ‘08년 7월 9일 ~ ‘09년 2월 18일

     - 600R, 800R 각 2개소 한정 증속 (최대 +40km/h 증속)

곡선

반경
현규정속도

1단계

(08/7/9~)

2단계

(08/8/13~)

3단계

(08/9/17~)

4단계

(09/2/18~)

600 100 km/h 110 km/h 120 km/h 130 km/h 140 km/h

800 125 km/h 135 km/h 145 km/h 155 km/h 165 km/h

  틸팅열차 시험운전 누적주행거리 10만km 달성 : 2009년 7월 8일

  설계 최고속도 200km/h 주행시험 : 2009년 11월 18일  

    - 경부고속선 대전→오송기지 구간 (실제 속도 206km/h)

  중앙선 곡선부 증속시험 : ‘09년 4월 28일 ~ ‘10년 7월 8일

   - 원주 ↔ 영주 전 구간 중 취약개소 제외한 84개 곡선부 증속 (최대 +30% 증속시험 수행)

곡선반경 현규정속도
1단계

(09/4/28~)

2단계

(10/3/17~)

3단계

(10/7/8~)
증속율

400 80 km/h 90 km/h 100 km/h 105 km/h 31%

500 90 km/h 100 km/h 110 km/h 120 km/h 33%

600 95 km/h 105 km/h 115 km/h 120 km/h 26%

700 105 km/h 110 km/h 115 km/h 120 km/h 14%

800 110 km/h 110 km/h 115 km/h 120 km/h 9%

 한국형 틸팅열차 최고속도 220km/h 주행 시험 : 2010년 9월 3일

    - 경부2단계 고속선 동대구역↔부산역 구간 (실제속도 222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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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 틸팅열차 실용화 기술 현황

표 1. 해외 틸팅열차 실용화 운영현황

 □ 프랑스, 이탈리아 Pendolino

    프랑스는 대부분의 국토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속 신선을 건설하는 데 그다지 큰 비

용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일찍부터 전 국토의 TGV화를 추진하였으나, 영토가 크고 노선이 길어 막대

한 신선건설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이로 인해 일부 기존선에는 틸팅 시스템이 설비된 

TGV-Pendular를 투입하여 표정속도와 승차감을 향상 시켰다. 기존 TGV와 틸팅 TGV(TGV-Pendular)

의 시간단축효과와 시설투자비용은 TGV로 300km/h 주행 시 50% 시간단축과 분당 단축 투자비가 48

0～600억원이 소요되고, TGV-Pendular로 220km/h 주행 시 10～15% 시간단축과 분당 단축 투자비 

24～7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2. TGV와 틸팅열차 TGV-P 투입 시 비교 

구분 최고운행속도 시간단축 1분당 단축 투자비

TGV 300/320km/h 50% 480～600억원/분

TGV-P 220km/h 10～15% 24～72억원/분

  2006년에는 성능을 개선한 운행속도 250km/h급 4세대 New-Pendolino 를 개발하여 이탈리아에 

Trenitalia에 12편성을 공급하였고 2007년에는 이탈리아에 Cisalpino 14편성을 공급하여 상업운행하였

다.

     

       그림1. New Pendolino                그림2.  New Pendolino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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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ICE-T 고속틸팅열차 

      지멘스, 봄바르디아 및 알스톰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독일철도(DB AG)의 전기철도에 ICE3의 

설계기술을 많이 사용한 틸팅차량을 개발하여 1999～2000년에 시리즈 1 ICE-T(ET411, ET415) 틸팅

차량 43편성을 공급한다. 이 틸팅열차는 독일철도 고속선 및 기존선 네트워크와 스위스 철도의 기존선

에서 230km/h의 속도로 운행하며, 차량의 틸팅각도는 8도를 경사 시키며 승차감 개선과 15～20%의 여

행시간 단축하고, 시리즈 2 ICE-T2는 ICE-T의 편의시설 등을 개량하였으며 2004～2006년에 28편성

이 공급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림 3. ET411 틸팅차량             그림 4. ET415 틸팅차량 

      □ 일본 고속선-기존선 틸팅직결운행

      일본 FASTECH 360/N700계 틸팅 신간선은 신간선 능동제어 틸팅차량은 JR Central에서 

350km/h급 신간선 300X계를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JR 서일본은 신간선 500계를 개발하여 1997년부터 

도호큐신간선～서일본신간선에서 최고운행속도 300km/h로 상업 운영한 것이다. 최근에 JR 동일본에서

는 FASTECH 360 고속 신간선 시험열차를 2006년에 개발 완료하여 2007년부터 도호큐 신간선에서 

시운전시험을 수행하였다. FASTECH 360 고속신간선 시험열차는 승차감 개선 틸팅기술을 적용하였으

며, N700계 틸팅열차 최고영업 속도 300km/h 급으로 속도향상 목적으로 틸팅시스템을 장착하여 영업

운전(틸팅 2도 동작)하였다. 도카이도 노선은 최고속도 270km/h를 낼수있지만 곡선반경 2500m(R) 

/200mm(C)(약 60개소)에서는 250km/h로 감속운전하여야한다. 그러나 도카이도 고속선 구간에 N700

계 틸팅열차 투입으로 곡선반경 2500m을 270km/h 로 증속 운전하여 5분 여행시간 단축하였다.

 

 그림 5. 고속신간선 열차(Fastech 360, N700)    그림 6. 클레스 390 팬도리노 

   □ 영국 클래스 221, 390 시리즈

     영국에서 교통수익이 가장 높은 노선 중에 하나인 WCML(West Cost Main Line)의 Virgin 레일

은 틸팅차량을 도입하기로 하여 1999년 Virgin 레일은 클레스 390 팬도리노 등 총 53편성의 최고운행

속도 225km/h의 틸팅차량과 유지보수를 GEC-Alsthom, Fiat-Ferroviaria 컨소시움과 12억 5천만 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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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한화 약 2조 3천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부터 최고운행속도 200km/h로 상업운행 중에 있

다.  2005년에는 런던～글라스고 구간에서 현재보다 약 1시간 정도의 여행시간 단축(약 22% 감축)하

였다.

3. 한국형틸팅열차 곡선부 증속을 위한 틸팅 특성 분석

     한국형 틸팅열차의 틸팅제어기 하드웨어 설계 및 검증기술 연구의 배경은 국내 기존선의 차량의 

주행속도 향상으로 여행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틸팅 제어기술을 국산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틸팅제어기 하드웨어를 설계 및 제작하여 실

제 차량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틸팅제어기술은 자연계의 파라미터인 각속도, 가

속도, 속도 및 위치를 적절히 제어함으로 철도차량 외의 항공기 방향과 고도를 조양함과 더불어 우

주 발사체의 원격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기본적인 기술이다. 현가 장치의 통합된 제어 시스

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곡선 주행시 승객이 느끼는 횡방향 가속도를 상쇄시키는 틸팅 차량

의 이점에 대해 많은 해를 걸쳐 실험되어졌다. 틸팅 차량은 매우 높은 곡선 주행 속도에서도 좋은 

승차감을 유지하면서 여행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매력이 있다. 이는 통합된 현가장치 제어 기술이 발

달함에 따라 성취되어질 수 있다. 기존선로에서의 고속화는 곡선선로에서의 속도향상이 필히 요구되

므로 따라서 속도향상에 따른 캔트 부족량을 정확히 보상함은 물론 틸팅 제어 시스템에서는 틸팅 시

작점과 틸딩 속도가 승차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래와 같은 관련기술이 요구된다.

- 곡선선로 인입 및 출구를 정확히 인지하는 고속도 정밀위치 감지기술

- 곡선반경과 속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횡방향 가속도와 캔트량에 따른 틸팅각도 결정

- 완화곡선과 주행속도에 따른 틸팅하는 속도를 결정

- 정확한 틸팅량이 기계적으로 움직임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측정하는 피이드백제어시스템 결정

     구동체의 동역학 성질을 고려한 구동체 드라이버 설계와 틸팅량을 결정하는 중앙연산장치와의 연

계성 및 하드웨어 Interface문제를 초기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틸팅 시스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이중화 및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토털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의 요구된다. 사회 

및 문화적 측면은 기존 선에서 주행속도 향상은 철도 이용률 및 지역발전의 많은 도움이 되고 문화

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기존선의 수송량 증가로  철도 수송 객이 증가하고 낙후

지역을 고르게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틸팅 시스템에는 유압식 틸팅 시

스템과 전기 기계식 틸팅 시스템으로 나누어지는데 유압식은 전기식 용량 및 크기가 비대해 지는 경

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크기와 용량 면을 고려하여 전기 기계식 틸팅 시스템이 이용된다. 제

안 된 시스템은 횡방향 및 수직방향 현가장치 제어를 가진 통합적인 능동 차량 몸체 틸팅에 대해 다

루며, 곡선부 인식은 차상에서 감지하는 유럽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전기 기계적인 틸팅 

시스템은 CAN(Control Area Network) 통신을 이용 감지 장치들로부터의 신호들을 받아들여 열차 틸

팅 처리 장치로부터 틸팅 명령과 복원 명령 신호들을 필요한 명령 신호들을 열차 조절 시스템으로 

내보내게 된다. 

     

       그림 7. 틸팅동작시험       그림 8. 틸팅열차 600R 곡선선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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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는 틸팅동작을 대차단품상태에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차의 보

기에서 틸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밀각도계를 볼스타에서 측정기록하였다. 그리고 그림 8는 틸팅

제어를 위해 선정된 곡선 600R 현황이다. 그림5은 틸팅조합시험을 통한 데이터 측정결과로 양호한 

제어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틸팅열차 틸팅시스템의 평가기준은 현재 영국 로이드사와 기술협의를 통

한 시험기준을 작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 틸팅시스템에 대한 주행특성시험은 국제규격이 없어 개발

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영국 인증기관인 로이드사와 협의하

여 틸팅열차 틸팅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것이다. 틸팅열차 곡선부 증속시험에 대한 틸팅시스

템 평가기준은 영국로이드 레지스터레일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된 틸팅인증시험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곡선반경 열차 증속 속도 켄트고려 계산틸팅각 계측틸팅각 평가

600R, 800R

 일반열차 허용속도를 근거

로 부족캔트량을 고려한 틸

팅 8도 도달 속도

계산값 틸팅각

제시

IMC CAN 프로토클 

분석 장비로 계측

상호 틸팅각은 오차범위 

±1도

  - 평가항목 및 방법

① 차체 틸팅제어각 

     각곡선별 부설켄트량을 고려한 계산치 틸팅각과 계측된 틸팅각도를 비교하여 오차범위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② 차체 틸팅제어 각속도

     곡선구간에서 틸팅시작시점과 최종 틸팅도달시점에서의 틸팅각속도를 비교하여 ±4°/sec 임을 

확인한다.

③ 틸팅 판토그라프 제어각 

   각곡선별 기준캔트량을 고려한 계산치 틸팅각과 계측된 틸팅각도를 비교하여 오차범위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구분 내용
600R 800R

기준 측정 기준 측정

+10km

/h

지연시간 3.1s±0.5 3.02 s 2.5s±0.5 2.52 s

틸팅속도 0.68±0.5 0.69 0.66±0.5 0.66

틸팅각 2.7±0.5 2.76 도 2.8±0.5 2.85 도

+20km

/h

지연시간 2.8s±0.5 2.69 s 2.4s±0.5 2.45 s

동작속도 1.1±0.5 1.17 1.1±0.5 1.18

틸팅각 3.9±0.5 3.88 도 4.4±0.5 4.37 도

+30km

/h

지연시간 2.6s±0.5 2.69 s 2.2s±0.5 2.34 s 

동작속도 1.4±0.5 1.42 1.4±0.5 1.42

틸팅각 6.4±0.5 6.2 도 6.3±0.5 6.24 도

틸팅오프시 복귀시간 5deg/s 2.32 - -

그림9 틸팅열차 곡선선로 틸팅동작특성 분석 및 곡선별 측정결과

상기와 같이 틸팅시스템의 각 동작특성은 기준치와 측정치가 매우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곡선을 

가속도 센서로 검지하여 기준 틸팅각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매우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어 아

주 양호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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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600R/800R 곡선에서의 틸팅시스템 동작특성

그림 10은 600R/800R 곡선에서 틸팅동작특성을 검측하였다. 600R의 경우 곡선조건이 완벽하지 않아 

중간에 틸팅이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차체가 느끼는 량은 미미하다. 

4. 한국형 틸팅열차 곡선부 증속을 통한 시간단축 효과 검증

한국형 틸팅열차의 곡선부 성능특성에 대해 충분한 시뮬레이션 및 현장 본선시험을 거쳐 성능을 입증

하였다. 이러한 곡선부 증속시험은 단계적으로 매 10km/h 증속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틸

팅성능이 입증된 후 한국형 틸팅열차는 경부선 대전-동대구 구간을 새마을 기준으로 증속 주행하였으

며, 새마을 최저 기간대비 14분 단축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기존 새마을 속도로 주행하였으며, 

곡선부에서 최대 30km/h 증속하여 달성한 성과이다. 경부선중 일부 구간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으나, 

경부선 전 노선에 대해 수행할 경우 40~50분 정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열차 운용상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KTX의 수요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열차라 할 수 있다. 

그림 11. 경부선(대전->동대구)구간 14분 시간 단축 효과 검증

5. 결 론

 개발된 한국형틸팅시제열차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간선에 대한 곡선부 증속시험을 추진하여 시간단축효

과 및 열차의 주행안전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곡선반경별로 현 규정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곡선개

소별 선로부설캔트, 허용부족캔트량, 완화곡선 등 선로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기존운영속도대비 최대 

30km/h까지 증속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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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의 횡압과 윤중에 대한 탈선계수측정과 대차 횡가속도센서에서 수신한 틸팅제어각을 기준값으로 

목표제어를 한 차체틸팅제어각을 비교하여 틸팅증속시험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에 실제 영업운영

하고 있는 새마을, 무궁화 여객열차와의 주행시간을 동일한 운행조건으로 시험하여 단축효과를 비교 검

토하였다. 시험결과 곡선부 단축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차량 주행안전성에 대한 기술검토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틸팅제어에 대한 승차감 향상과 궤도노반 및 교량의 취약개소에 대한 추

가 증속시험 계측검토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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