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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ght Rail Vehicle(LRT) is “New Transit System” that has transportation capacity as well as physical size of 
vehicle is in-between bus and subway. The demand of LRT system is increasing rapidl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Reason being is that it is more economical and eco-friendly compare to existing heavy rail vehicle. 
Especially, Busan Subway Line 4 K-AGT (Rubber-tired LRT) being the first of its kind to start revenue service 
in Korea, it is very much likely that application of its demand will continue to increase.
Considering its trend, study to reduce implementation cost of LRT is being pursued in many different aspects; 
reducing construction cost is one that aspect. In this study, on-site application of ‘Up-Down Turnout System’ 
implementation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which can replace existing ‘Left-Right Turnout System’. When safety 
of its type gets verified, application of this system to line which intends to use K-AGT, Shin-Lim Line and 
Dong-Book Line, expects to save its construction cost.
This thesis paper reports ongoing research of AGT ‘Up-Down Turnout System’ development and main component 
design factors, fundamental principle, performance test result.

1. 서론

경량전철은 차량규모나 수송 인원이 기존의 지하철 보다는 작으나 버스보다는 큰 “신교통 수단”이다. 

이런 경량전철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것은 기존의 철도차량과 비교하

여 경제성, 친환경성 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4호선 K-AGT(고무차륜 경량전철)가 국내 첫 

개통 사례이며, 앞으로도 경량전철 사업은 계속해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경량전철의 사업비 절감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비 절감도 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평가동안내판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하식분기기

의 현장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하식분기기의 안정성을 검증한 후 K-AGT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의 신림선, 동북선에 이 시스템을 적용시켜 건설비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AGT용 상하식분기기의 개발 현황에서부터, 주요 부품 설계 및 동작 

원리, 각종 성능시험에 관한 결과를 보고한다.

2. K-AGT 시스템 및 수평가동안내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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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AGT 안내방식 및 분기방식 시스템

기존 철도차량과 비교하여 K-AGT 고무차륜은 안내륜과 분기륜이라는 상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K-AGT 경량전철 차량은 안내레일(H-BEAM)이 주행레일의 양측에 설치되어 있고, 차량에서는 

1대차에 4개의 안내륜이 안내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측방안내방식이다. 또한, 안내륜 하부의 분기륜이 

안내판을 타고 가이드하며 분기구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으로 현재 K-AGT용 

분기기는 차량의 측 방향에 설치되어 분기륜이 안내판을 타고 가이드하면서 선로변경이 가능하다. 

    

그림1. K-AGT 차량 안내륜 및 분기륜 모습

2.2 수평가동안내판식

현재 K-AGT의 궤도는 부산 4호선과 경산 시험선이 있으며, 이곳에 적용된 분기기는 수평가동안내판

식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개발되어 AGT 차량에 적용되는 분기방식은 부침식, 회전식, 가동안

내판식, 블록평형이동식, 수평회전식 등이 있다. 이중 다양한 측면에서 고무차륜 AGT에 수평가동안내판

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장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수평가동안내판식은 분기구간이 승차감 안정을 위해 곡선 형상의 가동안내판이 좌우로 이동하

기 때문에 상·하행선 주행레일 중심간 거리에 대해 일정 치수가 확보 되어야 한다. 결국 분기구간은 일

반 구간에 비해 주행레일 중심 거리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터널 내부에 설치된 분기구간은 터

널 폭, 교각 위 분기구간은 교각 폭이 증가되어 일반 구간과 비교하여 많은 건설비가 소요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림2. 수평가동안내판식 구동 원리 및 모습

3. 상하식분기기 구조 및 원리

3. 1 동작 원리 및 구성

상하식분기기는 수평가동안내판식의 터널 확장 구간으로 인한 건설비를 절감하고자 연구된 개발품으

로 수평이동을 상하이동 구조로 변경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분기기 설치 구간에 별도의 확폭 구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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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하행선 주행레일 중심간 거리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각 상하안내판(직진-2개, 분기-2개)

의 상하 동작을 위해 분기장치를 하나의 구동축으로 상호 연결시켜 동시에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상하식분기기를 구성하는 단품은 기존 분기기에 비해 부품수가 다양하며, 구조 또한 다소 복잡

하다. 상하식분기기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주행레일: 차량이 이동하는 레일로 차량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상하안내판-직진용: 차량이 선로 변경 없이 통과할 때 상승(분기용 안내판은 하강 상태) 되어 분

기륜이 가이드 되어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3)상하안내판-분기용: 차량이 선로를 변경하여 통과할 때 상승(직진용 안내판은 하강 상태) 되어  

분기륜이 가이드 되어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4)고정안내판: 차량이 선로 변경 없이 통과할 때 직진용 안내판과 함께 분기륜이 가이드 되어 이동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5)슬라이드장치: 상하안내판의 상하이동을 안내하며, 좌우 전후 방향에 대한 이탈을 방지한다. 또한, 

차량 주행 시 안내판에 전달되는 횡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6)승강장치: 상하안내판을 상하 방향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모터의 회전이 구동축을 통해 전달되어 

상하안내판이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7)구동축: 모터의 회전을 승강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1개의 모터로 모든 승강장치가 동시에 

동작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

 8)제어반: 분기기 동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림3. 상하식분기기 구성 모습

3. 2 안전 설계

상하식분기기는 상업운전 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설계를 반

영하였다.

1)모터 안전설계: 상시 동작은 모터1로 동작하고, 모터-1의 고장시 반대편에 위치한 모터-2를 동작

시켜 구동한다. 또한 모터가 구동하지 않는 비상시에는 수동 핸들을 이용하여 분기

기를 동작시킨다.

2)기계적 안전설계: 직진 안내판과 분기 안내판을 기계적으로 상호 연동시킨 inter-lock 동작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3)전기적 안전설계: 리미트 스위치에 의한 상하 감지로 스위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 모터의 구

동을 정지한다. 또한, 오류 상태 표시 및 보호 회로를 구성하였다.

3. 3 선로 변경 원리

상하식분기기는 기존의 분기기에 적용된 안내판의 움직임에 따라 안내륜과 분기륜에 의한 차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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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되어 이동하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1)직진 진입 원리

차량이 선로 변경 없이 그대로 통과 시 직진용 상하안내판은 주행레일에서 170mm 상승이 되고, 분

기용 상하안내판은 주행레일과 동일한 높이로 유지된다. 그림4의 A에서 고정안내판에 분기륜이, 안내레

일에 안내륜이 차량을 가이드하고 있다. 또한, 그림4의 B에서는 상승된 직진용 상하안내판이 분기륜을 

가이드 한다. 분기레일과 고정안내판이 양쪽의 분기륜을 가이드하며 차량의 직진 통과한다. 

2)분기 진입 원리

차량이 선로를 변경하여 반대편으로 통과하는 경우 분기용 상하안내판은 주행레일에서 170mm 상승

이 되고, 직진용 상하안내판은 주행레일과 동일한 높이로 유지된다. 그림4의 위치 C와 같이 양쪽에 상

승된 분기용 상하안내판이 분기륜을 가이드하며 차량이 선로를 변경한다.

     

   

그림4. 분기 원리 및 차량 주행 모습

    

3. 4 분기기 비교

수평가동안내판식과 상하식분기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분기기 비교 

구분 수평가동안내판식 상하식분기기

STROKE -좌우 220mm: 7초 이내 전환 -상하 170mm: 7초 이내 전환

선형계획

-궤도 외측에 분기기 돌출로 인하여 터

널 공사 시 확폭 구간 필요함.

-최소 폭: 11.3M이상

-궤도 폭과 분기기의 폭이 동일하여 터

널 공사 시 확폭 구간 불필요함.

-최소 폭: 7.7M이내

경제성

-분기기 비용 저렴

-토목 공사비 고액 필요

-분기기 비용 고가

-토목 공사비 절감 가능

-분기 구간 전체 공사비는 상하식분기기가 저렴함.

유지보수 -유리
-수평가동안내판식에 비해 단품 수가 많

아 다소 불리함.

사용 전압 -AC 105/220V 단상 -AC 220V 3상 or AC 380V 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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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하식분기기의 안정성 평가

상하식분기기의 상업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검증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해석, 정하중시험, 차량주행시험을 실시하여 상하식분기기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4. 1 평가 방법 및 범위

차량은 분기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분기륜이 안내판에 횡하중을 전달하게 된다. 횡하중에 대해 안내

판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는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직진 안내판과 분기 안내판은 H

형강(150×150×7×10t)에 6t를 용접하여 ‘⊟’ 형상의 동일한 단면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차량이 선

로 변경을 위해 분기 안내판을 통과시에는 차량의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어 직진 안내판보다 분기 안내

판에서 큰 횡하중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기 안내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4. 2 횡하중 계산 및 하중 위치

차량이 안내판에 전달되는 횡하중은 약 3ton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횡하중은 주행레일 상단으로

부터 120mm 높이 지점의 분기륜이 분기레일과 접촉하는 단면적에 수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정하중

시험과 구조해석에서 하중 적용 위치는 슬라이드장치간 중심과 슬라이드장치부, 안내판이 시작하는 끝

단에 하중을 적용하였다.  

횡하중 = 차량중량 횡하중(W1) + 원심력(W2) = 1.9 + 1.0 = 2.9ton 

W1 = 만차하중 × 20%(강제 안내형 안내륜) × 1/2(1대차) = 19ton × 0.2 × 1/2 = 1.9ton  

W2 = 


·


· 


×


×≒ ton   

     V = 20km/h - 분기구간 최대 통과속도

     R = 30M - 분기 안내판 최소 반경

     P = 19ton - K-AGT 만차 중량

4. 3 구조해석

4. 3. 1 분기 안내판의 제원 및 허용응력

분기 안내판 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도표2와 같다.

  도표 2. 분기 안내판 물리적 성질 

구분
탄성계수

(kgf/mm2)

프와

송비

항복강도

(kgf/mm2)

피로강도

(kgf/mm2)

SS400 20,100 0.3 25 14

4. 3. 2 모델링 및 해석 조건

ANSYS를 이용하여 분기 안내판의 슬라이드장치 1구간에 대해 shell요소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구

속조건은 부상 안내판이 지지하는 슬라이드장치와 승강장치에 부여하였다. 

그림5. 분기 안내판 구속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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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3 해석 결과

해석 결과는 슬라이드면과 수직 방향에 대해 최대 7.3kgf/mm2이 발생하였고, 변위는 안내판 중심에서 

5.7mm의 최대 처짐량이 발생하였다.

  

그림6. 분기 안내판 구조해석 결과 (응력 및 변위)

4. 4 정하중시험

4. 4. 1 시험 방법 및 측정 장비

정하중시험은 분기 안내판에 구조해석에서 응력이 높게 발생한 위치에 1축 스트레인게이지를 30point 

부착 후 유압잭을 이용하여 수직하중을 작용했다. 하중 위치는 구조해석과 동일한 위치에 작용하였고, 

주행레일에서 120mm 높이 지점에 34×50×15t의 편평한 Plate를 안내판과 유압잭 사이에 접촉하여 하

중을 작용하였다. 하중값은 로드셀을 이용하여 3ton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하중점 반대편에 변위계

를 설치하여 변위값을 측정하였다.

  

그림7. 시험 개략도 및 모습

도표 3. 시험장비 

구분 수량 내용

변위계 1 CDP-25 측정범위; ±25

유압잭 1 Stroke-150mm; 최대 10ton

Indicator 2 PCD-300A 4ch; 장비 2개를 이용하여 동시 8Ch 측정 

로드셀 1 YAMATO CD1-8.3t-O; 하중 측정

스트레인게이지 30 KFG-5-120-C1-11 L1M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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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2 시험 결과

안내판 각각의 슬라이드면과 슬라이드장치가 접촉하는 상부, 하부 끝단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응력이 

발생하였다. 최대 응력은 슬라이드면 1개소에서 9.87kgf/mm2이 발생하였고, 최대 변위는 8.2mm가 발생

하였다. 1개소의 최대 응력 발생부를 제외한 나머지 응력 결과는 9kgf/mm2 미만으로 발생하였다.

             

그림8. 정하중시험 응력 결과 (kgf/mm2)

4. 5 주행시험

4. 5. 1 시험 방법 및 측정 장비

주행시험은 정하중시험과 동일한 위치에 대해 응력을 측정하였다. 시험방법은 경산 시험선에서 시운

전중인 K-AGT(2량 1편성) 차량을 분기구간에 진입시켜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분기 안내판에서 발생

하는 응력 및 변위를 측정하였다. 또한, 차량을 만차와 공차 상태로 상·하행선에 대해 속도를 5, 10, 

15, 20km/h 구분하고 각 3회 실시한 후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만차 상태는 K-AGT 차량에 

weight 6ton을 적재하여 19ton 상태로 운행하였다. 데이터 측정은 TML사의 DRA-30A를 이용하여 27

개의 스트레인게이지와 3개의 변위계를 동시 측정하였다.

 

그림9. 주행시험 모습

4. 5. 2 시험 결과

그림 10의 그래프는 만차 상태에서 각 센서별로 차량 속도에 따라 응력 및 변위 결과를 보여준다. 결

과는 정하중시험과 비슷한 추이로 응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결과가 정하중시험보다 주행시험

에서 낮게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만차 상태의 차량이 20km/h로 분기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안내판에 작

용하는 횡하중은 3ton보다 작게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행시험에서 최대 응력은 만차 상태에서 20km/h로 통과할 때 1개소(정하중시험과 동일 위치)에서 

최대 응력 8.38kgf/mm2이 발생하였으며, 최대 변위는 7.4mm가 발생하였다. 나머지의 응력은 8kgf/mm2 

미만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차량의 상태와 속도, 주행방향에 따른 결과는 각 센서에서 응력 분포가 비

슷한 추이를 보였으며, 차량 운행 조건에 따라 크기만 달리 발생하였다. 상하식분기기의 안정성 평가에

서 중요한 것은 최대 응력과 발생 위치가 중요하므로 나머지 결과값은 이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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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만차 상태 20km/h 주행시험 결과

4. 6 결과 비교 및 분석

분기 안내판에 대한 구조해석과 각 시험 결과를 재료의 물리적 성질과 비교 분석하였다. 구조해석과 

시험의 결과 오차는 슬라이드 접촉면에 대한 시공상의 공차가 원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모든 결과값

이 재료의 피로강도 미만으로 발생하였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시공 공차에 따라 결과

값이 달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업선에서 시공 공차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보다 안전한 구조를 위해 응력이 높게 발생된 분기 안내판의 슬라이드면에 보강재를 추가시키는 설

계 보완 검토도 필요하다. 

하지만 차량을 직접 진입시켜 확인한 결과 상하식분기기는 19ton의 차량이 최대 20km/h 속도로 통과

시 구조적인 안전은 검증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상하식분기기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 이제 연구를 마무리할 

시점이다. 향후 AGT 신설 노선에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시공 기준과 유지 보수 기준 설정

2) 원가절감을 위한 설계 계선

위의 과정을 완료한 시점에 상하식분기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상

하식분기기를 향후 노선에 적용시키면 터널의 궤도 공사에 확폭 구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약 

30%이상 축소되고, 수평가동안내판식에 비해 분기기가 다소 고가일지라도 총 건설비가 1개 소당 약 

20%이상 절감 효과가 가능하므로 신규노선에 적용시 경제적 효과가 지대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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