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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휨 피로시험을 통한 철도레일의 휨 피로거동 분석

The Bending Fatigue Behavior Analysis of Rail by Bending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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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용 레일은 대량의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철도에 있어 매우 가치가 높은 시

설물 중 하나이다. 또한, 승차감 확보 및 탈선방지를 위해

안전을 위한 신뢰성의 확보가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

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공용중 급작스런 레

일의 파단을 예방하기 위해 누적통과톤수에 의한 레일교체

주기를 설정하였으며, 국내 철도운영기관들에서도 이를 적

용하고 있다[1]. 

JR west의 경우 레일의 휨 피로에 의한 레일교체기준을 누

적통과톤수로 적용하고 있으며, 휨 피로로 인한 레일교체는

전체 레일교체수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레

일교체주기 기준은 일반 모재부보다 표면요철이 크게 발생

하여 레일저부 휨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레일용접부의 휨 피

로시험 및 해석을 통해 수립되었다[2, 3].

레일의 피로수명 예측은 실제 작용하는 하중으로 피로시

험을 수행하여 수명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

이지만 실제 레일에 작용하는 하중은 복잡하고, 실제의 상

황과 동일하게 시험방법을 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또한, 발생 응력범위가 피로한도 이하일 경우, 실제

하중을 실제 피로수명동안 시험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많

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실제 레일에 단

순 반복하중을 가하여 얻은 수명데이터(S-N선도)로부터 피

로해석을 수행하여 수명을 예측하거나, 노치(Notch)시험편

을 이용한 피로시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레일의 수명을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치 시험편 시험으로부

터 피로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은 하중효과, 치수효과, 표면

처리효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상화된

시험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피로수명과는 다르게 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레일 휨 피로시험방법을 조

사하여 실제 철도궤도현장에서의 휨 거동에 가까운 레일 휨

피로시험용 지그(test-jig)를 제작하였으며, 신품 및 사용 용

접레일에 대한 휨강도시험 및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을 수

행하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일의 휨 피로거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replacement criterion of rail by accumulated passing tonnage was estimated by the bending fatigue life of

rail. In order to estimate the bending fatigue life, it is basically needed to analyze bending fatigue behavior on the rail. In

this study, the bending fatigue test were performed for 50kg/m and 60kg/m rails, and test specimens were distinguished by

new and used rails and by the types of welded rail such as base material, thermite weld, and gas pressure weld.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fractured surface, the position of initial crack and the bending fatigue behavior (S-N curve). Therefore,

it evaluated S-N curve for welded rails according to the fracture probability. The result from this study might be used essen-

tial data in order to estimate the bending fatigue life of rail by the accumulated passing ton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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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 레일의 누적통과톤수에 의한 교체주기기준은 레일의 휨 피로수명에 의해 결정된다. 레일의 휨 피

로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레일의 휨 피로거동(S-N선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50kg/m, 60kg/m 레일에 대하여 신품 및 사용 용접레일(모재부, 테르밋용접부, 가스압접

부)로 구분하여 실물 휨 피로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휨 피로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파단유형 및 파단면 분석, 파괴

확률에 따른 휨 피로거동(S-N선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레일종류별, 용접방법별, 신품 및 사용레일에

대한 S-N선도를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누적통과톤수에 의한 레일 피로수명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

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레일용접부, 휨 피로시험, S-N선도, 파괴확률, 피로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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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레일 휨 피로시험방법 및

시험용 지그 제작

2.1 국내·외 레일 휨 피로시험방법

피로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시험용 지

그(test-jig)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피로시험의 특성상 하

나의 시험편에 대하여 오랜 시간동안 하중을 반복해서 재하

해야 하며, 시험편보다 먼저 피로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

험용 지그 제작을 위해 우선 국내외에서 선행되었던 레일 휨

피로시험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1998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Korea Railway Re-

search Institute)에서는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 Railwa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연구결과를 토대로 50kg/m

레일용접부에 대한 3점 휨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5]. 여기

서 수행한 3점 휨 피로시험의 경우 레일용접부에 직접적으

로 하중이 재하되어 레일저부 피로파괴가 아닌 레일두부 전

단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미국 및 일본에서는 이러한 3점 휨 피로시험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레일용접부에서 외부하중에 의한 전단력이 0이 되

도록 4점 휨 피로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테르밋용접

부의 열영향부가 약 120mm인 것을 고려하여 하중재하점 거

리를 150mm로 산정하고, 지점간 거리는 시험목적 및 조건

에 따라 차이를 두어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일저부 휨 피로파괴에 대한 피로

수명 평가를 위해 최근 유럽 및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4

점 휨 피로시험방법을 선정하였다.

2.2 실내 휨 피로시험용 시험용 지그 제작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은 한

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2,500kN 피로시험기

(Saginomiya, 일본)에 Fig. 1과 같은 시험용 지그를 제작하

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험용 지그는 4점 휨

피로시험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으며, 레일이 체결구에 의

해 고정되어 있는 실제 철도궤도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지점

부 위아래에 롤러를 설치하고 상부 롤러가 일정 압력으로 레

일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이상화하였다. 또한, 레일용접부 열

영향부(100~120mm)에 직접적인 충격 및 전단응력이 발생

하지 않고 레일저부에서만 인장응력이 발생하도록 하중재하

점간 거리를 150mm로 설정하였다. 지점간 거리는 시험목적

및 조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레일 휨 피로파괴 시 발생하는 충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

기 위해 시험편 양 끝으로 종방향 가드와 양 옆으로 횡방

향 가드를 설치하였다.

3.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

3.1 실물 레일 휨 강도시험

실물 레일 휨 강도시험은 50, 60kg/m 레일용접부의 항복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파괴강도가 낮을 것으

로 판단되는 50kg/m 사용레일 용접부(테르밋용접, 가스압접)

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실물 레일 휨 강도시험에 사용된 시

험편은 테르밋용접 시험편 5개, 가스압접 시험편 5개로 모

두 4억톤의 누적통과톤수를 받은 시험편이었다. 또한, 휨 강

도시험 시 레일저부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여 재하하중에

따른 저부응력을 측정하였다.

Fig. 2는 테르밋용접시험편 5개와 가스압접시험편 5개에

대한 실물 레일 휨 강도시험결과를 각각 평균한 결과이다.

사용레일 시험편의 경우 약 700kN 재하하중에서 항복하였

으며, 이때 시험편별 발생한 레일저부응력은 테르밋용접부

의 경우 690MPa, 가스압접의 경우 700MPa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실물 레일 휨 강도시험결과는 실물 레일 휨 피로

시험 시 항복강도 이하에서 하중이 재하될 수 있도록 최대

하중의 크기를 제공해주며, 본 연구에서는 실물 레일 휨 피

로시험을 위한 최대하중을 700kN 이하로 제한하여 적용하

고자 하였다.

Fig. 2 The result of bending test for used rail

3.2 실물 휨 피로시험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은 탄

성 피로시험(고사이클 피로시험)으로 앞서 수행한 레일의 휨

강도시험 결과를 통해 항복강도 이하에서 하중이 재하되도

 

Fig. 1 The development of bending fatigue test-jig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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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최대하중을 700kN 이하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하중조건은 다음과 같다.

•하중재하방식 : 4점 지지 방식(지점간 거리 : 1,300mm)

•시험파형 : Sine wave

•하중재하속도 : 1~4Hz

•최대반복횟수 : 2×106회

•최소응력 : 30MPa(온도하중 고려)

•인장반복하중(응력비 R>0)

최소응력은 온도하중에 의한 인장응력이 상시 작용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산정된 값이다[4]. 본 연구에서는 일본 RTRI

에서 레일 휨 피로시험 시 수행한 최소응력과 동일한 값인

30MPa을 최소응력으로 적용하였다.

시험순서는 최대응력범위에 대해서 먼저 시험하고 최초의

미파단 데이터가 생길 때까지 일정간격의 응력단계를 낮추

어가며 시험하였으며, 미파단 데이터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

파단 데이터가 생긴 응력단계에 인접하는 바로 위의 응력단

계에서 시험하는 Stair case법을 적용하였다[7].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을 위한 시험편은 총 37개로 지점간 거리를 고려

하여 모두 1,500mm로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시험편 및 시

험방법은 Table 2와 같다.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용 시험편은 테르밋(T), 가스압접

(G), 모재부(B)에 대하여 각각 4개씩으로 구성하였으며, 하

중재하속도(Hz)는 시험장비의 성능을 고려하여 하중범위에

따라 1~4Hz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모든 시험편에 대해

서는 초음파탐상과 자분탐상을 통해 내부결함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4.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 결과 및 분석

4.1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 결과

테르밋용접, 가스압접, 모재부에 대한 신품 및 사용레일의

피로시험결과는 Table 3~4와 같다.

Table 2 The specimens for bending fatigue test

No. 구분*
응력범위

(MPa)

하중범위
(kN)

재하속도
(Hz)

누적

통과톤수

(백만톤)

1

6N-T

450 41~663 1 -

2 300 41~456 3 -

3 250 41~387 4 -

4 200 41~318 4 -

5

6N-G

450 41~663 1 -

6 400 41~594 2 -

7 350 41~525 2 -

8 300 41~456 3 -

9

6N-B

450 41~663 1 -

10 400 41~594 2 -

11 350 41~525 2 -

12 300 41~456 3 -

13 300 41~456 3 -

14

6U-T

450 41~663 1 348

15 300 41~456 3 227

16 250 41~387 4 400

17 200 41~318 4 400

Table 2 Continued

No. 구분*
응력범위

(MPa)

하중범위
(kN)

재하속도
(Hz)

누적

통과톤수

(백만톤)

18

6U-G

450 41~663 1 309

19 350 41~525 2 342

20 300 41~456 3 309

21 200 41~318 4 400

22

6U-B

450 41~663 1 400

23 400 41~594 2 309

24 350 41~525 2 309

25 300 41~456 2 342

26

5U-T

450 29~457 2 681

27 300 29~314 3 687

28 250 29~267 4 681

29 200 29~219 4 687

30

5U-G

450 29~457 2 687

31 300 29~314 3 687

32 250 29~267 4 681

33 200 29~219 4 687

34

5U-B

450 29~457 2 681

35 350 29~362 3 687

36 300 29~314 3 687

37 250 29~267 4 681

*6: 60kg/m 레일, 5: 50kg/m 레일, N: 신품, U: 사용, T: 테르

밋용접(TW, Thermit Welding), G: 가스압접(Gas Pressure

Welding), B: 모재부(BM, Base Material).

Table 3 The result of bending fatigue test for 60kg/m rail

No. 구분
최소응력

(MPa)

최대응력
(MPa)

누적

통과톤수

(백만톤)

반복횟수
(cycles)

비 고

1

6N-T

30 480 - 31,375 파단

2 30 330 - 280,027 〃

3 30 280 - 1,164,508 〃

4 30 230 - 2,000,000 미파단

5

6N-G

30 480 - 245,541 파단

6 30 430 - 364,017 〃

7 30 380 - 709,048 〃

8 30 330 - 2,000,000 미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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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휨 피로시험결과, 누적통과톤수를 받은 사용레일 시

험편이 신품레일 시험편에 비해 다소 파단횟수가 길게 산정

된 경우(6U-B : 4개, 6U-T : 2개)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사용레일 모재부(6U-B)의 경우에는 실제 누적통

과톤수를 받았다고 하여도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레일 테르밋용접부(6U-T)의 경우에는

현장용접으로 인한 다양한 변수들로 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4.2 레일파단유형 분석

휨 피로시험결과, 가스압접 1개를 제외하고 총 30개의 시

험편이 하중재하점사이에서 파단되었으며, 6개의 시험편이

미파단되었다. 모든 시험편의 파단유형은 Fig. 3과 같다.

Fig. 3 The result of bending fatigue test - failure types

본 연구에서는 시험결과에 대하여 Fig. 4와 같이 200만회 미

파단, 중앙부 파단, 중앙 용접부를 벗어난 파단, 하중재하점을

벗어난 파단으로 크게 4가지 경우로 분류하였으며,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 후 파단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4 The classification of failure type after bending fatigue test

Fig. 5 The analysis of failure type for specimens

Table 3 Continued

No. 구분
최소응력

(MPa)

최대응력
(MPa)

누적

통과톤수

(백만톤)

반복횟수
(cycles)

비 고

9

6N-B

30 480 - 130,105 파단

10 30 430 - 194,841 〃

11 30 380 - 334,596 〃

12 30 330 - 1,280,953 〃

13 30 330 - 2,000,000 미파단

14

6U-T

30 480 348 88,942 파단

15 30 330 227 426,803 〃

16 30 280 400 1,152,080 〃

17 30 230 400 2,000,000 미파단

18

6U-G

30 480 309 116,395 파단

19 30 380 342 209,228 〃

20 30 330 309 502,227 〃

21 30 280 400 1,762,490 〃

22

6U-B

30 480 400 237,252 〃

23 30 430 309 401,340 〃

24 30 380 309 535,481 〃

25 30 330 342 1,754,860 〃

Table 4 The result of bending fatigue test for 50kg/m rail

No. 구분
최소응력

(MPa)

최대응력
(MPa)

누적

통과톤수

(백만톤)

반복횟수
(cycles)

비고

1

5U-T

30 80 681 57,311 파단

2 30 330 687 248,589 〃

3 30 280 681 605,562 〃

4 30 230 687 1,899,590 〃

5

5U-G

30 480 687 152,760 〃

6 30 330 687 593,260 〃

7 30 280 681 1,978,590 〃

8 30 230 687 2,000,000 미파단

9

5U-B

30 480 681 127,574 파단

10 30 380 687 524,000 〃

11 30 330 687 495,500 〃

12 30 280 681 2,000,000 미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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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휨 피로시험 후 파단유형 분석 결과, 총 37개 시험

편 중 중앙부 파단(F.T.-1) 23개, 중앙용접부를 벗어난 파단

(F.T.-2) 7개, 하중재하점을 벗어난 파단(F.T.-3) 1개, 200만

회 미파단(N.F.) 6개로 중앙부 파단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

하였다. 또한, 용접방법별로 보면 테르밋용접부에서는 80%

이상이 중앙부 파단(F.T.-1)이었으며, 가스압접의 경우에도

중앙부 파단이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파단유형

은 실제 현장에서 레일용접부에서 파단되는 유형들과 유사

하였다.

중앙부를 벗어난 파단(F.T.-2)의 경우에는 하중재하점 직

하부로써 전단력이 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발생한 유형

이다.

4.3 레일파단면 분석

본 연구에서는 피로하중을 받은 레일의 파단면을 검토하

여 휨 피로에 의한 초기 균열 발생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Fig. 6과 같이 초기 균열 발생위치는 레일저부 중앙저면

(F.S.-1), 레일저부 중앙을 벗어난 저면(F.S.-2), 레일저부 윗

면(F.S.-3)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Fig. 6 The classification of failure surface after bending fatigue

test

레일 휨 피로시험으로 인한 초기균열 발생위치를 Fig. 6

에서 언급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용접방법별로 발생 비

율을 검토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Fig. 7 The analysis of failure surface for specimens

레일저부 중앙을 벗어난 저면(F.S.-2) 및 레일저부 윗면

(F.S.-3)의 경우에는 레일탐상차를 통해 검출이 불가능한 유

형이며, 휴대용 초음파탐상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즉, 레일

휨 피로시험결과 레일탐상차를 통해 검출이 불가능한 대상

이 약 61.3%이었다. 

특이사항으로는 테르밋용접부의 경우에만 Fig. 6(c)와 같

은 레일저부 윗면에서의 초기균열과 레일저부에서 미세한 초

기균열이 발생하여 파단되었다. 이러한 레일저부 윗면에서

발생한 초기균열은 현장용접인 테르밋용접의 경우 도가니 건

조 불량, 용접간격 미준수, 용접단면 청소상태 불량 등의 원

인[8]에 의해 기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세한 초기

균열은 높은 응력 범위로 인해 파단 시 반복횟수가 낮은 경

우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레일탐상차로는 레일저부에서 발생하는 초기균열

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누적통과톤수에 의한 레일교

체주기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파단강도가

가장 낮은 테르밋용접부에 대해서는 용접불량으로 인한 파

단이 우려되며, 테르밋용접의 표준 설치방법 수립 및 용접

공의 기술능력 향상이 레일의 사용수명에 대한 신뢰성을 확

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4 레일종류 및 용접방법별 S-N선도 도출

Table 3~4에 제시한 피로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레일종류 및

용접방법별 휨 피로시험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9에는 국내 KRRI와 일본 RTRI에서 기 수행된 50kg/m 신

품 테르밋용접부에 대한 휨 피로시험결과를 함께 수록하였

다[5,9].

레일종류 및 용접방법별 50% 파괴확률에 대한 S-N선도

는 Fig. 9와 같다. 또한, 레일종류 및 용접방법별 50% 파괴

확률에 대한 S-N선도식과 피로한도(반복수 200만회)는 Table

5와 같다. 

Fig. 8 The bending fatigue test result for specimens (Total)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내피로시험결과는 시험편 종류별 적

은 데이터수에 비해 상관계수가 0.9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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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N curve for specimens at 50% fracture probability

레일종류 및 용접방법별 S-N선도식을 통한 피로한도(200

만회) 이하의 응력범위에 대한 피로수명을 예측해보면 다음

과 같다.

•피로한도이하의 응력범위에 대한 휨 피로수명 예측

5U-T<6U-T<5U-G<6U-G<5U-B<5N-T(KRRI)≈6N-T<6U-

B6N-G<6N-B<5N-T(RTRI)

S-N선도의 파괴확률을 적용하는 것은 몇 %의 파괴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레일의 휨 피로수명의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것은 철도운영기관의 정책적인 결정

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4]. 

또한, 국내 열차하중에 의한 레일저부 휨응력의 범위는 약

20~150MPa로 파괴확률 50% S-N선도의 피로한도이하에 존

재하게 되어 레일의 휨 피로수명은 피로해석방법에 따라 달

라지게 된다[10]. 즉, 실제 레일저부에서 발생하는 휨응력을

선형누적피로해석기법 중에서 Miner's rule을 적용할 경우 무

한수명으로 평가되며, Miner's rule과 Modified Miner's rule

의 중간 기울기를 적용하는 Haibach's rule과 Modified

Miner's rule을 적용할 경우 유한수명이 평가된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 파괴확률 S-N선도식을 중심

으로 하는 정규분포함수를 가정한 후 표준편차에 따른 확률

분포를 고려하여 S-N선도식의 Y절편값을 산정함으로써 파

괴확률에 따른 S-N선도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레일의 휨 피로수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문

헌[9]에서 레일 휨 피로수명 산정 시 적용한 방법인 Haibach's

rule을 적용하고, 충분한 안전률을 가지도록 파괴확률 1%,

0.1%에 대한 S-N선도식을 제시하였다(Fig. 10 참조).

Fig. 10 S-N curve for specimens according to the fracture

probability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50kg/m, 60kg/m 레일의 휨 피로거동

을 분석하고자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실제 철도궤도조건

을 고려한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용 지그를 제작하였으며,

신품 및 사용레일의 용접방법별 휨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Table 5 S-N curve & fatigue limit for specimens at 50% fracture

probability

구분 S-N선도
피로한도*

(MPa)

표준

편차

상관

계수

6N-T S = -129.97LogN+1026.97 208.0 23.39 0.987

6N-G S = -212.43LogN+1589.79 251.3 10.39 0.989

6N-B S = -142.90LogN+1162.24 261.8 22.53 0.958

6U-T S = -183.44LogN+1350.87 195.0 22.97 0.988

6U-G S = -156.86LogN+1213.31 224.9 34.93 0.942

6U-B S = -198.43LogN+1508.03 257.7 17.56 0.975

5U-T S = -164.49LogN+1213.52 177.1 28.00 0.977

5U-G S = -180.50LogN+1371.74 234.4 36.31 0.969

5U-B S = -171.55LogN+1314.88 233.9 31.10 0.954

5N-T

(KRRI)
S = -151.41LogN+1151.28 197.2 17.11 0.952

5N-T

(RTRI)
S = -96.19LogN+825.78 219.7 21.77 0.774

*피로한도 : 반복횟수 200만회에서의 응력범위(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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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문헌조사를 기초로 실제 철도궤도조건을 모델

링한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용 지그(4-point bending test)를

개발하였다.

2) 신품 및 사용레일의 용접방법별 휨 피로시험을 수행하

여 레일 파단유형과 파단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열차하중

에 의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단유형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

났으며, 레일탐상차를 통해 검출할 수 없는 위치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레일 휨

피로파괴에 대한 위험성이 항시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누적통과톤수에 의한 레일교체주기 설정이 필요함을 보여주

는 자료라 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실물 레일 휨 피로시험을 통해 신품 및

사용레일의 용접방법별(테르밋용접, 가스압접, 모재부) S-N

선도를 파괴확률(50%, 1%, 0.1%)에 따라 제시하였다. 또한,

피로한도 이하의 동일한 응력범위에 대한 휨 피로수명 산정

시 5U-T<6U-T<5U-G<6U-G<5U-B<5N-T(KRRI)≈6N-T<

6U-B≈6N-G<6N-B<5N-T(RTRI) 순으로 피로수명이 예측되

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레일의 사용수명 평가 시 기초자

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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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N curve & fatigue limit for specimens according to the fracture probability (Haibach's rule)

구 분
1% 파괴확률 0.1% 파괴확률

S-N선도식 피로한도(MPa) S-N선도식 피로한도(MPa)

6N-T S=-64.99*LogN+563.00 153.5 S=-64.99*LogN+545.46 136.0

6N-G S=-106.22*LogN+896.32 227.1 S=-106.22*LogN+888.52 219.3

6N-B S=-71.45*LogN+659.54 209.3 S=-71.45*LogN+642.64 192.4

6U-T S=-91.72*LogN+719.42 141.5 S=-91.72*LogN+702.19 124.3

6U-G S=-78.43*LogN+637.74 143.6 S=-78.42*LogN+611.54 117.4

6U-B S=-99.21*LogN+841.97 216.8 S=-99.21*LogN+828.80 203.6

5U-T S=-82.24*LogN+630.05 111.8 S=-82.24*LogN+609.05 90.8

5U-G S=-90.25*LogN+718.48 149.8 S=-90.25*LogN+691.24 122.6

5U-B S=-85.77*LogN+701.95 161.5 S=-85.77*LogN+678.62 138.2

5N-T(KRRI) S=-75.71*LogN+634.40 157.4 S=-75.71*LogN+621.56 144.5

5N-T(RTRI) S=-48.08*LogN+472.01 167.0 S=-48.08*LogN+455.68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