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2013

서론1.
선로전환기는 전기 신호를 통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동력식 전환기로

텅레일을 이동시켜 열차의 진행 방향을 변경하도

록 해주는 장치이다 선로 전환기는 일반적으로.
선로의 좌우 측면에 설치되는 형태와 선로의 중앙

하부에 설치되는 형태로 나누어지며 최근 고속철,
도의 발달과 노면전철 에 대한관심의 증가로(LRT)
새로운 전기전철기의 개발 및 도입이 진행 중이며,
주로 고속철에 적합한 고 전환력 선로 전환기나

크기가 작거나 매설이 가능한 노면 전철용 전철기

가 주로 개발되고 있다.[1][2]
현제 국내의 선로전환기는 기존선 구간에는

년대 일본에서 도입한 형과이를개량한NS
형고속선에는 형이거의대부분을차NS-AM MJ81

지한다 따라서국내도유럽이나일본등과같이형.
태 용도위치등에따라 다양한방식의선로전환기,
의개발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1][3]
본 논문에서는 일반선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 선로전환기와 개발 중인 리니어 구동방식NS
선로전환기의 작동 형태와 구동 특성을 모션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하고 고속에 사용가능한지

파악하였다.

모션해석모델링2.
제품 구동형태 모델링2.1
형 전기전철기와 개발 중인 선로전환기를 구NS

동하는 주요 부품들을 제외한 기타 부품들은 배제

한 후 차원 모델링하면 과 같으며 모델링을3 Fig. 1 ,
통해 제품 구동형태를 비교해보면 형의 경우NS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구조이며,
개발품의 경우는 직선운동만으로 제품을 구동시

키는 구조이다.

해석 조건2.2
모션해석은 실제 형 전철기와 개발품을 실제NS

사이즈로 차원 모델링 하였으며 는 선로전3 , Fig. 2
환기가 텅레일을 당길 때 적용되는 부하와 흡사한

하중형태를 적용하였다 이때 적용한 부하와 동작.
시간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일정 배율을 적용하

여 해석하였으며 캠의 접촉부분에는 의, steel-steel
일반 마찰계수를 적용하여 해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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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ading condition of motion analysis

Fig. 1 3D-modeling of NS and Linear type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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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및고찰3.
선로전환기의 구동을 모션 해석 프로그램을 통

해 나타내는 경우 실제 제품의 실험결과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션해석 결과 본 논문에,
서 다루는 작동 형태와 구동 특성 파악에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 선로전환기와 개발품의 동작간과 이를 움NS

직이는 구동부의 거동을 나타내면 과 같으며Fig. 3 ,
형의 경우 원형 캠을 사용하기 구동부의 거동은NS
함수 개발품의 경우는 선형 함수와 흡사하게Sin ,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품의 경우.
구동부가 형보다 약 더 필요함을 알 수NS 150mm
있었다 동작간의 거동은 두 제품 모두 흡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제품이 동작할 때의 필요 토크의 변화를Fig. 4
나타낸 그래프로 형 제품의 경우 총 번의NS 3 peak
를 나타내며 이는 선로 전환기의 구조상 독립적인.
좌우측 쇄정 캠의 구동이 그래프의 번과 번/ 1 3 peak
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품의 경우 구동,
이 동작간 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하나의 굴곡

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모션해석을 통하여 형 선로 전환기Table. 1 NS
와 개발 중인 선로 전환기를 간단히 비교한 것으로

동일 부하 및 전환시간 조건에서 리니어 구동 타입

의 개발품이 필요토크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형, NS
선로 전환기와는 달리 구동토크 그래프에서 나타

나는 도 한 지점으로 동력원에 걸리는 부하변peak
화 주기 또한 적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개발품의 동작간 구동시점에서 발생하는 급격

한 토크 변화는 충격의 형태로 작용한다.

결론4.

본 논문에서는 모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제 사용 중인 형 선로 전환기와 개발 중인NS
선로전환기의 구동 특성을 비교하였다.
리니어 구동 타입의 개발품은 형 구동에 필요NS

한 토크의 로 구동되며 동력원에 걸리는 부하64% ,
특성도 충격에 해당하는 수가 적어 고속 구동peak
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제품의 신뢰성. ,
향상을 위해 충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속도제어

를 통해 충격량을 낮추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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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방식 필요토크 특징

형NS 원형캠 2813 점의3 peak

개발품 리니어 1811 구동시점의 충격

Table. 1 arrangement of motion analysis

Fig. 3 driving displacement of NS and Linear type

Fig. 4 driving torque of NS and Linea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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