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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일 및 궤도구성품의 갑작스런 피로파단을 예방하고 열차의 선로주행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누

적통과톤수와 마모, 균열 등 피로, 손상에 의한 궤도구성품의 교환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철도운영기관의 궤도조건

을 고려한 궤도성능 및 궤도구성품의 피로수명에 대해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하다. 차륜이 레일용접부를 연속적으로 통과

하면서 비정상적인 충격하중 및 용접부의 물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레일표면에 요철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레일표면요철의

성장은 동적윤중을 증가시켜 레일 저부의 휨응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레일의 피로수명을 크게 단축시킨다.

또한 궤도지지강성은 열차하중에 대한 궤도구조의 지지성능을 나타내는 궤도성능 및 품질평가의 지표이며 궤도지지강성에 따

라 피로수명이 변화한다. 고속화, 고밀화 철도운영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콘크리트궤도의 사용 등 새로운 철도환경의

적용과 운행속도의 증가, 궤도지지강성의 변화 등에 따른 궤도성능 및 레일 피로수명 예측을 통해 주행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궤도(STEDEF)의 레일표면요철, 궤도지지강성, 열차속도에 따른 레일휨응력을 분석하여 예

측식을 구하고, 이 식을 이용하여 사용레일에 대한 실내 피로시험을 통해 S-N선도를 도출하며, 또한 레일의 피로수명을 산정

하였다.

Abstract Rail is the main track component, playing the most important role in safe railways. For the sake of safety,

it is strictly required to secure reliability against fatigue and destruction of rail. In this paper, by field measurement on

concrete track, it is confirmed that the rail surface roughness and rail bending stress are linear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the bending stress of rail can be presented as a function of train speed, track support stiffness, and rail surface

roughness. The fatigue life of rail can be estimated by deriving the S-N curve through the fatigue test.

Keywords : Rail fatigue life, Rail bending stress, Track support stiffness, Rail surface roughness

초 록 철도는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차의 주행안정성과 탈선방지 등 절대적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일은 여객을 안전하게 수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궤

도의 구성품이며, 안전을 위하여 레일의 피로, 파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콘크

리트 궤도(STEDEF)의 현장측정을 통해 레일표면요철과 레일휨응력이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레

일표면요철, 궤도지지강성, 열차속도에 따른 레일의 휨응력예측식을 제시하였고, 실내 피로시험을 통해 S-N선도를 도

출하여 레일 피로수명을 산정하였다. 

주요어 : 레일피로수명, 레일휨응력예측식, 궤도지지강성, 레일표면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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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로수명 평가이론

2.1 Miner의 선형피로손상이론

Miner가 제창한 선형피로손상 법칙에 따르면 피로손상은 선형으로 누적된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하중 반복횟수 ni에 의해 야

기된 손상은 같은 응력 범위에서 구조부재를 파괴시키는데 필요한 전체 하중반복횟수 Ni에 대한 ni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

즉, Fig. 1에서와 같이 응력수준 σ1, σ2, σ3의 피로수명을 N1, N2, N3라 하고 σ1인 응력수준이 n1회, σ2인 응력수준이 n2회 및

σ3인 응력수준이 n3회 반복되어 피로파괴가 일어났다면 이 경우의 파괴조건은 식(1)과 같다.

(1)

식(1)을 일반화하면 식(2)와 같이 된다.

 (2)

2.2 등가응력범위

등가응력범위의 개념은 변동응력과 같은 피로수명을 주는 일정응력 범위로서 Barsom과 Yamada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되

었다. Fig. 2와 같이 피로시험 데이터에 의한 S-N 곡선을 직선으로 가정하고, Miner-Palmgren 법칙을 이용하면 Fig. 3과 같은

등가응력분포로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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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ner’s rule.

Fig. 2. S-N Curve. Fig. 3. Equivalent stress range for stress frequency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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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동하중을 받고 있는 강구조부재의 피로특성인 응력범위 Sri와 피로수명 Ni의 관계는 식(3) 및 식(4)와 같다.

 (3)

 (4)

한편, 응력범위분포에 대한 손상비(Damage Ratio) Df는 식(5)와 같다.

 (5)

식(5)에 Fig. 3과 같은 등가응력범위 Sreq를 적용하면

 (6)

결과적으로 식(5)와 식(6)은 같은 손상정도를 나타내므로 이로부터 등가응력범위 Sreq는 식(8)과 같다.

 (7)

 (8)

여기서, m=2일 때 RMS(Root Mean Square)값이고 m=3일 때 RMC(Root Mean Cube) 값이다. 기존 연구결과 복잡한 실동

응력파를 받는 강구조부재의 피로거동해석을 위한 등가응력범위 산정에는 RMC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m=3을 적용하였다.

3. 현장측정

레일은 운행속도, 차체하중, 사행동 등에 의해 불규칙적인 반복하중을 받고 있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용조건에 대

한 측정이 필요하다. 또한, 레일 용접부는 용접부와 모재부사이의 열영향부에서 경도차이로 인한 요철이 발생하여 레일저부에

서 발생하는 휨응력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진패드가 적용된 도시철도 콘크리트궤도 장대레일의

휨 피로수명을 평가하기 위해 임의의 요철량에 따른 하중이력 및 변동응력을 측정하고자, 레일표면요철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

측정개소를 선정하였다.

3.1 레일표면요철량 측정

레일표면요철 측정은 Fig. 5와 같은 레일요철측정기(Railprof)를 이용하여 용접부를 중심으로 총 1m에 대한 요철량(요철길이

및 깊이(mm))을 측정하였다. 

3.2 궤도동적응답 측정

레일복부의 중립축에 윤중게이지를 부착하여 동적윤중을 측정하였고, 열차주행 시 발생하는 레일의 동적 수직변위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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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 of RAILPROF. Fig. 5. Measurement results of rail surface roughness(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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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측정구간을 통과하는 열차에 따른 동적응답을 측정하였으며, 레일에 작용한 동적윤중과 변위를 이용하여 측정 궤도지지

강성을 산출하였고, 레일표면요철 및 궤도지지강성 등에 따른 레일휨응력을 측정하였다.

3.3 궤도성능 분석

3.3.1 레일표면요철량-휨응력 분석

현장측정으로부터 열차속도, 레일표면요철에 따른 궤도동적응답(동적윤중, 레일휨응력)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

서 N.V for 1m는 측정구간 1m에 대해 중심선(0)을 기준으로 최하위점을 나타낸다.

Fig. 9, 10과 같이 요철형상에 관계없이 요철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적윤중 및 레일휨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 Measurement results of wheel load(sample). Fig. 7. Measurement results of rail displacement(sample).

Fig. 8. Measurement results of rail stress(sample).

Fig. 9. Relationship between rail surface roughness and dynamic 

wheel load.

Fig. 10. Relationship between rail surface roughness and rai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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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궤도지지강성 분석

콘크리트궤도(STEDEF)의 관련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레일패드 및 방진패드의 스프링계수를 구하고, 이를 측정궤도지지강성

과 비교함으로써 궤도지지강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상기로부터, 측정궤도지지강성이 설계 궤도지지강성을 약 10~53%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측정

개소에서 열차하중에 의한 충격이나 침목의 고정상태 불량 등으로 방진패드의 손상 및 열화가 발생하여 궤도지지강성에 변화

가 나타난 것으로, 이는 레일 휨응력 증가의 원인이 된다.

3.3.3 레일휨응력 예측식 도출

다중회귀분석 절차는 Fig. 11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에 적용한 입력데이터는 Table 2와 같다. 여기서 요철량 및 궤도지지강성은 현장측정을 통해 산정된 값이며, 열

차속도는 23~70km/h로 구간별 5대씩을 선정하여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요철량, 궤도지지강성 및 열차

Table 1. Comparison of calculated track support stiffness and measurement track support stiffness.

Calculated 

Track support stiffness

(kN/mm)

Measurement 

Track support stiffness

(kN/mm)

Ratio (%)

1

28.13

(Dynamic)

32.51 15.57

2 30.89 9.81

3 41.92 49.02

4 43.15 53.39

5 36.84 30.96

Fig. 1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ed rail bending stress.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put data.

No.
N.V. for 1m

(mm)

Track support stiffness 

(kN/mm)

Speed

(Km/h)
비고

1 0.38 33.08

23~70

(Train : 30ea)

Number of cases

668 ea

(Rail surface roughness ×

 Track support stiffness×Speed)

2 0.48 31.75

3 0.49 41.92

4 0.83 37.26

5 1.02 28.35

6 1.23 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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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서 발생한 레일휨응력을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도출하였고, 통계분석 전용프로그램인 SPSS 22.0을 통해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을 통해 산정한 매개변수에 따른 레일휨응력 예측식을 나타낸다.

Table 3의 다중회귀분석결과 결정계수가 0.85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위 식은 요철량, 궤도지지강성, 열차속

도와 레일휨응력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4. 실내시험

레일의 피로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로시험을 통해 파괴 시까지의 반복횟수와 응력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필수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콘크리트궤도(STEDEF)에서 사용한 레일에 대한 실물 휨피로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은 2,500kN 피로시험기(Saginomya, 일본)를 이용하고, 4점 휨피로시험방법을 적용하였다. 실물 레일시험편 길이는 지

점거리 1,300mm를 고려하여 1,500mm로 하였고, 용접부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제작하였다.

레일 피로시험의 하중조건은 인장반복하중시험으로 설정하였고, 온도응력 등 축응력은 전단면에 동일하게 작용시켜 피로강도

특성에서 평균응력으로써 고려하였다. 온도응력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 사계의 변화에 의해 변동하는 온도응력분포가 고려되는

데, 평균적인 효과를 고려해 1년 중 발생하는 인장응력 100MPa의 1/4을 고려하여 인장응력이 작용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레일

휨강도시험 시 최소응력 30MPa이 레일저부에 휨응력으로써 발생하도록 하중조건을 설정하였다.

도시철도 콘크리트궤도(STEDEF) 장대레일 표본 피로시험용 시험편 및 하중조건과 피로시험결과는 Table 4와 같다. 피로시

험을 위한 하중파형은 사인파(sine wave)로 일정한 응력이 반복되어 작용하도록 하였으며, 하중재하속도는 1~4Hz, 인장반복하

중(응력비 R>0)으로 하였다.

Table 3. Prediction equation for rail bending stress.

60kg/m rail on concrete track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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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 Rail surface roughness(mm), 

T : Track support stiffness(kN/mm), V : Speed(km/h)

 S : Rail stress(MPa)

R : 0.851, SD : 7.17, Data : 668

Table 4. Results of bending fatigue test for 60kg/m rail.

No. Rail
Stress range

(MPa)

Load range

(kN)
Hz

Accumulated 

passing tonnage

(100MGT)

Fracture cycles

(Cycle)
Remark

1

BM

450 (30~480) 41~663 1 5.4 112,225 Failure

2 450 (30~480) 41~663 2 2.8 101,959 Failure

3 350 (30~380) 41~525 2 4.6 361,339 Failure

4 300 (30~330) 41~456 2 4.7 227,133 Failure

5 200 (30~230) 41~318 4 4.6 2,000,000 Not Failure

6

TW

300 (30~330) 41~456 2 4.8 539,461 Failure

7 250 (30~280) 41~387 3 2.8 645,981 Failure

8 200 (30~230) 41~318 4 4.6 945,612 Failure

9 200 (30~230) 41~318 4 5.4 477,123 Failure

10

GPW

350 (30~380) 41~525 2 4.6 118,391 Failure

11 300 (30~330) 41~456 2 4.7 206,093 Failure

12 250 (30~280) 41~387 3 2.8 587,828 Failure

13 200 (30~230) 41~318 4 5.4 2,000,000 Not Failure

*BM : Base metal, TW : Thermit welding, GPW : Gas pressure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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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크리트궤도(STEDEF) 사용레일 피로수명 평가

5.1 사용레일 S-N선도 보정

서로 다른 누적통과톤수를 가진 시험편에 대한 S-N선도는 동일한 수준의 통과톤수에 대한 파단횟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 13과 같은 방법으로 피로시험결과를 보정하였다. Table 5는 S-N선도 보정 전 50% 파괴

확률에 대한 잔존수명 평가결과이며, Table 6은 보정된 파단횟수 산정결과를 나타낸다. 

5.2 사용레일 S-N선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콘크리트궤도(STEDEF)의 보정된 장기 사용레일 S-N선도에 대하여 파괴확률에 따른 S-N 선도식을

Fig. 13과 같이 도출하였고, Table 7에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콘크리트궤도(STEDEF)에서의 사용레일에 대한 피로수명을 파괴확률 0.01%~50%에 대한 평가 결과, 파괴확률 1%에 대한 피

로수명은 약 9.4억톤으로 분석되었고, 파괴확률 0.1%에 대한 피로수명은 약 7.8억톤, 파괴확률 0.01%에 대한 피로수명은 7.0억

톤으로 분석되었다.

Fig. 12. Flow chart for estimating S-N curve based on averaged accumulated tonnage.

Table 5. Results of estimated remaining life for revision of S-N curve (at 50% fracture probability).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or stress
S-N Curve

Remaining

life

(100MGT)

RemarkAverage(m)

(MPa)

Standard

deviation

Stress range(s)

(MPa)

TW 68.91 7.17 40~98 2.660E-01 5.131E+08 4.507E+07 3.83

GPW 68.91 7.17 40~98 2.660E-01 8.770E+08 7.660E+07 6.51

BM 68.91 7.17 40~98 2.660E-01 1.232E+09 1.087E+08 9.24

*BM : Base metal, TW : Thermit welding, GPW : Gas pressure welding

 ∑ N s( )

 ∑
1

f s( )
N s( )
----------

-----------

 ∑ f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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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fracture cycles based on averaged accumulated tonnage.

No.

Stress

range

(MPa)

Accumulated

passing tonnage

(ti)(100MGT)

Averaged 

accumulated

passing tonnage

(100MGT)

Fracture cycles

(Nt)

(cycles)

Modified fracture 

cycles

( )

(cycles)

Remark

BM

#1 450 5.4

4.42

1.106061 112,225 124,128 Failure

#2 450 2.8 0.824675 101,959 84,083 Failure

#3 350 4.6 1.019481 361,339 368,378 Failure

#4 300 4.7 1.030303 227,133 234,016 Failure

#5 200 4.6 - - - Not Failure

TW

#6 300 4.8

4.40

1.104439 539,461 595,802 Failure

#7 250 2.8 0.582245 645,981 376,119 Failure

#8 200 4.6 1.052219 945,612 994,991 Failure

#9 200 5.4 1.261097 477,123 601,698 Failure

GPW

#10 350 4.6

4.38

1.033794 118,391 122,392 Failure

#11 300 4.7 1.049155 206,093 216,224 Failure

#12 250 2.8 0.757296 587,828 445,160 Failure

#13 200 5.4 - - - Not Failure

*BM : Base metal, TW : Thermit welding, GPW : Gas pressure welding

t i( )

1 + 
ti t i–

Ri

----------
Nt

*

Fig. 13. S-N curve for specimens according to fracture probability (Haibach's rule).

Table 7. S-N curve and fatigue limit for specimens according to the fracture probability (60kg/m rail).

Modified Miner’s rule

(over fatigue limit)

Haibach's rule

(under fatigue limit)

Fatigue limit

(MPa)

50% S=1329.68-183.96LogN S=750.12-91.98LogN 170.57

1% S=1284.53-183.96LogN S=704.97-91.98LogN 125.41

0.1% S=1269.99-183.96LogN S=690.43-91.98LogN 110.88

0.01% S=1259.91-183.96LogN S=680.35-91.98LogN 100.80

Table 8. Results of estimated service life of STEDEF track (non-consideration of rail grinding).

 50% 1% 0.1% 0.01%

60kg/m rail
Fatigue life

(100MGT)
19.6 9.4 7.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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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1) 본 연구에서는 레일표면요철 및 궤도지지강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궤도(STEDEF)에 대해서 레일표면요철, 궤도

지지강성 및 열차속도에 따른 레일휨응력 예측식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실내 피로시험을 통해 S-N선도를 도

출하여 레일 피로수명을 산정하였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2) 레일표면요철량(N.V for 1m)에 따른 레일휨응력 비교·분석결과, 임의의 요철을 설정하여 궤도동적응답을 측정한 콘크리

트궤도의 경우 레일표면요철량이 클수록 또한 궤도지지강성 및 열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레일휨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휨응력 증가량의 표준편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콘크리트궤도(STEDEF) 장대레일의 표면요철, 궤도지지강성, 운행속도에 따른 레일 휨응력 예측식

(S= 17.63U + 0.98T + 0.211V + 11.461)을 도출하였으며, 레일의 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레일의 피로수명은 현저히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콘크리트궤도(STEDEF)에서의 레일에 대한 피로수명을 파괴확률에 따라 평가한 결과, 도시철도의 적정한 파괴확률 0.1%

에 대한 피로수명은 약 7.8억톤으로 자갈도상을 기준으로 현 60kg/m 레일에 대한 누적통과톤수에 의한 레일교체기준보다 약

1.8억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레일연마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연마고려 시 현 60kg/m 레일 교환기준과의 차이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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