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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ckling characteristics of the continuous welded rail track(CWR) is uncertainly varied by many influence 
factors, such as rail temperature, operating conditions of a train and maintenance of the track etc. Therefore, 
applying the probabilistic approach method is essential to rationally consider uncertainty and randomness of the 
various parameters that affect the track buckling. In this study, the probabilistic approach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deterministic approach using the buckling probability evaluation system 
of CWR tracks developed by our research team. From the comparison, it was identified that a probabilistic 
approach can quantitatively assess the reliability of the CWR tracks based on failure probability and can be used 
as a tool for decision making in track design, maintenance and operating etc.

1. 서론

  장대레일(Continuous Welded Rail)의 부동구간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축력은 혹서기 궤도의 좌굴을 

유발시켜 주행하는 열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실제현장의 궤도조건은 많은 영향인자(온도, 열차

운행조건, 궤도유지관리 등)들에 의해 그 특성이 불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재료특성치의 불확실성 및 구

조계의 기하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궤도시스템에서 궤도를 구성하는 구성인자들의 불확실성(Uncertainty 

) 및 임의성(Randomness)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하지만 기존 장대레일 궤도의 안정성 평가는 궤도를 구성하는 많은 인자들의 확률분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궤도 좌굴 인자들의 최악 조건을 상정하여 고정된 안전측의 값을 사용하는 결정론적인 

해석에 의존하여 평가되어왔다. 결정론적 접근법(Deterministic Approach), 즉 허용응력설계법(ASD)에

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안전율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으며, 궤도 특성에 대한 보수적인 값이나 평균값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므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분산의 체계적인 반영이 어렵다. 이로 인해 어떤 시스템의 안전율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만을 

평가할 수 있었다. 반면 확률론적 접근법(Probabilistic Approach)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

치는 매개변수의 분산을 반영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파괴확률(Failure Probability)을 토대로 정량적

으로 평가되어 분석된 파괴확률을 근거로 공학적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할 수 있다.1)

  따라서 녹색교통으로서의 철도 활성화, 철도 선진국 진입, 그리고 철도 기술 수출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궤도 좌굴 매개변수(레일온도, 중립온도, 도상저항력, 궤도틀림 등)들의 특성

을 확률변수로 고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 위험성을 확률론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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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2) 이와 같은 위험도 분석 기술이 정립되면 혹서기 열차 운행조건과 설정온도구간 등과 같은 

주요 기준들을 철도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 등의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국내 열차 운행조건, 유지관리

조건, 기후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확률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의 결

정론적 해석에 의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2. 본론

2.1 좌굴확률 평가시스템

  기존에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좌굴확률 평가시스템은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확률을 산정하기 위하

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성능함수(Performance Function), 즉 한계상태방정식(Limit State 

Equation)으로 표현한다(식 1). 한계상태방정식( )에서, 구조물의 강도(보유성능;Capacity)에 해당하는 부

분은 궤도의 허용좌굴온도( ), 하중(요구성능;Demand)에 해당하는 부분은 레일온도하중( )으로써 허

용좌굴온도 산정에 고려되는 주요변수는 곡선반경(Radius), 도상횡저항력(Lateral Ballast Resistance) , 

연직도상강성(Vertical Ballast Stiffness), 궤도 틀림량(Misalignment), 틀림길이(Half Wave Length), 열

차운행속도(Velocity)이며, 레일온도하중은 현재레일온도()와 중립온도( )의 차로 반영된다. 이 한계

상태방정식과 확률변수들의 통계적 특성을 반영하는 신뢰도기법 중 하나인 AFOSM(Advanced First 

Order Second Moment) 방법을 이용하여 좌굴확률을 계산한다.3)

  구조물의 보유성능()과 요구성능( )의 차이를 안전여유(Safety Margin) 이라고 하였을 때, 이 

0 이하일 확률이 파괴확률이 되며, 이 파괴확률은 식 2에 의해 산정된다. 여기서 는 파괴확률,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함수이며, 은 신뢰도지수()이다. 

                                        (1)

그림 1. 시스템의 파괴확률

                          ≤    

    
               (2)

2.2 목표/허용 파괴확률

  확률론적 기법에 의해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목표 또는 허용 파괴확률(Target or 

Acceptable Failure Probability)의 설정이 필요하다. 목표/허용 파괴확률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

제성이 결정되므로 구조물의 중요도 또는 구조물의 파괴 발생시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목표/허용 파괴확

률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표 1은 유럽의 JCSS(Joint Committee on Structural Safety)의 Probabilistic Model Code에서 제안하

는 목표/허용 파괴확률을 나타낸 것으로, 인명,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낸 파괴의 결과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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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들의 불확실성 정도 및 유지보수 그리고 적정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한 안전 확보

의 상대적 비용에 따라 참조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목표/허용 신뢰도지수( )를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안전 확보의 상대적 비용이 높고 파괴의 결과가 심하지 않은 경우(   ×

 ), 안전 확보의 상대적 비용과 파괴의 결과가 보통의 경우( ×
 ), 안전 확보의 상대적 비

용이 낮고 파괴의 결과가 심한 경우(  ×
 )에 대해 해석하였다.

안전 확보의 

상대적 비용

파괴의 결과(참조기간: 1년)

약간의 경우 보통의 경우 심한 경우

높을 경우
3.1

(≈
 )

3.3
(≈×

 )
3.7

(≈
 )

보통의 경우
3.7

(≈
 )

4.2
(≈

 )
4.4

(≈×
 )

낮은 경우
4.2

(≈
 )

4.4
(≈×

 )
4.7

(≈
 )

표 1. 목표/허용 신뢰도지수 및 파괴확률(JCSS)

2.3 결정론적 해석 및 확률론적 해석 방법

  결정론적 해석은 앞서 설명한 좌굴확률 평가시스템의 한계상태방정식에서 구해지는 구조물의 강도에 

해당하는 궤도의 허용좌굴온도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값은 기존 결정론적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 해

석프로그램(CWERRI)을 활용하여 좌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으로부터 구해지게 된다. 

따라서 허용좌굴온도를 좌굴이 발생될 때의 온도인 좌굴온도(Buckling Temperature)로 고려하였다. 

  확률론적 해석은 레일온도하중 및 허용좌굴온도 산정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의 분산을 고려한, 즉 확

률변수로 고려한 값을 이용하여 확률기법을 통해 좌굴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즉, 결정론적 해석시에는 

확률변수의 평균값만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결정한 목표/허용 좌굴확률에 해당되는 레일온도를 좌굴

이 발생될 때의 온도로 판단하여 좌굴온도로 고려하였다.

  좌굴확률 평가시스템에 반영되는 각 확률변수들이 갖는 확률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 결정되는 

정규분포로 가정하였고, 궤도의 기하학적 특성은 곡선반경 1,000m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열차(KTX) 운

행속도는 0km/h로 고려하였다. 궤도의 틀림량과 틀림길이는 이에 대한 통계적 특성자료가 부족하여 확

률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결정론적 값으로 취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악조건이 되는 초기결함을 고려하

기 위해 궤도틀림에 대한 파고 10mm, 파장 10m로 결정하였다. 레일온도 확률분포의 표준편차는 본 연

구진에 의해 구축된 기후요소 및 레일온도 데이터베이스(DB)4)를 근거로 하여 2.5℃로 결정하였으며, 

중립온도의 확률분포는 선로정비지침5)에 따라 25±3℃를 기준으로 이 범위(22~28℃) 안에 99.73%(표

준정규분포상의 ±3)가 분포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도상횡저항력의 확률분포는 실측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평균값은 8,000~20,000N/m/track(400~1,000kgf/m/rail)의 범위에 대해 고려하고 표준편차는 

평균값의 ±10%의 변동량을 갖는 것으로 보고 결정하였다. 도상횡저항력의 변동범위(Mean±10%) 안에 

분포되는 확률을 중립온도와 마찬가지로 99.73%가 분포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4 해석 결과

  그림 2는 결정론적 해석과 확률론적 해석에 의해 곡선반경 1,000m일 때 도상횡저항력에 따른 좌굴온

도의 값을 비교한 것으로, 도상횡저항력이 증가할수록 좌굴하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상횡저

항력이 14,000N/m/track(700kgf/m/rail)일 때 확률론적 해석에 의한 좌굴온도 값을 예로써 살펴보면, 

목표 좌굴확률을  으로 고려했을 경우 결정론적 해석에 의한 좌굴온도의 84%가 되며, 목표 좌굴확

률을  으로 고려했을 경우는 결정론적 해석에 의한 좌굴온도의 78%, 목표 좌굴확률을  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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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했을 경우 결정론적 해석에 의한 좌굴온도의 76%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론적 해석에 의

한 안정성 평가는 좌굴온도에 도달하는지 안하는 지로부터 파괴 또는 안정이라는 단편적인 결과를 제시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추상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확률론적 해석에 

의한 안정성 평가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한 결과를 좌굴확률로써 얻고, 목표/허용 좌굴확률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공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판단하게 되므로 합리적인 안정성 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표 2는 도상횡저항력이 14,000N/m/track에 경우 현재 레일온도가 60℃라고 가정하였을 때, 결정론적 

해석과 확률론적 해석에 의한 좌굴 안정성 평가를 비교한 것으로, 결정론적 해석에서는 좌굴온도 72.8

5℃에 미치지 않아 안정한(Stable) 상태이고, 확률론적 해석에서는 좌굴확률이 × 으로 목표 좌

굴확률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좌굴이 발생되지 않으며 목표 좌굴확률   ,  을 기준으로 평

가한다면 좌굴확률이 목표 좌굴확률 이상이므로 좌굴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 좌굴온도에 대한 결정론적 해석과 확률론적 해석 값의 비교

도상횡저항력

(N/m/track)

Deterministic Analysis Probabilistic Analysis

Buckling 

Temp.(℃)
Stability

Failure

Probability

Target Failure

Probability

Buckling 

Temp.(℃)
Stability Failure

14,000 72.85 Stable × 
×  61.26 Stable No

×  56.85 Unstable Possible

×  55.02 Unstable Possible

표 2. 결정론적 해석과 확률론적 해석에 의한 좌굴 안정성 비교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발된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확률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의 결정론적 해석

과 확률론적 해석에 의한 안정성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정론적 해석 결과는 궤도 좌굴의 발생 또는 안정이라는 단편적인 결과를 제시하지만, 확률론적 해

석 결과는 공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목표/허용 좌굴확률을 결정함으로써 좌굴확률을 토대로 좌굴의 발생 

또는 안정의 판단을 정량적인 좌굴 가능성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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