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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는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차의 주행안정성과 탈선방지 등 절대적인 승객

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일은 여객을 안전하게 수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궤도의 구성품이며, 안전을 위하여 레일의 피로, 파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궤도의 현장측정을 통해 레일표면

요철과 레일휨응력이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레일표면요철, 궤도지지강성, 열

차속도에 따른 레일휨응력을 제시하였고, 실내 피로시험을 통해 S-N선도를 도출하여 레일 피로수

명을 산정하였다.

주요어 : 레일피로수명, 레일휨응력, 궤도지지강성, 요철

1. 서 론

레일 및 궤도구성품의 갑작스런 피로파단을 

예방하고 열차의 선로주행안전에 대한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누적통과

톤수와 마모, 균열 등에 의한 궤도구성품의 

교환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궤도성능 및 

궤도구성품의 피로수명에 대해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하다. 레일용접부는 용접부와 

모재부사이의 열영향부에서 경도차이로 인한 

요철이 발생하며, W/R 접촉 등에 의해 레일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여 레일저부의 휨응력

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궤도지지강성은 열차

하중에 대한 궤도구조의 지지성능을 나타내

는 궤도성능 및 품질평가의 지표이며 궤도지

지강성에 따라 피로수명이 변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레일표면요철, 궤도지지강성, 

열차속도에 따른 레일휨응력을 분석하고, 또

한 사용레일에 대한 실내 피로시험을 통해 

S-N선도를 도출하여, 레일의 피로수명을 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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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현장측정

2.1.1 레일표면요철량 측정

요철량에 따른 동적윤중과 휨응력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일용접부에 대하

여 임의의 레일표면요철을 측정하였다.

2.1.2 궤도동적응답 측정

레일복부의 중립축에 윤중게이지를 부착하

여 동적윤중을 측정하였고, 열차주행 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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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레일표면요철 현장측정 결과(예)



생하는 레일의 동적 수직변위를 측정함으로

써 측정구간을 통과하는 열차에 따른 동적응

답을 측정하였으며, 레일에 작용한 동적윤중

과 변위를 이용하여 측정 궤도지지강성 산출

하였고, 레일표면요철에 따른 응력값을 분석

하기 위하여 레일저부응력을 측정하였다.

2.2 궤도성능 분석

2.2.1 레일표면요철량-휨응력 분석

현장측정으로 부터, 열차속도, 레일표면요

철에 따른 궤도동적응답(동적윤중, 레일휨응

력)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6 레일표면요철량과 레일휨응력의 상관관계

(예)

요철형상과 관계없이 요철량이 증가함에 따

라 동적윤중 및 레일휨응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2.2.2 궤도지지강성 분석

콘크리트궤도의 관련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레일패드 및 방진패드의 스프링계수를 구하

고, 이를 측정궤도지지강성과 비교함으로써 

궤도지지강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상기로부터, 측정궤도지지강성이 설계 궤도

지지강성을 약 10~53 % 크게 상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일부 측정개소에서 열차하중

구
분

이론(설계)
 궤도지지강성

(kN/mm)

측정
궤도지지강성

(kN/mm)

궤도지지강성
변화율 (%)

1

28.13
(동적)

32.51 15.57

2 30.89 9.81

3 41.92 49.02

4 43.15 53.39

5 36.84 30.96

Table 1 Case별 이론(설계치)/측정 궤도지지강성 비교

Fig. 5 레일표면요철량과 동적윤중의 상관관계(예)

Fig. 2 윤중 측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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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레일수직변위 측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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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레일저부응력 측정(예)



에 의한 충격이나, 침목의 고정상태 불량 등

으로 방진패드의 손상 및 열화가 발생하여 

궤도지지강성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이는 

레일의 휨응력 증가의 원인이 된다.

2.3 분석 및 고찰

2.3.1 레일휨응력 예측식 도출

 

중회귀분석에 적용한 입력데이터는 레일요

철량(V), 궤도지지강성(T), 열차속도(U)이며, 

요철량 및 궤도지지강성은 현장측정을 통해 

산정된 값이며, 열차속도는 23~70km/h로 구

간별 5대씩을 선정하여 차량/궤도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요철량, 궤도지

지강성 및 열차속도에서 발생한 레일휨응력

을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도출하였

고, 이에대한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산정한 매개변수에 따른 레일휨응력 예측식

을 나타낸다.

2.3.2 레일 피로수명 산정

 콘크리트궤도(STEDEF 궤도구조)에서의 레일에 

대한 피로수명을 파괴확률에 따라 평가한 결과, 

파괴확률 1%에 대한 피로수명은 9.4억톤으로 분

석되었고, 파괴확률 0.1%에 대한 피로수명은 약 

7.8억톤, 파괴확률 0.01%에 대한 피로수명은 

7.0억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결 론

1) 레일휨응력 예측을 통해 레일표면요철이 및 

궤도지지강성의 변화가 증가함에 따라. 또한 열

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적윤중과 레일휨응력

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2) 레일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레일의 피로수

명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3) 선로조건 및 파괴확률 적용에 따라 레일휨응

력과 피로한도가 달라진다.

본 논문은 레일연마를 고려하지 않은 조건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특성화대학원 지원사

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레일휨응력 예측식

 Y = 17.63V + 0.98T + 0.21U + 11.461

 V : 레일표면요철량(mm), T : 궤도지지강성(kN/mm), 

 U : 열차속도(km/h)      Y : 레일휨응력(MPa)

 결정계수 : 0.851 , 표준편차 : 7.17 , 데이터수 : 668

Table 2 중회귀분석을 통한 레일휨응력 

예측식 도출 결과

Fig. 3 파괴확률에 따른 도시철도 레일의 S-N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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