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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creases efficiency of track-maintenance repair and cuts maintenance cost with relocating 

Continuous Welded Rail how to set up install criteria by comprehension analysis through an on-the-spot 

survey and track measurement about installing place at expansion joint of Continuous Welded Rail. This scope 

of this research is 427 places installed at Line No.1~4, Seoulmetro.

We take a field study and select two spots. So we survey wheel-load, cross-load and railbed cross-resistance 

and suggest install criteria of expansion joint of Continuous Welded Rail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rack facilities about neighboring section of expansion joint.

1. 서론
  종전의 레일은 20m 정척레일을 레일이음매판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열차가 주행할 때에 레일이음
매에서 차륜 충격에 의한 소음과 진동으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궤도파괴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이 적지
않게 투입되었다. 근래에 들어와서 레일 용접 기술의 발달로 레일이음매를 용접하여 장대화함으로써 여러 가
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장대레일을 설치함에 있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열
차안전운행과 레일신축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대레일 끝에 신축이음매장치를 설치하게 되었다. 본 연
구는 장대레일 신축이음매장치의 설치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궤도계측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설치기준
을 설정하여 신축이음매장치를 재배치함으로써 궤도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메트로 1～4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신축이음매장치 42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그중 
2개소를 선정하여 윤하중, 횡압 및 도상횡저항력을 측정하고 신축이음매장치의 인접구간에 대한 궤도시설물 
조사 분석을 통한 장대레일 신축이음매장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3. 신축이음매 장치
  3.1 신축이음매 장치 구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斜)이음매 형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신축이음매장치는 이동레일부와 텅레
일부, 고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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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신축이음매장치의 구조(양단형)

  이동레일은 레일을 절삭 가공하여 곡선(R)을 부여하고 끝단을 텅레일에 밀착시켜 레일의 축방향력을 이동
에 의해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칭형 단면 레일이다. 이동레일은 좌, 우 대칭형이 함께 사용되며 1조에는 
4개의(좌2, 우2) 이동레일이 사용되며, 이동레일 후단은 본선레일과 연결되는 구간을 말하며 본선 구간의 레
일 종별에 따라 단조를 시행하여 본선과 일치시키는 구조를 채용하기도 한다. 텅레일은 특수레일을 곡선(R)
으로 절삭 가공하여 끝단을 이동레일에 밀착시켜 레일의 축방향력에 의하여 이동되는 이동레일의 신축을 가
이드 하는 역할을 하는 비대칭형 단면 레일을 말한다. 텅레일의 형상은 중심을 기준으로 좌, 우 대칭 형상이
며 신축이음매 장치 1조에는 2개의 텅레일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텅레일의 길이는 좌측 텅레일 첨단에서 
우측 텅레일 첨단까지를 말하며 교량형 신축 장치에 있어 텅레일과 텅레일사이에 고정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교량형 신축에 있어 이동량이 과대한 구간에서는 이동레일 이동시의 저항력을 수용하기 위하여 텅레일
과 텅레일 사이에 고정부를 장착하여 텅레일에 발생하는 과대한 저항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고정부를 설치한
다. 고정부는 텅레일과 동종의 레일을 설치하며 좌우 대칭의 가공되지 않은 2개의 레일을 설치한다.

  3.2 국내철도의 신축이음매 설치 현황
    우리나라의 철도에 부설된 신축이음매장치는 총 5,475개소에 부설되어 있으며 도시철도 692개소, 일반철
도 4,775개소, 고속철도 8개소이다<표1>. 주로 편단형이 부설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양단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번 철도운영기관
신축이음매 
설치수량
(개소)

신축이음매 종류 비고편단형 양단형
합계 5,475 3,376 2,099 도시철도 692개소일반철도 4,775개소고속철도 8개소

1 서울메트로 427 351 76
2 서울도시철도공사 23 - 23
3 인천메트로 8 8 -
4 대전도시철도공사 - - -
5 대구도시철도공사 16 - 16
6 부산교통공사 139 104 35
7 메트로9호선 2 - 2
8 공항철도 77 41 36 1단계구간
9 코레일(일반철도) 4,775 2,872 1,903
10 코레일(고속철도) 8 - 8 1단계구간

<표1>국내 철도의 신축이음매장치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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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메트로 신축이음매장치 현황
  서울메트로 1～4호선의 본선 277km중 98%가 장대레일로 부설되어 있으며 장대레일 끝에는 신축이음매장
치가 설치되어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호선의 신축이음매장치는 총 42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
며 지하구간 260개소, 고가 및 교량구간 131개소, 지상구간 및 U-Type 구간 36개소로서 <그림2>과 같이 
지하구간에 61.2%가 설치되어 있다. 호선별로는 1호선 22개소, 2호선 180개소, 3호선 113개소, 4호선 112개
소이며, <그림2>에서 호선별 설치 비율은 분석한 결과 2호선이 신축이음매장치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
다.

구분

 수량 구조물별 설치 황

계 편단 양단 교량

지상구간 교량구간 고가구간 지하구간
U-Type
(옹벽)

편단 양단 편단 양단 편단 양단 편단 양단 편단 양단

합계 427 323 66 38 17 28 10 59 34 234 26 13 6

<표2>서울메트로 신축이음매 설치 현황

   

<그림2> 호선별, 구조물별 신축이음매 설치 현황

구  분
50㎏N 신축이음매장치

(철도 2250-1022마)

개량형(50㎏N/60㎏) 

신축이음매장치

(철도 2250-1048나)

탄성크립체결 

신축이음매장치

(실용신안 제0197752호)

기본선형

형    상

주 요 부

단면비교

형    상

<표3> 신축이음매장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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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궤도 계측
  5.1 윤하중 및 횡압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궤도변위측정기 및 윤중검증기를 이용하여 4호선(상) 서울역~숙대입구역 20k060 지
점과 4호선(하) 서울역~숙대입구역 20k200 지점에 대한 윤하중 및 횡압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였다. 측정시
간은 오전 07시~09시로 승객들이 가장 많이 타는 출근시간대를 선택하였다. 측정결과 영업열차 운행 중인 
29개 편성에 대하여 R∙H 시간대에 측정하였으며 윤하중 및 횡압에 대한 동적 데이터 취득은 <그림3>와 같
다. 1편성 40개 차륜으로서 윤하중은 상선의 경우 최고값 6.30ton, 최저값 0.96ton, 평균 최고값이 3.99ton이
며, 하선의 경우는 최고값 4.57ton, 최저값 0.84ton, 평균 최고값 2.70ton으로 나타났다.

<그림3> 열차 운행시 스트레인 변화량

    

   

<그림4> 윤하중 및 횡압 분석 그래프
    횡압은 상선의 경우 <그림 4>에서와 같이 최고 1.72ton, 최소 0.0004ton, 평균최고 0.79ton이며, 하선의 
경우 최고 1.75ton, 최소 0.002ton, 평균최고 0.67ton으로 나타나 열차가 곡선에서 주행할 때에 차륜이 곡선 
내⋅외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횡압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영업열차의 열차속도, 승차인원, 차륜상
태, 운전형태에 따라 윤하중 및 횡압의 값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횡압은 윤하중의 60%라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선의 경우 윤하중의 27.5%이고 하선의 경우는 47.0%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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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윤하중 및 횡압은 속도에 반비례하는 것으로서 속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윤하중 및 횡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그림 5>

 

<그림5> 윤하중 및 횡압과 속도 비교
  5.2 도상횡저항력
    도상횡저항력 측정은 영업종료 후 심야시간대(01:30~04:30)에 4호선 서울역~숙대입구역(상선) 구간 3
개소, 3호선 충무로~동대입구역(상선) 구간 3개소를 실시하였다. 측정위치는 1개의 장대레일 구간에서 레일
축력에 의한 좌굴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레일신축이음매장치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원곡선부와 완
화곡선, 신축이음매장치 부근(직선)의 3개소를 선정하였다. 3개소 합산하여 평균한 결과 서울역~숙대입구역 
구간은 1,352kgf/m, 충무로~동대입구역 구간은 1,232kgf/m으로서 <표 4>와 같다. 실측한 도상저항력 값은 
1~4호선에서 도상횡저항력을 확보해야 할 기준이 지하구간 400kgf/m이므로 약 3.08~3.38배에 달하고 있다. 
측정위치별 침목변위가 0.5mm, 1.0mm, 1.5mm, 2.0mm일 때에 도상저항력은 <그림 6>와 같다.

4호선 서울역~숙대입구 평균 20k247 20k359 20k476

측정값(kgf/m) 1,352.0 1,532 1,127 1,397

3호선 충무로~동대입구 평균 21k137 21k210 21k300

측정값(kgf/m) 1,231.9 1307 991 1397

<표4> 측정구간 도상횡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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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침목변위별 도상횡저항력

6. 결론
  3호선 충무로~동대입구역 구간은 도상횡저항력이 1231.9kgf/m 로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레일온도와 
신축변화가 불안정한 상태이며, 특히 온도에 따른 신축변화율이 68.9%로서 지속적인 관찰과 궤도계측 및 정
밀조사가 필요하다.
  반면에 4호선 서울역~숙대입구(상선) 구간은 횡압이 1.72ton~0.0004ton으로 윤하중의 27.5%이고 도상횡
저항력은 1,352kgf/m로서 도상저항력을 확보해야 할 기준치(지하구간 400kgf/m)의 3배 이상으로 측정되었
다. 레일온도에 따른 장대레일 신축상태도 매우 안정적으로 축력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레일좌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윤하중이 크고 횡압은 적을수록 좋으며 도상횡저항력이 확보되고 신축이
음매장치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서울역~숙대입구역 구간(상선, 20k368~20k376)은 신축이음매장
치를 철거하고 장대레일로 연결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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