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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lway business was began at England in 1767. Since then, it has been changed for 

configuration of rail over the years and made in the form of I. The train propulsion has been 

developed in a engine of steam, diesel, motor, electromagnetic force and a pneumatic engine, 

continuously. also, the friction has been improved in a steel-wheel, rubber tire, frictionless 

maglev system and railless system. In consequence, the efficiency and improvement speed for 

train have been accomplished. In this paper, it is investigated for the structure with lightweight 

using the change for supporting the form of lateral pressure by centrifugal force in the 

substructure supporting load for railwa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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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도의 시작은 1767년 철(鐵)로 만들어진 길(道)을 영국에서 레일로 사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레일의 형상도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의 I자 형태가 되었으며, 차량의 추진방식에서도 증기에서 

디젤, 전동기, 전자기력, 공기압을 이용하는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또한 마찰력도 철재차륜에서 고무타이어, 마찰력이 없는 자기부상으로 발전되면서 고유의 레일을 사

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도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발전은 철도의 효율과 속도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하부 구조에 있어 차량의 주행시 발생되는 원심력에 의

한 횡압 지지방식의 변화를 통한 구조물 경량화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철도 차량의 종류

 2.1 철도의 발 사

  2.1.1 원시철도(原始鐵道)의 기원(起源)

   고대문명부터 소, 말 등을 이용하여 마차를 끌게 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부터 도로가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BC 312년에 개통한 로마∼카푸아( Rome∼Capua)간 연장 230km의 아피안 도

로는 현재의 지방도(地方道)에 버금가는 훌륭한 포장된 도로가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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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아피안 도로]

   아피안 도로는 2대의 마차가 원활하게 교행하기 위해 차축의 폭(바퀴의 외면거리)을 5′(5피트

=1,524mm)로 통일하고 노면 폭을 4.72m로 하였다.

   이후 바퀴안쪽으로 후렌지를 붙이게 되었고, 후렌지 바깥쪽차륜 폭은 1 3
4
″(1.75인치= 44.5mm)로 

정하여 좌․우 후렌지 내면거리는 4′8 1
2
″, 즉 1,435 mm(1,524-44.5×2 = 1,435mm)로 정하게 된 것이 

표준궤간의 유래이다.

  2.1.2 차륜(車輪)의 발달(發達)

   6세기경 독일 광산에서는 마차가 유도통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퀴에 간단한 윤연(輪緣) 즉 후랜

지(Wheel Flange)를 붙이게 되었으며, 17세기 영국의 탄광에서는 목재(木材)레일위로 말이 끄는 석탄 

차를 개발하여 이용하였고, 목재차륜은 목재레일에 의해 후랜지 부분이 손상이 자주 발생되어 철제품의 

차륜(1767년)을 발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림2 [ 탄광에서 목재 레일 및 주철제 레일도입 ]

  2.1.3 레일(Rail)의 발달(發達)

   철제차륜에 의해 이번에는 목재레일이 훼손되어 그 해결방안으로 철제레일이 고안되었다.

   최초에는 목재레일 대신에 봉상(棒狀)형 철판을 사용한 것이 레일의 원조라 할 수 있으며, 1767년 

영국의 레이놀드(Raynolds)가 철제오목형 레일을 제작하였고, 1789년 영국의 제숍(Ricolas Jessop)이 

현재의 I형에 가까운 주철(鑄鐵) 어복(魚腹)레일을 제작하였다.

그림3 [ 초기 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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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1년 미국 스티븐스(Robert L. Stevens)가 평저(平底)레일을 발명하였는데 당시에는 T 레일(Tee 

Rail)이라고 칭하였으며, 동일단면적으로는 단면2차 모멘트가 가장 크고 체결장치설치가 간편하며, 안전

도가 가장 크고 경제적인 레일이었다.

  2.1.4 동력(動力)의 발달(發達)

   1765년 왓트(J. Watt)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래 이 동력을 철도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연속되는 실

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계속되어, 드디어 1804년 영국의 트레뷔딕(Richard Trevithick)이증기기관차를 

제작하여 10ton의 철광석을 싣고 시속 80km/h로 주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1814년 영국의 스티븐슨(George Stephenson)도 증기기관차 제작에 성공하였으며 당시 기관차

는 광산의 마차철도에 널리 사용하였다.

 

그림4 [ 초기 동력 및 증기기관차 ]

 2.2 운행 중인 세계 철도차량의 종류

   이후 철도의 발달은 가솔린 엔진, 디젤엔진, 전동기 발달과 함께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신교

통 등의 형태로 여러 시스템이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5 [ 다양한 형태의 철도 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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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차량 하중과 주행방식에 따른 하중 전달 관계

 3.1 선로부담력(bearing power of roadway)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중량철도)를 기준하여 검토하였다. 전동차 여객전용 전용철도인 도시철도의 

선로부담력은 그동안 기준이 없어 광범위한 LS-18 하중을 적용하였으나 직류형전기동차(전동차)의 축

중이 경량이므로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전동차전용하중(EL : Eletric Live Load)을 별도로 제정하여 

EL-18 표준활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는 동륜의 축중을 18톤으로 가정한 것으로 차륜 1개당 9톤이며 객차 1량 당 2개의 보기대차에 8

개의 차륜이므로 차량의 하중은 총 72톤까지 가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차량만의 하중은 약 27~43톤이며 1객실 당 정원 약 160명에 혼잡률이 반영되고 주행특성 상

의 설계속도, 복선 양방향 동시교차, 횡하중, 안전율을 고려한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3.2 차량하중과 궤도 관계 검토

   횡하중에 의한 횡압은 곡선전항의 횡압, 차량동요에 따른 횡압, 곡선통과 시 불균형 원심력의 좌,우 

방향성분, 분기기 및 신축이음매 등 궤도의 특수개소에 있어서의 충격력에 의해 발생된다. 이런 횡압의  

합계는 통상 윤중의 50%이하지만 최대 80%에 도달하며, 차량이 탈선할 수 있는 횡압의 크기는 수직력

의 70~80%일 때이다.

   철도차량의 무게중심 점은 차량별로 다르고 승차인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치수를 제시

하기에는 역부족이나 차량의 전고가 3,750mm이고 에어컨 공조시설과 집전설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

량이 하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론적 중앙치수는 1,875mm 이나 객실 저부가 1,150mm이고, 연결기 

높이가 880mm인점을 고려한다면 최대 차량의 무개중심은 1,150mm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차량과 궤도와의 일반적인 공학적 검토의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H

G

F

C b

gm=w

L

F : 원심력  M : 물체의 질량(= W
g

)  

R : 곡선의 반경      V : 물체의 원주속도  

W : 차량의 중량      M : 차량의 질량

C : 캔트             g : 중력가속도=9.8m.sec 

V : 열차속도         H : 중심의 높이

J : 편심률(G와b의비) G : 궤간(차륜과 레일접촉면간 거리)

b : 편심량            L: 차량의 중력과 합력의 크기

   ① 원심력 F = M. V²
R

   

   ② 궤도상을 주행하는 차량의 중력과 원심력의 합력의 크기 L

             L = F²+W² = (M
V²
R

)²+(Mg)² = M (
V²
R

)²+g²

   ③ 레일면의 궤도중심 편심량 b = H( V²
R.g

-
C
G

)

   ④ 편심률 (G와 b의 비)  J = b
G

 = H
G

( V²
R.g

- C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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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철도차량 주행의 물리적 개념

  3.3.1 점착철도 주행 개념

   철도는 무게중심이 1,150mm인 구체가 1,500mm의 궤간의 접촉면을 형성하여 굴러(주행)가게 되고, 

방향성을 갖추기 위해 후렌지가 형성된 차륜 휠을 이용하여 레일과 접촉시켜 주행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주행 중 발생되는 원심력에 의한 횡압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물 또는 차량에 캔트, 틸팅 등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주행하게 된다.

그림6 [차륜 후렌지 및 틸팅열차 ]

  3.3.2 차량의 무게중심과 윤거

   차량을 지지하고 주행시 발생되는 원심력에 의한 횡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도 불구하고 불

균형 원심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는 개념이 윤거로서 불균형 원심력을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철도와 모노레일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7 [일반철도와 모노레일의 하중과 윤거 관계 ]

   [그림7]에서와 같이 일반철도는 차륜접촉점인 레일 두부로부터 약 1,150mm 상부에 무게중심이 위

치하게 되고 윤거는 레일 접촉점간의 거리 1,500mm 일 때 1/2인 750mm가 윤거에 해당하게 된다. 일

반철도의 특징은 차량하중의 지지와 윤거를 두개의 레일(궤도)에서 겸하게 된다.

   윤거를 좌우 레일에서 해소하는 일반철도와는 달리 모노레일은 폭이 넓게 형성 된 1개의 하중 지지

점을 두고 차량높이를 낮게 하여 차량의 무게중심은 최대로 낮추고 콘크리트 거더빔 하부에서 윤거를 

구성하여 해소하도록 한 구조이다.

  3.3.3 이론적 배경 개념

   철도차량은 무게중심은 시스템의 여러 종류와 형태, 주행방법 및 속도, 승차인원 및 화물에 따라 다

르게 형성 되므로 일반적인 개념에서만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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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구조물 경량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열차의 곡

선부 주행시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한 횡압일 것이다. 따라서 횡압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구조물 경량화

의 최대 관건이 된다. 

   차량 하중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횡압의 크기는 곡선반경(차량 무게중심점과 윤거까지

의 거리)과 각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이 곡선반경의 크기가 커지고 각속도가 작아질수록 차량에 가해지

는 원심력은 작아지게 된다. 모노레일의 경우, 제시된 [그림7]과 같이 일반철도에 비해 폭이 넓은 거더

빔으로 차량하중을 지지하여 일부 윤거 기능을 하는 구조이며, 추가적인 윤거를 거더빔 하부에 두었다. 

이로 인해 곡선반경의 크기는 증가되고 각속도의 크기를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횡압의 크기는 일반철도

에 비해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 된 개념을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구조물 경량화를 위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8 [신개념 철도 주행방식 검토]

   차량의 무게중심점을 낮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차륜의 배열을 고정축

거 방식이 아닌 일직선형으로 차량 길이 방향으로 구성하고 이 차륜은 선로의 선형에 따라 유기적으로 

이동(하중지지점 이동)하게 된다면 각속도 크기를 대폭 줄이는 결과로 인해 곡선주행시 원심력의 발생

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하중이 감소되므로 구

조물의 경량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주행방식 변화를 통한 구조물 경량화 가능성 검토

 4.1 철도하중 감소의 한계

  4.1.1 단선배선 설계 한계

   철도 설계에 있어 복선 노선 일체형 설계 시 열차교행하중 적용과 풍력에 의한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불리하게 된다. 또한, 건설비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4.1.2 횡압의 발생 억제 한계

   열차가 주행 시 횡압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궤도에서 캔트를 설정하나 이 또

한 속도의 차이, 차종별 무게중심 차이, 승객의 변수 등의 요인으로 균형캔트를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 

틸팅열차 역시 속도 상승에 기준을 둔 개념으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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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수직 균형하중을 통한 구조물 경량화 가능성 검토

   도시철도의 배선에서는 현재의 중량철도에서는 현행 복선 방식이 적정하나 향후, 건설되는 경전철에

서는 단선 순환의 짧은 노선(10km 이내)으로 설계 될 경우 현재 건설되는 구조물보다 축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횡압의 해소를 궤도가 아닌, 주행중의 차량에서 모두 해소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

할 수 있다. 즉 차량이 속도별도 자동으로 캔트(틸딩과 유사)를 조절하고 곡선 상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

서 수평을 이룰 수 있는 차가 개발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현재의 보기대차 형태로 하중과 윤거를 해소하는 개념이 아닌 모노레일과 유사한 1개의 하중

지지점을 갖고 승객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한 윤거만을 해소하는 차량시스템이 개발 된다면 하중은 현재

의 철도보다 크게 축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즉 아래와 같은 개념의 하중과 윤거가 적용될 수 있다면 구조물은 현재보다 상당한 축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고 차량 경량화와 함께 무게중심점을 낮추게 되면 궤간(미세윤거 간 거리)이 축소되어 

추가적인 경량화가 가능한 신개념의 철도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9 [신개념 철도 직곡선 주행방식 검토]

5. 결론

   산업혁명의 주역이었고 근대화 원동력인 철도가 친환경 교통수단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

러나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자동차 산업에 밀려 주춤거리기도 했으나, 최근 지속적인 개술개발로 철

도의 발달은 다시 친환경 시대에 맞물려 비행기와 경쟁할 수 있는 고속철도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도시철도 분야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 비용의 

과다로 인한 사업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의 철도시스템 확장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도시철도 활성화 및 세계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독자적인 대한민국 철도 원천기

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철도의 기본 요소는 원천기술, 시스템, 건설비, 효율적 운영 등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차량 주행방식 개선이 이루어진 철도가 개발된다면 구조물의 축소가 철도발

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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