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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rnout is a mechanical installation enabling railway trains to be guided from one track to 

another at a railway junction. A movable nose crossing frog is a device used at a railway 

turnout to eliminate the gap at the common crossing (High manganese, block, assembly 

crossing)which can cause impact damage, noise and vibration.

Our government has a plan speed up of conventional line to 250km/h semi-high speed.

We had already developed flexible turnout with fixed crossing(High manganese) and SFC 

fastening system can cover in the semi-high speed line

In this study is about development of the movable nose crossing turnout available Semi-high 

speed line on concrete track. This paper describes about geometry, attack angle, bending stress 

at the nose,  switching force, safety of continuous welded long rails.

This movable nose crossing turnout is expected greatly increases passing speed of turnout in 

national railway

1. 서 론

 노스가동크로싱은 철도차량 방향 전환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레일 교차부인 크로싱에 사용되고 있

는 고정식 크로싱(망간, 조립크로싱)의 단점을 보완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분기기로써 노스레일을 포인

트부 텅레일처럼 가동시켜 윙레일(크래들)에 가동 밀착시키는 원리이다. 이를 통해 결선부를 제거함으

로써 충격 및 소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직선 통과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노스가동 분기기는 고속철도1단계에 이어 2001년 충북 영동 황간역에 국철(60kg레일)용으로 개발, 시

험부설 하였으며, 충분한 성능 검증 시험을 통해 승차감향상, 진동 및 소음감소와 유지보수성등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2009년도부터 국내 주요 본선 노선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에서는 기존선 속도향상의 일환으로 국철의 주요 본선 운행속도를 250km/h로 향상시킬 계획을 가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개발하였던 콘크리트궤도용 패스트클립 체결구를 적용한 SFC탄성분

기기(고정식)를 250km/h인 준고속의 속도에 적합한 노스가동 분기기로 발전시킨 연구로써 궤도 선형, 

접촉각, 전환시 발생응력, 장대레일 안전성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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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스가동 분기기의 성능 검증

 금번 개발한 노스가동분기기는 기존 자갈도상의 고속철도, 국철용 노스가동 분기기의 설계, 제작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획득한 집적된 기술력 위에 개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로써 당사가 개발한 SFT체결시스템(패스트클립 사용)을 적용하여 우수한 

체결력과 궤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둘째 콘도상이 지니는 높은 궤도안정성과 기존 노스가동에서 

안전가드로 설치되었던 가드레일을 제거함으로써 구조를 안전화, 단순화하였고, 셋째 레일, 전장품(전

철기, 쇄정장치, 밀착검지장치)을 자갈도상용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제품간 호환성과 예비품 관리효율성

을 강화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존 고정식 탄성분기기를 노스가동분기기로 개발하면서 구조적으로 변경

되어 성능이 검증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안전성 검토 결과를 기술하였다. 성능평가 항목 

및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상세 항목 기 치 #8 #10 #12 #15 평가

① 선형

곡률 11.8V²/Cd (m) 165.1 258.6 373.0 580.6 만족

부족캔트  120㎜ 64.3 73.0 79.1 73.2 〃

부족캔트 변화량  120㎜ 64.3 73.0 79.1 73.2 〃

통과 속도 본선속도 동일(직선) 30 40 50 60 〃

② 구조      

  안 

 휨응력
텅 일 130MPa이하 95.2 91.3 88.7 72.5 〃

노스 일 〃 92.6 86.8 72.7 71.1 〃

환력
텅 일 400kg이하 300 295 290 285 〃

노스 일 〃 340 320 300 290 〃

장 일 안 성 축력 75톤 안 성
VCC, VPM을 통한 일응력 해방

(안티크리퍼 없는 구조)
〃

침목 안 성
(KCT2침목)

끝단 거리규정 공차
크기±20, 단부±5 크기±10, 단부±4 〃

③ 차량/

   분기기

 상호작용

공격각 1˚이하 0.49 0.39 0.33 0.26 〃

각
텅 일 40˚이상 66.5 66.5 66.5 66.5 〃

노스 일 〃 69.4 69.4 69.4 69.4 〃

④ 체결구

 실내시험

(기본시험)

일반상  ① 체결력: 16kN이상
 ② 정 강성: 설계값
 ③ 종 항력
  ~250km/h: 7kN이상

①16.3   ②36.5   ③7.9 〃

미끄럼상 ①17.6   ②32.6   ③7.8 〃

가드상 가드 일 없음 해당없음

 ⑤ 피로

  시험
미끄럼상

 ① 체결력 20%이내
 ② 정 강성 25%이내
 ③ 종 항력 20%이내

①16.3(10%)  ②33.5(2.7%)  ③6.9(7.3%) 만족

도표 1. 패스트클립 노스가동 분기기 성능 종합 평가

 2.1. 분기기 선형 평가

노스가동 분기기와 고정식(망간형)분기기(#8, #10 ,#12, #15)의 선형을 비교하였다. 철도건설규칙 제

8, 9조 캔트, 완화곡선 규정에따라 부족캔트, 부족캔트 급변화량과 부족캔트변화율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준 값 이하로 안전함을 알 수 있다. 분기기 제원은 기존 SFT탄성(고정)식 

분기기와 동일한 60kg, 70S텅레일을 사용하며 원곡선 선형을 사용하여 텅레일 길이, 분기기 시점에서 

이론교점까지의 거리, 침목 위치가 동일하다. 그러나 노스가동 분기기의 특성상 노스레일을 선로전환기

로 윙레일(크래들)에 밀착시키기 위해 노스레일이 밴딩되며 선형이 형성되는 구간이 필요하므로 크로싱 

후단이 길어져 △H만큼 고정식에 비해 크로싱 전장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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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분기기 선형 특성 비교

구분 노스가동 분기기 고정식(망간형) 분기기

Layout

크로싱부

노스부

단면

도표 3. 분기기 제원 비교

구분 번수 입사각 슬랙 분기각 텅 일길이 J K G H L △H R

노즈

가동

편개
(60kg
PCT)

#8 0 10 7˚9'10"
 9220( 기)
9300(보수)

2,978 9,166 12,144 16,016 28,160 - 165,100

#10 0 5 5˚43'29"
 9420( 기)
 9500(보수)

3,223 11,432 14,655 20,014 34,669 - 258,600

#12 0 - 4˚46'19"
 11720( 기)
 11800(보수)

3,667 13,696 17,363 24,010 41,373 - 373,000 

#15 0 - 3˚49'06"
13200( 기)
 13300(보수)

4,260 16,989 21,249 30,007 51,256 - 580,580 

고정식
편개
(60kg
PCT)

#8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14,170 26,314 1,846 동일

#10 〃 〃 〃 〃 〃 〃 〃 17,147 31,802 2,867 〃

#12 〃 〃 〃 〃 〃 〃 〃 20,514 37,877 3,496 〃

#15 〃 〃 〃 〃 〃 〃 〃 25,910 47,159 4,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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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결구 안전성

하부구조인 TCL층은  KCT2침목을 사용하여 도상과의 완전 결합을 유지한다. 콘크리트 궤도에서 핵심

기술인 탄성패드는 고속2단계에 사용하여 성능이 기 입증된 시스템300W 분기기 체결시스템과 동일한 접

촉면적제어법으로 설계하여 탄성패드에 구멍을 천공하여 분기기내 모든 상판에서 동일한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2중탄성체결구조로써 Kstat34kN/mm±10%(P.5～80kN)의 강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설계조건은 

LS-22와 UIC71하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였다. 숄더와 상판이 분리되는 구조로 인해 횡압 저항력

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시 숄더내측 돌기와 상판 홈이 결합 되도록하여 시스템적 일체

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탄성패드

 

상판

숄더

 

그림 1. 체결구 구조

노스가동크로싱 하부에서 탄성체 역할을 수행하는 탄성패드의 설계 강성과 설계법은 다음과 같다. 노

스가동크로싱에 사용되는 탄성패드는 EPDM재질로써 기 성능검증이 완료되어 제작 공급한 “SFC분기기

(고정식)”와 동일한 정적강성 34kN/㎜±10%로 설계되었다. 유지보수성 향상과 관리를 위해 크래들용, 

윙레일용 2종으로 최소화하여 크래들용은 망간크로싱과 동일한 5홀 탄성패드를 사용하였으며, 윙레일용 

은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에 사용된 구조를 활용하였다.

 도표 4. 크로싱부 단성패드 형상 비교 표

구분 크로싱부 형상 탄성패드 형상

노스가동

크로싱

L1

L2

[5홀 탄성패드]

[2홀 탄성패드]

고정크로싱

(망간크로싱) L

[5홀 탄성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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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싱 

번호
선각 기 치 결과치 비고

#8

단면A 단면B
40°이상 69.4

기  

이내

#10 〃 〃

기  

이내

#12 〃 〃

기  

이내

2.3 차량 / 분기기 상호작용

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 크로싱에서는 차량/분기기 상호작용을 고려한 탈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분기기의 크로싱 지점에서 차륜/레일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서술된다.

 접촉각 

 : 가동노스 단면과 차륜과의 접촉각(


)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마찰계수  : 접촉각이 형성되는 접촉 지점에서의 마찰계수



 : 각    : 

 그림 2. 각   

탈선에 대한 안전성은 횡방향 유도력 에 대한 실제 수직방향 윤중 에 대한 비를 제한함으로써 확

보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비는 

와 의 함수로

써 결정될 수 있다.





tan



tan



 또는 

 arctan




arctan

차륜에 대해 시험에 의해 결정한 접촉각의 한계치는 다음과 같다.

이 값은 



와  에 대응한다.    

따라서 차륜과 노스레일의 접촉각 

 ≥ 40°이면 탈선에 대해서 안전하다.

휠과 텅레일 기본레일이 접하는 접점과 접선이 이루는 각을 설계도를 이용하여 찾아 낼 수 있다.

노즈레일과 차륜이 만나는 접촉각을 검토한 결과 69.4°로써 기준40°이상을 크게 만족하였다.

도표 5. 노즈레일의 접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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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면

(동일)

A-A B-B

〃 〃

기  

이내

2.4 전환력 및 전환시 레일 응력

 노스가동 크로싱은 MJ81선로전환기에 의해 가동레일을 전환하기 때문에 전철기의 전환력 허용기준

400kgf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분기기 번수별 노스레일 전환력은 시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측정되

었다. 최대 하중은 #8번에서 340kgf가 발생하였으나 400kgf이하로 기준을 만족하였다.

도표 6. 가동레일(텅레일, 노스레일) 전환시 전환력

크로싱 번호
환력 측정

평가
기 치 포인트부 크로싱부

#8

400㎏ 이하 / 

5  이하

290-300kg / 3.5 320-340kg / 3.5 기  이내

#10 280-295kg / 3.5 295-320kg / 3.5 기  이내

#12 270-290kg / 3.5 275-300kg / 3.5 기  이내

#15 270-285kg / 3.5 270-290kg / 3.5 기  이내

2.5  노스레일에 발생되는 응력 (전환시 응력)

  크로싱 노스레일은 짧은 구간에서 벌림량 115mm가 밴딩되어야 하므로 노스레일 고정부나 탄성부

에 과다한 레일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3D모델링 및 유한 요소 구조해석을 통해 노스

레일에 발생하는 레일 응력을 고찰코자 한다. CATIA V5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MSC 

NASTRAN를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긴노스 레일과 짧은 노스레일간 접촉조건은 마찰을 고

려한 슬라이딩 조건을 적용하였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8, #10, #12, #15 각각의 최대응력은 

92.6MPa, 86.8MPa, 72.7MPa, 71.1MPa로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응력은 모두 탄

성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일의 허용 응력 기준이 130MPa이므로 전환력에 의해  노스

레일에 발생하는 휨응력에 대해 노스레일은 안전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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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노스레일의 전환시 휨응력 결과

크로싱 

번호
3D 모델링 구조해석 결과

#8

Max 92.6MPa

#10

Max 86.8MPa 

#12

Max 72.7MPa

#15

Max 71.1MPa

2.6 가드레일의 제거에 따른 안전성 검토

  일반적으로 고정크로싱에는 차륜이 궤간선 결선부에서 이선 진입,  노스부 진로이탈로 탈선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표준궤간 1,435mm에서 가드레일과 주레일간의 플렌지웨이 

42mm, 백게이지 1393mm로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가드레일은 적극적, 소극적 설계 개념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극적 가드 개념은 국철 고

정크로싱과 같이 결선부가 있어 노스부 통과시 이선진입이 가능한 구조에서 사용하고, 소극적 가드 

개념은 차륜이 초기 탈선은 가능하나 반대측 주행레일에 타고 오르기 시작한 차륜을 선로에 다시 

넣어 탈선을 방지하는 개념으로 고속철도1단계 노스가동분기기의 안전가드가 해당된다. 콘크리트궤

도는 도상이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가드의 필요성이 없으며, 해외 사례분석 결과도 콘크

리트궤도에서는 가드레일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노스가동분기기에는 가드레

일을 제거하여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주행성 향상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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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극적 가드 (안정역으로 강제 유도)

   
(b) 소극적 가드 (탈선 방지 유도)

그림 3. 가드레일의 설계 개념

(a) 고정크로싱 (결선부 있음)

 

(b) 노스가동 크로싱 (결선부 없음)

그림 4. 크로싱부의 특징 (결선부 존재 유무)

도표 8. 궤도구조별 가드레일 사용 사례

구분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 궤도 비고

고속철도

(한국)

국
BWG

V/C

검 토 양측 는 분기측에 사용 사용하지 않음

2.7 포인트, 크로싱부 장대레일에 대한 안전성 

  장대화 레일 구간에 부설된 분기기는 종방향 하중(축력)의 평형상태가 분기기의 종단들에서 불균형상

태가 된다. 보통 텅레일의 후단 및 가동노스 크로싱의 후단을 고정부 간격재를 이용하여 기본레일 및 

윙레일에 고정시킨 경우에는 텅레일, 노즈레일의 축력이 기본레일 및 윙레일에 전달 되어 기본레일 및 

윙레일의 축력이 증가 된다. 이 고정부의 과도 응력은 보통 일반구간의 열응력 보다 40%증가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크로싱부는 단면이 커서 좌굴에 대하여 안전 하나, 기본레일의 고정부는 열에 

의한 좌굴의 위험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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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열하중에 의한 분기기의 종방향 하중(고정식)

  그러나 당사의 노스가동분기기는 고정부간격재나 안티크리퍼를 사용하지 않고 텅레일 끝단을 장홀로 

고정하는 VCC(포인트 쇄정장치)를 사용하여 텅레일이 자유롭게 신축할 수 있어 기본레일에 축력이 전달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 노스가동 분기기중 가장 긴 F46에 대하여 텅레일 첨단부의 최대 

변위는 레일의 온도변화를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 최대 34㎜의 변위가 발생하는데 VCC의 종방향 

허용범위 ± 40㎜이므로 충분히 흡수된다. 따라서 텅레일에 의해 기본레일에 부가되는 축력이 없으므로 

좌굴에 대하여 기본레일은 일반구간과 동일한 안전도를 갖는다. 또한 노스가동분기기에는 VPM(크로싱 

쇄정장치)을 사용하여 노스레일이 종방향으로 최대± 15㎜ (현재 교량상 분기기는 허용 값 ± 10㎜) 신축

될 수 있는 구조로 좌굴에 대하여 노스레일은 일반구간과 동일한 안전도를 갖는다.

[VCC ±40㎜ 신축허용] [VPM ±15㎜ 신축허용] [축력 200톤 설계]

 그림 6. 가동노즈 크로싱 첨단 형상

  단, 크로싱 후단의 노즈레일들(포인트 레일과 스플라이스 레일)에서 윙레일로 종방향 열하중은 전이

된다. 보통 온도의 범위를 -25~+65℃로하고 중위온도를 20℃로하면 온도의 변화범위는 45℃가 된다. 온

도의 변화에 따른 열응력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

×× × [㎟] (UIC774-3R 적용)

        여기서  : 레일에 작용하는 응력 [㎟]

        : 레일의 탄성 계수, 210,000[㎟]

        : 레일의 열팽창 계수,   ×
 [1/℃] (UIC774-3R)

      : 45℃, 50℃ (UIC774-3R)

  따라서 60kg레일의 열응력에 의한 레일의 종방향 하중은 다음과 같다.



×  [ ]



×  [ ]

   여기서  : 레일에 작용하는 응력 [㎟]

        : 레일의 단면적, 60kgk 레일 7,745[㎟]

  안전계수 1.6 (1.29)을 적용하는 경우60kg레일에 작용하는 종방향 열응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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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분기기의 노스가동크로싱은 윙레일과 주레일간 연결부를 1,255kN에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5. 결 론

 패스트클립을 적용한 노스가동 분기기의 특징과 제원, 궤도구조 안전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금번 개

발 완료한 콘크리트궤도용 패스트클립 노스가동분기기는 철도설계지침 궤도편에서 규정한 분기기 성능

검증항목인 선형, 체결구 안전성, 차량/분기기 상호작용, 전환력 및 전환시 레일 응력, 노스레일에 발

생되는 응력, 가드레일의 제거에 따른 안전성, 그리고 포인트, 크로싱부 장대레일에 대한 안전성을 검

토한 결과 모든 기준을 만족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철용 패스트클립 

고정식 탄성분기기를 진일보시킨 노스가동크로싱 분기기를 개발 완료함으로써 분기기 통과시 승차감 및 

진동 소음 감소, 선로의 속도향상과 유지보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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