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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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classified variously according to rail type, sleeper type, fastening

system, track type.

Construction of concrete track are on the increase recently to secure the safety of track structure as

well as to reduce the maintenance cost. SFC fastening system used the plain track a lot and for

those reasons, The fast clip turnout demand growing to improving efficiency of the maintenance

cost by unification of fastening clip on whole line. in this study is about development of the

fastening system for new turnout using fast clip. this fastening system assembled elasticity pad

underneath a base plate. its can change stiffness how to adjust contact surface area of elasticity

pad

Developed fastening system have passed test according to rule of KRS-TR0014-09R (rail fastening

system) and Performance Certification by KR

1. 서 론

근래 콘크리트도상 궤도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궤도분야에서 가장 많은 유지보수력이 집약되는 분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분기기(Turnout)는 철도 차량의 방향을 전환시키

는 장치로써 레일과 침목, 체결구, 도상형태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열영향에 따른 부가 축력의

발생, 텅레일과 같은 자유단 레일, 횡압과 충격이 크게 발생하는 등 기계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므로

엄격한 설계조건이 적용되어야한다. 특히 사용되는 체결구는 체결구 성능 기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여

야한다.

최근에는 체결구의 일원화 관리를 통한 궤도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일반 구간과 분기 구간

에 동일한 체결구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실례로 소사-원시 복선 전철화 사업을 비롯하여 일반

구간에 SFC(Single Fast-Clip)체결구가 많이 사용됨으로써 패스트클립을 적용한 분기기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 체결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로써 상판하부에 탄성패드가 놓여 상

판과 침목의 접촉면적으로 체결구의 강성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다양한 클립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번 개발된 패스트클립 체결구는 국내 체결구 성능시험 규정인 “KRS-TR 0014-09R:레일체결장

치”에 따른 시험에서 체결력, 300만회 반복하중시험등 모든 시험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

단(KR)의 궤도성능평가 인증(‘10.12)을 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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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기기용 체결구 성능 평가 기준

일반구간은 선로 연장에 관계없이 동일한 침목과 동일한 체결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단면

구조를 가지나 분기기는 분기선이 직선 선로로 빠져 나갈때까지 선로가 점점 멀어지거나 교차하는 선형

을 이루고, 레일을 지지하는 상판은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치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다른 다양한

설계가 요구 된다. 따라서 분기기용 체결시스템은 일반구간의 체결구와 달리 분기기내의 다양한 형태의

상판과 레일을 체결할 수 있는 적용성과 다양한 클립을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궤도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종저항력과 체결력등 체결구의 기본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일반상판
(전구간 동일)

 직선부
 곡선부

- 일반구간 (직선-곡선) -

포인트상판 힐상판

크로싱상판
리드상판

가드상판

-분기 구간-

그림 1. 일반구간과 분기 구간의 상판의 형상 비교

국내 체결구 규정은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TR 0014-09 레일체결장치 (Rail Fastening System,

’09.06)>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되었으나 미끄럼상판, 가드상판등 분기기에 사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체결

시스템에 대한 시험 항목은 없는 실정이며, 고속철도 건설시에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에서 제정한 <레일

체결장치 성능시방서 (’02.05)>가 국내에 있는 유일한 분기기 체결구 성능시험 시방이다. 본 연구에서는

<KRS TR 0014-09>와 <레일체결장치 성능시방서>, <EN13146 1～8 Test methods for fastening

systems>, <EN13481-7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fastening systems-Part 7: Special fastening

systems for switches and crossing and check rails>을 성능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3. 체결구 설계

체결시스템에 사용된 스프링은 팬드롤사의 Fast Clip으로써 일반구간용과 동일한 FC6591(φ15㎜)이며

측면 절연체 Side shim도 일반용과 동일하다. 본 체결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상판과 숄더가 분리되어

성능과 유지보수성이 우수하고, 횡압을 좌, 우측 볼트에 분산 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일체형 상판의 경

우 횡압 발생시에 횡압 작용 방향뿐 아니라 반때 쪽 볼트에도 균일하게 횡압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으

나, 개발 체결구는 상판과 숄더가 분리되어있어 횡압이 작용 방향의 볼트에만 집중됨으로써 볼트에 작

용하는 응력이 220㎫이 넘게 발생하였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횡압분산 돌기와 홈을 설계 적용하였

다. 숄더의 돌기를 상판의 홈에 끼워 맞춤으로써 작용하는 힘의 흐름을 상판을 통해 양측에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볼트의 응력을 102㎫로 낮추었다.

윤중 작용 횡압 작용 윤중+횡압 FE요소 생성

그림 2. 하중 Case 스터디를 통한 체결구 강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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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간 SFC분기기와 금번 개발한 체결구 시스템을 그림 3에 비교하였다. 부품의 구성요소는 SFC

와 동일하나 탄성패드의 위치를 상판 하부에 배치하여 기존 체결구보다 넓은 면적에 하중을 작용시킴으

로써 낮은 응력이 발생되도록 하여 내구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궤도에

서 핵심기술인 탄성패드는 고속2단계에 사용하여 성능이 기 입증된 시스템300W 분기기 체결시스템과

동일한 접촉면적제어법으로 설계하여 탄성패드에 구멍을 천공하여 분기기내 모든 상판에서 동일한 강성

을 유지할 수 있는 2중탄성체결구이다. 설계조건은 LS-22와 UIC71하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였다.

탄성패드

탄성패드

그림 3. 개발된 체결구와 SFC체결구 비교

숄더 상판 볼트 전단응력 107MPa

그림 4. Proto type 모델

숄더 상판 개발 체결구 - 양쪽 분산

그림 5. 최종 양산 모델

4. 체결구 성능 시험 평가

국내외 체결구 성능평가 규정을 도표1에 비교 분석하였다. 분기기용 체결구는 일반구간용 체결구와

거의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레일체결장치 성능시방서>에는 미끄럼상판,

가드상판의 시험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1004



규   격   명 레일체결장치 성능시방서

EN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fastening systems KRS TR 0014-09 궤도성능
검증지침

13146-1~8 13481-7

참조 발행일 ‘02.05 ‘02.01 ‘03.01 ‘09.06 ‘10.09

발   행   처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KHSR) European Standard 한국철도기술심의회 KR

적용
범위

궤   도 일반, 분기기 일반 분기기 일반 일반, 분기기

적용하중
350km/h-170kN,
200km/h-230kN, 
140km/h-260kN

225kN, UIC60레일 일반, 고속 일반, 고속

내  용 시험방법, 기준제시 시험방법 성능 기준 제시 시험방법, 기준제시 기준제시

번호 시험 
명칭 일반 미끄럼 가드 일반 일반 미끄럼 가드 일반 일반,분기기,실

내.외

1
탄성패드
정적스프
링계수

P.20~95kN 할선
(20～50kN/㎜)

설계값±10
% -

P.5~80kN할
선 - - -

설계에서 정한 값
(체결시 P.5~80kN)
(단품 P.20~95kN)

KHSR, EN규정 
적용

2
 

탄성패드
동적스프
링계수

P.20~95 할선 - - P.20~95kN - - - 설계에서 정한 값
(P.5~55kN) 〃

3 체결력 16kN이상
변위 4㎜이상

- - - - - - 설계에서 정한 값 〃

4 종방향 
저항력

9kN이상

패드 유: 
7kN~

패드 무: 
5kN~

9kN
이상 - - 좌항

동일
좌항
동일

≺250km/h:7kN~
250km/h≤:9kN~ 〃

5 비틀림 
저항력

- - - - - - 발주자 제시값 〃

6

반
복
하
중 
(피
로
시
험)

횡변
위 

4㎜이하 - - - - - - - 〃

패드
강성

전, 후 25%이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종저
항력

전, 후 20%이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체결
력

전, 후 20%이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7 전기 
저항

3Ω.㎞ - - - - 5kΩ이상 - 5kΩ이상 〃

8 부식 
저항

- - - - - - - 체결용이, 손상 없을것 〃

9 충격 
감쇠

감쇠계수
30%이상 - - Midium attenuation 10%～ 30%

High attenuation 30%이상 발주자 제시값 〃

10 인발 
저항

6kN이상
또는 설계값 - - - - - - 좌항 동일 〃

도표 1. 체결구 성능평가 기준 비교표

4.1 일반 상판 (Normal Plate)

일반 상판은 분기기 포인트 앞부분과 리드부 전구간, 크로싱 후단부에 위치하는 상판으로 분기기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판이다. 크기가 가장 작은 상판이지만 분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성능시험에서는 종방향 저항력, 수직스프링 계수(정, 동적), 초기 체결력, 인발 저항력, 전

기저항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인발저항력은 9톤이상(기준 6톤)이며, 전기 저항력은 일반구간의 SFC체결

구와 비슷한 27kΩ(기준 5kΩ이상)으로 측정되어 모든 항목에서 체결구 성능 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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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방향 저항력 시험 수직스프링 계수 시험 초기 체결력 시험

시험체

기 준 7kN이상 (～V 250km/h) 34kN/㎜ ±10% 이내 16kN이상

결 과 7.9 36.5 16.3

평 가 만족 만족 만족

도표 2. 일반상판 시험 결과

4.2 미끄럼 상판 (Slide Plate)

미끄럼 상판은 분기기 포인트부에 위치하여 텅레일 전환시 슬라이딩이 발생하는 상판으로 기본레일을

체결하기 위하여 궤도 외측은 패스트클립을 사용하고, 내측은 상판을 관통하는 U자형 클립을 사용하여

레일을 체결하는 대표적 비대칭 체결구조이다. 포인트부는 차량 진입시 충격과 횡압이 크게 작용하며,

텅레일 전환시 전환력에 의한 횡압이 작용하므로 체결력은 궤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분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상판으로써 300만회 피로시험등 체결구 성능평가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 결과 모든 항목에서 체결구 성능 기준을 만족하였다.

구분 종방향 저항력 시험 수직스프링 계수 시험 초기 체결력 시험

시험체

피로

시험

전

기 준 7kN이상 (～V 250km/h) 34kN/㎜ ±10% 이내 16kN이상

결 과 7.8 32.6 17.6
평 가 만족 만족 만족

그래프

피로

시험

후

그래프

기준
6.9

(전, 후 변화율 20%이내)
33.5

(전, 후 변화율 25%이내)
16.3

(전, 후 변화율 20%이내)

결과 10.4% 2.7% 7.3 %

평가 만족 만족 만족

도표 3. 미끄럼상판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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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피로시험 후 체결구 상태

4.3 가드상판 (Guard Plate, Check plate)

가드상판은 크로싱부 주레일과 가드레일을 함께 고정시키는 체결구로써 망간크로싱에서 차륜의 이선

진입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판이다. U69레일을 상판측면에서 고정하는

상판일체형 H형가드를 사용하였으며 시험 결과 모든 항목에서 체결구 성능 기준을 만족하였다.

도표 4. 가드상판 시험 결과

구분 종방향 저항력 시험 수직스프링 계수 시험 초기 체결력 시험

시험체

기 준 7kN이상 (～V 250km/h) 34kN/㎜ ±10% 이내 16kN이상

결 과 10.0 33.7 19.0

평 가 만족 만족 만족

4.4 분기기 설계 제작

분기기는 기존에 사용중인 60kG 탄성 분기기와 동일한 선형(레일)으로 설계하여 호환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궤도성능검증지침.‘10.09>에 따른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만족하였다.

항목 상세 항목 기준 값 #8 #10 #12 #15 평가 제 작

①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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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부족캔트 120㎜ 64.3 73.0 79.1 73.2 〃

부족캔트
변화량 120㎜ 64.3 73.0 79.1 73.2 〃

② 구조
안전

텅레일
휨응력 130MPa이하 95.2 91.3 88.7 72.5 〃

전환력 400kg이하 300 295 290 285 〃

장대레일
안전성 축력 75톤 안전성

안티크리퍼 사용, 축력
안전 〃

크로싱

침목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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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각 40˚이상 66.5 66.5 66.5 66.5 〃

도표 5. 분기기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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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Fast clip을 적용한 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를 개발하였다. 분기체결 시스템은 일반 SFC체결구와 달

리 상판과 숄더가 분리되어 분기기내에 다양한 상판에 사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상판하부에 탄성패드를

놓아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하중 전달 순서는 레일-레일패드-상판-탄성패드-높이조절패드-침목순이며

숄더를 변경하여 다양한 클립을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우수한 체결시스템이다.

국내, 외 <레일체결장치 성능 평가 규정>에 따른 성능 시험과 <궤도성능 검증지침.‘10.09>에따른 분

기기 선형, 구조적 안전, 차량/분기기 상호 작용, 조립 성능등의 평가 전항목에서 모든 기준안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상세 항목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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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구조
안전

텅레일 휨응력 130MPa이하 95.2 91.3 88.7 72.5 〃

전환력 400kg이하 300 295 290 285 〃

장대레일
안전성 축력 75톤 안전성 안티크리퍼, 축력안전 〃

침목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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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각 40˚이상 66.5 66.5 66.5 66.5 〃

④ 체결구
실내시험
(기본시험)

일반상판
① 체결력: 16kN이상
② 정적강성: 설계값
③ 종저항력
~250km/h: 7kN이상

①16.3 ②36.5 ③7.9 〃

미끄럼상판 ①17.6 ②32.6 ③7.8 〃

가드상판 ①19.0 ②33.7 ③10.0 〃

⑤ 피로
시험

미끄럼상판
① 체결력 20%이내
② 정적강성 25%이내
③ 종저항력 20%이내

①16.3(10%) ②33.5(2.7%) ③6.9(7.3%) 〃

도표 6. 패스트클립 분기기 성능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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