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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열차하중 수립을 위한 결정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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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표준열차하중의 중요성

표준열차하중(설계하중 혹은 연직활하중)은 시설물 설계의

시작점이자 설계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이다.

따라서 적합한 설계하중은 시설물의 안전성 및 경제성의 향

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국내 철도의 설계하중은 일반철도의 L하중 체계와 전동차

에 대한 EL하중이 존재하며, 고속철도의 경우 유럽의 LM71

에 기반한 HL25 하중 체계가 존재한다[1,2]. 고속철도 설계

하중인 HL25 하중의 경우 유럽에선 화물/여객 혼용선에 적

용되고 있는 하중이며, 여객전용선의 경우 적절한 하중감소

계수를 적용하여 감소된 하중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국내에서도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에서는 HL25 하중에

대해 등분포 하중 부분을 감소하여 적용하고 있다[3]. 한편,

일반철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L22 하중은 1800년대 미국 증

기기관차의 하중선도를 모체로 하고 있어 현재 국내에서 운

행되고 있는 열차와는 상이한 면이 있다. 표준열차하중이 과

대할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율확보로 인해 구조적 안전성 및

향후 수명 등에서 장점을 가지나, 건설비용은 증가요인이 있

다. 반면, 표준열차하중이 과소할 경우에는 건설비용이 감소

되고 구조물의 규모가 작아질 수 있으나, 구조적 안전성 및

향후 수명 등에서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상반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은 구조물의 안전성 및 경제

성의 향상과 직결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표준열차하중에 대해 몇 가지 연구 가 진행

되었으나[4], L22 하중선도를 대체할 수 있는 표준열차하

중 및 하중증감계수 개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또한 현재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이 향후

확률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둔 설계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정론적, 확률론적, 비용효과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을 통한 표준열차하중 개발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Abstract At present, the design live load of railway is divided into common railway and high speed railway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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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국내 표준열차하중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철도의 경우 미국의 표준열

차하중 혹은 과거 일본의 K하중을 기반으로 하는 L22, 고속철도의 경우 Eurocode의 LM71를 기반으로 하는

HL25 하중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열차하중의 구조물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표준열차하중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유럽과 일본에서는 선진설

계법 도입과 병행하여 합리적 표준열차하중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새로운

표준열차하중인 LM2000 모델 개발 시 결정론적, 확률론적, 비용효과 분석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표준열차하중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표준열차하중 개발을 위한 단계적 접근 중 하나로서

결정론적 분석에 의한 표준열차하중 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 운행 중인 실열차를 기반으로 교량 단

면력에 대한 여유도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표준열차하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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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termination of Rational Design Load Model

결정론적 연구는 확률론적, 경제성 분석기법등과 더불어

설계하중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하나로써 설계

하중의 안전성 및 합리성에 대해 공학적으로 검토하고 이

를 검증하는 연구방법이다. 원래 결정론은 과거의 결과로부

터 미래의 원인과 이에 따른 사건들을 추론하는 철학기법

에서 시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결정론적 연구의 정의는

기존 설계 하중 체계와 운행환경에 대한 시험적, 해석적 데

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하중 모델 수립 절차와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기법이다. 결정론적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 하중체계 조사, 실 운행환경 분석에 기초하여

해석적, 실험적으로 검증된 설계하중 모델을 수립하는데 있

다. 또한 결정론적 연구에서 수립된 기초 설계하중 모델은

확률론적 연구, 경제성 분석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될 수 있으며 이들 연구방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

한다.

1.2 표준열차하중 개발 현황

국내 일반철도에 대한 설계기준인 “철도설계기준(철도교

편) 2004”는 미국의 AREMA 기준 혹은 1992년 소멸된 일본

의 K하중과 하중크기 및 간격이 동일한 LS 하중체계를 적용

하고 있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2007)”은 Eurocode

에 주로 근거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럽의 LM71하중

에 대하여 등분포하중을 75%만 적용한 여객전용선 HL25하

중을 적용하고 있다.

Fig. 2 L22 for Common Railway

Fig. 3 HL25 for Passenger only High Speed Railway

유럽의 경우 1971년 ERRI(European Railway Research

Institute)의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제정된 LM71 하중체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5,6], 최근 국제간 연결선 및 화

물용량의 증가 등과 더불어 현행 LM71 하중체계의 타당성

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이에 따라, 1993년에 시작된 ERRI D192[7] Project는

“Loading diagram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calculation of rail-carrying structures on lines used by

international services” 명칭으로 1993년 첫 번째 Report인

RP1이 작성되었다. RP1은 “Theoretical basis for verifying

the present UIC 71 loading”이 주제였으며, 유럽 8개국의 철

도연구/운영기관에서 모인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RP1

의 핵심내용은 “현재 및 향후 연직활하중에 대한 결정”과

“국제철도망을 위한 유럽에서의 열차하중모델”에 대한 각 국

에서의 운행열차에 대한 현황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Fig. 4 Developing Process of LM2000

RP2는 “Comparison of present and future rail traffic on

international lines with UIC 71 loading based on deter-

ministic calculation”란 제목으로 주요 연구내용은 하중효과

를 검토하기 위한 전산 해석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치해석을

위한 열차하중에 대한 것이다. RP2는 이론적이며, 정량화된

수치적 방법을 사용하여 하중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현재 및 향후의 열차하중에 대한 현황과 예측을 하였

다. RP3은 확률론적 분석으로서 연구의 주목표는 앞서 연

구되었던 열차하중체계에 대한 확률론적 타당성 확보로서 열

차하중의 통계적 분포특성에 대한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또

한 RP4는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표준열차하중의 증감

에 따른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D192 프로젝트는 구조물 설계에 대한 안전계수 및 한계상

태에 대한 새로운 설계기술의 이론적 정립에 반영되었다.

일본은 이미 1992년 한계상태 설계법을 도입한 콘크리트

철도구조물 기준을 만들었으나, 이와 같은 기준 기반형(speci-

fication-based) 설계기준을 2002년 성능중심형(performance-

verification) 설계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에는 고

성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적용 및 내구성에 대한 연구결과

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 하중편 역시 변화가 있었으며, 실

운행열차 하중과 차이가 큰 K하중은 1992년 소멸되었으며, 성

능 인증형 설계기준임을 반영하여 하중(Load)개념에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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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개념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61년부터 적용되

어온 신간선철도규칙의 N하중과 P하중을 대체하는 H하중이

새롭게 적용되었다. H하중은 JR사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25m

실 차량의 기본적인 축 간격으로부터 설정되었다. 

H하중 체계는 하중크기 H16~H22까지로 열차종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승객 수송수요에 따라 정의하도록 되어있

다. 또한 신간선과 일반선 연계선에는 20m 차량으로 구성

된 M하중 혹은 적절한 열차하중을 정의하여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실 운행열차를 최대한 고려한 설계

하중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여객하중인 P하중에 비하

여 오히려 작은 하중을 새로운 설계하중으로 적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설계하중은 유럽에 비하여 작은 반

면, 열차의 종류 및 속도를 고려한 충격계수의 고려, 주행

안전성 및 승차감에 대한 엄격한 변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L하중 체계의 개선점

2.1 하중의 형태 및 정량적 분석

철도하중은 다수의 집중하중이 연행되는 형태로 열차에 따

라 축간과 축중이 다양한 형태로 조합되어 재하된다. 국내

일반철도에서 운행되는 열차는 선두부의 디젤 또는 전기기

관차에 의해 견인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선두부의 하중은

동력원이 집중되어 축중이 가장 크고 축간이 집중적으로 배

치되어 있어 가장 큰 하중유발 효과를 갖는 특징이 있다.

Fig. 5 L-Type Load

Fig. 6 BO-BO-BO Power Car and Coil Wagon

국내에서 이러한 하중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이면서도 일

반적으로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는 형태는 디젤기관차 2대

가 견인하는 구조이다. 또한 1900년 초창기 Cooper-E하중을

모태로 만들어진 L22 설계하중은 Fig. 5와 같이 중련의 증

기기관차가 객차 또는 화차를 견인하는 형태로 선두부의 증

기기관차는 집중하중으로, 후미의 견인되는 열차는 등분포

하중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현행 국내 주요 운행열차를 분석하면, 표준열차하중

의 집중하중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동력차는 8000호

대 전기기관차 BO-BO-BO 형식이며, 표준열차하중의 등분

포하중부에 해당하는 객차 혹은 화차는 코일수송차이다.

Fig. 5와 Fig. 6으로부터 L22하중과 디젤 2량 견인 운

행열차의 선두부 집중하중을 비교해보면 축중의 크기 뿐

만 아니라 축배치와 열차의 구성도 매우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2.2 실운행하중의 L 상당치

실운행하중에 대한 설계하중의 안전성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는 L22 설계하중에 대한 L상당치 분석 방법

을 폭넓게 이용해 왔다.

Fig. 7 L22 versus Real Train Load

L상당치 분석 혹은 하중상당치 분석은 특정하중에 의해 발

생하는 단면력을 기준으로 실운행하중 혹은 다른 표준열차

하중의 단면력 발생 비를 무차원화하여 비교한 값이다. Fig.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L22에 의해 발생하는 경간별 단면

력을 일정하게 22라고 봤을 때, 각 실열차하중에 의해 발생

하는 경간별 단면력이 무차원화하여 비교할 수 있다. 그러

나 L상당치 분석은 하중과 그에 따른 부재력 크기에만 관

심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하중 구조를 상세하

기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이 하중

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발생되는 부재력에 대한 안전성만

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적정한 안전율을 확보한 어떠한 형태

의 하중의 형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러나 운행되는 열차의 특성이 상이하고 이러한 운행열차의

특성은 동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정량적인 분석 뿐 아

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Fig. 7은 표준열차하중에 대한 결정론적 분석의 가장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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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 단계인 L상당치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DIGEL1M7

은 디젤1량 견인 무궁화열차, DIGEL2는 디젤2량 견인 열

차, PMC16은 새마을호, KTX는 고속열차를 나타낸다. 충

격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 일반철도 표준열차하중인

L22는 디젤 2량 견인 실 열차하중에 비해 19~35% 정도

의 여유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경간으로 갈

수록 안전율 확보가 크며, 집중하중으로 주로 이루어진 특

성 상 전단력에서 단면력 발생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3. 하중 형태별 효과 분석

3.1 등분포하중 검토

등분포 하중의 크기 w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먼저 고려하고자 하는 모든 운행열차 중 부수차의 하중에 대

해 적정한 여유도를 가져야 한다.

Fig. 8 Range of Effective Span Length for Uniform Load

그러나 실운행하중은 집중하중의 형태이므로 등분포 하중

으로 단순 가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운행열차

의 부수차가 지간의 증가에 따라 수렴되어 등분포하중과 동

일한 하중효과를 나타낼 때의 하중크기를 표준열차하중의 등

분포하중부 기본값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검토를 위해 고려

된 운행열차는 객차의 대표적인 형태인 무궁화 열차(MU),

화차 중 운행빈도가 가장 큰 전개유개차(COVER)와 컨테이

너 열차(CON), 축간의 간격이 작아 하중의 집중 재하효과

가 큰 코일수송차(COIL)이다. 

변수 결정을 위해 각 검토된 열차 하중에 대한 부재력에

상응하는 등가등분포하중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으며 수렴된

유효지간범위와 여유도를 Fig. 8에 나타내었다.

현행 L-22설계하중에서 부수차 부분에 해당되는 등분포 하

중 7.33 tonf/m는 특정 단경간을 제외하고 수렴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된 국내 모든 운행열차에 대해 전단력, 휨모멘

트 모두 적정한 여유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등분포하중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로부터 등분포하중의 변수

w=7.33tonf/m로 가정하기로 한다.

3.2 집중하중 검토

상기의 등분포하중 검토는 부수차에 대한 부재력만을 검

토한 것으로 특정지간 이상(유효지간)에 대해서만 만족하는

결과이며, 선두부 견인열차하중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

아 이에 대한 부분은 집중하중 모델로서 고려될 수 있다. Fig.

9는 견인열차(+D)를 고려하였을 때 전단력에 대한 운행열차

들의 등가등분포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휨모멘트에 대해 25m

이하에서 L22하중의 등분포하중 7.33t/m 이상의 하중이 확

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전단력에 대해서는 40-

60m이하에 대해서 추가의 하중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운행하중에서 견인하중의 하중 집중효과에 의한 것

으로 이에 상응하는 집중하중 모델을 수립하여 표준열차하

중 모델에 추가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Fig. 9 Equivalent Uniform Load for Shear Force

3.3 조합하중 검토

최종 표준하중 모델은 단지간 집중하중을 보완하는 집중

하중 모델과 지간길이에 따라 균일하게 증가하는 등분포하

중의 조합으로 최종 결정하여야 함을 앞의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다. 앞서 가정된 w=7.33t/m와 각 집중하중 모델의 하

중조합에 따라 발생되는 부재력을 실운행하중에서 가장 하

중효과가 큰 디젤 2량 견인+코일수송차에 의한 부재력과 비

교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집중하중은 모두 22tonf로 적용하였으며, P315

는 22tonf 집중하중이 3개, 1.5m 간격으로 배치된 형태를 나

타내며, P420은 4개, 2.0m 간격으로 배치되었음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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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로부터 등분포하중의 60m이하에 대한 하중 부족분

을 집중하중모델에 의해 충분히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혼합모델로부터도 충분한 여유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10(c)에서 보듯이 등분포하중의 크기가 너무 크

게 가정되어 여유도가 상대적으로 큰 효율적이지 못한 하중

조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0 Shear Force according to Load Model

4. 결정론적 분석에 의한 표준열차하중 수립

4.1 표준열차하중 결정 조건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표준열차하중 모델의 수립 최종 목

적은 표준열차하중의 결정인자들에 대해 수치적, 시험적으

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현행 설계하중 체계에 대한 합리

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설계하

중 모델의 수립을 위해서 확률론적 방법과 경제성 분석을 포

함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기본 검토 모델로

써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수립된 하중모델을 기초로 상호 병

행 검토되는 절차를 거친다. 

결정론적 연구방법에서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Table 1과 같은 기본 요건을 설정하였다. 각

핵심 요건에 대한 목표수준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작성하여 표준열차하중 수립의 근거가 되도록 하

였다. 

4.2 수립절차

4.2.1 하중구조 분석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실 운행하중 및 설계하중의 단면

력 특성을 지간별로 분석하여 하중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

능을 정의하고 정량적인 수치 범위를 산정하였다. 2.1~3.3에

서와 같이 현행 L하중 체계와 실운행하중 체계의 지간별 하

중 분담율을 분석하고 최대 운행 하중에 대한 설계하중별 여

유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L22 하중은 40m이 하의 지간에서 등분포하중의 하중분

담율이 0%에 가까운 비효율적 구조임

•현행 표준열차하중은 중장지간 이상의 경우 하중여유도

의 지간별 편차가 큼

•집중하중 위주의 표준열차하중 체계는 장지간으로 갈수

록 전단력 등에서 불리하며, 등분포+집중하중 중첩형태

가 설계 편의성이 뛰어남

• 40m 이하의 경간에서의 경우 등분포하중을 기반으로 부

족분에 대해 집중하중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적정 

4.2.2 등분포하중 모델 결정

설계하중을 구성하는 등분포하중 크기의 정량적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결정단계를 거친다.

등분포하중의 크기는 현행 L22 체계의 등분포하중인 7.33t/

m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6, 8, 10t/m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하였다.

4.2.3 집중하중 모델 결정

표준열차하중을 구성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결정요소는 하

중의 개수, 간격, 크기이다. 집중하중 모델의 경우 구성요소

가 복잡하여 다양한 모델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수

반되어야 한다. 집중하중 모델에 대한 검토는 Fig. 12와 같

이 수행된다. 

 

Table 1 Requirements of Design Load

목  표 목표수준

용이성
- 설계실무 적용 간편화를 위한 직관적인 단순한 하중

구조

안전성
- 노선별 실운행하중 대비 안전성 확보

- 실 하중 대비 30%이상의 설계 여유도 확보

합리성
- 실운행하중 대비 전 지간에 대한 균일한 단면여유력

확보(전지간 여유도 편차 3%이내)

확장성
- 운행환경 변동, 미래하중을 고려한 하중증감계수 적용

가능한 하중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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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etermination of Uniform Load Model

Fig. 12 Determination of Concentrated Load Model

4.2.4 혼합하중 모델 결정

Fig. 13 Determination of Combined Load Model

혼합하중 모델 수립 단계는 상기의 등분포하중과 집중하

중 모델의 조합된 하중으로 최종적인 설계하중의 기본 구성

이 되는 단계이다. 각 하중 구성 요소별로 산정된 결정인자

들이 조합됨으로써 발생되는 중첩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정

계수를 통해 재 모델링 된다.

4.3 결정론적 분석에 의한 표준열차하중 모델

선정된 검토대상 모델은 Fig. 14에 보이는 바와 같이 81

개로 각 하중요소들의 변수를 포함한 모델명의 표기 방법

은 아래와 같다. 검토대상 모델에 대해 설정한 기본 요건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 항목은 먼저 설계자의 실

무적용성(편의성), 현행 운행열차에 대한 설계여유도(안전

 

 

 

Fig. 14 Load Model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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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지간에 대한 설계 여유도의 편차와 평균 산출(합리

성), 각 하중 구성요소별 계수 적용성(확장성)을 기본 검토

한다.

다수의 설계하중 모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계

하중 기본 요건 4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정량적인 지표가 필

요하다. 다만 정량적인 지표화가 어려운 편의성의 경우 상

대적인 비교로 대체하였다. 확장성의 경우 검토대상 81개 모

델 모두 하중 구성요소가 동일하므로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량적인 지표 수립이 가능한 안전성과 합리성에 대한 지

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먼저 검토대상 하중모델 81

개에 대한 지간별 휨모멘트 단면력을 계산하고 최대 실 운

행하중인 디젤 2량 견인+코일수송선 열차의 지간별 단면력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각 모델에 대한 설계하중 여유도를 산

출하였다. 현행 LS하중과 LM2000에 대한 여유도도 같은 방

법으로 산출한 결과 Fig. 15와 같다.

전 지간에 대한 평균 설계하중 여유도를 산출하여 30-40%

의 여유도를 최적 상태로 판단하였으며 40% 초과되는 여유

도는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30%이하의 여

유도를 갖는 경우 선정모델에서 제외하였다. 합리성에 대한

검토는 특정 지간에 대한 여유도 확보뿐만 아니라 전 지간

에 걸쳐 균일한 여유도를 갖는 하중의 형태가 적정한 것으

로 판단하여 전지간 여유도 표준편차를 3%이하를 선정기준

으로 삼았다. 81개 하중모델에 대한 검토결과 기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델은 Table 2와 같이 정리되었다.

Fig. 15 Bending Moment Margin of Each Load Model

등분포하중 w=6.0tonf/m의 경우 안전성과 지간별 여유도

균등에 대한 표준편차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았으며, 집중하중 30tonf 혹은 집중하중 3~4개의 경우에는

안전성 등에서 오히려 과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최

종적으로 Table 2와 같이 집중하중의 개수는 2개, 등분포하

중 w=8.0tonf/m의 몇가지 경우에서 가장 합리적인 표준열차

하중이 제시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표준열차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해

석적 접근에 의해 현재 국내 운행되는 실열차하중에 대한 결

정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행 하중체계의 개선점을 분석하고 국내 운행되는 열차

에 대한 단면력 검토를 통해 결정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편의성, 안전성, 합리성, 확장성에 대한 표준열차하중

의 기본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표준열차하중

모델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설계 편의성이 가장 뛰어나 집중하중과 등분포

하중의 중첩형태의 하중선도를 제시하고 81개 모델에 대한

매개변수 분석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 및 합리성을 가진 표

준열차하중 모델 몇가지를 제시하였다. 집중하중의 개수는

2개, 집중하중의 크기는 22tonf~30tonf, 집중하중의 간격은

2~5m, 등분포하중의 크기 w=8.0tonf/m로 제시되었다.

단, 본 연구는 여객/화물 혼용선에 대해 현재 운행하중 중

가장 무거운 화물열차에 대한 필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이

며, 향후에는 현장 윤중측정자료 등 실험적 데이터 및 미래

운행가능하중 혹은 중국, 러시아 등 국가간 연결하중을 대

비한 포괄적 검토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여객전용선에 대

한 하중감소계수의 제시가 여객전용선의 경제성 향상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정론적 표준열차하중 모델

을 제시할 것이며, 이 모델에 대한 확률론적, 비용효과 분

석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표준열차하중

을 제시할 수 있으며 노선별 특성에 적합한 하중증감계수가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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