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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s are significantly considered as enhanced technique or future 

railroad logistics. These are aimed for particularly reducing complicated job process in the railroad based transportation 

and relevant logistic cost in economic viewpoint. In this paper we suggest a horizontal transfer system using 

hydro-motor and hydro-cylinder for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This system can assist to transfer the containers 

horizontally for train logistics auto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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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의 국가 간의 교역 는 지역 간의 화물의 운송

으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운송 

는 교역에 의해 컨테이 를 이용한 물류수송이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 으로, 컨테이 를 수송하는 방식은 

육상수송과 해상수송으로 별되며, 육상수송은 공로(도로)

를 통한 수송과 철도를 통한 수송으로 나눠지며,  체 컨테

이 수송 비 공로는 약 88%(9,000천여TEU), 철도와 연안

운송은 각각 10%, 2% 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공로

의 운송 분담률이 상 으로 높은 반면 최근의 공로는 차

량의 증가로 인하여 고속도로 등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트

일러의 장시간 운 으로 인한 사고발생  매연 등으로 인

한 환경오염 증가 등으로 인해 철도를 통한 수송량 분담을 

증가시키기 한 노력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한편, 철도를 통한 수송은 상 으로 비용이 렴하고 정시 

배송  안정 인 수송이 가능한 반면 공로와의 연결지역이 

제한되어 컨테이 를 고객에게 달하기 해서는 공로 수

송을 부가 으로 이용해야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때문

에 컨테이  수송을 해서는 철도운송 후에 하역장 는 

장치장에 컨테이 를 보 하여 다시 공로 운송을 하여야 하

기 때문에 직배송(DTD, Door-To-Door)  실시간 배송

(JIT, Just In Time)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문제 이 철도

수송 분담 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재 철송장(컨테이  하역장 는 장치장)에서는 

부분 크 인을 사용하여 트 일러와 화차 사이에 컨테이

를 로딩/언로딩(Loading/unloading)하고 있으나, 크 인 운

비용  야 장 재 공간부족 등 문제 이 지속 으로 

두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 디젤기 으로 운 되던 기 차

가 최근들어 90% 이상이 기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체되

고 있어 철송장 내에서는 기차상부에 설치된 공 가선

(Catenary)으로 인하여 크 인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하

게 되므로 별도의 공 가선이 없는 공간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필요한 작업공정이 추가되어 생산성을 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직 로딩/언로딩 방식이 아닌 수평이송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컨테이  이송방식의 개발이 실하

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크 인을 이용하지 않고 컨테이 를 트 일러와 화차 

사이에 로딩/언로딩 시키는 컨테이 의 로딩/언로딩 가능한 

연구가 미국의 Piggy back 시스템, 유럽의 Cargo Beamer, 

Cargo Domino를 비롯하여 랑스의 Modalohr 시스템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방식에 많은 연구들이 추진

되고 있다[3-5].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일환으로서 2  모

드 트 일러가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다[6-8].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각각의 하역장의 랫폼에 캐리어 몸체를 회 시키

기 한 회동수단의 설치가 필수 이어서 유효 공간  작

업공간을 과도하게 필요로 하여 국내실 에 다소 합하지 

못하고 설치  유지비용이 하게 증가되는 문제 이 있

다. 뿐만 아니라 해당방식으로 로딩/언로딩 시킬 시에는 회

하는 시간이 길어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시스템  

하역작업이 복잡해지는 문제 도 동시에 야기되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역장의 랫폼에 별도의 구동수단을 

구비하지 않고 화차에 수평이송장치를 구비하여 화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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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컨테이 의 하부를 로딩(Loading)하여 화차와 트 일

러 상호간 수평 이동 한 후 상기 로딩된 컨테이 를 트 일

러에 언로딩(Unloading)할 수 있는 컨테이 의 로딩/언로딩

이 가능한 로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

스템은 컨테이  박스를 트 일러와 화차간에 수평 으로 

이송함으로서 하역장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가 필요 없어 공

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직배송 등이 가능하게 되어 물류 

운송비용을 감하고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하다. 이하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구조

설계  제작에 하여 기술하고 제어에 필요한 알고리즘도 

기술하 다. 끝으로 실제 제작을 통한 실험을 구 함으로서 

설계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 다.

2. 컨테이  운송시스템

2.1 종래의 컨테이  양하역 방식

재 국내외 철도를 이용한 컨테이  박스 이송시 철도에

서 공로 는 공로에서 철도이송으로의 환에 사용되는 장

비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 인(Overhead crane)이

나 리치스태커(Reach staker)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1, 

3].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많은 장비와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 기

차의 기방식 환으로 상부에 설치된 선의 간섭으로 

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크 인  리치 스테커를 이용한 컨테이  양하역시

스템(종래의 방식)

Fig. 1 Container loading/unloading system using overhead 

crane and reach staker

 

2.2 철도기반 복합수송시스템

복합수송시스템은 육로, 공로, 는 철로등과 연계하는 운

송시스템으로서 크게 piggyback형, Bimodal형, 화차회 형 

그리고 평행이 재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시스템의 

구동방식별로 구분해 볼 때 그림 2와 같이 화차회 형, 평행

이 재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  연구되고 있다. 화차회

형 방식은 화차를 직간 으로 회 시켜 트 일러의 샤

시와 컨테이 박스 등을 동시에 재하여 문 수송을 보다 

효율 으로 구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 

 랑스의 Lohr사에서 개발한 Modalohr 시스템이 그 

표  사례이다. 평행 이 재 방식은 화차의 회 신 평행

이송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트 일러의 샤시를 싣

지 않는 구조와 싣는 구조로 나 어 분류할 수 있다.

화차회 형 방식으로는 랑스 Lohr사의 Modalohr 시스

템, Cargo speed, Flexi-wagon 등이 있으며, 수평이 재 방

식으로는 독일의 Cargo Beamer, 헝가리의 Bosch Rexoth, 

그리고 스 스의 Cargo Domino  NETHS 등이 그 표

인 사례로 들 수 있다[3,4]. 문헌 [3]의 분석에 의하면 화차를 

회 시키거나 piggyback과 같은 방법에 비해 카고도미노와 같은 

수평 이 재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 국내 용성  운용 효율

면에서 좋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

을 가지고 있는 수평이 재 방식 형태를 갖는 수평이송로 을 

설계 개발하 으며, 화차 구동형 방식을 실제 제작하여 성능검증

을 구 하 다.

Piggyback

Bimodal

화차 회전형

Modalohr

Cargo Speed

Flexiwaggon

Cargo Beamer

Cargo Domino

DMT
수송시스템

CCT Plus

NETHS Plus

기타

평행
이적재형

직접
이적재형

버퍼형

그림 2 트 일러 기반 복합수송시스템

Fig. 2 Dual mode trailer system

2.3 제안한 시스템

앞 에서 언 한바와 같이 수평이 재방식이 물류비용

감 등을 통한 물류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 차의 도입에 따른 기 공 선인 공 가선과 컨테

이  수직 양하역시 상되는 간섭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상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

이 컨테이 박스를 수직이 재가 아닌 수평 이 재를 가능

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3 제안한 수평이송로 의 개념도

Fig. 3 The concept layout of proposed horizontal transfer 

robot 

제안한 시스템의 작업공정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

으며, 기본 인 메커니즘은 컨테이  박스는 별도의 크 인

이나 리치스태커 없이 수평이송로 (HTR, Horizontal 

Transfer Robot)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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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의 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먼  정렬과정인데 ①번 과

정에서 트 일러가 화차의 면으로 진입을 하면 ②번과 같

이 두 차량(트 일러와 화차)사의 간격과 틀어짐을 정렬하

여 HTR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여야한다. 이 정렬과정은 크

게 화차상의 앞뒤간격을 300[mm] 이내로 허용오차범 인 

25[mm]내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과 각 차량에 장

착된 콘을 나란히 정렬하여 컨테이 박스 이송 후 채결이 

원활하도록 하는 두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두 차

량의 정렬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HTR 이송시 방향

환이 어렵거나 두 차량사이에서 복되는 문제 등을 야기

시킬 수 도 있다.  ②번 과정에서 용된 차량정렬시스템은 

음 센서, 포토센서 등을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

문헌 [9]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

하여 두 차량의 정렬이 완료되면 ③번의 리 과정이다. 

이 공정은 컨테이  박스를 차량의 콘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평이송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론 ④번 공

정이 이송과정이다. 컨테이  박스는 크게 20[ft]과 40[ft] 길

이의 박스가 표 으로 이용이 되며, 본 시스템은 두 박스

를 모두 이송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 어느 경우

이든 컨테이  박스를 이송할 경우에는 HTR 두 를 이용

하여 컨테이 박스를 트 일러에서 화차로 는 화차에서 

트 일러로 수평하게 이송하게 되는데 이때, 두 HTR의 동

기화 제어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다음 에 보다 구체 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림 3의 ⑤번과 ⑥번은 각각 컨테이 가 

반 편 차량에 도착시 콘체결 부 와 정렬을 하는 과정과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 HTR이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나타

낸다. 이때 본 논문에서 설계한 HTR의 기본 구성은 수평주

행 장치, 유압리  장치와 컨테이  지지장치(Bucket)를 

비롯하여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각종 자 검출장

치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제안한 시스템의 동작 과정

Fig. 4 Working procedure of proposed system

3. HTR 시스템 설계

3.1 HTR의 기본 개념과 설계조건

HTR 시스템의 설계는 크게 컨테이 의 하 을 지지하며 

수평으로 이송하는 수평주행장치와 컨테이  박스를 채결장

치로부터 분리하여 이송하는 동안 하 을 지지하는 수직리

장치로 나 어 설계가 이루어졌다. 제안한 시스템은 

20[ft]와 40[ft] 컨테이 를 모두 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최  40[ton] 자 의 컨테이 를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 다. 이 조건은 HTR 설계를 한 기본 인 

부하조건으로 용되었다. 컨테이  이송시에는 두 가 한 

을 이루어 동작을 하므로 한 의 HTR은 20[ton]의 하

을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동 하 요소를 1.2로 

용하면 컨테이 의 하 은 24[ton]으로 된다. HTR은 화차에 

설치되어 철로를 이동하게 되므로 한국철도건설 련 규정에 

의거 화차 상부에서 300[mm]이내에서 HTR을 설치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HTR의 높이도 300[mm] 이내로 한

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TR와 리  속도는 소한 

HTR 내부구조와 용 가능한 시스템하드웨어 등을 감안하

여 각각 표 1과 같이 0.1[m/s], 0.01[m/s]로 설정하 다. 뿐

만 아니라 물류최 화를 해서는 한 의 컨테이  이송에 

필요한 시간을 어도 3분 이내로 하여야하므로 이송속도를 

더 높여야하나 상 으로 커지는 HTR의 부피와 컨테이  

이송시 발생될 수 있는 복 사고 등을 감안하여 이송속도 

등을 제안하여 설계하 다.

구 성 설계조건

수평주행부

▪ 하  : 24[ton]/HTR

▪ 주행거리 : 2,800[mm]

▪ 주행속도 : 0.1[m/sec]

수직구동부

▪ 하동 : 24[ton]/HTR

▪ 주행거리 : 120[mm]

▪ 주행속도 : 0.01[m/sec]

제어부

▪ 주행  구동 속도제어

  - 속도제어 분해능

    : 0.001[m/sec] ～ 0.005[m/s]

▪ HTR의 치제어 가능

▪ 원격제어가능 구조

표  1 수평이송로 의 설계조건

Table 1 Design conditions of the HTR

3.2 HTR의 설계

3.2.1 수평 구동부

수평구동부의 구성은 그림 5와 같이 하부 임, 4개의 

구동 바퀴, 두 의 유압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수평구동 모

터는 유압에 의하여 구동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비례제

어 밸 를 장착하여 속도조 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었다. 모

터에서 생성된 동력은 체인스 라켓(Chain-sprocket)을 통

하여 4개의 구동바퀴로 각각 달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구

동바퀴가 원형 구름방식을 가지므로 구름마찰계수를 0.05로 

하 을 때 요구되는 시스템의 수평주행 추진력은 최소 

2[ton]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때 구동 바퀴의 직경은 최소 

추진력과 HTR의 내부 공간 등을 감안할 때 최  180[mm]

로 설계가 되었다. 따라서 최  이송속도가 0.1[m/s]이므로 

바퀴의 회 수는 10.6[rpm]이 되며, 각 바퀴에 용되는 노

말포스( )는 식 (1)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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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평이송로 의 수평주행부

Fig. 5 Horizontal driving part of HTR system

    


 

                                (1)

여기서, 와 는 각각 컨테이 와 수평이송로 의 자

을 나타낸다.

그림 6 수평이송로 의 하 분포도

Fig. 6 Forces applied to the HTR system

이송장치를 수평으로 이송하는데 필요한 힘( )은 바퀴의 

토크( )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바퀴가 구동하기 해서는 

바퀴의 추진력( )이 구름마찰 항력( )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바퀴를 구동시키는데 필요한 토크( )는 다음과 같

다.

    ≥  






 

                (2)

여기서 는 바퀴의 반경,   은 베어링의 구름마찰계수이

다. 수평주행을 해 체인과 스 라켓을 사용하여 하나의 

유압모터로 두 개의 바퀴를 구동시키므로, 유압모터의 최소 

요구 토크()는 바퀴의 구동토크( )의 2배가 된다.

그림 7 바퀴의 하 분포

Fig. 7 Forces applied to wheel

설계조건인 =90[mm], =0.05, =40[ton], =1[ton]

을 용할 때 식(2)를 통해 요구되는 모터의 최소 구동 토

크()를 계산하면 47.25[ kg-m]가 된다.

3.2.2 수직 구동부

컨테이 를 콘에서 안정 으로 분리하기 하여 버킷은 

수평을 유지하면서 40[ton]의 량물을 들어 올려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 큰 하 을 발휘하기 해 유압실린더를 사용

하 으며, 하나의 유압실린더를 사용하여 버킷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들어올리기 해 링크구조는 ‘y>' 조합형 링크

로 결정하 다.

그림 8 수평이송로 의 리 부

Fig. 8 Lifting part of HTR system

컨테이 를 들어 올릴 때 실린더에 작용하는 하 ( )는 다

음과 같다. 이는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 링크 하나에 작

용하는 수직방향하 (V)은 링크의 , 아래 모두 작용하게 

되어 링크 하나를 어내는 실린더의 요구하 은 


가 

된다. 따라서 링크 두 개를 러내기 한 실린더 하 ( )

은 

가 된다[10].

    ≥

                                       (4)

그림 9 유압실린더의 하 분포

Fig. 9 Forces applied to the hydraulic cylinder

수평축에 한 링크의 각도가 45°일 때 최  하 이 실린더

에 작용하므로 컨테이  자 ( )이 40[ton], 버킷의 자

( )이 0.5[ton]일 때 실린더 하 ( )은 식(4)를 사용하여 

산출하면 식 (5)에 의해 20.5[ton]이 된다. 즉 작동압력은 

280[bar]일 때 요구되는 실린더 하 은 20.5[ton]이 된다.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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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HTR의 시스템 설계

조립된 HTR의 체 시스템은 그림 10과 같이 수평 주행

장치, 수직구동장치  버킷으로 구성된다. 수직구동용 리

실린더는 0.01[m/s]의 속도로 40[ton]의 컨테이  박스를 

리 할 수 있으며, 버킷은 컨테이 의 하부를 안정 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수평 주행장치는 비례

제어밸  컨트롤에 의하여 컨테이  박스를 수평으로 

0.1[m/s]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림 10 수평이송로 의 체 조립상태

Fig. 10 Assembled HTR system

조립된 HTR 시스템은 그림 11과 같이 화차에 장착된다.

그림 11 화차에 장착된 수평이송로

Fig. 11 Install position of HTR system

그림 12는 주행에 필요한 장치인 유압모터, 유압실린터, 밸

 등의 배치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12 수평이송로 에 장착된 각종 장치의 배치

Fig. 12 Arrangement of Hydro-motor and piping

그림 13은 주행에 필요한 리 스 치, 엔코더, 센서 등

의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엔코더 센서는 두 의 HTR의 

속도를 동기화하기 하여 이용되며, 리 스 치는 버킷의 

상승한계를 제한하는 용도이고 센서는 수평 주행시 주

행장치의 치를 검출하고 주행속도의 스 쥴링을 하여 

가감속 시 을 결정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그림 13 수평이송로 의 제어용 센서배치

Fig. 13 Arrangement of control sensor device

그림 14는 본 HTR 체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트 일러에 정 치 정렬을 한 검출시

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화차 측에 수평주행을 돕기 한 

근 센서를 비롯하여 동기화제에 필요한 엔코더 센서가 장

착되어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 HTR의 구동은 유압모터

로 이루어지므로 구동용 S/V 용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속

도제어를 구 하 다.

그림 14 수평이송로 의 제어 시스템

Fig. 14 Control block diagram of HTR system

그림 15는 화차상의 이블 덕트가 설치된 것을 보여주는데 

HTR의 제어에 필요한 선, 유압 이블을 비롯한 각종 통

신 이블은 이 덕트를 통하여 연결이 되도록 하 다. 덕트

는 화차상부에 설치되어 컨테이 하부와 간섭이 없도록 

300[mm]이내에서 설치되어야하며 HTR을 양방향으로 이송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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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이블 덕트 이아웃

Fig. 15 Layout of cable ducts

3.2.4 HTR의 제어 알고리즘

HTR의 제어는 크게 화차에서 트 일러와 트 일러에서 

화차로의 공정으로 구분된다. 그림 16은 그림 4에서 나타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화차에서 트 일러로 컨테이 를 이

송시 작업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HTR 작업 에 먼  화차

와 트 일러 간에 정 치 정렬이 선행되어야한다. 이후 컨

테이 를 차량과 분리 후 이송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때, HTR의 동기화 제어는 그림 14에 도시된 엔코더 센서를 

이용하여 두 의 HTR  한 의 속도를 정하고 이를 트

킹하는 추 제어 알고리즘을 용하 다. 트 일러에서 

화차로의 공정은 그림 16 공정의 반 로 이루진다.

그림 16 수평이송로 의 제어계통(화차->트 일러 공정)

Fig. 16 Control flowchart of HTR system(wagon to trailer)

4. 실험결과

설계된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하여 실측크기의 HTR시

스템을 실제 제작하여 30[ton] 자 의 컨테이  박스를 직  

이송하는 실험을 실시하 다.

4.1 시스템 사양

본 논문에서 제작한 HTR 시제품의 사양은 표 2와 같이 

설계 제작되었다. 제작된 HTR의 체 무게는 약 1.5[ton]정

도이며, 최  속도 0.1[m/s]로 제작되었다. 제어를 한 시스

템은 PLC 시스템을 용하 으며, HTR과의 제어신호는 유

무선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도록 구성하 다.

구성 사양

HTR

▪수직 구동부

 -유압모터: 58 [kg․m]

 -최  토오크: 47.25 [kg․m]

 -상승속도: 0.01[m/s]

 -상승거리: 120[mm]

 -유압제어밸 : proportional valve

▪수평 구동부

 -유압모터: 58 [kg․m]

 - 재하 : 20.5[ton]

 -이송속도: 0.1[m/s]

 -바퀴직경: 180[mm]

 - 치센서: encoder(Sumtak IRS5)

 -유압제어밸 : proportional valve

▪자 : 약 1.5[ton]

제어부

▪주제어부

 - CPU: Melsec-Q 7 series

 - 통신방식: RS485 and wireless RF

 - 제어주기: 20[msec]

표   2  수평이송로 의 시제품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HTR pilot system

4.2 시제품 제작  설치

시제품 제작은 그림 17과 같이 하부 임, 버킷 등으로 

구성되어 제작이 이루어졌다.

(a) 하부 임

  

(b) 버킷

(c) 조립된 수평이송로

그림 17 수평이송로  제작

Fig. 17 Assembled HTR pil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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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은 HTR 제어시스템을 나타낸다. 제어시스템의 주

요구성은 메인컨트롤러인 PLC, 신호 송부인 RF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8 수평이송로 의 제어 시스템

Fig. 18 HTR control system

 제작된 시제품의 성능평가를 하여 제작된 HTR은 그림 

19와 같이 화차의 상단부에 설치되어 30[ton]의 컨테이 박

스를 이송하는 실험을 구 하 다.

그림 19 화차에 설치된 수평이송로

Fig. 19 Installation of HTR systems on wagon

4.3 시스템 성능평가

HTR을 이용하여 컨테이 박스를 이용하는 성능평가를 

그림 20과 같은 차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a) 기상태  (b) HTR이 트 일러로 

이동 인 과정

(c) 컨테이  박스를 

리 하는 과정

 (d) 컨테이  박스이송 

인 과정

(e) 컨테이  박스 하강

 

(f) 작업 종료

그림 20 수평이송로 을 이용한 컨테이  박스 이송과정

Fig. 20 Experimental tests using HTR(Loading procedure)

이상과 같이 30[ton]의 컨테이  박스를 사 에 설계된 

속도와 제어알고리즘에 의하여 실험해본결과 만족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 으로 기술하지 않았

지만, 참고문헌 [4]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30개의 

컨테이 를 기 으로 가상 시뮬 이션 작업을 통하여 기존

에 크 인을 이용하는 방식과 본 논문에서 개발한 방식을 

비교해 본 결과 기존 방식은 약 78분이 소요되었으며, 제안

한 HTR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45분이 소요되어 약 33분을 

단축하여 작업공정을 42%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개의 컨테이 는 한 의 기 차가 일반 으

로 연결하여 다니는 최소단 로 하루에 부산과 의왕사이에

도 하루 수십 차례의 물류이송이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새

로운 방식이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 된

다. 이외에도 HTR 시스템을 용한 수평이송시스템은 시설

투자비에서도 상당한 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고속도로 운송을 체할 수 있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CO2 감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래 지향 인 복합물류를 한 컨테이  

수평이송에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평이송로 을 

설계 제안하 다. 설계된 시스템은 화차에 설치되어 유압구

동장치와 리 장치를 이용하여 컨테이  박스를 수평으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으며, 두 의 HTR이 

동기화되어 이송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도 설계하 다. 설계

된 시스템 실제 크기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평가를 구

하 으며, 구 결과 생산성 향상됨을 검증할 수 있었다. 제

안한 시스템은 컨테이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하여 CO2 감 효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설계된 시스템은 화차뿐만 아니라 용 트

일러와 같이 유사시스템에도 설치하여 응용되어 활용할 

수 있으며, 선진 철도물류시스템의 효율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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