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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high rail temperature above the neutral temperature, high compressive axial stresses will 

occur in the rails.  High thermal axial force and vehicle loads cause the track to shift in a 
lateral direction and the formation of track geometry imperfections (track irregularity). When the 
thermal stress level and track irregularity with vehicle load reach a critical value, the track loses 
stability. In many studies, the stability of CWR tracks is analyzed. However these studies are 
only considered in temperature load. 

The main objective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estimate a new, comprehensive, realistic, the 
stability of CWR tracks considering wheel load. 

The ballast resistance is changed by wheel load. When the wheel load is applied, rails and 
ties are moved upward or downward. In this case the friction between ties and ballasts is 
decreased or increased. In this study the change of the ballast resistance of each tie was applied 
to the nonlinear analysis of CWR tracks.

1. 서 론

   레일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레일의 이음
부를 제거하고 연속적으로 용접하여 수 백미터 또는 수 킬로미터까지 연결한 장대레일 
궤도(Continuous Welded Rail Track)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구간에서 장
대레일 궤도는 온도 상승에 따른 레일의 신장이 억제됨으로 인하여 장대레일의 단면에 
높은 압축응력이 유발되고, 이러한 레일에 발생하는 압축응력은 궤도의 횡 방향 및 수직
방향으로 좌굴(장출)이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대레일 궤
도의 좌굴은 열차의 탈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장대레일의 여러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료 및 기하비선형 해석을 통한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거동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대레일 궤도의 비선형 해석은 주로 레일에 온도하중을 가하여 분석이 되었으나, 실
제로 열차하중이 레일에 가해졌을 시 축하중이 가해지는 곳의 양쪽 레일은 들림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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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다. 이때 레일과 침목을 들어올리는 힘으로 인하여 도상 횡방향 저항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도상 횡방향 저항력의 저하는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1은 장대레일 궤도의 전형적인 온도와 변위와의 관계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온
도하중에 의한 궤도의 좌굴은 스냅-스루(Snap-Through) 거동을 보이고 있다. AB 구간
과 CD 구간은 궤도의 안정한 평형 상태(Stable Equilibrium Configuration)를 나타내며 
BC은 불안정한 평형 상태(Unstable Equilibrium Configuration)를 나타낸다. B점(상한 좌
굴온도)은 궤도가 불안정한 상태로 되는 천이점으로 궤도의 온도가 B점에 도달하면 실
질적인 궤도는 안정한 평형상태 구간인 CD 구간으로 옮겨지는 스냅-스루 거동을 보인
다. C점은 하한 좌굴온도로 궤도의 온도가 C점 이하인 경우, 주행하는 열차에 의해 횡방
향 변위가 발생하여도 열차가 모두 통과하게 되면 궤도는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궤도의 온도가 하한 좌굴온도(C)에서 상한 좌굴온도(B)로 상승하고 주행하는 열차에 의
한 하중이 부가되면 궤도에는 좌굴 위험성이 발생되므로 상한 좌굴온도와 하한 좌굴온도
를 결정하는 것은 궤도의 좌굴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행중인 열차하중을 적용하여 도상 횡방향 저항력의 저하를 고
찰하고, 그에 따른 장대레일 궤도의 재료 및 기하비선형 좌굴거동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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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 일 궤도의 좌굴거동

    

2. 유한요소해석

   열차하중을 고려한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 단계로서 선형해석
을 통하여 열차하중 재하 시 침목에 발생하는 연직방향 반력을 산출하고, 두 번째 각각의 
침목에 발생하는 반력에 따른 도상 횡방향 저항력의 변화량은 산정하여, 마지막으로 재료 
및 기하비선형해석 시 각각의 침목위치에 재 산정된 도상 횡방향 저항력의 값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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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 하였다.

2.1 선형해석

   선형해석의 목적은 열차하중 재하 시 각각의 침목위치에 발생하는 반력을 산정하기 위함
이다. 레일은 KS60레일을 사용하였으며, 침목간격은 60cm이고 레일의 총길이 및 경계조건
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선형해석모델

  그림 3은 3가지의 열차하중을 재하하였을 때 각각 침목위치에 발생하는 반력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하중이 재하되는 위치의 양 쪽은 부반력이 발생함
을 알 수 있고, 축하중이 증가 함에 따라서 레일 중앙의 부반력 또한 증가함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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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침목 치에 발생한 반력

            

2.2 도상 횡방향 항력 산정

   선형해석을 통하여 얻은 각각의 침목위치에 발생한 반력을 바탕으로 식(1)을 이용하여 
열차하중 재하시 변화된 도상 횡방향 도상저항력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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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x=C–SverttanΦ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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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 산정된 도상 횡방향 항력

   그림 4에 나타나 있듯이 축하중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도상 횡방향 저항력(2500kN)보다 
축하중 재하되는 곳의 양쪽의 도상 횡방향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도상 횡방향 저항력의 저하는 장대레일 궤도의 좌굴에 큰 영향을 미친다.

2.3 재료  기하 비선형해석

  장대레일 궤도의 재료 및 기하 비선형해석은 임남형 등(2003, 2004)에 의하여 개발된 전용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5는 열차하중을 재하하지 않고 온도하중만 재하였을 때와 열차하중을 재하 하여 변
화된 도상 횡방향 저항력을 적용하여 온도하중을 재하 하였을 때 온도하중 증가에 따른 장
대레일 궤도의 중앙부의 횡방향 변위를 나타낸 그래프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열차하중을 재
하 하였을 때 처음 좌굴이 발생하는 온도가 열차하중을 재하하지 않았을 때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젤기관차 하중을 재하한 경우 도상 횡방향 저항력의 저하로 인하여 궤
강의 강성이 저하되어 상한온도와 하한온도가 구분되지 않는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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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온도하 에 따른 궤도 앙의 횡방향 변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차하중 재하시 변화되는 도상 횡방향 저항력을 적용하여 장대레일 궤도
의 좌굴거동을 연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열차하중 재하시 축하중에 의한 궤도의 들림이 발생하고 축하중이 크고 축간거리가 작
은 디젤기관차 하중의 경우 부반력이 크고 궤도좌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2. 선형해석에서 얻은 각각 침목의 위치에서 발생한 반력을 이용하여 재 산정된 도상 횡
방향 저항력의 경우 이전의 도상 횡방향 저항력과 큰 차이를 보이며 좌굴 발생 구간인 
궤도 중앙부의 도상 횡방향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3. 재 산정된 도상 횡방향 저항력을 적용하여 장대레일 궤도의 재료 및 기하비선형 해석
을 수행한 결과 열차하중을 고려하여 해석하였을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와 달리 좌굴
온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 축하중이 가장 크고, 축간거리가 작은 디젤기관차 하
중이 궤도좌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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