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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tigue crack in most rails take place by rolling contact between wheel and rail in railway industry. Therefore,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rolling contact phenomena, especially for the three-dimensional situation. In this paper 
the steady-state rolling contact problem of KTX wheel and rail (UIC60) has been studied with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The variation of contact pressure and contact stresses on rolling contact surface were 
obtained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 three-dimensional distribution of contact stresses on the contact 
surface are investigated. Results show that the distribution of shear stress and contact stress (von Mises) on the 
contact surface varies rapidly as a result of the variation of stick-slip region. The contact stress at the leading edge 
is greater than at the trailing edge because of stick and slip phenomena.

1. 서론

차륜-레일 손상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 중  차륜-레일 상호작용에 의한 접촉응력의 평가는 마모, 점
착, 접촉피로 손상 등 많은 현상들을 연구해야 하는 철도차량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
이다1. 기존의 접촉이론들은 선형-탄성 재질이고 반무한체(half-space)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지
만, 레일 게이지 코너부위에 접촉이 일어나고 소성변형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구름접촉 해석이 수
행되고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용 차륜과 레일이 구름접촉 할 때 슬립율 변화에 따른 접촉응력의 변화를 3차
원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였다. 해석시간을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해석 모델을 구축하였고, 
구름접촉을 해석할 수 있도록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고속철도용 차륜과 레일이 직선구간을 운행할 때 
의 접촉조건인 차륜-레일 중앙에서 접촉할 때를 기준으로 하였고, 슬립율에 따른 접촉응력의 변화를 해
석하였다. 구름접촉이 발생하기 전인 정적 접촉상태와 구름접촉이 일어난 후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의 
접촉응력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차륜-레일 구름접촉 해석은 상용 유한요소프로그램인 ABAQUS4를 이용하였다. 해석대상은 차륜직경 
920 mm의 KTX 동력차의 차륜과 UIC60 레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차륜 답면의 구배는 1/40, 레일의 
구배는 1/20을 적용하였고, 차륜의 내측간의 거리는 1,355 mm, 궤간은 1,435 mm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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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차륜-레일 3차원 유한요소해석에는 8절점 육면체 요소(8 node brick element)를 많이 사
용하고 있다. 이 요소는 차륜-레일 접촉의 비선형 문제에 해석 효율과 수렴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요소면이 직선이기 때문에 차륜의 회전방향 곡선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많은 메쉬(mesh)의 분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석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차륜-레일 접촉영역은 육면체 요소를 사용하였고, 그 이
외 영역은 차륜의 회전방향으로 원통형 요소(CCL12)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차륜의 모델링은 먼저 
2차원 축대칭 모델을 만들고 symmetric model generation 방법을 사용하여 2차원 모델을 회전시켜 3
차원 모델을 구축하였다. 해석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차륜과 레일이 접촉하는 영역은 폭 방향 
및 회전방향으로 최소 요소크기가 1 mm 가 되도록 조밀하게 분할하였고, 그 이외의 영역은 듬성하게 
분할하였다. 레일은 3차원 육면체 요소(C3D8)로 모델링 하였으며 레일의 길이는 침목간의 거리를 고려
하였다. 레일의 차륜 접촉면은 최소요소크기가 폭 방향 및 길이 방향으로 1 mm 가 되도록 분할하였고, 
접촉영역이외 부분은 듬성하게 분할하였다. 레일의 절점 및 요소수를 줄이기 위하여 접촉영역 이외 부
분은 접촉영역 부분과 Tie 접촉을 사용하여 제한조건이 동일하도록 하였다.  

차륜 답면의 접촉영역을 master 접촉 요소로 하고, 레일의 접촉면을 slave 접촉요소로 하여 가능한 
접촉영역을 접촉쌍(contact pair)으로 지정하였다. 차륜 및 레일의 탄성계수는 207GPa, 포아송 비
(Poisson's ratio)는 0.3을 적용하였다. 차륜 및 레일 접촉면의 마찰계수는 0.3를 적용하였다. 

하중조건은 수직력 85kN을 기준으로 하였고, 차륜 중심축에 수직하중을 부가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차
륜의 회전 방지를 위해 차륜 압입부에 MPC 조건을 사용하였다. 구름접촉 해석은 차륜의 중심축과 레일
의 양 끝단에 속도(VELOCITY) 경계조건을 적용하였고, 차륜과 레일의 슬립율 변화는 차륜-레일 속도
차이를 이용하였다. 차륜-레일의 슬립율이 작을 경우(0.2%)와 슬립율이 클 경우(0.5%)를 해석하여 접
촉면에 발생하는 접촉응력을 비교하였다. 그림 1은 완성된 차륜 및 레일의 유한요소 해석모델이며, 차륜
-레일 접촉영역의 조밀한 요소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차륜-레일 구름접촉해석 F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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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결과 및 검토

차륜과 레일이 정지상태에서 구름운동을 할 경우 접촉면의 접촉응력은 정지상태와 다른 분포를 나타
낸다. 그림 2 는 슬립율 0.2%일 때 정지상태와 구름운동을 하여 정상상태(steady state)가 되었을 경우 
레일 접촉면의 접촉압력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접촉압력의 분포는 정지상태와 구름운동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고 Hertz 이론과 같이 접촉 중심이 가장 큰 타원형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
단응력은 그림 3과 같이 정지상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구름운동 상태가 되었을 경우 구름방향
에 비대칭으로 분포한다. 구름운동시 전단응력 분포는 구름접촉 영역의 전부(leading edge)에서 작고 
후부(trailing edge)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 결과는 구름접촉이 발생할 경우 접촉영역의 전부에서는 점
착(stick)현상이 발생하고, 후부에서 미끄럼(slip)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단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영역은 점착 영역과 미끄럼 영역의 경계면이다. 구름접촉 시 접촉응력(von Mises stress)의 분포는 그
림 4 와 같이  정지상태에서는 접촉영역이 거의 고른 접촉응력이 발생하지만, 구름운동 상태에서는 전
단응력의 분포와 비슷하게 접촉영역의 후부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a) 정지 상태 (b) 구름운동 상태(→진행방향)
그림 2. 슬립율 0.2% 일 때 접촉압력의 비교

(a) 정지 상태 (b) 구름운동 상태(→진행방향)
그림 3. 슬립율 0.2% 일 때 전단응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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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지 상태

(a) 정지 상태 (b) 구름운동 상태(→진행방향)
그림 4. 슬립율 0.2% 일 때 접촉응력(von Mises)의 비교

슬립율이 0.5% 일 때 접촉압력 분포는 슬립율이 작을 때와 동일하게 정지 상태와 구름운동 상태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접촉압력은 수직하중에 영향을 받으므로 구름운동이 발생하더라도 수직하중의 변
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림 5 는 슬립율이 0.5% 일 때 정지상태 및 과도상태(transient state), 정상상태의 전단응력을 비교
한 그림이다. 정지상태에서는 접선방향 하중이 없고 수직하중만 작용하므로 접촉면에는 전단응력이 거
의 작용하지 않지만, 구름운동을 할 경우 접선방향 하중이 점점 증가하여 전단응력이 커지게 된다. 그림 
5(b)와 같이 구름운동을 시작하여 과도상태가 되었을 때 전단응력의 분포는 슬립율 0.2% 의 정상상태
와 비슷하게 구름접촉 영역의 전부에서 작고 후부에서 크게 나타낸다. 그림 5(c)와 같이 구름운동을 하
여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전단응력의 분포는 접촉압력의 분포와 같이 접촉 중심이 가장 큰 타원형의 분
포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름운동을 하게 되면 접선방향 하중이 증가하면서 전단응력이 점착
과 슬립영역의 경계 부근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과도상태), 접선방향 하중이 일정 한도 이상이 되면 접
촉영역 전체가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KTX 차륜과 레일은 슬립율 0.5%에서 
접촉영역 전체가 슬립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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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지 상태

(b) 과도(transient) 상태 (c) 구름운동 상태
그림 5. 슬립율 0.5% 일 때 전단응력의 비교

그림 6은 슬립율이 0.5% 일 때 정지상태 및 정상상태의 접촉응력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6(a)와 
같이 정지상태의 접촉응력은 접촉표면 아래 부분에서 최댓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구름접촉이 발생하여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접촉응력의 최댓값은 접촉표면에서 발생한다5. 이와 같은 현상은 슬립율이 작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레일 표면에서 발생하는 손상은 차륜-레일 구름운동에 의한 접촉
응력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접촉면의 피로손상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슬립율을 고려
한 구름접촉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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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름운동 상태

그림 5. 슬립율 0.5% 일 때 접촉응력(von Mises)의 비교

4. 결론

KTX 고속철도 차륜과 레일이 구름 접촉할 때 슬립율에 따른 접촉압력 및 접촉응력 등을 해석하기 위
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고, 정지상태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고속철도 차륜과 레일이 구
름접촉 할 경우 접촉압력은  Hertz 이론과 같이 타원형의 분포를 나타내고, 정지 상태와 구름운동 상태
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낸다. 전체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 슬립율에서의 전단응력 분포는 접촉영
역의 전부에는 점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아지고, 후부에는 미끄럼이 발생하기 때문에 커지게 된다. 
전체 미끄럼이 발생하는 슬립율에서의 전단응력은 접촉 중심에서 가장 큰 타원형의 분포를 나타낸다. 
접촉응력은 슬립율에 따른 전단응력의 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정지상태의 접촉응력은 접촉표
면 아래 부분에서 최댓값을 나타내는 반면, 구름접촉이 발생하여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접촉응력의 최
댓값은 접촉표면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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