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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reported that about more than 45% of damage shown in railroad rails include breakage of rail end 
which cross the center of Thermit welded zone. Thermite welding is always accompanied by numerous 
aluminum oxide and secondary inclusions, which may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 ductility and toughness 
of the weld metal. 
  In this study the aluminum powder recycled by waste aluminum can was used for iron oxide generated 
after the process of welding rod and the remain aluminum was reduced by minimizing the quantity of 
aluminum. And complete dissolution was induced by using ferro Mn powder as the additive element.
  This study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heat treatment in the welded zone of rail using ceramic heating 
pad by carrying it out. This study could observe the improvement of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UTS and 
elongation) and the changes of failure mechanism from brittleness to ductility. It could be found that 
improved strength and elongation result from pearilte fine structure.

1. 서론
철도 레일은 열차 바퀴가 탈선하지 않도록 안내 하면서 열차 무게를 침목과 도상에 고르게 분포 시키는 한

편, 전기신호를 열차에 전달하는 통신 기능도 수행하는 등 철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레일의 길이는 운
행 안전, 승차감,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길수록 좋으나 제작·운반·시공 및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 등
을 고려하여 보통 25m길이를 기준으로 생산한다. 이로 인해 레일과 레일 사이에는 이음매가 발생하게 되고, 
이음매로 인한 열차의 소음 및 진동은 차량과 선로를 훼손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증대 시키고 승객의 승차감
을 나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속철도 건설의 핵심기술 중 하나가 이음매 없이 레
일을 부설하는 장대레일의 설치라 할 수 있다.[1]

레일을 장대화 하기 위한 용접 방법으로는 플래쉬 버트 용접, 가스 압접, 엔크로즈드 아크 용접, 테르밋 용
접 등 4가지 종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

레일의 장대화를 위한 가장 우수한 공정은 Electric Flash Butt Welding(EFBW) 공정으로 EFBW 공정은 
추가 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높은 피로 수명을 달성할 수 있다.[3,5] EFBW 공정의 적용이 불가능 할 때 
주로 현장 용접으로써 테르밋 용접을 실시하게 된다.[4] 테르밋 용접은 EFBW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짧은 작업 시간과 간단한 장비로 만족스런 품질의 레일 용접부를 생산한다. 그러나 타 용접 방식과 비교하여 
인장강도, 피로한도, 휨강도, 열영향부 등에서 도표 1과 같이 매우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이동식 
EFBW 차량이 도입되었지만 비싼 가격과 기계 장치와 전원 설비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단 한 대 만
이 도입되어 현장에서는 아직 까지 테르밋 용접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간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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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Fracture of thermite welded zone

도표1. Mechanical properties of each welding method

Tensile 
strength

(Kg/mm2)

Fatigue 
strength

(Kg/mm2)

Bending 
strength

(tf)
HAZ
(mm)

Rail steel 89~92 33~38 124 -

Gas pressure 83~88 31~34 113~132 120~140

Flash butt 79~83 30~34 99~118 40~60

Thermite 71~81 18~22 88~89 145~185

레일의 용접된 이음매는 장력, 응력 그리고 열팽창에 노출되며 레일 용접부에서 나타나는 불량의 약 50% 
이상이 테르밋 용접부에서 나타나며[5], 이는 그림1에 나타낸 것처럼 용접부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절손을 
나타낸다. 

테르밋 용접부는 주조에 기인한 용접 방법으로 미세기공과, 불순물을 포함하며, 큰 결정립의 미세구조로 인
해 낮은 연성과 인성으로 취성 파괴를 일으킨다[6,7].  테르밋 용접부의 불순물로는 알루미늄 산화물이 대표
적이며 2차 개재물을 동반 하고 있다. 이는 용접 금속의 연성과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산화철과 알루미늄 캔을 재생한 분말, 페로망간 분말을 이
용하여 불순물의 영향을 최소화 시킨 국산 테르밋 반응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테르밋 용
접부는 주조금속의 미세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열처리를 통해 연성과 인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되어 레일 용접부에 대한 열처리를 적용하여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테르밋 용접된 레일은 그 구조적 특성상 대형 구조물이며, 현장에 이미 부설이 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필요
한 경우 두부에 토치 불꽃을 가하여 열처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eramic Heating Pad를 이용하여 레일 용접부의 후 열처리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열처리 효과를 분석 하였으며, 본 연구실에서는 국산 재활용 금속을 활용한 테르밋 반응재 개발을 완료하
여 테르밋 용접재의 국산화와 함께 경비 절감이라는 결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Ceramic Heating Pad를 이용
한 후  열처리 공정이 추가 되어도 추가되는 경비에 대한 소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실험 방법

테르밋 용접부에서 나타나는 결함 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Rail Tech사 테르밋 용접재를 사용
한 레일을 사용하였다. 인장 파단면 및 용접부 단면을 채취하여 불순물을 형상을 관찰 하여 그 형성 원인을 
분석 하였다. 테르밋 용접재의 입도 크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화철 및 알루미늄의 입도를 달리하
여 그 영향을 관찰 하였다. Rail Tech사 용접재를 사용한 용접부 및 레일강의 화학 성분을 도표 2에 나타내
었다.

용접부의 불순물의 영향을 최소화한 국산 테르밋 반응재 제조를 위해 용접용 선제의 가공 후 부산물로 발
생하는 산화철을 사용하였으며 입도 분포를 도표 3에 나타내었다. 알루미늄은 폐 알루미늄 캔을 재생하여 생
산된 95%알루미늄을 사용하였으며, 첨가 원소로써 페로망간 분말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입도 분포 및 성분을 
도표 4, 5에 나타내었다. 

 성분 분석은 SPECTROMETER를 이용하였으며, 경도는 HV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미세조직 관찰을 위해 
3% Nital 용액으로 에칭을 하여 광학 현미경 및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였다. 인장 강도 및 연신률을 평가
하기 위해 KS B 0801 4호 시험편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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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eight(%)
O 35
Al 44.2
Mn 0.8
Fe 20

Total 100
(a) (b)

그림 2. (a) Aluminum oxide inclusion, (b) Result of 

EDAX.

Element weight(%)
C 2.6
S 29.9

Mn 62.2
Fe 5.3

Total 100
(a) (b)

(c) (d)
그림 3. (a) Result of EDAX. (b) Non melted Ferro Mn at 

the cross section. (c) Non melted Ferro Mn at fracture 

suface. (d) Mass of Ferro Mn in thermite welding 

materials.

도표 6. Tensile properties of rail steel and thermite 

welded rail joint

UTS
(MPa)

Elongation
(%)

Hardness
(HV)

Rail 
steel 1120 8 320

Welded 
rail joint 780 - 280

도표 3. Chemical composition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aluminum used in the 

experiment.

Particle Size

65

Mesh

75

Mesh

150

Mesh

280

Mesh

-280

Mesh
Total

Iron 

Oxide
46.4 18.4 18.2 13 4 100

도표 2. Chemical composition of rail steel and weld 

metal.

구분 %C %Si %Mn %P %S
%C

r
%Al

%F

e

Rail 

Steel

0.7

5

0.1

3
1.45

0.0

1

0.00

5
0.1 - Bal

Weld 

Meta

l

0.7

2

0.3

5
1.72

0.0

1

0.00

6

0.0

7
0.5 Bal

도표 5. Chemical composition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Ferro Mn powder used in the 

experiment

Chemical composition

%C %Si %Mn %P %S

6.10 0.36 75.73 0.16 0.003

Particle size distribution

100 mesh 140 mesh 200 mesh 270 mesh
-270 

mesh

20.5 % 25.3 % 13.6 % 14.8 % 25.8 %

도표 4. Chemical composition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aluminum used in the 

experiment.

Chemical 

composition

Particle size 

distribution

Aluminum Al 95% min 10 to 16 mesh

3. 실험 결과
 
 3.1 테르밋 용접부에 미치는 불순물의 영향 
 그림 2, 3에 테르밋 용접부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순물을 나타내었다. 그림 2에 나타낸 불순물은 

인장 파단면에 나타나는 산화알루미늄으로 도표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0.5%의 과잉된 알루미늄이 응고 
시 산화물로 석출되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에 나타낸 불순물은 미용해 페로망간으로 Rail 
Tech사 테르밋 용접재는 0.5~2mm 크기의 조대한 페로망간을 혼합하여 사용하므로 짧은 테르밋 반응 
시간 동안 완전 용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테르밋 용접은 많은 산화물과 이차 개재물을 동반한다. 이는 용접금속의 연성과 인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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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Chemical composition of KS 9110 and weld metal(Domestic thermite reaction materials)

구분 %C %Si %Mn %P %S %Cr %Al %Fe

KS R 9110 0.72-0.82 0.1-0.55 0.7-1.1 0.03 0.02 0.2 - Bal

Weld Metal 0.75 0.307 1.1 0.04 0.006 0.03 0.2 Bal

도표 8. Tensile and bending strength of thermite welded rail 

joint.(Domestic thermite reaction materials)

Tensile strength 
850 MPa

도표 9. Mechanical properties of after heat treatment 

welded rail 

NHT HT

Tensile Strength

(Mpa)
770 920

Elongation

(%)
- 12.2

Reduction Area

(%)
- 17.6

그림 4. Heat treatment process.

 3.2 국산 테르밋 용접재 개발
  도표 3, 4에 나타낸 재활용 산화철과 알루미늄을 3:0.8의 비율에서 알루미늄의 잔류량이 0.18%Al

로 Rail Tech와 비교하여 매우 감소된 경향을 나타내지만 페로망간이 첨가되면 페로망간이 산화반응에 
참여하게 되어 알루미늄의 잔류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산화철과 알루미늄의 비율이 3:0.7일 때 KS 
규격에 근접하는 가장 이상적인 화학 조성을 나타내는 테르밋 용접부를 제조할 수 있었다. 이 때 첨가
원소로써 사용하는 페로망간은 그림 3.1절에서 나타낸 미용해 페로망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페로
망간 분말을 사용한 결과 완전 용해를 유도할 수 있었다. 

산화철과 알루미늄의 혼합 비율을 3:6으로 줄여 용접부의 알루미늄 혼입량을 0.02%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Si, %Mn의 혼입량이 감소하여 KS 규격에서 요구하는 화학조성을 만족 할 수 없었다. 따라
서 본 실험에서는 테르밋 용접부 내 알루미늄의 혼입량을 0.2%까지 줄여 KS 규격에 근접한 화학 조성
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Rail Tech사 제품을 사용한 용접부의 알루미늄 함량의 절반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국산 테르밋 용접재를 사용한 용접부의 화학 조성을 도표 7에 나타내었으며, 도
표 8에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3.3 세라믹 히팅패드를 이용한 테르밋 용접부 열처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낸 테르밋 용접부를 가로지르는 절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라믹 히팅패

드를 이용한 열처리를 제안하였다. 열처리는 800°C 도달 시점부터 45분 동안 유지하였으며 열처리 프
로세스를 그림 4에 나타내었으며, 열처리 후 기계적 특성 변화는 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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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heat treatment (b) After heat treatment

그림 5. 열처리 후의 단 구간 변화

(a) Before heat treatment (b) After heat treatment

그림 6. Change of grain size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그림 7. 테르  용 된 일의 열처리 ·후 경도 특성

테르밋 용접부의 열처리 후 인장강도가 약 20%, 연신률이 약 12% 향상되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파단구간이 용접부 중심이 아니라 열영향부에서 소성 변형을 일으키며 파단이 일어난다는 특성이다. 열
처리 전 소성 변형이 없는 취성 파괴에서 열처리 후 소성변형을 수반하며 연성파괴로 파괴 매커니즘이 
변화한 것이다. 그림 5에 열처리 전후의 파단 구간 이동 및 열처리 후 소성변형으로 인해 형성된 넥킹
을 그림 5(b)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특성의 변화는 열처리를 통한 결정립 미세화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열처리 후 테르밋 용접부의 결정립 미세화 및 경도 특성을 그림 6, 7에 나타내었다.

 
결정립의 크기는 강의 기계적 성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항복응력과 결정립의 크기 사이에는 다음

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여기서, =항복강도, =결정립 내부의 의 이동을 방해하는 마찰응력, k=상수, d= 결정립의 직경

이 식을 Hall-Petch 관계식[8, 9]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결정질 재료의 항복강도는 결정립의 크기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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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결정립이 미세할수록 금속의 항복강도 뿐만 아니
라 피로강도 및 인성이 개선되므로 실제의 금속분야에서 결정립의 미세화는 매우 중요한 기계적 성질 
개선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 테르밋 용접부에 Ceramic Heating Pad를 이용한 용접부의 국부
적인 열처리를 실시하여 적용 가능성과 기계적 특성 향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테르밋 용접부 특성 저하의 원인은 용접부 내 석출된 알루미늄 산화물과 미용해 페로망간에 기인
한다.

2. 테르밋 용접재 제조 시 알루미늄의 혼합량을 최소한으로 하고, 페로망간 분말을 사용하여 불순물에 
의한 영향을 감소 할 수 있다.

3. 레일의 테르밋 용접부는 세라믹 히팅 패드를 통해 후 열처리를 적용 할 수 있다. 
4. 후 열처리를 통해 인장강도 약 20%, 연신률 약 12%를 향상 시킬 수 있다.
5. 후 열처리를 통해 파괴 매커니즘은 취성 파괴에서 연성파괴로 전환되며, 용접부 중심 파단이 아닌 

열영향부에서 파단이 일어난다. 
6. 후 열처리를 통한 용접부 기계적 특성 향상은 결정립 미세화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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