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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계절과 날씨에 따른 레일온도의 변화는 레일에 영향을 끼치며 궤도좌굴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은 온도를 가지는 레일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여 온도

를 낮추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접촉식 온도계나 근거리 온도 측정계를 통한 분사 여

부 판단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방법의 경우 레일의 일부분에 발

생할 수 있는 온도 이상치를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온도 이상 영역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며 빠른 시간 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IR 카메라를 이용한 온

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IR 카메라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리에 따른 온도 분포 

변화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여 경향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레일 온도, 온도 분포, 궤도좌굴, IR 카메라

1. 서 론

장대레일은 소음이나 진동, 궤도 재료의 손

상, 승차감 불량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레일의 길이 변화에 따

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1-3]. 실

제로 대기온도에 따른 레일 온도 변화는 직

접적으로 궤도좌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을 분사하여 레일온도

를 낮추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레일 분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촉식 온도계나 근거리 온도 측정기는 전체 

레일에서 온도의 이상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는 문제점이 있으며 짧은 구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측정을 반복 수행해야 한다는 단점

이 있다. 반면 IR 카메라의 경우이 한 번의 

촬영으로 상대적으로 긴 구간의 레일 온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온도 이상 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메카트로닉

스공학과(koyh@cnu.ac.kr)

* 한국대학교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IR 카메라도 동

작 특성으로 인해 먼 거리의 데이터에서 오

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IR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

제 레일의 온도를 측정하고 IR 카메라의 특

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분석하였으며 

거리에 따른 경향을 파악하였다.

2. IR 카메라를 이용한 온도 측정

실험에 이용된 IR 카메라는 FLIR 사의 P620 

모델이며 정밀도는 1m 기준 ±2℃이다. 또한 

분석을 위한 참값의 경우 SATO 사의 SK-1110 

접촉식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정밀도는 

0.1~1000℃ 기준 ±(측정치의 0.3% + 1)℃이

다.

2.1 IR 카메라를 이용한 온도 측정 시 문제점

IR 카메라의 경우 열화상 영상을 결과로 얻

게 되는데 이러한 영상 정보를 통한 온도 분

포 데이터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영

상 정보는 카메라 기하의 특성상 거리가 멀

수록 위치에 대한 오차가 큰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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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출된 방사에너지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넓게 퍼져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이 아닌 그 

주변부의 온도의 영향을 받아 측정된다는 단

점이 있다. 

2.2 거리에 따른 IR 카메라의 온도 특성

2.1에서 언급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단일 

프레임 및 다중 프레임에서 종 방향 열 분포

를 확인하였다.

Fig. 1 Longitudinal thermal distribution in a multiple 
frames

그 결과는 Fig. 1과 같았으며 카메라에 가

장 가까운 위치에 해당하는 A 지점의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카메라의 위치

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은 카메라를 1m씩 

이동하여 얻은 다중 프레임에서도 동일한 것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레일 상에

서 거리에 따른 온도의 경향은 비슷하게 유

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소 단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레일 시편을 이용

하여 별도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Fig. 2의 

결과를 얻었다.

Fig. 2 Thermal distribution for each distance

실험 결과 1m에서는 오차가 1℃ 미만인 것

을 확인하였으며 6m까지는 거리에 따라 오차

가 급격히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6m 보다 먼 거리에서 측정할 

경우 오차가 일정 값에서 수렴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5m 보다 먼 거리에서

는 카메라의 해상도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레일은 전반적 온도 분포 

파악에 유리한 IR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거리에 따른 레일 온도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거리가 멀수록 낮은 온도가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6m 이후로는 그 값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값이 수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 온도, 습도, 풍속 

등의 정보와 열화상 정보를 융합하여 거리에 

따른 측정값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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