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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레일의 마모는 차륜과 레일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며 주행안전, 승차감, 소음진동, 궤도구

조 파괴의 주요 요인으로 국내․외에서는 레일의 교환주기를 설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건

축한계는 열차 및 차량이 선로를 운행할 때 주위의 인접한 구조물 등이 접촉하는 위험성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일정한 공간으로 확대하여 설정하고, 곡선구간 건축한계는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 곡선

에 따른 확대량과 캔트 및 슬랙량에 따른 편기량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일의 

직마모와 편마모량이 캔트 및 건축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구조물 내공치수, 승강장 연단

과의 저촉, 전차선 높이 및 편위의 적정성을 확인하였고, 곡선반경, 캔트 및 레일의 마모량에 따

른 구조물 내공치수를 계산하여 레일의 마모와 건축한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어 : 철도노선, 캔트, 곡선반경, 직마모, 편마모, 차량한계, 건축한계, 구축한계, 승강장

 

1. 서 론

도심지 철도노선 계획시 민원, 환경, 지장

물을 우회하기 위하여 곡선을 설치하며 경제

적인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단면을 

최적화하여 계획한다. 곡선구간 건축한계 확

대는 곡선에 따른 확대, 캔트, 슬랙 등을 더

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레일 

교환주기에 따른 레일의 직마모, 편마모를 

추가 반영하여 구조물 내공치수, 승강장 연

단과의 이격거리, 전차선 편위 및 높이의 적

정성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건축한계 설정

2.1.1 건축한계 개요

건축한계는 차량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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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차량한계의 외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정한 여유공간을 설정한 치수를 말한다. 

직선부의 건축한계는 차량한계로부터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차량한계와 건축한계 

2.1.2 곡선구간 건축한계 설정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에 의한 차량의 

경사량, 곡선으로 인한 차량의 편기, 확대궤

간에 의한 건축한계를 고려한다. 

내궤에서는   




외궤에서는   


×

내측 편기량:  외측 편기량:

슬랙:, 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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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간별
기준

폭(㎜) 높이(㎜)

차량한계
지상, 고가 3,200 4,250

지하 3,200 4,250

건축한계
지상, 고가 3,600 5,300

지하 3,600 4,650



2.2 레일마모 측정

2.2.1 레일마모 측정장치

종합검측차에 설치된 마모검측 장치를 이용

하여 레일마모량을 측정하고 필요시 인력측

정을 병행한다. 측정원리는 레일의 상태를 

측정하고 고속디지털 카메라로 레일상태를 

촬영하여 연산프로세서에 의해 데이터로 출

력한다.

(a) 레이져 측정장치     (b) 인력마모 측정기

Fig. 1 레일마모 측정장치 

2.2.2 국내․외 레일교환기준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선로유지관리 지침에 

수록된 레일교환 기준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국내철도 운영기관별 레일교환주기 

주) 60kg/m 본선, 코레일은 일반철도 기준

일본철도 기준은 직마모에 대한 기준값은 

없으며, 본선과 측선으로 구분하여 편마모에 

대한 기준값과 목표값을 60kg/m에서 15mm와 

13mm로 제시하고 있다.

2.2.3 직마모와 측마모 영향

직마모는 두부상면 중앙부에서 측정하므로 

캔트량에 영향을 미치고, 측마모는 두부 측

면의 반경 R=13mm 접선에 직각 방향으로 측

정하므로 편마모 14mm이하에서는 편마모량

(S)과 수평마모량(H)이 유사하며,    편마모 

14mm초과 구간의 수평마모량(H)는 산식을 이

용하여 √2×(S-14)+14 슬랙에 반영하였다.

(예, S=15㎜→H=15.4㎜) 

  

(a) 레일마모 측정부위     (b) 직마모 13mm

   

(c) 레일마모 측정          (d) 직마모 13mm

Fig. 2 직마모와 측마모 영향

2.3. 레일마모시 건축한계 검토

2.3.1 본선 구조물 내공치수

구축한계는 건축한계 외부에 신호기, 전차

선, 전선, 조명,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공간

으로 직선부의 구축한계는 건축한계로 부터 

300mm이상, 중앙기둥이 있는 구간은 200mm이

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레일의 

직, 편마모에 따른 차량의 편기로 인한 건축

한계 침범 및 구조물 저촉 여부에 대한 구조

물의 내공치수를 검토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터널구간(BOX포함) 곡

선반경 R=200m의 구조물 내공치수를 살펴 보

면 레일마모시 추가로 직마모(13mm)시 차량

의 내측 편기량이 30mm, 직마모(13mm)와 편

마모(15mm) 동시 발생시 45mm 기울어지나 레

일마모에 따른 건축한계의 침범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 승강장 연단과 건축한계

Table 4에서와 같이 최소곡선 반경 R=400m 

의 경우 승강장연단과 궤도중심간의 이격거

리는 레일의 직마모(13mm)에서 차량의 내측 

편기량이 10mm, 직마모(13mm)와 편마모(15mm) 

가 동시 발생할 경우 25mm가 추가로 기울어

지나 레일마모에 따른 승강장 저촉우려는 없

으나, 도시철도 승강장연단과 차량한계 간격 

  

운영기관 코레일
서울

교통공사
부산

인천,대
구,대전

직마모 13 13 13 13

편마모 15 15 15 15

누적통과
톤수(억톤)

6 10~13 9 6



기준이 50mm이므로 승강장 연단 여유가 

25mm(50-25) 축소됨에 따라 캔트 재설정 및 

레일의 교환주기를 연장 할 경우 이를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3.3 전차선 높이 및 편위

곡선구간에서 레일마모에 따른 전차선의 높

이 및 판타그라프의 이탈우려를 검토한 결과 

높이의 변화는 10mm, 전차선의 편위는 45mm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차선의 높이는 지하부 4,250mm이상, 전차

선의 편위는 궤도중심으로 부터 좌우 각각 

250mm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곡선부 추가 레

일마모에 따른 전차선 높이 및 편위의 문제

점은 없다고 생각된다.

3. 결 론

곡선구간 건축한계는 직선구간 건축한계에 

곡선에 따른 확대량과 캔트 및 슬랙량에 따

른 편기량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운영

시 발생하는 레일의 직마모는 캔트에 영향을 

주어 차량 경사량을 증가시키고, 측마모는 

슬랙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

라 구축한계, 승강장 연단의 건축한계, 전차

선 편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이론적으로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거장 구간에서

는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 이격거리가 기준

보다 부족하게 되므로 유지관리시 현장여건

을 고려하여 캔트재설정 및 레일마모량 관리

를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차량의 동적거동, 차륜과 레일의 

마모와 각종 설비설치 등을 고려한 건축한계 

및 구축한계의 적정성을 검토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규칙”, “선로정비규정”
[2] 박용걸 외,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궤도

구조에 적합한 궤도구성품 교체기준 재산정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 한국철도학회

[3] 홍철기, 양신추, 김연태 “부족캔트량과 레일마

모의 상관관계 고찰” 한국철도학회 ‘01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4] 신길철, 양회성, 주봉규, 정성현 “속도상승에 

따른 캔트조정 사례 분석” 한국철도학회 ‘08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Table 3 지하복선 구조물 레일마모에 따른 내공치수표 

Table 4 레일마모에 따른 승강장 연단과 건축한계

구분

곡선
반경

속도 캔트
완화
곡선장

확폭량 슬랙
캔트에 의한
내측 편기

캔트에 의한
외측 편기

레일면에서
승강장까지높이

궤심에서 승강장
끝까지 거리

 R=  V=　 C = L = W= S=  Qcx  Qcy Qex Qey  Hc  He  Ec  Ee 
 m  km/h  mm  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주) 직선 120 0 0 0 0 0 0 0 0 1,135 1,135 1,650 1,650

① 400 74 30 18 60 6 22 21 23 51 1,114 1,186 1,738 1,687

② 400 74 30 18 60 6 32 30 34 73 1,105 1,208 1,748 1,676

③ 400 74 30 18 60 21.4 32 30 34 73 1,105 1,208 1,763 1,676

③-① 15.4 10 9 11 22 -9 22 25 -9

(주) : ① R=200m의 내공치수   ② R=200m+직마모(13mm)의 내공치수   ③ R=200m+직마모(13mm)+편마모(15mm)의 내공치수 

참고) 직마모의     ((Cant+직마모, V) / 1500),  편마모의 S=S(슬랙)+편마모의 수평마모량(H), 수평마모량 H=14(편마모량 ≤ 14), √2×(S-14)+14(편마모량 〉14)

구분

곡선
반경

속  도 캔  트
완화
곡선장

내측
확폭량

외측
확폭량

내측
편기

외측
편기

슬랙
높이의 
증량

내측
총증량

외측
총증량

A B A' B' E H
R (V) (C) L (W1) (W2) (qc) (qe) S hc

α=
W1+qc+S

β=
W2-qe

m km/h mm 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주) 직 선 80 0 0 0 0 0 0 0 0 0 0 2,100 2,200 2,200 2,100 4,300 5,350

① 200 52 160 96 120 120 381 131 11 159 512 0 2,620 2,200 2,720 2,100 4,820 5,510

② 200 52 160 96 120 120 411 143 11 170 542 0 2,650 2,200 2,750 2,100 4,850 5,520

③ 200 52 160 96 120 120 411 143 26.4 170 557 0 2,660 2,200 2,760 2,100 4,860 5,520

③-① - - - - - 30 12 15.4 11 45 - 40 - 40 - 4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