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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reduce rail's wear in curved track by applying an additional surface layer 

material(High hardness and High resistance capacity of wear) on the top of the railhead. In order to evaluate 
appropriation of a coating material, experimental tests such as the varieties of fundamental properties tests 
(hardening, wear, tensile, and bending) and RCF(rolling contact fatigue)test were performed to establish fatigue 
wear and damage mechanism. As a result, wear performance of coating rail is better than heated rail about 
6times and normal rail about 8~9times.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곡선부 일의 마모 감을 해 일 두부상면을 별도의 코 층(고경도  고내마모

성의 코 재)으로 코 하고 이에 한 정성을 검토하고자 이론  고찰과 실내시험  장시험을 수

행하 다. 개발된 코 재의 철도 일 용을 한 정성을 검토하고자 다양한 기  물성시험(경도, 내

마모, 인장, 굽힘시험)을 수행하 고 코 일의 구름 피로 손상 매커니즘 정립을 한 구름 피로

시험 수행하고, 5만회 주기로 시편의 마모량을 확인하여 반복횟수에 따른 코 일의 내마모 피로성능

을 검토하 다.

2. 이론  배경

2.1 일마모의 원인  종류

  차륜이 일 두부 상면에 하여 동, 슬립으로 발생되는 마찰로 일의 마모가 발생된다. 차륜의 

마모 요소는 통과톤수, 차륜의 재질, 횡압, 차륜 랜지 도유의 유무, 운 조건 등이 있고, 일마모는 

일의 재질, 형상, 곡선반경, 선로구배, 열차의 속도, 선로의 보수상태, 일 도유의 유무 등이 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일의 손상  손은 열차 하 에 의한 외력, 일단면  재질, 이음매 등 많

은 인자가 복합하여 나타나는 상이다. 일마모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단, 횡렬, 종렬, 수평렬, 두

부 상면상 등이 있다. 일 손은 피로균열 성장의 최종단계로서, 작은 결함, 응력집 으로부터 성장하

여 균열(crack)이 되어 최종 으로 일이 손(failure)되게 한다.[4] 한 차륜에 의한 윤 , 역행 는 

제동에 의하여 생기는 선력, 곡선통과에 수반되는 횡압, 좌우차륜의 주행로 차이에 의한 윤축의 틀림

에 기인하는 선력 등 외력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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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외력이 기장  일윤활조건 등과 맞물려 일 두부면과 게이지코 를 마모시킨다. 특히 곡선 

외측 일에서는 차륜 랜지에서 일의 게이지코 로 횡압을 받으면서 차륜의 회 에 수반하여 큰 미

끄러짐을 일으키기 때문에 측마모가 작용한다. 일두부 상면에도 어떤 일정한 간격의 요철을 가지고 

상으로 마모하게 되는데 이 상을 상마모라 한다. 상마모는 장길이에 따라 단 장, 장, 장

장으로 분류하지만 외 , 발생  성장요인은 서로 다르다. 상마모의 특징은 일표면에 잔류응력 

등의 문제로 경도 상의 불균일한 상태가 나타나면 차륜에 의한 rolling load에 의해 이러한 불균일성이 

계속 으로 되는 특징을 갖게 되며, 결국 일과 차륜에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승차

감을 하되고 공진의 발생이나 동  충격력에 의해 일에 심각한 손상으로 진행된다. 상마모 깊이

가 1.25㎜이상인 경우의 충격하 은 차륜과 일 총하 의 2배에 이른다. 한 소음과 진동은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결정 인 요소인데, 주기 인 일 연마를 통하여 일의 상마모 제거시 소음이 약 

7~10dB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

  표면경화(rail-surface shelling)는 열차의 반복 인 운행으로 일표면 속조직을 변화시켜 가공경화

층을 만들게 되면(약 0.2~0.3㎜), 경화층은 취성에 약하여 열차하  이동 반 방향으로 차륜 주행력에 의

해 속 단경계선(shelling)이 생성된다. 쉐링(shelling)은 계속 성장하여 나뭇가지 모양으로 인  경계

선과 맞닿게 되고 경화층은 외력에 의해 표면조직이 얇게 퍼진다. 이때 주 에 있던 가는 경계선(hair 

crack)이 사라지면서 쉐링(shelling)은 차 굵고 깊은 속 단경계선으로 변화된다. 속 단선이 깊어

지면서 내부로 성장되면 취약부가 생겨 외압으로부터 일균열이 될 수 있다. 이때부터는 가공경화층이 

연결된 경계선 모양으로 단 깊이에 따라 표면경화층이 그 안쪽의 연한 속조직과 함께 분리되기 시

작하는데 이를 박리(flaking)라 한다. 박리가 생긴 일은 열차 운행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게 되며 박리된 

속피막은 속성미세먼지로 차량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이지코  가공경화(gauge-corner shelling)는 곡선선로나 완화곡선 외측 일에서 일경좌(1:40)와 

차륜답면 기울기(1:20)의 부는 게이지코 부에서 강하게 착되고, 속피로와 Shelling이 가장 많이 

발생되며 일두부 주행면으로 성장해간다. 곡선의 외측 일 게이지코 부에 발생된 표면경화층은 

일 편마모에 의해 많은 량이 제거되지만 되는 차륜 답면 형상이 코  라운딩면과 랜지부로 차륜 

직경차이가 있어 1회  당 주행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편마모와 쉐링(shelling)이 발생한다. 내측

일에는 차륜답면이 변곡 으로 이동되어 상마모와 단면형상 변화가 일어나며 게이지코 에서 성장된 

쉐링(shelling)의 속경계선이 굵어져 일 표면조직은 차륜의 주행력에 의해 뒤로 퍼지며 부서지기 시

작한다. 가공경화층은 연결되어진 균열부에서 박리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

2.2 차륜과 일의   마모 특성

  열차를 추진하거나 제동할 때에는 차륜과 일사이의 마찰을 이용하는데 이는 크게 미끄럼 마찰과 구

름 마찰로 나 어진다. 구름마찰은 미끄럼마찰에 비해 작은 마찰계수를 가지며, 조건, 슬립비, 속도 

등과 같은 변수들에 향을 받는다. 제동력이 착력보다 크게 되면 활주(slide, skid)가 발생하여 차륜 

답면에 찰상(wheel flat)과 박리가 발생한다. 차륜과 일의 형상 변화는 차륜과 일의 유지보수비용을 

격히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형상 변화의 주요인으로 소성 변형과 마모를 언 할 수 있다. 철도 

차량의 운동 특성상 반복 이고 주기 으로 차륜과 일에 가해지는 과 한 하 은 재료내의 탄․소성 

변형을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변형은 재료 내부에 축 되는 특성을 보인다. 차륜과 일의 부에서

는 미끄럼과 구름이 같이 일어나는데 일반 으로 평탄한 곳에서는 차륜 트래드(wheel tread)와 일 두

부(rail head)사이의 이 발생하여 비교  마모량이 고 그 형태가 안정된 mild wear가 발생하고 그 

결과 매끄러웠던 원래 표면이 마모 후 더 매끄럽게 되는 안정 인 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곡선 선로

나 동 거동 해석 시 언 하 던 많은 불규칙성에 의해서 차륜의 랜지와 일의 게이지 코 부 사이

의 이 발생하면, 격한 마모(severe wear)가 발생하게 되고 원 표면보다 거친 면이 생성된다. 후자

의 경우 재료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버리는 상이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료의 격

하고도 치명 인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은 차륜 형상의 conicity에 의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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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차륜의 랜지와 일의 게이지에 큰 형상 변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면에서의 미끄럼 운

동을 증 하여 마모를 더욱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야기한다. 일반 으로는 차륜과 일 사이의 

수직 하 이 증가할수록 미끄럼 역이 증가하고 착 역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정 수

치로 가까이 갈수록  역에서 착 역은 없어지고 미끄럼 역만이 발생하게 된다. 한 그 반경

의 차이로 인하여서도 차륜의 답면(tread)과 일 헤드(head) 사이의 면에서는 미끄럼과 구름이 동

시에 일어나지만 일의 게이지와 차륜의 랜지 에는 미끄럼이 주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기 차륜과 일 사이의  역 체에 발생하던 착이 상  속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

하며 미끄럼 운동 상태로 바 게 되며 일정이상의 속도가 되면 체가 미끄럼 운동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Fig.1 에 개념 으로 나타내었다.

(a) 매우 느리거나 정지 ( 면 상태) (b) 느림 ( 부분의 면이 상태)

(c) 간 ( 반이상의 면 상태) (d) 빠름 ( 반정도의 면 상태)

(e) 면이 제거되는 만큼의 빠른 상태

Fig. 1 차량속도증가에 따른 면 (Stick/ Slip)  상태변화

  상 운동을 하며 하는 두 물체는 상 인 미끄럼의 결과, 고체의 표면으로부터 그 물체의 일부

가 떨어져 나가는 마모 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마모 상은 상호작용하는 물체의 형태, 환경, 하 조

건, 미끄럼 상태에 의해 크게 그 값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 으로 차륜과 일 사이에 발생하

는 마모 상은 속 역에서 주로 향을 미치는 미끄럼 마모에 련된 응착 마모, 연삭 마모가 있으

며, 고속으로 갈수록 표면 피로와 충격 등에 의한 마모 상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코팅레일의 기초물성시험

3.1 레일 코팅재의 재료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일보다 표면경도가 높은 차륜과의 , 마모상태에서의 일마모 감을 해 코

재의 경도  내마모 성능과 일강과의 부착성능확보에 을 맞추어 2가지의 재료  특성이 상이한 

코 재료를 개발하 으며 개발된 코 재료별 원재료 성분의 배합율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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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W의 경우 속  최 강도와 높은 

인장력을 가지며 고경도이면서 내마모 

성능도 우수한 W/Carbide 혼합물에 충

진재를 합 하 고, CF의 경우 Nano크

기의 Fe를 기본 원료로 하여 코 층 조

직을 치 하게 하고 일강 모재의 조직 

내부에 침투하여 코 층과 모재와의 부

분  합성을 유도함으로써 모재와의 부

착성능을 향상시켰다.

Table. 1 코 재료별 원재료 성분( 량비, %)

원료구분 CW CF

Ni - 5

Cr - 5

Monel(Cu+Ni) - 5

W-Carbide 89 10

Al - 5

Co 11 -

Fe(nano) - 60

Ceramic powder - 10

Total(%) 100 100

3.2 비커스 경도 시험(KS B 0811 : 2003)
 일반 일, 열처리 일  코 일에 한 표면경도를 

검토하고자 Fig. 2와 같이 50kg N 일의 두부(Rail 

head)를 가공하여 일정크기의 경도 시험체(20×15×10mm)

를 제작하 다. 제작된 일반  열처리 일시편은 경도

측정을 해 표면처리(Polishing) 후 비커스 경도시험을 

실시하 으며, 그 외의 코 시편은 각각의 코 재료를 시

편 표면에 코 한 후 표면처리과정을 거쳐 비커스 경도

시험을 수행하 다.

(a) 경도 시험체 (b) 시험 경

Fig. 2 비커스 경도 시험

3.3 내마모 시험(ASTM G-65, Dry Sand Rubber Wheel Abrasion Test, Procedure A)
  일반 일, 열처리 일  코 일에 한 내마모 성능평가를 해 Fig. 3(a)와 같이 ASTM 

G-65(Procedure A, 130N, 180min)의 규격화된 시험체를 제작하여 내마모 시험을 수행하 다. G-65시험

은 가장 리 사용되는 고경도 속재료에 한 가혹한 조건의 마모 시험법  하나이며, 통제된 환경

에서 량 는 체 의 손실을 측정하여 내마모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법이다. 한 일반 으로 낮은 응

력에서의 마모 는 스크래치 마모 시험 구 이 가능하다. 

(a) 내마모 시험체 (b) G65 마모 시험기 (c) 시험 경

Fig. 3 내마모 시험(ASTM G-65)

  G-65시험의 경우 Fig. 3(b), (c)와 같이 Multiplex sand/wheel abrasion 시험기의 고무디스크(Rubber 

Wheel Disk)를 이용하여 낮은 응력상태에서 시험을 시행함으로써 피 마모시험체의 마모를 유발하는 시

험시료(모래)의 형상(모양과 크기) 변화가 어 시험체 표면에 스크래치를 형성하기에 유리하다. 한 

이 마모시험의 특징은 다른 마모시험의 메커니즘과 같이 모래 입자가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는 상이 

발생하는 상태에서의 마모와 달리 새로운 모래입자가 시험  지속 으로 공 되어 피 마모시험체에 매

우 날카로운 마찰각을 형성하며 높은 수 의 응력에서 다른 마모시험의 마모와 완 히 다른 유형의 마

모 특성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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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장시험
  일은 지속 인 온도변화에 따른 온도신축거

동을 하며 이러한 일의 두부 상면에 코 될 코

재 한 일의 신축거동에 안정 으로 거동하

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 재의 신축거

동특성과 축방향 변형 발생에 따른 모재와의 부

착성능을 악하고자 50kg N 일을 이용하여 

Fig. 4와 같이 일반 일, 열처리 일  코 일

에 한 KS 표  인장시험시편을 제작하 다.

(a) 코   인장시험편

(b) 코  후 인장시험편 (c) 시험 경

Fig. 4 인장시편  시험 경

3.5 굽힘시험
  일반 일에 한 코 재의 휨강성 보강효과  휨부재인 일 

모재와 코 재의 휨상태에서의 부착강도를 실험 으로 입증하고자 

Fig. 5와 같이 100tonf 용량의 UTM을 이용하여 4  굽힘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에 사용한 시편은 Fig. 5와 같이 1.5m 길이의 실물 50kg N 

일 두부에 코 재를 도포하여 코 층, 일두부 측면  일

부에 strain gauge를 설치한 후 하 의 범 를 0kN부터 50kN 간

격으로 소성변형이 나타날 때 까지 재하하여 일의 탄성거동 역 

이상에서의 코 재의 휨 거동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Fig. 5 코 일 굽힘시험 경

3.6 코 일의 기 물성시험 결과  분석

 1) 경도 및 내마모 시험 결과 및 분석
  Table. 2와 같이 CW의 경우 속  최 강도와 

높은 인장력을 갖고 고경도이면서도 내마모 성능이 

우수한 W/Carbide 혼합물에 결합성능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Co를 충진재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일  열

처리 일에 비해 우수한 내마모 성능과 경도를 나타

났으며, CF의 경우 Nano크기의 Fe를 기본 원료로 

하여 코 층 조직을 치 하게 하고 일강 모재의 

조직 내부에 침투하여 부분  합성을 유도함으로써 

모재와의 부착성능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개발된 두

가지 재료 모두 일반 일  열처리 일에 비해 우

수한 내마모 성능과 경도를 나타냈으나 코 층의 입

자구조가 조 하고 차륜과의 경도차이가 작은 CW를 

코 일의 장기내구성 평가를 한 구름  마모

성능시험에 용하 다.

Table. 2. 경도  내마모 시험 결과

원료구분
일반

일

열처리

일
CW CF

Ni - - - 5

Cr - - - 5

Monel(Cu+Ni) - - - 5

W-Carbide - - 89 10

Al - - - 5

Co - - 11 -

Fe(nano) - - - 60

Ceramic pow. - - - 10

Wear Volume(㎣) 26.28 21.66 5.43 1.73

Hardness(HV) 265.8 340.7 668.4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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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장 및 굽힘시험 결과 및 분석
  일반  열처리 일을 비롯한 코 재료별 코 일

의 인장시험결과, Table. 3과 같이 코 일(CW, 

CF)의 평균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일반 일의 항복

강도 보다 다소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이는 인장시편 

 시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범  이내의 수

으로써 코 재에 의한 재료  강도의 증가를 의미하

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Table. 3 인장시험 결과

구 분
일반

일

열처리

일
CW CF

항복강도(MPa) 440 480 544 613

인장강도(MPa) 808 854 864 882

코 재 

괴강도(MPa)
- - 906 921

 다만 모든 코 재의 괴강도가 모재부 인장강도의 약 90% 이상의 수 에서 나타나 일강의 온도

신축에 따른 실제 발생 인장력의 범 가 모재부 인장강도까지 미치지 않는 을 감안할 때 코 재의 

신축거동은 안정 인 것으로 단되었다.

  코   일반 일의 굽힘시험 결과, Fig. 6과 같이 측정 치별 동일하 에서의 응력 변화가 매우 미소

하게 나타나 코 재의 휨강성 기여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 재의 강성이 일의 항복 까지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용상태에서 열차하 에 의해 일이 항복수 까지 응력상태가 발생

되지 않는 을 감안할 때 휨부재인 일에 용될 코 재는 일의 휨거동에 안정 인 부착수 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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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굽힘시험 결과

4. 구름 피로 마모시험

4.1 시험조건  방법

  차륜과 일의 압력에 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크게 Herzian 이론과 Non-Herzian 이론

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  Cretu, S.[8]는 Fig. 7과 같이 일반 으로 차륜의 치변화에 따른 면

의 변화로 인해 일과 차륜의 면은 Herzian과 Non-Herzian 모두 발생가능하며 일과 차륜의 

면에 작용하는 최  압력의 범 는 약 900~1600MPa 수 으로 발생된다고 실험  해석 으로 

입증하 다.

Fig. 7 Hertz 이론의 차륜- 일 면   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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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차륜- 일의 구름 피로시험에서는 차륜과 일의 구름 시 발생 가

능한 압력의 수 을 평가하여 3가지의 응력범 (900MPa, 1200MPa, 1500MPa)를 시험하 으로 

산정하 다. 압력은 차륜 디스크에 시험하 을 가력하여 압력의 수 이 900MPa, 1200MPa  

1500MPa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험조건을 설정하 다. 차륜  일디스크 면의 최  응력은 

아래 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N : 수직하 E : 탄성계수 b : 시험편 폭

RT : 일 시험편의 직경 RB : 차륜 시험편의 직경

4.2 구름 피로시험장비  시험체 제원

  본 연구에서 사용한 RCF시험장비는 Fig. 8과 같으며 차륜과 일 디스크 시편의 치수  재료는 

Table 4와 같다.

Fig. 8 구름 피로시험기

Table. 4 차륜과 일 디스크 시편의 치수  재료특성 

구  분 재  료 경  도
치  수

직  경 폭

차륜디스크 KSR 9221 RSW2와 동일재료 450HV 50mm 10mm

일반 일 디스크 60kg K Rail과 동일재료 260HV 50mm 10mm

열처리 일 디스크 60kg K Rail(HH370)과 동일재료 350HV 50mm 10mm

4.3 구름 피로-마모시험 결과  분석

 1) 일종별 구름 마모량 검토결과

  압력 변화에 따른 일종별 구름 마모량을 비교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와 같이 

압력의 증가는 일반  열처리 일의 마모량 증가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일보다 열처리 일의 내마모성능이 약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코 일의 경우 

압력의 수 과 무 하게 일정한 내마모 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처리 일의 약 

6배, 일반 일의 약 8~9배 이상 우수한 내마모 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 일의 마모성능은 코 표면에 구름 피로균열이 발생되는 최종시험 단계의 반복횟수에 도달하

는 과정에서도 압력의 크기에 큰 향을 받지 않으며 차륜의 마모량 한 일반  열처리 일보다 

최  60% 이상 작게 나타나 코 일이 차륜의 마모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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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력 900MPa (b) 압력 1200MPa (c) 압력 1500MPa

Fig. 9 압력  반복횟수에 따른 일종별 마모량 변화

 2) 레일종별 레일/차륜 마모비 및 마모진전속도 검토결과

  일반 일과 열처리 일의 경우 Fig. 9와 같이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압력의 증가에 따라 뚜렷한 

마모량 차이를 나타냈으며 압력의 크기가 클수록 반복횟수에 따른 마모량 증가 속도는 격하게 빨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일반 일과 열처리 일 모두 일정 량의 마모량 발생 이후에 마모량-반

복횟수곡선의 기울기가 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도 열처리 일에서 보다 뚜렷하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ig. 10과 같이 일반과 열처리 일의 경우 차륜과의 에 따른 마모입자

가 차륜과 일 시편에서 각각 발생하고 이러한 마모입자가 다시 면 사이에 끼어들어 새로운 마모

면을 확 시키는 개체간의 응착마모 메커니즘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반면 코 일의 경우 

연삭  응착마모 메커니즘에서 마모발생을 한 매개체인 차륜과의 마모상태에서 발생되는 마모입

자(abrasive particle)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 차륜- 일 마모가 일반  열처리 일보다 뚜렷하게 

작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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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표면요철진  감  차

륜의 마모 감이 효과 일 수 

있음을 실험 으로 입증하 다.

  한 코 일의 경우 Fig. 

10(c)와 같이 차륜과 일의 

마모비가 0.5미만으로 나타나 

일반  열처리 일보다 차륜

의 마모에 미치는 일의 향

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코 일은 차륜의 마모 감

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별 반복횟수 

 압력 변화에 따른 구름

마모 진 속도를 정리하여 

Table. 5  Fig. 11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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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반복횟수 및 접촉압력에 따른 레일종별 레일/차륜 마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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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MPa)

구름  마모진 속도 : 마모량(mg)/반복횟수(N)
마모진 속도 감비

(일반 일 기 )

일반 일(NR) 열처리 일(HR) 코 일(CW) 열처리 일 코 일

900 2.38E-2 8.75E-3 8.84E-4 2.7 26.9

1200 5.97E-2 3.28E-2 2.81E-3 0.7 8.5

1500 1.36E-1 6.71E-2 3.19E-3 0.4 7.5

Table. 5 압력에 따른 일종별 구름  마모진 속도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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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Fig. 11과 같이 코 일은 압력 

변화에 따른 마모진 속도의 변화가 매우 으며 열

처리 일 비 구름 피로 마모진 속도가 약 21

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코 재는 우수한 내마

모 성능을 확보하여 구름 피로마모에 따른 일

의 단면손실을 최소화하여 일마모 감에 따른 사

용수명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일종별 구름  마모진 속도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곡선부 일마모 감을 해 일 두부상면을 별도의 코 층으로 코 하고자 다양한 

재료  특성을 갖는 코 재를 개발하 다. 개발된 코 재의 철도 일 용을 한 기 물성시험  구

름 피로마모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코 일의 경도  내마모 시험결과, 코 재의 경도가 클수록 내마모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코 일의 경도는 상 으로 차륜의 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차

륜의 경도와 유사한 수 에서 내마모 성능이 열처리 일 비 7배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코 일의 

정 경도를 산정하 다. 

2. 코 재의 신축거동특성과 모재와의 부착성능을 평가를 한 인장시험결과, 코 재의 괴강도가 모재

부 인장강도의 약 90% 이상의 수 에서 나타나 코 재의 신축거동은 공용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의 축

방향 신축거동에 해 안정 인 것으로 단되었다. 한 모재의 단 치와 동일한 치에서 코 층이 

괴되는 형상이 나타났으며 괴단면에서의 모재와 코 재의 계면분리 상 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코 재의 부착성능은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굽힘시험결과, 도포재의 휨강성 기여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 재의 강성이 모재 일

의 항복 까지 버티는 것으로 나타나 휨부재인 일에 용될 코 재는 일의 휨거동에 안정 인 부착

수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3. 코 일의 구름 피로 마모성능평가를 한 구름 피로시험결과, 압력의 증가는 일반  열

처리 일의 마모량 증가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일보다 열처리 일의 내

마모성능이 약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코 일의 경우 압력의 수 과 무 하게 

일정한 내마모 성능을 확보하고 열처리 일의 약 6배, 일반 일의 약 8~9배 이상 우수한 내마모 성능

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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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횟수 및 접촉압력에 따른 레일종별 레일/차륜 마모비 및 마모진전속도 검토결과, 일반  열처리 

일의 경우 일정 량의 마모발생 이후에 마모량-반복횟수곡선의 기울기가 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경향도 열처리 일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차륜과의 에 따른 마모입자

가 차륜과 일 시편에서 각각 발생하고 이러한 마모입자가 다시 면 사이에 끼어들어 새로운 마모

면을 확 시키는 개체간의 응착마모 메커니즘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코 일의 경우 차륜과의 마모상태에서 발생되는 마모입자(abrasive particle)가 거의 발생

되지 않아 차륜- 일 마모가 일반  열처리 일보다 뚜렷하게 작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일코 은 일단면형상( 일두부 로 일)유지와 일표면요철진  감  차륜의 마모

감이 효과 일 수 있음을 실험 으로 입증하 다. 한 코 일은 압력 변화에 따른 마모진 속도

의 변화가 매우 으며 열처리 일 비 구름 피로 마모진 속도가 약 21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코 재는 우수한 내마모 성능을 확보하여 구름 피로마모에 따른 

일의 단면손실을 최소화하여 일마모 감에 따른 일의 사용수명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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