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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기존 철도 물류는 타물류 운송수단과의 복합 운송 연계 기

능이 취약하여 급성장하는 물류시장의 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류 흐름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철도역의 경우 대부분의 플랫폼이 전차선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화물용 오버헤드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상

하역하는 방식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한 별

도의 플랫폼 설비와 고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크레인

을 이용한 수직상하역 방식이 아닌 수평구조의 상하역 방식의 화

물운송 시스템이 필요하며, 기존 플랫폼의 구조변경이 최소화된 

저비용 화물 운반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피기백 화차(piggy-back cargo train)기술은 트레일러나 트럭을 

화물과 함께 통째로 화차에 실어 장거리 구간을 수송하는 방법으

로 고속도로 정체 해소, 대형 교통사고 감소,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시설 수명 단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복합운송(intermodal)기반 

철도 물류 수송 경쟁력 향상기술이다[1]. 화물트럭을 화차로 수송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운행선로의 차량한계를 만족하는 피

기백 화차 제작기술을 개발하고,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

하기 위한 피기백 화차 운영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피기백 화차기술의 기본 구조를 응용하여 전차선을 

피할 수 있는 수평구조의 상하역 방식이 가능한 화물트럭 상하역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화물운송량의 증가, 교통체증, 온실가스 배출 등

으로 인해 열차를 이용한 복합운송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도로가 감당할 수 있는 화물운송용량은 2030년

에 400 bn.tkm인데 반해 예상되는 실제 운송량은 600 bn.tk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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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운송만으로는 화물운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

으며 이미 2010년부터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화물운송량이 도로의 화물운송용량을 추월하기 시작한 2010년부

터 교통체증의 발생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69.4
만 건에 달한다[2].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철도운송을 활

용하여 피기백 이송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의 관점에

서 볼 때 도로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해 철도운송은 

28.3%만 배출하고 있어 피기백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론적으

로는 71.7%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3]. 화물운송수단에 따

른 연비를 비교해 볼 때 연료 탱크와 운행 거리 등을 계산해보면 

대략 디젤기관차는 최소 3.6 km/리터, 디젤동차는 최소 4.1 km/리
터 정도로 공인연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피기백 시스템은 한번에 

36개까지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으므로 단순계산으로도 2~3배 

이상의 연비 절감이 예상된다. 특히 장거리운송에서는 운송시간, 
트레일러 기사 인건비와 피로도, 보험비용,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는 경우 피기백 시스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철도망 이용을 기준으로 한 제

반 조건을 만족하고, 상하역이 용이한 새로운 철도 물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피기백 화차 영업운행에 있어서 실제 탑재할 화물트럭

의 역구내 상하차 이송설비에 대한 설계 기술 검토방안을 제시하

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상하역 운영프로세스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 다룬다. 이를 위해서 2절에서는 전 세계 각국

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기백 운송시스템의 기술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3절에서는 피기백 화차의 설계와 구조해석을 수행하였고, 4절

에서는 설계한 피기백 화차를 바탕으로 피기백 화차 상하역 이송

설비에 대한 설계 내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결론을 

논한다.

2. 피기백 운송시스템의 종류 및 기술 분석
현재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기백 운송시스템의 종류로는 크

게 Rolling Highway, Modalohr, Cargo Bearmer 등 이 대표적이

다. 각국의 선진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기백 운송시스템의 기

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철도 제반시설에 적합한 새로운 

피기백 운송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Rolling Highway는 대형 트럭 또는 트레일러를 철도 차량 위에 

직접 이동시킨 후 결박하여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Fig. 1의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대차 위에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편평 화차를 설치하여 철도 차량 뒤로부터 순서대로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이동한 후 해당 위치에 주차하고 결박한다. 차량

의 바퀴 사이에 고정블록을 이용하여 위치를 고정하며, 차량 주차 후 

운전자들은 별도 차량에서 휴식하고 목적지 도착 후 차량을 직접 운전

하여 운송하는 시스템이다[4].
Modalohr 시스템은 피기백 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대차

를 이용하며, 세미 트레일러 운송에 활용된다. 프랑스-이태리/룩
셈부르크, 프랑스-스페인 노선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 rail 
network에서 세미 트레일러를 운송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철도 

웨건을 사용하고 있다. Fig. 2와 같이 전용 웨건은 2개의 갑판과 

3개의 대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1은 3종류의 전용 웨건의 

주요 제원을 정리한 표이다. 
Modalohr 피기백 시스템의 구동 원리는 Fig. 3과 같다. 대차 

사이에 위치한 갑판이 30도 회전하여 트레일러를 실을 수 있도

록 작동하며, 철로 기준 30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경사로가 형성

Fig. 1 Piggy-back system of rolling highway

Fig. 2 Wagon structure of Modalohr

Table 1 Wagon specifications of Modalo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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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웨건이 철로를 따라 진입한 후 갑판을 30도 회전, 트레일

러를 경사로를 통해 갑판에 이동 후 고정, 제자리로 회전 후 출발

한다[5].
Cargo Beamer 시스템은 특수 제작된 전용 팔레트를 통해 트레

일러를 이동하여 측면에서 철도차량에 상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Fig. 4와 같이 화물트럭을 수반하는 팔레트와 웨건, 
세미 트레일러 이송장치를 포함한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
일에서 개발하여 2010년부터 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Cargo Beamer시스템의 차별화 포인트는 Fig. 5와 같이 터미널

에 설치되어 있는 팔레트 이송장치에 있으며 이를 통해 트레일러

를 실은 팔레트를 빠르게 웨건에 옮겨 실을 수 있다. 팔레트 이송장

치는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며, 대형 유압실린더를 통해 상하로 움

직여 팔레트 및 화물트럭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한다. 트레일러를 

터미널에 준비된 팔레트에 주차한 후, 열차 도착 후 자동으로 트레

일러를 웨건에 상차한 후 이동하며, 터미널에 도착한 트레일러는 

트럭이 확인 후 최종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36개 세미 트레일러 대

상 15분내 상하차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철도망 이용을 기준으로 한 제

반 조건을 만족하고, 상하역의 장점이 뛰어난 Cargo Beamer의 

피기백시스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도 물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3. 피기백 화차 설계 및 구조해석
3.1 피기백 화차 설계

피기백 화차의 설계는 기존 철도망 이용을 기준으로 한 제반 조

건을 만족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Fig. 6과 같이 우리나라, 북한,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 주요 철도는 폭 3,400 mm, 높이 

4,500 mm의 차량한계 게이지를 적용하고 있다[7].
피기백 시스템도 이 게이지를 만족하여야 하므로 세미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의 높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낮은 화차 차체를 설계

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열차에 팔레트 및 컨테이너 트럭을 수반하

였을 경우 규격화된 철도 터널을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피기

백 화차의 높이를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Fig. 3 Piggy-back system of Modalohr

Fig. 4 Piggy-back system of Cargo Beamer

Fig. 5 Wagon & terminal structure of Cargo Beamer

Fig. 6 Rolling stock gauge of chinese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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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과 같이 피기백 화차의 최고 허용 높이인 4,500 mm를 

만족하며 대형트럭의 최대 차고 높이 4,000 mm를 만족하기 위해 

기존 화차적용 대차 차륜 직경 860 mm보다 낮은 저상 차체프레임 

형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또한, 차량한계인 4,500 mm 기준을 

만족하면서, 트럭 탑재 시 결박용 기구 구조 설계를 창의적인 방안

으로 고려하는 결박기술을 설계하였다.
Fig. 8은 피기백 화차의 설계도이며, 전체 크기는 25900 × 2990 

× 1550 mm이며, 화물트럭을 수반한 팔레트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지부와 고정 장치가 배치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피기백 화차

전용 상하역 이송 트레일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4800 × 2960 × 
283 mm의 하부공간이 2군데 배치되도록 설계하였다.

3.2 피기백 화차 구조해석
피기백 시스템의 주목적은 차량 및 화물을 안전하게 이송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외부하중 또는 자중에 대한 시스템의 

구조적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변형에 의해 구성품 

간의 접촉 또는 충돌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한다. 설계된 피기백 

화차 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고, 시스템의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을 모사하여 그에 따른 변형을 평가하기 위해 유한요소

법(FEM)에 근거한 해석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화물 운송 시스

템의 주요 구성 요소인 화차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작성하고, 
운용 조건 및 환경에 따른 경계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건전성 및 안

정성 등을 평가하였다. 
피기백 화차의 총 길이는 약 25.9 m이며, Fig.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빨강색으로 표시된 3부분에 화물트럭이 탑재된 팔레트가 안

착되어 하중을 지지한다. 화물트럭과 팔레트의 중량에 의한 가반

하중을 피기백 화차의 3부분에 균일한 등분포하중으로 주는 조건

으로 해석하였다.
구조해석에 적용한 하중은 화차의 재질에 따른 자중과 대형화물 

트럭 및 팔레트의 최대 중량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Table 2와 같

이 화차의 중량은 약 116톤, 화물을 적재한 트럭의 최대중량을 약 

60톤, 이를 받쳐줄 팔레트의 중량을 약 7.5톤으로 예상하여 67.5
톤의 하중을 분포하중으로 적용하였으며, 대차 앞뒤 바퀴 부분에 

고정조건을 적용 한 후 허용응력과 최대 처짐 량을 출력하였다.
피기백 화차에 대한 해석모델 형상을 Fig. 10에 나타내었으며, 해

석모델에 대한 절점 및 요소 등의 데이터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피기백 화차에 대한 해석모델을 토대로 수직방향으로의 자중 방

향을 정의하고, 2가지 Case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 Case #1 : 화물트럭 및 팔레트의 중량(67.5톤)을 제외한 화차

의 자중 해석

* Case #2 : 화물트럭 및 팔레트의 중량(67.5톤)을 포함한 화차

의 자중 해석

Fig. 7 Construction gauge of piggy-back cargo train

Fig. 8 Design of piggy-back cargo train

Fig. 9 Load point of piggy-back cargo train

Table 2 Weight data of piggy-back cargo train

Dead weight [kg] Material
Cargo train 116,740 Structural steel

Truck 60,000 Distributed mass
Pallet 7,500 Distributed mass

Fig. 10 FEM analysis model of cargo train

Table 3 Data of FEM analysis model

Cargo train Information
Node number 271,316 [EA]

Element number 160,571 [EA]
Element order Quadratic
Size function Uniform & Fine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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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12에는 Case #1 조건에 대한 화차의 구조해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Fig. 13, 14에는 Case #2 조건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는 변형 전 형상을 나타내는 실선을 

포함하고 있다. Table 4는 Case #1, 2 조건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

를 정리한 표이다.
Table 4와 같이 화차는 트럭 및 팔레트 하중에 의해 최대 약 

120.8 MPa의 응력수준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차의 재질인 

ASTM A283 steel, grade D의 경우 항복강도(Sy)가 약 230 
MPa이며, KDS 14-30-10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허용응력은 항복강도의 60%인 138 

Mpa이 된다. 최대하중인 120.8 Mpa은 허용응력에 매우 근접한 

수치이므로 보다 높은 안전율을 고려한다면 더 높은 강도의 확보

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며, Fig. 15와 같이 화차의 최대 처짐은 

중앙부에서 발생하였고, 국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응력은 

굽힘 변형에 의해 화차의 중앙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추후 화차의 

한계높이를 유지하며, 안전율을 높이기 위해선 차체의 중앙부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피기백 상하역 이송설비 설계
4.1 피기백 상하역 이송설비 설계

Fig. 16, 17은 피기백 상하역 이송설비의 개념도 및 설계도이다. 
플랫폼에 별도의 레일 및 구동 모터, 기어 등의 요소장치가 필요 

없으며, 피기백 화차와 플랫폼 사이에 중간 연결차인 셔틀시스템

이 도입된다. 일차적으로 셔틀에 화물 트럭을 탑재하고 싣고자 하

는 화차 옆으로 이동하여 셔틀에 탑재된 화물 트럭을 화차로 이동･

Fig. 11 Max deflection of Case #1 (13.0 mm)

Fig. 12 Stress distribution of Case #1 (61.7 MPa)

Fig. 13 Max deflection of Case #2 (24.8 mm)

Fig. 14 Stress distribution of Case #2 (120.8 MPa)

Fig. 15 Location of max deflection 

Fig. 16 Concept of piggy-back loading & unloading system

Fig. 17 Design drawing of piggy-back loading system

Table 4 FEM analysis result of cargo train

Stress level
(MPa)

Allowable stress
(MPa)

Max deflection
(mm)

Analysis
conditions

Case #1 61.7 138.0 13.0
Case #2 120.8 138.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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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은 화차가 다량이고, 역 구간에서 화차

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채택될 수 있다. 
피기백 상하역 이송설비의 핵심이 되는 셔틀 시스템은 Fig. 18

과 같이 각 2 set의 셔틀 메인바디, 유･공압 장치유닛, 플랫폼･화차 

연결 유닛,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로 구성된다. 셔틀의 전체크기는 

25900 × 4290 × 4819 mm이며, 화물 적재공간의 크기는 피기백 

화차의 적재공간과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는 셔틀 시스템에 2 set이 배치되며. Fig. 

19와 같이 트랜스포터 하부에 16개의 에어쿠션 모듈이 병렬로 배

치된다. 트랜스포터의 전체 크기는 4700 × 4200 × 305 mm이며, 
에어쿠션에 공기가 주입되면 전체 높이는 305 mm에서 약 380 
mm로 상승하여 피기백 화차의 상하역이 가능하도록 한다.

Fig. 20은 에어쿠션 트랜스포터 하부에 병렬배치 되는 에어쿠션 

모듈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에어컴프레서 등을 통한 고압

의 압축공기는 모듈의 공기 주입구(air inlet)를 통하여 공급되며, 
그림과 같이 화살표를 따라 흐르게 된다. 주입구를 통해 들어온 

공기의 일부는 에어홀(air hole)을 통해 에어튜브를 팽창시켜 중량

물과 모듈을 부상시킨다. 에어튜브를 팽창시킨 후 배기된 공기는 

에어쿠션 중앙부의 공간(press zone)으로 빠져 나간 후 다공질 시

트의 수많은 구멍으로 균일하게 분사된다. 분사된 공기는 바닥면

과 다공질 시트 사이에서 약 50~100 µm의 공기막(air film)을 형

성하며, 바닥과의 마찰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원리

의 에어쿠션 모듈을 사용하면 일반 휠 캐스터를 부착하여 미는 힘

의 1/10도 안 되는 힘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다[8].

4.2 피기백 상하역 이송설비의 단계별 구동
피기백 상하역 이송설비의 구동은 플랫폼과 셔틀, 피기백 화차의 

도킹을 시작으로 에어쿠션 트랜스포터의 이동 및 화물 상하역, 셔
틀의 이송 및 화물 운송의 단계로 구분한다. Fig. 21과 같이 화차와 

플랫폼 사이의 셔틀은 먼저 도킹유닛을 통해 틈이 없게 연결된 후 

에어쿠션 트랜스포터가 이동하는 경로를 형성한다.
에어쿠션 트랜스포터에 화물트럭이 탑재되면 Fig. 22와 같이 셔

틀에 배치된 에어컴프레서에서 고압의 공기를 트랜스포터에 공급

Fig. 18 Concept of piggy-back shuttle system

Fig. 19 Concept of air-cushion transporter

Fig. 20 Principle of air-cushion module

Fig. 21 Shuttle docking & air-cushion transporte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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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화물을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팅 한다. 리프팅 된 화물트럭과 

팔레트는 셔틀이나 화차의 상부로 이송된 후 에어쿠션의 배기와 

함께 셔틀이나 화차의 고정 장치에 안착된다.
셔틀 시스템에 실린 화물트럭과 팔레트는 Fig. 23과 같은 방식

으로 다음 피기백 화차로 이동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 후 다시 

플랫폼으로 복귀하여 다음 화물을 수반하고 다수의 화차에 적재가 

끝날 때까지 반복 구동한다.
이와 같은 피기백 상하역 설비는 철도역 플랫폼과 화차가 고정

된 상태에서 단순히 셔틀시스템만을 운영하여 화물을 운송하므로 

인건비 절감이나 화물 운송의 편리성,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피기백 상하역 이송설비의 구

동 메커니즘은 고중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물류업 뿐만 아니라 

레일과 트레일러를 운용하는 다양한 업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에어쿠션 트랜스포터의 이동에 적합한 플랫폼의 구축만 가능하다

면 택배 운송업이나 광업, 대형물류 유통업, 식품 가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차선 회피가 가능한 수평이동형 피기백 상하역 

이송설비의 연구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기존의 국내 철도역 플랫

폼의 전차선으로 인해 불가능하였던 수직상하역 방식이 아닌 셔틀

시스템을 도입한 수평상하역방식에 대한 연구내용을 설명하였다. 
해외 각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피기백 시스템의 종류와 원리를 분

석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 피기백 화차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화차를 설계

하였다. 에어쿠션 트랜스포터와 셔틀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기백 

화차 상하역 이송설비를 설계하였으며, 이송설비의 단계별 구동 

원리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동작과 편리성을 소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철도물류에 최적화된 피기백 화차 

및 상하역 이송설비를 설계하였으며, 운송효율 및 경제성,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등의 단일 운송 시스템

보다 높은 운송효율을 나타낼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피기백 시스

템의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물류시장의 확대와 철도물류기

술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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