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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dge type rail clamp has the operating mechanism: First, the jaw pad clamps a rail with small clamping force. Next 
as the wind speed increases, the clamping force of the jaw pad is increased by the wedge. The initial clamping force of a jaw 
pad was determined by the clamping angle of a locker.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mping angle of a locker and the clamping force of a jaw pad with respect to the design wind 
speed, such as 2, 4, 6, 8, and 10m/s, we adopted the wedge type rail clamp for 50tons class container crane with the wedge 
angle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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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만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매년 7.3%씩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선사의 등장으로 수년내에 
12,000TEU 급 초대형 컨테이너선(ULCS)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항만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귀항여부에 따라 각 권역별로 중심항
(Hub-port)과 주변항(Feeder-port)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국은 각 지역의 중심항이 되기 
위하여 자동화, 고속화된 항만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암벽에서 신속한 
양·하역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크레인은 대형화, 고
속화, 자동화되고 있으며, 기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컨테
이너 크레인의 경우 돌풍이나 태풍으로 인해 발생
하는 풍하중은 기존에 비해 더욱 증대되어 크레인
의 전도모멘트와 레일방향하중을 증가시킨다. 정지

해 있던 크레인이 큰 레일방향하중을 받게 되면 레
일 방향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자체의 높은 관성력으로 인하여 이를 정
지시키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풍속에 따라 항만하역장비는 작업시와 계
류시로 나눌 수 있으며, 작업시는 레일클램프만이 
컨테이너 크레인을 고정시키게 되고 계류시에는 레
일클램프와 함께 Tie down rod, Stowage pin 등이 함
께 크레인을 고정시키게 된다.  
레일클램프는 작업 시 컨테이너 크레인을 정위

치에 고정시킬뿐만 아니라 돌풍으로 인한 컨테이너 
크레인의 레일방향 미끌림을 방지하는 장치이며, 
구동방식에 따라 스프링형, 유압형, 쐐기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스프링이나 유압형은 요구되는 최대 
압착력으로 지속적으로 구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압착력으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 및 내구성이 약
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쐐기형은 초기에는 작은
하중으로 레일을 압착하다가 풍하중이 증가하면 쐐



 

기작용에 의해 압착력이 증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
써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풍이나 돌풍이 잦은 우리나라 항만에서는 
내구성이 높고, 큰 압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쐐기
형 레일클램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쐐기형 레일클램프를 설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를 고려해야 하는데, 먼저 초기 압착력을 발휘하도
록 하는 1 단계에서는 Locker 의 물림각과 Jaw pad
의 압착력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다음으로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쐐기작용에 의해 압착력이 
증가하는 2 단계에서는 쐐기각과 Roller 의 밀림거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압착력 발휘를 위한 1 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ocker의 물림각과 Jaw pad의 압착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0°의 쐐기각을 
갖는 50ton 급 컨테이너 크레인용 쐐기형 레일클램
프를 모델로 설정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2.1 쐐기형 레일클램프 
연구를 위해 사용된 모델은 50ton 급 컨테이너 

크레인용 레일클램프로써 Fig. 1과 같이 Jaw, Locker, 
Jaw pad, Roller, Wedge, Frame, Extension bar의 주요부
품으로 구성되며, 작동원리는 Fig. 2 에 나타낸바와 
같이 먼저, Locker의 물림각 설정을 통해 Jaw pad가 
작은 압착력으로 레일을 압착하게 되고(초기압착단
계), 다음으로 풍속이 증가하게 되면 쐐기작용으로 
인해 Roller 가 회전하면서 Jaw pad 의 압착력을 증
가시켜 레일방향으로 크레인이 미끌리는 것을 방지
하는 구조(쐐기작용단계)를 가지고 있다.  

 

Fig. 1 Main part of the wedge type rail clamp for 50tons 
class container crane 

Fig. 2(a) Initial clamping grade : The jaw pad clamps a rail 
with small clamping force 

 

Fig. 2(b) Wedge operating grade: The jaw pad clamps a 
rail with large clamping force 

 
2.2 물림각과 압착력사이의 관계 
초기압착단계에서 Jaw pad의 압착력 발휘를 위

한 Locker의 물림각과 중추의 무게사이의 상관관계
는 다음과 같다. Fig. 3에서와 같이 Locker의 물림각
(φ )은 Jaw pad가 레일의 측면과 접촉하게 될 때 
Locker의 경사각을 말하며, 중추는 레일을 초기 압
착력으로 압축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발휘시키기위
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추의 무게(W)에 의해 
Locker의 경사각이 작아지면서 각 부품에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Jaw 상단부에서 수평방향 
총변위(δTL) 만큼 지룃대 원리에 의해 Jaw pad가 
레일을 압착하는 초기압착력(FP)이 발생하게 된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forces applied to the locker 
and the jaw in the wedge type rail clamp 

 

 



 

Locker의 물림각이 φ 일 때, 중추의 무게(W)에
의해 발생되는 Locker의 수평방향력, FL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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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Locker와 연결된 Jaw의 상단을 수평방향으로 
밀어냄과 동시에 Locker를 압축시키는 힘으로써 식
(2)와 같은 Jaw pad의 초기압착력(FP)를 발생시킨다.  
 
 

(2) 
 

 
초기압착력은 Jaw pad와 Rail의 접촉면에 마찰력

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Roller와 쐐기의 경사면의 접
촉면에도 마찰력을 발생시켜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Roller가 쐐기의 경사면을 따라 구를 수 있도록 하
는 힘이며, 초기압착력에 의해 Roller가 쐐기의 경
사면을 누르는 힘(FR)을 발생시켜 일정풍속 이하에
서는 Roller를 구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식(1), (2)를 분석해보면 Jaw pad의 압착력은 

Locker의 물립각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강성해석을 통한 주요부품의 총변형량을 산출한 후 
이에 해당하는 Locker의 물림각을 설정함으로써 식
(1)을 이용하여 중추의 무게를 결정하여 Locker에 
작용시키면, Jaw pad의 압착력이 발휘된다. Fig. 3의 
왼쪽 그림에서 Jaw의 상단 수평방향 총변형량(δTL)
이 주어질 때 Locker의 물림각, φ 는 
 

 
(3) 

 
  

이 된다. 여기서 δTL은 Jaw 상단부의 총변위로써 
 

 
  

이다. Roller가 잘 구를 수 있도록 Roller pin에 윤활
유를 공급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0 이 아닌 초기압
착력을 가질 경우 Roller 는 쐐기면을 따라 회전하
게 되어 쐐기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Jaw pad 의 
초기압착력 설정은 항만의 기상환경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한다. 부산항의 경우 평상시에도 5~10m/s 의 
바람이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2, 4, 6, 8, 10m/s
의 설계풍속에 해당하는 초기압착력을 계산하여 그
에 상응하는 Locker의 물림각을 산출하였다.  

2.3 풍하중과 각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 
BS 2573 규격에 따르면 컨테이너 크레인의 레일

방향 풍하중, Fz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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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여기서 Ctz는 레일방향(z방향) 풍력계수, q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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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unit는 단위 길이당 수풍면적, L은 부재의 길
이가 된다. 부산항에서 운용중인 50ton급 컨테이너 
크레인의 경우 작업시 설계풍속(V0)에 따른 레일방
향 풍하중, Fz는 

 
 (5) ]kN[V.Fz

2
00171 ×=

 
이며, 5 가지 설계풍속에 대한 레일방향 풍하중과 
쐐기형 레일클램프의 각부에 작용하는 부재력을 계
산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z-direction wind load and internal forces applied 

to each part with respect to the wind speed [kN] 
V0 2m/s 4m/s 6m/s 8m/s 10m/s

Fz 4.066 16.266 36.597 65.062 101.659
FP 2.033 8.133 18.299 32.531 50.830
FL 0.754 3.015 6.783 12.058 18.841

FRx 2.787 11.147 25.082 44.589 69.671
FRz 0.491 1.966 4.423 7.862 12.285

FR 2.830 11.319 25.468 45.277 70.746

FB 1.393 5.574 12.541 22.295 34.836
 

3. 해석결과 및 고찰 
 
3.1 설계풍속에 따른 Locker의 물림각 

Jaw 상단부에서의 총변위을 구하기 위해 레일
클램프를 크게 Jaw, Locker, Roller-wedge, Extension 
bar 로 나누고 5 가지 설계풍속에 대해 강성도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Jaw의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
다. Table 2는 주요부의 수평방향변위를 나타낸다.  

 
Table 2 Horizontal displacements for each part of the rail 

clamp with respect to the wind speed [mm] 
V0 2m/s 4m/s 6m/s 8m/s 10m/s
δJU 0.0027 0.0109 0.0246 0.0437 0.0682

δL 0.0000 0.0001 0.0003 0.0005 0.0007
δR 0.0006 0.0025 0.0056 0.0100 0.0156

δB 0.0015 0.0061 0.0137 0.0244 0.0381

δTL 0.0114 0.0454 0.1022 0.1817 0.2838

 



 

Fig. 4 x-direction displacement of a jaw part in the rail 
clamp 

 
Table 2 에서 계산된 Jaw 상단의 총변위(δTL)를 

식(3)에 대입하여 구한 Locker의 물림각(φ )과 중추
의 무게(W)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Clamping angle of a locker and weight of the 

heavy weight with respect to the wind speed 
V0 2m/s 4m/s 6m/s 8m/s 10m/s
Φ 
[˚] 0.80 1.59 2.39 3.19 3.98 

W 
[kN] 0.021 0.168 0.566 1.342 2.623 

 
Table 3 에 나타낸 풍속과 Locker의 물림각 사이

이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curve fitting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를 
살펴보면, 풍속(V0)의 변화에 따라 Locker의 물림각
(φ )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linear fitting을 수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었다. 

 
 (6) 

 

Fig. 5 Clamping angle of a locker and curve fitting with 
respect to the wind speed 

3.2 Locker의 물림각과 압착력사이의 관계 
앞절에서 풍속과 Locker의 물림각사이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았다. 크레인 1 기에 레일클램프 2 개가 
장착되므로 Jaw pad 1 개가 분담해야할 마찰저항력
은 레일방향 풍하중(Fz)의 1/4 이므로 Jaw pad의 수
직 압착력, FP=Fz/(4µ)이 된다. 따라서 식(5)와 (6)을 
연립하여 정리하면, Jaw pad의 압착력과 Locker의 물
림각사이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7) 

PF.5440=φ
  
4. 결론 

 
50ton 급 컨테이너 크레인용 쐐기형 레일클램프

는 작은압착력으로 레일을 압착하는 초기압착단계
와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쐐기작용에 의해 압착력
이 증가하는 쐐기작용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초기압착단계에서 Jaw pad 의 
압착력을 발휘시키기 위한 Locker의 물림각을 설정
하기 위하여 강성도평가를 통해 주요부품의 수평방
향 변위를 분석하였으며, Jaw pad 의 압착력과 
Locker 의 물림각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용량의 컨테이너 크레인용 
레일클램프의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서를 확
립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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