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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하절기 좌굴을 예방하고 철도의 안전 운행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레일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KORAIL에서는 레일 온도 측정 기계를 이용하여 레일 표면 한 지점

의 온도를 측정 중에 있으나, 레일의 온도는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서 최대 5도의 온도 차이가 발

생하기 때문에 레일의 대표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

기간 계측한 레일의 온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레일의 변형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레일의 온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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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대레일은 기존의 레일을 용접하여 

이음매를 제거한 레일로서, 소음 및 진동 

발생을 억제 가능하여 철도의 고속화 경향에 

따라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장대레일은 레일의 자유 팽창 및 수축을 

강제적으로 억제함으로서 좌굴 발생에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

현재 KORAIL에서는 레일 좌굴 발생에 대한 

대책과 철도의 안전 운행 속도 결정을 위해 

레일 온도 측정 기계를 통하여 레일 표면 한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2]. 하지만 

레일의 온도는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서 최대 

5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레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3]. 이에 따라서 

레일의 대표 온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대표 온도 지점을 결정하는 것은 철도 

안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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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레일 대표 온도 정의

레일은 온도에 따라서 형상의 변형이 

발생한다. 온도는 레일의 각 부분마다 

상이하고, 이에 따라서 레일의 변형도 각 

부분마다 상이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레일의 평균적인 변형이 발생하는 부분의 

온도를 레일 대표 온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데이터 계측 방법

정확한 레일 온도 데이터 계측을 위해서 

충남대학교에 실제 환경과 유사한 레일 계측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8월 4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레일 내부의 8개 온도 

지점과 레일 외부의 8개 온도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10분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2.3 데이터 해석 방법

계측한 레일 온도 데이터를 ANSYS를 

이용하여 변형량 분석을 실시한 후 변형량의 

평균값만 따로 필터링을 하면 Fig.1 (a)에서 

볼 수 있듯이 레일의 형상에 변형량 평균 

선분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형량 평균 선분은 반드시 레일의 중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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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기 때문에 Fig.1 (b)에서 볼 수 있듯이 

레일의 중심축과 변형량 평균 선분의 중점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 가능하다. 이 지점은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레일의 대표 온도 

지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측한 데이터 중 1시간 

간격의 낮 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레일의 

대표 온도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해석하였다.

2.4 데이터 해석 결과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 레일의 대표 온도 

지점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여름철의 경우 레일의 대표 온도 지점은 

레일 내부 중심의 최하단부로부터 100mm 

지점에서 수렴하고 겨울철의 경우 레일의 

대표 온도 지점은 레일 내부 중심의 

최하단부로부터 40mm 지점에 평균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였다. 

레일의 대표 온도 지점은 겨울철과 

여름철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해당 

지점의 온도 데이터 해석을 진행한 결과 

레일 내부 중심의 최하단부로부터 100mm 

지점과 변형률의 평균 지점의 온도의 오차가 

평균 –0.19℃ / 표준 편차 0.47℃ 이므로 

정확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레일 내부 중심의 최하단부로부터 

100mm 지점을 대표 온도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3. 결 론

 레일의 대표 온도 지점은 레일 내부 

중심의 최하단부로부터 100mm 지점이 

적합하다. 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앞으로 관련 연구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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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easonal rail temperature main point 

Fig 1. (a) The line segment of rail average 
deformation (b) The rail temperature main 
po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