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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가스압접부의 강도 안전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 Experimental Study on Strength Safety of Rail Steel using Gas Pressure Welding

김경섭1†

Kyung Seob Kim

1. 서 론

교통과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철도는 근대 문명과

더불어 발전하였고, 도심교통의 혼잡화를 막기 위하여 지하

철이 등장하였으며, 원거리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고속철

도가 개발되어 인류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

서 철도는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궤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궤도는 승차감의 개선, 속

도의 향상, 진동·소음의 저감 및 보수의 용이성을 목적으

로 레일을 장대화하게 되었는데, 국내 철도의 약 60%를 가

스압접으로 시공하고 있다. 가스압접은 25M 규격의 레일을

가스압접하여 100M 길이의 장대형 레일로 만들며, 그것을

본선 현장에 수송하여 테르밋용접으로 연결한다[1].

현재 철도에서 사용하는 용접방법으로는 가스압접 외에 테

르밋용접, 엔크로즈드 아크용접 및 플래쉬벗용접 등이 있다.

가스압접은 플래쉬벗용접과 비교해 신뢰성은 같으면서도 용

접장치가 소형, 경량으로 설비비 및 보수비가 저렴한 특징

이 있으며, 접합시간이 짧고 용접부가 안정적이며, 작업자의

숙련이 많이 필요치 않으며, 전력이 불필요하며, 조작이 기

계적이며,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압접 시 레일의 단면처리, 가압력, 산소-아세틸

렌의 조정 및 업셋길이 등의 용접조건에 따라서 품질에 많

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에서

가스압접으로 시공한 레일의 손상으로는 파단이 주원인이었

는데, 소재불량, 압접부의 가압력 부족 및 압접과정에서 균

열생성 등의 시공전의 근원적 불량이 있고, 시공중의 작업

자의 실수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시공 후에 레일과 차

륜의 마찰운동에서 안정적 접촉운동이 깨지고 마멸이 발생

하게 되면서 레일은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와 균열, 크랙으

로 발전하여 파단되어 열차의 탈선사태가 발생되기도 한다.

레일의 파단은 상단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하단부 및

중앙부에서도 발생되었다[2,3]. 

본 연구에서는 레일간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압접의 업셋

길이와 가압력을 다르게 실시하여 인장시험 및 회전굽힘시

험을 실시하였고, 파단면의 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였으며, 탄소함유량이 0.72%이고 압접부에서 로크웰 경도가

HRG30[4]인 고경도와 고강도의 기계적성질을 가지고 있는 레

일강재에 대한 강도 안전성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driving safety and comfort of the railways quickly

becoming popular. To conducted gas pressure welding to ensure the strength safety of continuous welded rail and rotating

bending test tensile test was conducted. The element to determine the tensile strength of gas pressure welds at experiments

be attributed to more upsetting length than pressure, according to increases of upsetting length, from brittle fracture to duc-

tile fracture was observed. Through the biopsy of the fracture surface,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brittle fracture could be

evaluated to strength safety. In addition, mechanical strength of gas pressure welding depending on changes in upsetting

length was different. Rotary bending test results were obtained to the infinite life according to exhibited higher fatigue limit

of 373MPa at upsetting length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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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빠르게 대중화 되어가는 철도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가스압

접을 실시하는 장대레일의 강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장시험과 회전굽힘시험을 실시했다. 실험을 통하

여 가스 압접부의 인장강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가해진 압력보다 업셋길이의 변화에 기인하며, 업셋길이가 늘어

남에 따라서 취성파괴에서 연성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다. 파단면의 조직검사를 통해 그 면에 존재하는 취

성파면의 유무에 따라서 강도 안전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회전굽힘시험 결과 업셋길이 25mm에서

373MPa의 우수한 피로한도가 나타났으며, 무한수명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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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가스압접의 원리

가스압접은 2개의 레일을 맞대고 축방향에서 가압력을 가

하면서 가열에 의한 용융으로 접합하는 용접으로, 시작부터

두 개의 부재를 가압하면서 가열하는 크로즈법과 먼저 용융

부를 가열시킨 다음에 충격적으로 접합시키는 오픈법이 있

지만 현재는 Fig. 1과 같이 크로즈법을 주로 사용하며, 본 실

험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스압접은 접합면 간의 원

자의 확산과 변태점 통과에 의한 재결정에 의해 이뤄진다[5].

일반적으로 고상접합에 필요한 조건의 하나는 접합면의 온

도를 그 금속층의 재결정온도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고체의 응집력으로 저항하는 접촉면에서의 원자

의 재배열을 가능하게 하는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말한다[6].

Fig. 1 Scene of gas pressure welding

2.2 실험방법

2.2.1 재료 및 시험편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50Kg급 레일강으로, Table 1에

재료의 조성비를 나타내었다. 레일강재의 가스 압접부의 최

대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및 탄성 계수를 측정하기 위

하여 ASTM E8-93의 규정에 따라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

고, 피로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회전굽힘시험을 실시하였

다. 시험편은 Fig. 3에 나타낸 바과 같이 압접부의 상단부에

서 채취하여 인장시험편과 회전굽힘시험편을 가공하였다. 

시험편은 Table 2의 조건에 따라 6개씩 모두 36개를 가

공하여 실험하였다. Fig. 2는 인장시험편과 회전 굽힘시험

편을 나타낸다. Fig. 1은 본 실험을 위하여 가스압접을 실시

하는 과정을 나타내었고, 가스압접기는 TGP-5형을 사용하

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rail steel (wt/%)

Material C Mn P S Si Ni Cr Mo

Compound

ratio
0.721 0.873 0.012 0.005 0.256 0.032 0.053 0.011

 

Fig. 2 Tensile and rotary bending test specimens

Fig. 3 Extracted section of specimens

Fig. 4 Specimen processing drawings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gas pressure welding

No
Upsetting

length (mm)

Pressure

(MPa)

Time

(sec)

Temperature

(K)

1 15

24.5

300

1473~1573

2 25 335

3 35 460

4 15

34.5

290

5 25 330

6 35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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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실험장치

Fig. 5는 Instron 8502 만능시험기를 나타내었는데, 이 시

험기로 인장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대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탄성계수를 보여주었다. Fig. 6은 SATEC W-4100 회

전굽힘 피로시험기인데, 인장실험에 의한 결과값을 기본값

으로 하중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피로강도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인장시험 결과 파단면의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전자주사현미경을 사용하여 각 조건에 따른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Fig. 5 Tensile testing machine

Fig. 6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

2.3 실험조건

실험조건으로는 가스압접을 실시할 때 업셋길이를 15, 25,

35mm로 변화시키면서 실시하였고, 가압력도 24.5와 34.3Mpa

로 변화시키면서 실시하였다. Table 2의 6가지 방법으로 압

접을 실시하였다. 압접 시 산소-아세틸렌의 최고온도는 화

씨 1473~1573도를 나타냈으며, 압접시간은 업셋길이에 비

례하여 변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압접부의 인장강도

Fig. 7은 실험조건에 따른 가스압접의 업셋길이와 가압력

의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압력 24.5MPa

에서 인장강도는 업셋길이 25mm는 15mm보다 8.5%, 35mm

보다는 8% 개선되었다. Fig. 8에서도 가압력 34.3MPa에서

업셋길이 25mm는 15mm 보다 9.7%, 35mm보다 10.6% 개

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장강도는 같은 업셋길이

25mm에서 가압력이 43.3MPa일때가 24.5MPa에 비하여 2.7%

개선되었다. 즉, 업셋길이를 15, 25, 35mm의 조건별로 가스

압접을 실시했을 때 인장강도는 8~10.6%의 차이가 나타났

으나, 가압력을 24.5MPa과 34MPa로 했을 때 인장강도는

0~2.7%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동일온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장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업셋길이는 25mm, 그리고 가압력은 24.5MPa과 34.3MPa로

압접하였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조건은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응력-변형율 선도에서 최대응력으로 나

타내는 인장강도를 상호 비교하면 2.7%의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부터 가스압접은 가압력의 변화보다도

업셋길이의 변화가 압접부의 인장강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Fig. 7 Stress-strain diagram (P=24.5MPa)

Fig. 8 Stress-strain diagram (P=34.3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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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2 압접부의 피로강도

회전굽힘 피로시험을 실시하여 S-N곡선을 얻을 수 있었

는데, S-N곡선으로 재질적 또는 구조적으로 불연속이 존재

하는 레일의 가스압접부의 형상에 미칠 수 있는 피로강도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Fig. 10의 S-N곡선에서 533MPa

의 응력에서 가압력의 변화에 상관없이 업셋길이 25mm에

서만 104 Cycle의 피로수명을 나타냈고, 가압력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업셋길이 15mm에서는 479MPa에서 104 Cycle의

피로수명을 나타내었다. 또한, 373MPa에서는 가압력의 변

화와 무관하게 업셋길이 25mm에서 무한수명을 나타냈는데,

가압력 34.3MPa일 때 업셋길이 15mm에서는 106Cycle의 피

로수명을 나타내었다. 가압력 24.5MPa, 업셋길이 15mm의

조건과 가압력에 상관없이 업셋길이 15mm에서는 340MPa

의 응력에서, 그리고 업셋길이 35mm, 287MPa의 응력에서

각각 무한수명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피로강도 역시 가압력의 변화보

다 업셋길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Oishibashi가 레일 가스압접부의 피로시험으로서 피로강

도 343MPa에서 2×106 Cycle의 값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하였으나[7], 실험을 통하여 가압력과 무관하게 업셋길이

25mm에서 373MPa의 피로강도로 무한수명을 얻을 수 있었

다.

3.3 파단면 분석

업셋길이의 변화에 대한 파단면과의 관계를 관찰하기 위

하여 인장시험의 결과로 파단된 시험편의 단면을 육안검사

하였다. Fig. 13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가압력과 무관하게 업

셋길이 15mm에서는 평활한 파단면이 사라지고 둔탁한 회

색의 올록볼록한 파단면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업셋길이 15mm에서는 취성파괴가 나타났고, 25mm 및

35mm에서는 연성파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실

험을 통하여 업셋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단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연성파괴 현상이 나타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14는 전자주사현미경으로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인데, 가압

력과 무관하게 업셋길이 15mm에서는 평탄한 파단면을 나

타냈고, 25mm와 35mm는 연하고 무른 울퉁불퉁한 파단면

 Fig. 9 Stress-strain diagram (L=25mm)

Fig. 10 S-N Curve (P=24.5MPa)

Fig. 11 S-N Curve (P=34.3MPa)

Fig. 12 S-N Curve (L=25mm)



김경섭

27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3호(2012년 6월)

을 나타냈다. 업셋길이가 작을 때는 미세화된 구상산화물이

보이다가 업셋길이가 커짐에 따라서 점차 조대화되며 산화

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스압접부의 기계적 강도는 파단면에 존재하는

평탄한 파면의 유무와 그 대소, 압접부의 업셋길이에 따라

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강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Fig. 15는 일반강에 있어서의 피로강도와 인장강도와의 관

계를 나타낸 것인데, Fig. 16과 같이 레일강의 회전굽힘 피

로시험의 경우는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승차감의 개선, 속도의 향상, 진동· 소음

의 저감 및 보수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장대화하여 사용하는

50Kg급 레일강재로 가스압접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압접 시

업셋길이와 가압력을 다르게 하여 그것이 압접부에 미치는

강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장시험편과 회전굽힘시험

편을 가공하여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가스압접부의 인장강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가압력의 변화

보다도 업셋길이의 변화에 기인하였으며, 업셋길이가 커짐

에 따라서 취성파괴에서 연성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

장시험 후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 업셋길이 15mm에서 관찰

된 평탄한 파면은 대단히 굳고 메져서 취성파괴를 하였고,

25mm 및 35mm에서 관찰된 거친 파면은 연하고 무른 연성

파괴를 하였다. 

레일강재의 가스압접부는 연성파괴를 보인 업셋길이 25mm

에서 인장강도는 995MPa로 나타났고, 373MPa의 응력에서

무한수명을 나타내어 우수한 인장강도와 피로특성이 관찰되

었다. 또한, 가스압접을 실시한 레일강재는 가압력과 무관하

Fig. 13 SEM macrographs of fracture surface for welded part

(×15), L:mm, P:MPa

Fig. 14 SEM macrographs of fracture surface for welded part

(×500), L:mm, P:MPa

Fig. 15 Relation between fatigue limit and tensile strength in steel

[8]

Fig. 16 Relation between fatigue limit and tensile strength in rail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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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업셋길이의 3가지 조건 중에서 25mm에서 강도 안전성

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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