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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활용한 전기선로전환기의 전환력 측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witching Power Measurement of an Electrical 

Point Machine Using a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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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에서의 분기기는 선로가 분기되거나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되어 열차의 이동 방향을 안전하게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1,2]. 이러한 분기기를 전환하기 위한 동력전달장치를 선로전환기라 하며, 제공된 동력원에 따라 전기식과 유압식으로 구분된다

[3,4]. 국내의 경우에는 분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선로전환기가 사용중이며[5], 이는 고속선 건설 이전의 일반철도와 도

시철도용 NS, 및 NS-AM 전기선로전환기와 경부고속선 도입 후의 서울-동대구 구간 MJ81 전기선로전환기, 경부고속선 동대구-부

산 구간 Hydrostar 유압식 선로전환기로 분류된다[6,7]. 선로전환기는 분기기의 형태에 따라 노스가동형과 노스고정형으로 주어지

며, 최근에는 자갈도상과 콘크리트 도상의 관계에 따라 분기기와 선로전환기의 특성이 세분화되기도 한다[8,9]. 이러한 분기기의 안

전한 동작을 위해서는 분기기의 핵심 기능인 밀착기능과 쇄정기능이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분기기의 종류에 따라 각

각 다른 형태로 기능 및 적용값이 주어진다[10]. 이러한 이유로 분기기와 전기선로전환기의 적용 방식 및 동작형태에 따라 분기기

에 비정상적인 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지만, 현재의 분기기 전환력 측정 장치의 대부분은 각각의 선로

전환기에 따라 특성화된 국외 수입 측정장치로 공급사에 의해 제공된다[11,12]. 이는 단순한 전환력 측정값으로 데이터가 한정됨으

로서 분기기와 전기선로전환기간의 이상 상태, 운영 및 유지보수용 데이터 구축 등에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13,1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중인 전기선로전환기 각각에 관련된 전환기능과 쇄정기능

의 특성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전환력 측정장치의 문제점과 함께, 센서를 활용한 전환력 측정 가능성을 제시한 후, 향후 모든 분기기

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센서 활용 전환력 측정 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임의의 분기기의 전환력을 본 논문에

Abstract The role of the turnouts installed on the points of railway branches and intersections is to safely switch the direc-

tions of trains. In case of abnormal forces applied to the turnouts due to extreme operating conditions, it is difficult in the

current system to conduct accurate diagnosis and measuring. Moreover, the existing measurement devices for turnout switch-

ing power are mostly based on foreign technologies, which provide only limited information on the switching power; this

information is insufficient for effective monitoring and maintenance. In this paper,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witching and locking function, the problems in turnout power measurements of current electrical point machines in

Korea are examined. And based on the results, a new sensor-based method for measuring switching power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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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분기기는 선로가 분기되거나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되어 열차의 이동 방향을 안전하게 변경하는 역할을 한

다. 그러나, 운영 환경에 따라 비정상적인 힘이 분기기에 발생할 경우, 정확한 진단 및 검측을 실시할 수 없는 단점이 있

다. 또한 분기기의 전환력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장치는 국외 수입에 의존하며, 단순히 전환력 측정값으로 데이터가 한정

됨으로서 분기기와 전기선로전환기간의 이상 상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데이터 등에 활용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사용중인 전기선로전환기의 전환기능과 쇄정기능의 특성 분석을 통해 기존에 사용된 분기

기 전환력 측정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센서 활용 분기기 전환력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

주요어 : 전기철도, 전기선로전환기, 분기기, 열차제어시스템, 전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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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 및 분석을 실행함으로서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분기기의 성능 종합분석장치의 개발 필요성을 제시한다. 

2. 분기기 및 선로전환기 분석

2.1 분기기 구조 분석

분기기는 아래 그림처럼 첨단부, 리드부, 크로싱부로 구성된다. 첨단부는 선로가 분기된 지점에, 크로싱부는 첨단부, 궤도가 완전

히 분리되는 개소에, 그리고 리드부는 첨단부와 크로싱부를 연결하는 개소를 의미한다[1]. 텅레일은 첨단부에서 단면적 값이 매우

작고, 크로싱부에서는 레일단면적과 동일한 단면적을 갖는다. 텅레일 첨단에서 좌우 레일 간격을 유지하고 전환장치를 취부하기 위

한 전철간, 기본레일과 텅레일 하부에서 텅레일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상판, 횡압에 의한 기본레일의 이동방지를 위한 버팀쇠,

기본 레일과 텅레일간의 일정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멈춤쇠(Stud) 등이 분기기 구성 요소로 함께 사용된다. 여기서 쇄정장치는 차량

통과시 분기기를 한 쪽 방향으로 고정시켜 분기기의 유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텅레일과 기본레일간의 이격을 검지하여 열차

의 안전한 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밀착검지기가 사용된다[5]. 리드부는 첨단부 후단에서 크로싱부 전단까지 차량을 유도하며,

첨단부를 통과한 차량의 진행방향을 크로싱부의 방향으로 전향시킨다. 크로싱 부는 진로와 진로가 교차하는 부분으로 “V”자형의

노스 레일과 “X”자형의 윙레일로 구성되며, 노스고정형과 노스가동형으로 분류된다. 노스고정형은 크로싱부가 고정되어 차량의 진

행 방향에 관계없이 결선부를 통과하지만, 노스가동형은 노스의 일부를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가동형 구조로, 노스의 첨단부가 양

측 윙레일 측면에 밀착하여 결선부를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방향 전환을 한다. 노스고정형은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열차의 속도

가 비교적 낮은 선로에서 사용하며, 고속으로 이동하는 열차의 경우에는 열차 운행의 안정성을 위해 노스가동형이 사용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15].

Fig. 1. General structure of turnout.

2.2 선로전환기 특성 분석

선로전환기는 텅레일 및 가동형 노스를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환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전기식, 유압식, 공압식이 있다. 국내

에서는 전기식과 유압식이 있으며, 전기식은 도시철도, 일반철도의 NS 및 NS-AM 전기선로전환기와 경부고속선의 MJ81 전기선로

전환기가 있으며, 유압식은 경부고속선 동대구-부산 구간에 설치된 Hydrostar가 현재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14]. 전

기선로전환기는 아래의[Table 1]과 같이 NS, TS, NS-AM, MJ81, TS, 침목형으로 구분된다[1]. MJ81과 침목형은 간류의 수가 적어

기계 작업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지만, NS형은 년 2회 이상 클러치 조정을 실행해야 하며, TS는 간류가 많기 때문에 기계 작업이

곤란한 특징이 있다. NS와 TS는 계전기실에서 공급되는 신호용 단상전원을 사용함으로서 별도의 전원설비가 필요 없지만, 전환시

간이 길며 단상에 의한 소비 전류 증가 및 원격제어에 따른 전압 강하, 기수 고조파에 의한 신호 시스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야 하는 단점이 있다. 삼상 전원을 이용하는 MJ81, 침목형 등은 전원 관련 추가 설비가 요구되지만 전환시간이 짧고 단상 전원으

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이 대부분 제거된다[3]. 제어 및 표시 기능은 기존 연동장치의 변경 없이 NS형은 사용 가능하지만 TS,

MJ81, 침목형 등은 연동장치의 제어 회로 및 설비가 일부 보완되어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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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기기 전환력 분석

국내에서 사용중인 분기기는 일반철도의 저번 분기기부터 고속철도의 고번 분기기까지 각각 F8, F10, F12, F18.5, F26, F46로 주

어지며, 이는 크로싱부 구배를 번호로 표시한다. 즉 크로싱각을 정점으로 하는 크로싱 후단에서의 2등변 삼각형의 높이와 밑변과의

비로 분기기의 번호를 표시하며, 번호가 클수록 분기기의 곡선반경이 크고, 고속에서 안정한 상태로 열차 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10]. 따라서 분기기는 곡선 반경이 증가할수록 텅레일 길이도 같이 증가하며, 레일의 반발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텅레일을 전

환하는데 필요한 전환력은 “분기기 전환력=(텅레일 하중)×(마찰 계수)”로 주어진다[2]. 이를 이용하여 텅레일과 상판과의 마찰을 금

속과 금속 마찰계수로 가정하고, 텅레일의 기준을 일반적인 UIC60레일로 가정 하여 전환력을 산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3]. 이는

분기기의 번호가 증가 할수록 전환력 또한 증가하며, 마찰 계수와의 상관관계를 가짐에 따라 상판의 손상, 윤활 상태 등은 실제 운

영상의 전환력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13].

2.4 전환기능 및 쇄정기능 분석

본 단원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중인 NS 및 NS-AM, MJ81의 전기선로전환기로 제한하여 전환기능 및 쇄정기능을 검토하였다. 

Table 2. Predicted switching power in turnout.

Turnout number Length of tongue rail(m) Weight(kg) Switching power(kg)

F8 8.162 979.44 97.9

F10 10.2 1224 122.4

F15 15.684 1882.08 188.2

F18.5 21.807 2616.84 261.7

F26 30.230 3627.6 362.8

F46 34.430 4131.6 413.2

Table 1. Comparison of point machine

Category NS NS-AM MJ81 TS Sleeper type

Development year 1964 1990 1981 1967 1990

Voltage(V) AC105/220 AC105/220 AC220/380 AC105 AC220/380

Current(A) 8.5 8.5 4/220, 1.5/380 12 2.5

Switching power(Kg) 300 400 200 ~ 400 600 ~ 1000 100 ~ 1000

Switching time(sec) 6 5 5 8 4.4 ~ 5.5

Clutch Friction Electronic Friction Electronic Electronic

Turnout F8 ~ F15 F8 ~ F15 F18 ~ F65 F12 ~ F18 -

Locking Indirect Indirect Direct Direct Direct

Fig. 2. Point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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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NS 및 NS-AM의 경우

NS 및 NS-AM 전기선로전환기는 전동기의 회전력을 전동기→베벨기어→마찰클러치→중간기어→전환기어로 전달하여 유도전동

기의 회전력 감속후, 전환기어→전환 롤러→동작간을 통해 직선운동으로 변환한다. 전환기능은 캠에 의한 동력변환 방식으로 동작

간에 홈을 파고, 홈에 전환기어의 롤러를 회전시키면 동작간이 좌우로 움직이는 원리를 사용한다. 아래 그림에서 전환 롤러가 동작

간의 곡면을 따라 움직일 때 동작간이 좌우로 움직이며, 이동거리는 92.5mm이다. 중립상태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되는 거리

인 동정은 185mm로 고정된다. 이는 조절이 불가능하며, NS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주어진다, 이로 인해 전동기 회전력 이상, 감속

기어 파손, 캠 파손 등이 진로를 구성하는 전환력, 동작 전류에 영향을 인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쇄정기능은 첨단레

일의 위치를 검지하고 연결간에 연결된 쇄정간을 선로전환기 내부에서 쇄정하는 간접쇄정 방식을 사용하며, 첨단간 쇄정과 동작간

쇄정이 동시에 실행된다. 여기서 첨단간 쇄정은 텅레일에 부착된 기역쇠, 첨단간, 연결간으로 구성되어 선로전환기의 쇄정간에 연

결되며, 쇄정간과 직각으로 교차하여 빗장 역할을 하는 삽입쇄정간의 직선 운동으로 쇄정간을 쇄정한다[4].

동작간 쇄정은 기역쇠, 첨단간, 연결간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밀착조절간을 쇄정하여 텅레일이 기본레일로부터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캠은 동작간과 직각방향으로 움직이며, 동작간을 쇄정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NS 및 NS-AM형

의 쇄정은 쇄정 이전에 밀착간을 밀고 있는 형태로 구현됨에 따라 전환력과 밀착력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며, 이러한 쇄정방식은

레일을 쇄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지로드인 첨단간을 쇄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어짐으로서 볼트풀림, 연결핀 탈락, 쇄정간 절

손, 각종 연결부의 유격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쇄정기능이 약해지거나 쇄정기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는 결점이

있다. 이는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선로전환기의 특성상 NS 및 NS-AM형의 가장 큰 단점 요인으로 분석된다.

2.4.2 MJ81의 경우 

전환기능은 전동기의 회전력을 전동기→마찰클러치→4단 감속기어로 전달하며, 전동기의 회전력을 감속한 후, 크라운기어와 로킹

포크를 통하여 동작간을 쇄정하고 로킹포크 축인 컨트롤 샤프트가 회전하면 컨트롤샤프트에 부착된 컨트롤암의 움직임으로 동작간

이 좌우로 움직이는 원리로 주어진다. 동작간 쇄정 기능을 수행하는 로킹포크는 NS 형과 유사한 캠방식으로 홈캠을 사용하지만,

MJ81에서는 동력변환 기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감속기어의 회전출력은 크라운기어로 전달되고 크라운기어의 돌출된 롤러가 로

킹포그의 홈에 결합되어 컨트롤 샤프트가 회전한다[5]. 로킹포크 결합 후 컨트롤 샤프트에 전달되는 회전각도는 60o로, 컨트롤 샤

Fig. 3. Moving of actuating rod by operation of the cam(right).

Fig. 4. NS electric point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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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 중심으로부터 동작간 연결핀 홀 중심까지의 거리와 동작간 컨트롤의 이동거리가 같음으로서 컨트롤암의 길이를 통해 동정을

조절할 수 있다.

쇄정기능은 레일첨단에 부착된 밀착쇄정기(Vcc)에 의하여 기본레일과 텅레일을 직접 쇄정한다. Vcc는 첨단부 좌, 우측에 각각 설

치되며, 텅레일의 좌우 전환에 따라 텅레일을 기본레일에 쇄정시키며 텅레일의 밀착여부를 검지 접점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구성된

다. Vcc는 기본레일을 지지하기 위한 주강재 프레임, 텅레일을 지지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텅레일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한 텅레일

취부틀, 텅레일이 미끄럼 운동을 하기 위한 미끄럼 판, 텅레일을 기본레일에 고정시켜 벌어짐을 방지하는 쇄정클램프, 밀착쇄정기

를 침목에 취부하기 위한 취부판과 쇄정상태 쇄정클램프 헤드의 위치를 검지하는 센서로 구성된다[16]. 텅레일이 왼쪽으로 쇄정된

경우, 좌측의 쇄정클램프는 텅레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C” 클램프 헤드가 록킹 디바이스에 걸려 잠금상태로 되며, 우측의 쇄정클

램프는 우측 텅레일이 기본레일 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열린 상태로 버팀 역할을 하여 이중으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 이는 동

작간, 연결간의 절손 또는 해체 시에도 안정기와 함께 완전한 쇄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쇄정클램프의 풀림 및 잠김 작용

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동작간의 움직임에 따라 좌측과 우측의 쇄정클램프가 회전하면서 해정되고, 텅레일의 이동이 시작된다. 이후

우측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되면서 양쪽 쇄정 클램프는 각각 쇄정작용을 완료하고 동작간의 이동이 정지된다. MJ81형 전기선

로전환기의 쇄정장치는 동작간의 힘에 의하여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된 후 양쪽 텅레일에 붙어있는 "C" 형의 쇄정클램프가 회

전하면서 기본레일과 텅레일을 고정하며 텅레일이 밀착된 쪽의 쇄정클램프는 텅레일을 닫힌 상태로 쇄정하고 다른 쪽의 쇄정클램

프는 텅레일이 열린 상태로 각각 쇄정 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환하고 있다. 또한 쇄정클램프의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진동으로 인

한 풀림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기를 사용하여 연결간 절손 등의 결손으로 인한 안전측 동작(Fail-safe)을 강제적으로 구현한

다[17].

3. 기존의 전환력 측정 문제점 분석

3.1 NS 및 NS-AM의 경우

NS 및 NS-AM형의 전환력 측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단지 텅레일과 기본레일간의 밀착상태를 나타내는 밀착력 측정만을 유

지보수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다. 전환력 측정기는 전환시에 텅레일에 인가되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텅레일의 이동 완료후

의 밀착력을 측정한다. 즉 분기기의 텅레일 전환시, 텅레일을 기본레일에 밀어 주는 밀착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분기기의 텅레일 선

단을 1mm 벌렸을 때 100kgf 이상의 밀착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측정 범위는 0~300kgf로 한정된다. 이는 측정 단자를 밀착이 완료

Fig. 5. Adjustment of rotation angle and strobe by control shift.

Fig. 6. Operation principle of adherent lock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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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텅레일과 기본레일 사이에 위치시키고 가압 핸들을 돌려 텅레일의 선단이 벌어져 1mm가 됐을 때 측정게이지의 눈금을 읽어 측

정하는 방식으로, 밀착력에 대한 검토는 단순한 아날로그 눈금으로 최대 밀착력값이 표시됨으로서 분기기 전환시의 전기선로전환

기의 내부 또는 분기기의 상판 상태에 따른 상호관계 및 동작 특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MJ81의 경우 

MJ81형의 전환력 측정은 NS 및 NS-AM형 분기기에서 규정한 밀착력과 분기기 유지보수시의 기계적, 전기적 조정과 함께 반드

시 분기기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환시의 텅레일의 전환에 따른 분기기의 전환력 측정을 규정화하였다. 전

환력 측정 장치는 NS 및 NS-AM형과 유사한 아날로그 측정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는 전환시의 텅레일의 이동에 적용된 힘을 측정

하는 것이 NS 및 NS-AM형과 다르게 주어진다. 즉 전환력 측정에 사용되는 윈치를 기본레일에, 그리고 윈치와 측정 게이지를 연

결하여 전환에 사용되는 힘을 확인한다. 이는 주로 노스가동 분기기의 기계적, 전기적 조정이 종결된 후에 시행하며, 관련 최대 전

환력은 프랑스철도청에서 규정한 350kgf을 초과할 수 없으며, 측정장치는 첨단부의 동작간의 형태에 적합하도록 제작됨으로서 크

로싱부의 전환력 측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센서를 이용한 전환력 측정

4.1 적용 배경 및 측정 방법

기존 방식에 의한 전환력 측정은 분기기의 최대전환력은 측정되지만, 전환기능 및 밀착기능과 전기선로 전환기와의 연관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운영, 유지보수시 예상되는 열차 운영 속도 및 선로 환경에 따라 분기기에 인가되는 비정상 상태에 의한 전환

력 증가 분석 예측은 물론 분기기 및 전기선로전환기의 내부 결함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11]. 또한 현재의 측정장치는 각각의 분기기별로 다름에 따라 모든 분기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를 이용한 전환력 측정장치는 기존의 전환력 측정장치의 단점을 보완하고, 분기기에 인가되는 예상치 못

한 비정상 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또한 MJ81형 분기기 및 NS형 분기기에서 사용하는

전환력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MJ81 유형의 분기기에서 기계적, 전기적 조정이 종료된 후 일반

적으로 실시하는 아날로그 측정방법에 의한 전환력 측정을 센서를 이용한 디지털 측정방법으로 대체하여 전환력을 측정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Fig. 7. Measuring methode of switching power using sensor.

이는 MJ81형 분기기의 컨트롤 샤프트와 동작간을 연결하는 죠핀에 부하를 검출하는 센서 로드셀을 설치하여 전환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센서에 의한 분기기 전환력 측정값의 연속적인 기록은 전환력과 전환기능 및 쇄정기능과의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통신 커넥터를 측정장비와 노트북의 시리얼 포트에 연결한다. 

-분기기 잠금열쇠 보관함에서 전기선로전환기 쇄정키를 인출하여 선로전환기를 수동 위치로 변경한 후, 전기선로전환기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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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직으로 맞춘다.

-선로전환기 컨트롤암의 죠핀을 제거하고 측정용 센서 로드셀(Load cell)을 삽입한 후 다른 쪽 케이블은 측정 장비에 연결한다.

-수직상태인 전기선로전환기 손잡이를 원위치로 전환한다. 관련 데이터는 자동으로 노트북에 저장된다.

-이후 전환력 측정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수동 상태인 전기선로전환기를 자동모드로 전환 시킨 후 분기기 잠금열쇠 보관함에

전기선로전환기 쇄정키를 원위치 시킨다.

4.2 측정값 분석 및 검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센서 이용 분기기의 전환력 측정 방식의 적용성 시험은 한국철도공사 오송교육장에 설치된 고속철도용 F18.5

분기기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측정방식이 단순히 최대 전환력만을 표시하였지만, [그림 8]의 센서 활용 전환력 측정값은 분기기가

전환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전환이 종료되는 모든 순간까지 일정한 샘플링 시간을 통해 측정값이 제공됨으로서 분기기의 상태

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기존의 방식은 단지 첨단부에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됨으로서 고속철도

노스가동 분기기의 크로싱부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였지만, 본 논문의 센서 이용 분기기 전환력 측정은 첨단부와 크로싱부에

무관하게 전환력을 쉽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래 그림의 측정 결과 분석에 있어서 첨단부의 전환력은 정위, 반위

가 모두 동일하지만, 크로싱부의 전환력은 첨단부에 비해 정위 방향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위시에 전환력이 작게

표시되면서 관련 방향에서의 동작 성능이 정위 방향에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로의 노면상태에 의

한 분기기의 기울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분기기를 구성하는 크로싱부의 철관, 동정, 기타 분기기 구성품, 등에 대한 세부

적인 유지보수 상태 불량을 그래프를 통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림 9]는 [그림 8b]에서 예측된 크로싱부의 전환력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쇄정장치의 운동과 함께 비정상적인 크로싱부의 이상 여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였다. 본문에서 이미 쇄정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듯이, MJ81형 분기기의 컨트롤 링크가 회전하면서 동작간에 전환력이 전달되고, 이러한 전달된 힘으로 레일 쇄정장치의

해정 동작이 진행된다. 해정 동작이 진행될 때에는 순간적인 전환력 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밀착력이 발생하지 않는 텅레일에서 해

정을 하기 위해 힘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해정동작이 끝나고 텅레일이 이동하면 전환력은 다시 감소한 후, 쇄정 이전 동작까지 급

Fig. 8. Measuring case of switching power in F18.5 turnout.

Fig. 9. Relationship between locking device and switch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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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증가하게 된다. 전환을 위해 필요한 힘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주어진다. 이후 쇄정동작 완료후 전환력은 서서히 감소한다. 이

는 MJ81 전기선로전환기와 노스가동형 분기기 특성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전환력 변화가 나타나며, 주로 MJ81형 분기기의 밀착

쇄정기가 직접 쇄정됨으로서 텅레일을 연속적으로 밀고 있는 상태가 아닌 단순히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결 론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대부분의 분기기 전환력 측정기는 전량이 국외 수입품이며, 제품의 구성에 비해 고가이지만, 분기기의

최대 전환력에 대한 단순한 정보만을 제시하며, 각각의 분기기 유형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서 모든 분기기

의 상태 분석 및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를 이용한 분기기의 전환력 측정장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측정방식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분기기의 상태 정보를 제시하며, 향후 운영 및 장애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방 유지보수

및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분기기 진단 및 감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장애 유발 가능한 쇄정기능 및 전환기능의 문제점을 조기에 분석, 해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반드시 현장 적용을 필요로 하는 핵심 요소 기술로 주어지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 활용 분기기의 전환력 측정을

활용하여 모든 종류의 분기기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기기 전환력 측정장치의 추가적인 연구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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