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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MOR 폴리우레탄

프랑스에서 12 년간 실행된 높은 교통량의 고속철도 도상에 탄성 
폴리우레탄 으로 만든 침목방진패드  (PRA) (PUR 옛모델) 를 테스트한 
결과 도상 다지기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키고 , 
사용되는지 자갈의 두께를 ⅓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최저 8€ /미터 : 운영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침목방진패드 (PRA) 의 장점은 전체적인 철도 수리가 없는한  침목의 수명을
50~60 년으로 늦춰 준다는 것입니다.

철도 보수 유지의 현저한 감소

침목방지패드는 고속철도가 아닌 다른 유형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침목방지패드는 고속철도 이외에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터널에서의 높이 증가
• 다리에서의 무게 감소 
• 철도선로  전환지역에서 : 레일의 강성을 균일하게 유지시킴 

 프랑스의 LGV( 고속철도선) 에서 다룬 구매 공급 규정 평가에서는 
침목방진패드 (PRA) 가 높은 고속철도 선로의 도상과 자갈의 사용기간을 
연장 시켰고 레일의 강성을 균일하게 유지하게 한다고 밝혔다.

100KM LGV (고속철도선)의 보수 유지 비용에 미치는 영향
12 년간 도상 다지

기 작업의 횟수 100 km 에 드는 비용 *
침목방진패드 (PRA) 가 없는 철도 6 4 800 000 €

침목방진패드 (PRA) 시설을 한 철
도 2 1 600 000 €

절감된 비용 3 200 000€     12 년 동안 100KM 구간

저희는 온라인으로 조사,연구,견적 내용을 보내 드립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A9JkmqDcT6I&t=191sl

폴리우레탄 침목방진 패드

POLYURETHANE

이러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침목방진패드 (PRA) 에 대한 투자 이익은 
일반적으로 5년 미만이다.

고속철도, 프랑스는 지난 30여년 동안 유럽에서 고속철도의 선구자이다. 
이것은 철도 차량 뿐만아니라 철도의 도상 ,침목의 재료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내성과 저항력이 부족했던 목제 침목은 콘크리트 침목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콘크리트 침목은 과도하게 강직한 모노블럭 형태로 6~8% 정도의 표면만이 
도상과 자갈 위에 놓여졌고 기하학적 특성의 조기 변형이 일어나게 되었다.

침목방진패드는 프랑스에서 PRA, 영국에서 UPS 라 하며 도상에 가해지는 압력을 3배 가까이 줄인다.



침목방진패드 (PRA) 
침목방지패드는 특히 레일의 강성을 균일하게 유지시켜주어 모든 타입의 
철도차량 수송에도 적합합니다.

• 고정이 쉽고 진동에도 균일하게 유지합니다.
• 일정한 봉오리 모양의 특성상 고정의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 두께가 균일합니다.

피모르의 PRA 는 진동이 심한 콘크리트 침목에 
우수한 고정력을 가지고 있고, 저희 제품은 
모든 타입의 침목에 적합합니다: 저희와 
상담하십시오.

이 패드는 (PRA) 콘크리트에 직접적으로 접착제나 고정 테이프 없이 장착됩니다.

1. SNCF 프랑스 국유철도 와 RFF 프랑스 철도 네트워크 등의 엄격한 구매 공급 규격, 규정을 
따릅니다.

2. 콘크리트 침목 제조업체를  고려한 자동화와 간편한 설치
3. 이 제품은 철도의 유지 보수 비용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며 새로운 철도를 만들거나 
4. 기존 선로를 재조정할 때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습니다.

피모르의 착상방식은 이미 여러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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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 (밸러스트)  
작업차 보호장비

FIMOR 가 철도시설  회사를 위해 권하는 것

• 초기 요건 평가, 제품 디자인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재질,경도,두께,형태,색 등등)

• 가격대비 최적의 물량과 설비 견적

• 최종 제작 전 저가 원형의 빠른 제작

FIMOR 의 철도시설 및 정비를 위한 서비스 

침목용 덮개침목 방지 패드

드리프트 방지 이중 휠 초크 그 밖의 보호장비 제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