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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Nowadays in Republic of Korea, whole amount of the thermite welding powder for rail joinning is 
dependent on import. However the demand of the thermite welding powder would be enlarge because 
some constructing high-speed train and city metro projects are currently in progress. In addition this is the 
main reason why we should develop the thermite welding powder, domestic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utilizing the recyclable materials like Al powders from cans and iron oxide scales from wire rods as the 
main components of the thermite welding powder. By minimizing Al content in weld zone by controlling 
the mixing ratio of the Al powder in the thermite welding powder, the excessive dissolution of the Si and 
Mn components came from the Al powders could be controled. The tensile strength of welding zone in 
welded rail was 740 MPa, with that the developed thermite welding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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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레일은 열차바퀴가 탈선하지 않도록 안내 하면

서 열차 무게를 침목과 도상에 고르게 분포 시키는 한

편, 전기 신호를 열차에 전달하는 통신기능도 수행하는

등 철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레일의 길이는 운행 안전, 승차감,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길면 길수록 좋으나, 제작․운반․시공

및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통 25m 길

이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용되고 있다1-3). 현재 국내

에서는 이송 가능한 길이까지는 플래쉬 버트 용접으로

일차적으로 레일을 접합시키며 그 이상의 이음 부는 현

장에서 테르밋 공정으로 접합시키고 있다4). 이때 사용

되는 테르밋 분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량은 250Ton (3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국

산화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현재 레일 연결용 테

르밋 분말을 생산하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등 세계적

으로 많지 않으나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제조기술에 대

한 노하우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기술도입 시에도

막대한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국내의 철도를 부설

하는 시공사의 영세한 규모로는 기술의 도입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고속전철 및 대도

시의 지하철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철도레일 이

음용 테르밋 분말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국산화 대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기 술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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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Fe Cu Mn Mg Cr Zn Al

0.18 0.35 0.17 0.77 2.12 0.04 0.11 Bal.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ferro Mn

powder(Wt.%)

C Si Mn P S Fe

6.10 0.36 75.73 0.16 0.003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recycled Al

powder(Wt.%)

Table 3 The composition ratio of iron oxide, Al and high

carbon Fe-Mn in thermite powders.(Wt.%)

Iron Oxide Powder +

High Carbon

Ferro-Mn Powder

Recycled

Aluminium

Powder

TW1 81 19

TW2 82 18

TW3 83 17

Fig. 1 Mold modeling for thermite reaction

테르밋용접은 산화철이 Al과의 반응에 의해 환원되면

발열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 용융상태가 되어 레일과

의 접합이 이루어지는 용접법이다. 화학반응은 다음 식

에 따라 진행된다
5,6)
.

  

  

  

본 논문에서는 용접심선(SWRY-11) 제조 시 부산물

로 발생되는 선재 산화스케일과 폐 알루미늄 캔으로부

터 제조된 Al 분말 등을 사용하여 테르밋 분말로의 적

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 하

기 위해서 상용 레일의 테르밋 용접에 적용하였으며,

이때 비교재로는 외국 R사 테르밋 분말 재품을 동일한

조건에서 테르밋 용접 후 용접부의 미세조직 및 물성

등을 함께 비교 평가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테르밋 분말 구성재로는 용접심선

(SWRY-11) 제조 시 부산물로 발생되는 선재 산화스

케일과 폐 알루미늄캔으로부터 제조된 Al 분말(표 1

참조), 그리고 페로망간 분말(표 2 참조)을 사용하였

다. 테르밋 반응실험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30×100×155(mm
3
) 크기의 CO2 경화 사형 몰드 내에

서 실시하였다. 테르밋 반응에 사용된 테르밋 분말의

구성비는 표 3과 같으며, Al 분말의 비를 달리한 3종

의 테르밋 분말을 제조하였다.

3종의 테르밋 분말을 각각 사형 몰드 내에서 테르밋

반응을 실시하였다. 이때 반응에 의해 생성된 슬라그와

용융금속 중에서 슬라그는 제거하고 남은 용융금속이

응고된 금속 부분을 채취하여 스펙트로미터기를 사용하

여 화학성분을 분석하였으며, 록크웰 경도기를 이용한

경도 측정 그리고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을 이

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실험실에서 개발된 테르밋 분말을 상용화 가능성 평

가를 위해서 그간 레일을 전문으로 10년 이상 시행해

온 S사의 용접팀과 함께 60kg/m급 상용레일 테르밋

용접 접합에 적용시험하였다. 이때 60kg/m급 상용레

일의 테르밋 용접 접합 적용시험에는 성능 비교를 위해

서 외국 R사 테르밋 분말 제품 또한 사용하였으며, 동

일한 상용 몰드와 작업방법으로 테르밋 용접을 실시한

후 용접부의 성분분석, 경도시험 및 인장시험, 그리고

미세조직 및 퍼얼라이트상의 콜로니 크기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3. 실험결과

3.1 테르밋 반응에 의한 금속 생성물의 평가

표 4는 3종의 테르밋 분말(표 3 참조)을 사용하여

테르밋 반응에 의해 생성된 금속 생성물의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4로부터 TW1에서부터 TW3로

갈 수록 C 성분은 0.74~0.75 범위로 일정하나 Al,

Si, Mn 성분들의 함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표 5는 용강 중에서 Al, Si, Mn 원소가 O와의 상호

작용계수값을 나타낸 것이다7). 각 원소들의 산소와의

친화력은 상호작용계수값의 음의 값이 클수록 세기 때

문에 각 원소들의 산화력(산소와의 친화력)은 상호작용

계수값을 비교해 봄으로서 Al>Si>Mn 순서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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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Al Si Mn

eoi -1.1 -0.14 0

Table 5 Interaction factor of each elements between

Oxide, during Fe reduction process

있다.

구분 C Si Mn P S Cr Al Fe

KS R9110 0.72-0.82 0.1-0.55 0.7-1.1 0.03 0.02 0.2 - Bal.

TW1 0.74 1.19 1.99 0.04 0.006 0.04 0.22 Bal.

TW2 0.75 0.48 1.0 0.04 0.006 0.03 0.17 Bal.

TW3 0.75 0.08 0.35 0.04 0.006 0.02 0.07 Bal.

Table 4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metal products(TW1~TW3) from the thermite reaction with different

ratio of iron oxide, Al and high carbon Fe-Mn in thermite powders and the Korea Standard of

head hardened rail material(KS R9110)(Wt.%)

실험에 사용된 테르밋 분말 중에서 산소 친화력이 가장

높은 원소인 Al이 테르밋 반응 중에 우선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Si, Mn 순으로 산화철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Al2O3, SiO2, MnO2)를 형성하여

슬래그로 배출된다. 이때 산화철에 존재하는 산소와의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잉여 Al이 존재한다면 이는 최종

금속 생성물 내에 고용되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거동은

산소 친화력이 Al 보다는 작으나 Fe 보다는 큰 Si과

Mn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테르밋 분말 중에서 TW3의 경우는

TW1에 비해서 Al 분말의 구성비가 17wt.%로 가장

낮았다. TW3 테르밋 분말로 부터 테르밋 반응에 의

해 생성된 금속 생성물의 성분 중 Al의 함유량은

0.06wt.%, Si의 함유량은 0.08%로서 매우 낮은 수

치를 보였다. 이는 테르밋 분말 구성 원소 중의 하나인

Al 분말 중의 Al 성분은 거의 대부분이 산화철의 산소

성분과 반응하여 슬라그로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Al 성분이 산소와의 반응으로 거의 대부분이 소진된 상

황에서는 Al 분말 중에 불순물 성분으로 존재하던 Si 성

분 또한 산소와의 반응에 대부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산화물로 제거됨에 따라 용융 금속(Fe) 속으로 고용된

양은 0.08wt.%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Mn 성분은 Si 성분 보다도 산소와의 친화

력이 낮기 때문에 일부는 산소와의 반응으로 제거되었지

만 Al과 Si 성분 보다는 많은 양이 산소와 반응에 참여

하지 못하고 용융금속(Fe)에 고용(0.35wt.%Mn)되었다.

한편 실험에 사용된 테르밋 분말 중에서 Al 분말 구

성비가 19wt.%로 가장 높은 TW1의 경우에는 테르밋

반응으로 생성된 금속 생성물의 성분 중 Al의 함유량은

0.22wt.%, Si은 1.19wt.%, Mn은 1.99wt.%로 나타났다.

금속 생성물 중에 Al 성분이 0.22wt.%로 잔존한다는 것

은 테르밋 반응 중에 산화철의 산소 성분을 전부 제거

한 후 남은 잉여 Al 성분이 용융 금속(Fe) 속으로 고용

되었음을 의미한다. 테르밋 반응 중에 미반응 Al 성분

이 존재할 때는 미반응 Al 성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

던 TW3 상황 때와는 달리, Al성분 보다 산소와의 반응

성이 열악한 Si과 Mn 성분 원소들이 산소와의 반응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반응에 참여 못한 보다 많

은 양의 Si과 Mn 성분이 용융금속 중으로 고용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산소와의 반응성이 제일 열악한 Mn 성분이

1.99wt.%로 제일 많은 양이, 그 다음으로 Si 성분이

1.19wt.%로 용융금속으로 고용되었다.

그리고 표 4에서 TW2의 화학조성이 철도레일 화학

조성 규격(KS R 91108))에 가장 근접하는 수치를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는 TW1~3 시편을 광학현미경으로 살펴 본

미세조직을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조직은 통상 상용 테

르밋 용접접합부 조직에서 나타나는 퍼얼라이트 상으로

구성되었으며(그림 3 참조), 퍼얼라이트상의 콜로니 크

기는 68~72㎛ 범위의 값을 가졌다.

그림 4는 구성비가 다른 3종의 테르밋 분말로부터

테르밋 반응을 통해 생성된 3종의 금속 생성물(시편)의

경도값을 나타낸 것이다. TW1에서부터 TW3으로 갈수

록 경도값이 Hv 340에서 Hv 260까지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다. K.Han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0.76~

0.95wt.% 탄소강에서 Si 성분이 0.1wt.%에서 1.2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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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 1

TW 2

TW 3

Fig. 2 Optical microstructure of the metal products

(TW1~3) from the thermite reaction

Fig. 3 SEM micrograph the metal roduct(TW2) from the

thermit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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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hardness of the metal products (TW1~ TW3)

from the thermite reaction with different ratio of

iron oxide, Al and high carbon Fe-Mn in

thermite powders

로 증가함에 퍼얼라이트상의 경도값은 Hv 20~60 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퍼얼라이트상을 구성하는 상 중의

하나인 페라이트상에 Si이 고용되어 고용강화를 일으켰

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9,10)
. 본 실험에 사용된 TW1

과 TW3의 경우 Si 함유량이 0.08wt.%와 1.19wt.%Si

로 K.Han
10)
등의 사용 시험재의 Si함유량 변화값과 유

사하나 경도값의 차이가 Hv 7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TW1의 경우 Si 원소 이외에 Mn(1.99wt.%)과

Al(0.22wt.%) 성분이 추가적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3.2 테르밋 분말의 상용 레일 적용 시험

TW2 기준의 테르밋 분말과 비교재로는 외국 R사 상

용 테르밋 분말을 동일한 테르밋 용접접합 조건하에서

상용 철도레일재(Head hardened rail, KS R9110)

에 적용한 후 용접부의 단면사진(그림 5 참조), 미세조

직(그림 6 참조), 그리고 인장강도값(그림 7 참조)을

함께 비교 평가 하였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TW2재 및 R재

모두 테르밋 용접부는 기공이 없는 건전한 용접 단면

조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6으로부터 미세기공

또한 존재하지 않는 퍼얼라이트상으로 구성되었으며,

퍼얼라이트상의 콜로니 크기는 TW2재의 경우 130㎛,

R재는 134㎛로 비슷한 크기임을 알 수 있었다. 앞 절

에서 TW1~3재의 실험실 시편(30x30x100)의 경우는

콜로니 크기가 모두 68~72㎛ 범위인데 반해서, 상용

레일 용접부의 경우에는 130㎛로 보다 조대한 콜로니

를 가졌다. 이는 상용 레일의 크기가 실험실 시편 크기

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크기였기 때문에 테르밋 반응

후 용융금속의 응고 및 냉각 시 냉각 속도가 보다 느리

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7은 TW2 기준의 테르밋 분말과 비교재로는 외

국 R사 상용 테르밋 분말을 동일한 테르밋 용접 조건

에서 상용 철도레일재(Head hardened rail, KS

R9110)에 적용한 후 용접부의 인장강도값을 나타낸

것이다. 인장 시험에 사용된 인장시험편은 용접부가 평

형 neck부 중간에 위치하게 하였다. 인장강도값은

TW2재의 경우에는 740MPa, R재의 경우는 75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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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W 2

Fig. 5 Cross sectional face of the welded zone gained by

TW2 and R therm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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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icrostructure and colony size of the weld zone,

welded by TW 2 therm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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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nsile strength of the thermite welded zone with

TW2 and R therm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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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acture site of TW2 and R after tensile test

로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인장 파단은 TW2재

및 R재를 사용한 인장시편 모두 공히 테르밋 용접부에

서 파단이 발생하였다(그림 8 참조).

TW2재 및 R재로부터 제조된 철도레일 테르밋 용접부

의 인장강도값(740~750MPa)은 통상 알려진 상용 철

도레일 테르밋 용접부의 인장강도값(695~794MPa)
11)

범위 내의 값임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현재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철도레일 이음용

테르밋 분말의 개발을 위해서 폐산화철 및 재활용 Al

분말을 원료로한 본 연구의 실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폐산화철, 재활용 Al 분말, 그리고 페로망간의 조

합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테르밋 용접부의 화학조성을

철도레일의 KS규격 성분에 맞출 수 가 있었다.

2) 자체 개발된 테르밋 분말은 상용 철도레일 접합에

적용한 결과 인장특성에서 수입제품과 유사한 특성의

740MPa의 인장강도를 획득할 수 있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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