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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레일마모는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이며, 열차 주행안정성과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많은 공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철도의 

콘크리트 도상개량 구간에서의 레일마모 진전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1~4호선 B2S 구간 6개소(R400 2개소, R600 4개소)의 종합검측차 마모데이터를 토대로 원곡선내의 

마모량 및 마모성장률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  레일마모 ,  B 2 S ,  원곡선  종합검측차

1. 서 론

서울교통공사 1~4호선은 대부분 무분별하게 

구획된 서울 도심지를 통과하고 있고 도심지

내 터널공사의 제약과 짧은 역간거리로 인하

여 수많은 급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

한 급곡선 구간 에서는 레일마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레일교체주기의 단축, 유지

보수비용 및 노력이 증가된다. 도상개량의 

일환으로 새로 개발되어 부설되어있는 B2S궤

도에서의 곡선반경, 기울기에 따른 레일마모

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마모의 진전을 분

석하여 예측가능한 레일마모관리의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연구범위 및 대상구간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운행선상에서 

최대혼잡구간중 하나인인 사당-낙성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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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R400과 R600 등 총 6개소의 

B2S도상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신뢰성있는 레일마모의 데이터화를 

위하여 분기별 1번씩 측정되어지는 종합검측차의 

마모데이터(4차)를 분석하였다.

구간 선 곡
선 레일

레일

부설
캔
트

비
고

1 일원-수서 상 397 열처리 ‘09 119

2 일원-수서 하 402 보통 ‘07 130

3 서초-방배 외 400 열처리 ‘05 110

4 서초-방배 내 400 열처리 ‘07 110

5 사당-낙성 외 600 보통 ‘09 80

6 사당-낙성 내 600 보통 ‘05 80

2.2 측정결과 및 분석

2.2.1. 레일종별 레일마모 증가율 

서울교통공사 3호선 일원-수서구간은 열처리레일 

(2009년 부설, 상선)과 일반레일(2007년 부설, 

하선)으로 분기마다 측정된 마모테이터 

분석결과 분기 마모 증가율이 열처리레일은 

0.1로 균등하게 증가하는 반면, 일반레일은 

마모 진전률이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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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g .  1  상하선  원곡선내  레일마모량

2.2.1. 기울기 정도에 따른 레일마모

서초-방배구간은 부설캔트가 110으로 운전속도에 

따른 균형캔트(95~105)보다 크며 내선이 레일의 

부설기간은 짧지만 캔트의 차, 기울기(내림)의 

차이로 마모량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F i g .  2 .  마모량  비교

2.2.3 B2S궤도상 곡선에 따른 마모 비교

일원-수서(R402)와 사당-낙성대 (R600)비교결과 

평균마모량의 차이가 큰데 사당-낙성대구간의 

기울기는 내림기울기이고, 캔트차가 크다. 

그리고 승객들에 의한 자중 및 제동횟수와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진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곡선부 콘크리트(B2S) 

궤도에서 레일 측마모의 진전상태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마모인자가 같은 두 개의 구간에서 

열처리레일의 마모증가율이 일반레일보다 

확연하게 천천히 증가함을 알수있다

2) B2S도상 부설시 부설캔트와 균형캔트의 

차이로 마모량의 크기에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적정캔트량을 유지해야 한다.

3) 기울기, 차량하중도 큰영향을 미친다.

 

후 기

균형캔트의 값이 크면 레일 마모량이 

커지는 것을 알수있지만 기울기, 기관사의 

습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마모인자의 몇몇 요소로 

원인을 분석하였지만 추후에 다수의 조건에 

의한 데이터 계측으로 마모인자를 검토하여 

마모관리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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