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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비한 장대레일 온도특성 연구

Investigation on th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CWR for the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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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대레일은 기존 레일을 연속적으로 용접하여 이음매를

제거한 레일로, 신축이음을 용접함으로써 이음부에서 발생

하는 소음 및 진동, 궤도재료의 손상, 승차감 불량, 잦은

궤도 보수주기 등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레일의 길이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게 된다. 종방향 길이가 긴 레일은 체결장치

에 의해 도상, 침목 등에 이중 탄성 체결되는 특성으로 인

하여 레일양단 약 100 m 이후의 구간에서 온도변동에 따

른 신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구간이 발생하게 된다.

부동구간에서는 온도변동 시 레일의 자유팽창 및 수축이

구속되므로 레일의 길이방향으로 과도한 축력이 발생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 이 과도한 축력은 혹서기에 궤도의 좌

굴 그리고 혹한기에는 레일파단의 문제를 유발시켜 주행

하는 열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장대레일 궤

도는 레일온도, 중립온도, 도상저항력, 궤도틀림 등 불확

실성이 매우 높은 궤도 매개변수들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혹서기 대기온도 상승에 따른 레일온도의 증가가 궤도 좌

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

구온난화 등에 의한 이상기후발생으로 혹서기 대기온도 상

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10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약 9.1% 증가하고, 평균 기온이 과거 30년 평년치보

다 0.6oC 상승하는 등 국내 기후특성이 아열대기후(월평균

기온이 10oC 이상인 기간이 8개월 이상)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1]. 현재 제주 및 일부 남부지역은 아열대기후에

포함되었으며, 2071~2100년에는 서해안 지역과 동해안 중

부지역까지 아열대 기후구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

고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NIMR) 기후연구과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

약의 일반의무 수행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반도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지역기후모델(MM5)을 이용한 A1B시나리오에 대

Abstract In order to secure safety for the buckling and fracture of continuous welded rail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maintenance work, it is very important that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rail temperature. Recently, the maximum air

temperature in summer season rises gradually and the minimum air temperature in winter season is decreasing gradually

due to the climate change. Therefore, these phenomenon influences in the change amount of yearly rail temperature and

can cause change of laying and maintenance temperature. In this study, actual measurement of rail temperature including

climatic factors is carried out by constructing the temperature and climate measurement system as realistic as possible.

Through the intensive investigation of actual data, it is founded that the existing prediction formulas for rail temperature

may be used only in certain climatic conditions (certain combination of climatic factors). It may be more reasonable that

the rail temperature considering actual climatic factors in site is predicted on probabilis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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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장대레일 좌굴과 파단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레일온도의 특징을 파

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의해 여름철 최고 대기온도는 상승하고 겨울철 최저 대기온

도는 점점 하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간 레일온도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설정온도와 관리온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및 온도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요소를 포함한 레일온도를 실

측하였다. 실측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기존 레일온도 추정식은 특정한 조건(기후요소들의 특정 조합)

에서만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장의 실제 기후요소를 고려한 레일온도를 확률론적 접근으로 예측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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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아시아 및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였다.

A1B시나리오에 따라, Fig. 1은 1971~2000(30년간) 평균 대

기온도에 대한 2010~2100년의 연평균기온 추이로써 연평균

기온이 높은 제주 및 남부지역(경남, 전남)을 나타냈다. 과

거 30년 대기온도 평년치 보다 2100년에는 약 4oC가 증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Fig. 1 Long time trend of average temperature for the year

according to A1B Scenario

해가 지날수록 연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가운데, 최

근 들어 Fig. 2에 나타낸 것처럼 연 최저기온 또한 점점 하

강하고 있으며 1년간 발생되는 최고 대기온도와 최저 대기

온도의 변화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Fig. 3). 이는 극한

겨울철 레일의 파단이 우려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중립온도

설정에 변화를 줘야한다면 혹서기 대기온도에 의한 레일의

축력이 더욱 악조건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궤도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국내 기후상황

에 맞추어 레일온도 변화에 따른 궤도의 안정성을 확보하

는 것은 레일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위

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궤도 좌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레

일온도는 대기온도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으나 기후조건에

따라 레일온도 분포가 다르며, 기후조건을 결정짓는 기후

요소(기온, 습도, 강우, 일사, 풍속 등)의 특성에 따라 레일

온도의 상승 추이가 변동되기 때문에 국내 기후변화에 대

한 레일온도 변화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국내에

서는 구봉근 등 [3]에 의해 레일온도 특성이 연구되었으나

기온과 레일온도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국내 기

후요소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았다. 국외의 경우 미국, 캐

나다, 영국 등 자국의 기후에서의 레일온도 자료를 구축하

고, 기후요소와 레일온도의 상관성 분석, 레일온도모델 정

립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4,5] 이를 운

행속도 제한 등에 활용하는 등 혹서기 장대레일 궤도의 안

전 확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 하지만

각 나라마다 궤도의 상태와 열차 운행조건, 기후조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궤도 매개변수에 대

한 자료의 구축 및 궤도 안정성 평가기법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Fig. 2 Trend of minimum air temperature in the past 3 years

Fig. 3 Temperature range during 4-seasons

2. 장대레일 온도특성

2.1 레일온도 및 기후요소 측정

기후효과에 따른 레일온도 추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일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효과 영향인자에 대하여 문헌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표적인 기후요소로써

대기온도, 습도, 일사량, 풍속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Table 1과 같은 측정성능사양을 갖는 기후측정시스템을 구

축하여 현장 레일온도 추이를 측정하였다.

레일종별은 KS60 레일을 사용하였으며 콘크리트 블록 위

에 놓고 깬 자갈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현장과 유사한 조

건으로 구축하였다. 레일온도 측정위치는 Thermal couple T-

Type을 사용하여 두부표면, 두부중앙, 복부중앙, 저부표면에

 

Table 1 Specifications of climate measurement system

Anemometer &

Anemoscope

 Range (0~100 m/s)

 Accuracy(± 0.3 m/s, ± 3degrees)

Thermometer &

Hygrometer

 Range (-40oC~80oC, 5~98% RH)

 Accuracy (± 0.1oC, ± 2% RH)

Pyrheliometer
 Range (0~2000 W/m2)

 Accuracy(± 1 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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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레일온도를 측정하였다. 레일 1정당 4개 부분, 총 3정

의 레일을 1SET로 구성하여 레일온도 측정실험(1분 단위 측

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실측 기후정보와 대표

기후정보를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 장소와 가까운 지점에 위

치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정보를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 및 레일온도 측정시스템을 통해 2008

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1년)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단면적이 제일 큰 두부중앙에서의 레일온도를 기준으로 하

였다.

2.2 레일온도 특성

2.2.1 레일온도와 기후요소의 상관관계 분석

1년간 취득한 데이터에서 대표적인 맑은날과 흐린날의 레

일온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각 기후요소의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상관분석에는 통계프로그램 ‘PASW Statistics 17.0’

을 이용하였다 [7].

기상청에서는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 양의 비율을 나타내

는 전운량(1/10)이 0~2일 때를 맑은날, 3~5일 때 구름 조금,

6~8일 때 구름 많음, 9~10일 때를 흐린날로 구분하고 있다.

측정 실험장소와 가까운 지점(이격거리 약 2.45 km)에 위치

한 기상청에서 측정된 전운량으로 맑은날과 흐린날을 구분

하였다.

Fig. 4는 9시~19시 사이 평균 전운량이 0인 맑은날일 때

각 기후요소(풍속, 대기온도, 습도, 일사량)와 레일온도간의

산점도이다. 대략적으로 대기온도와 일사량은 양의 선형관

계, 습도는 음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풍속은 레일온

도와 선형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풍속을 포함한 상

관분석결과에서도 풍속의 상관계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

가되어 상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Fig. 4 Scatter plots between the rail temperature and climatic

factors on the sunny day

종속변수인 레일온도에 미치는 각 독립변수(대기온도, 습

도, 일사량)에 대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위해 다른 독립변수

들의 영향은 제거한 편 상관계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편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선형에 가까우며, 유의

확률(P-value)이 0.05보다 작을 때 귀무가설(歸無假說)을 기각

하므로 구해진 상관계수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귀무가설: 변

수간의 선형관계가 없다) [8]. 산점도로 살펴본바와 같이 대

기온도와 일사량은 양의 선형관계, 습도는 음의 선형관계가

나타났으며, 대기온도, 일사량, 습도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다.

Fig. 5는 강우 없이 평균 전운량 9.8인 흐린날일 때의 산

점도이고, 편 상관계수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이 날 또한

대기온도, 일사량은 양의 선형관계, 습도는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냈지만 맑은날과 달리 대기온도보다 일사량의 상관관계

가 높았다.

Fig. 5 Scatter plots between the rail temperature and climatic

factors on the cloudy day

Fig. 6은 강우가 있으며 평균 전운량 10인 날의 산점도

이고, 편 상관계수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 날은 레일

온도에 대기온도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통의 경우

에는 음의 선형관계를 보이는 습도가 양의 상관계수를 나

타냈다.

이 밖에도 여러 기후조건의 레일온도와 기후요소들의 상

관관계가 특정 기후조건에 따라서 그 특성이 변동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6 Scatter plots between the rail temperature and climatic

factors on the rainy day

Table 2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n the sunny day

Variable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Air Temperature 0.864 0.000

Humidity -0.567 0.000

Solar Radiation 0.782 0.000

 

Table 3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n the cloudy day

Variable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Air Temperature 0.743 0.000

Humidity -0.420 0.000

Solar Radiation 0.897 0.000

Table 4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n the rainy day

Variable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Air Temperature 0.983 0.000

Humidity 0.160 0.000

Solar Radiation 0.69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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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레일온도 특성 분석

궤도 좌굴과 파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레일온도는 현

장에서 직접 레일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 지역의

대표 대기온도에 따른 추정된 레일온도로 사용하여왔다. 기

존 국내에서 장대레일 보수관리에 참고 되어 온 대기온도에

따른 레일온도 관계 [9]와 비교하기 위해 레일온도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기존 대기온도-레일온도의 관계는 20oC까지

는 정비례, 25oC부터는 레일온도가 높아져 대기온도 40oC

에서의 레일온도는 60oC로 추정되고 있다.

분석한 1년 중 봄은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

울을 12~2월로 분류하여 각 계절별로 최고 및 최저 레일온

도를 기록한 날의 최고·최저 대기온도와 최고·최저 레일온도

일 때의 습도, 풍속, 일사량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최고

레일온도는 8월, 최저 레일온도는 1월에 발생했으며, 일 최

고 레일온도는 주로 14~17시 사이에서 발생하고, 최저 레일

온도는 야간 및 새벽에 주로 발생한다. 높은 온도일 때는 레

일온도와 대기온도의 차가 약 10~15oC 정도로 나타났지만,

낮은 온도일 때는 레일온도와 대기온도가 1oC이내의 차이

로 거의 같았다. 그리고 일 최고 레일온도일 때 대기온도와

의 차가 18.78oC로 7월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계절별

로 평균 7.10~12.81oC, 최대 15.18~18.78oC의 차이를 보였다.

여름철 최고 레일온도를 기록한 날의 대기온도-레일온도

관계를 Fig. 7에 나타냈다. 오전 9시경부터 오후 17시까지

는 레일온도가 상승하는 시간대로 장대레일 보수관리에 참

고 되고 있는 온도관계와 큰 차이를 보이며, 17시 이후의 시

간은 레일온도가 하강하는 시간대로 기존의 예측 온도관계

를 따라서 하강한다. 이는 대기온도에 따라 추정되는 레일

온도가 주관심사인 레일온도 상승시가 아닌 하강시의 온도

추이를 따라가고 있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존의 온도관계에서 대기온도 25oC까지는 레일온도와 거의

차이가 없이 보고 있지만,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이는 새벽 및 야간 또는 흐린날에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Fig. 7 Air temp.-Rail temp. relations on the maximum rail

temperature day

Fig. 8은 1년간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각 날의 최고 및

최저 레일온도일 때의 대기온도와 레일온도의 추이를 나타

낸 것으로, 국내 추정모델보다 Esveld [10]와 Hunt [11]가 제

안한 추정모델이 실측 자료의 추세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실측데이터의 분산정도를 보면 동일한 대기

온도(20oC)에 대해 약 10oC정도의 레일온도 편차를 볼 수 있

다. KS60레일을 기준으로 1oC 변화 시 레일에 작용하는 축

력이 18.72kN(약 2ton)이라는 사실로부터 10oC의 편차는 매

우 큰 레일축력의 편차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레일온도를 다

양한 기후요소의 영향을 배제한 결정론적 방법으로 추정하

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Fig. 8 Air temp.-Rail temp. relations on the daily maximum and

minimum rail temperature for a year 

2.2.3 기후요소의 영향 분석

1년간 월별 최고 레일온도와 월 최고 대기온도일 때의 레

일온도를 Fig. 9에 나타냈다. 1년 중 2개월만이(8월, 10월)

최고 대기온도를 기록한 날과 최고 레일온도를 기록한 날이

같았다. 이것은 높은 레일온도에 대기온도가 분명히 높은 상

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최고 대기온도에 도달할 때 반드시

최고 레일온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러한 경우는 대기온도 이외의 다른 기후요소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Table 5 Climatic factors at max/min rail temperature during 4-

season

Season Spring Summer Autumn Winter

Max/Min

Rail Temp.(oC)

46.85/

-3.47

51.25/

13.19

48.24/

-5.76

25.07/

-12.48

Max/Min

Air Temp.(oC)

30.67/

-2.84

33.89/

13.16

31.37/

-5.15

11.23/

-11.69

Humidity

(%, RH)

21.27/

57.89

58.05/

86.85

30.62/

47.70

31.41/

76.40

Wind Velocity

(m/s)

1.31/

0.24

0.88/

0.05

0.87/

0.06

0.74/

0.19

Solar Radiation 

(W/m2)

751.60/

3.07

671.13/

11.30

472.12/

2.68

364.77/

0.98

Time at max/min 

rail temp.

14:52/

7:08

15:20/

5:43

16:11/

7:21

15:23/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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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between the monthly maximum rail temp. and

the rail temp. at the maximum air temp. for a year

1년간 월 최고 대기온도를 기록한 날과 월 최고 레일온도

를 기록한 날이 달랐던 월 중, 두 날의 최고 레일온도 차이

가 약 2oC에서 크게는 6oC까지 나타난 6개월(1, 2, 4, 6, 9,

11월)의 레일온도와 기후요소를 Table 6에 나타냈다. 이 때

기후요소들의 평균값은 일관성을 부여하기위하여 9시에서 19

시(10시간) 사이의 측정값으로 계산했으며, 더 큰 값을 밑

줄로 표시하였다. 표에서 두 날 중 위에 표기한 날이 월 최

고 레일 온도를 기록한 날이고, 아래에 표기한 날이 월 최

고 대기온도를 기록한 날로, 최고 대기온도가 더 낮은 날임

에도 레일온도는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Fig. 10). 이러한

날들의 공통사항은 레일온도가 더 높은 날의 평균 일사량은

더 높고, 평균 습도는 더 낮았지만 레일온도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대기온도는 더 낮았다는 것이다(풍속의 영향은 불

명확).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대기온도와 일사량은 높을

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최고 레일온도 형성을 위한 조건이 된

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기후요

소에 의한 특정 기후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 Comparison between the daily maximum air temperature

and the daily maximum rail temperature

앞에서 살펴본 월 최고 대기온도를 기록한 날 중에는 흐

린날이거나 강우가 있는 날도 있었으며, 최고 레일온도를 기

록한 날은 모두 맑은날이었다. 이에 기후요소의 영향을 좀

더 살펴보고자 Table 7에 대기온도는 거의 같지만 다른 기

후요소들이 큰 차이를 가지는 두 날을 비교하였다. 평균 습

도가 낮고, 평균 일사량이 높은 맑은날(Sunny)과 평균 습도

가 높고, 평균 일사량이 낮으며 강우가 있는 흐린날(Cloudy)

로, 평균 및 최고 대기온도는 거의 같았지만 다른 기후요소

들의 영향에 의한 특정 기후조건에 따라 레일온도가 7.22oC

차이가 난 경우이다. 여기서 비교한 두 날의 평균 전운량은

각각 0.6, 9.7로 기상청에서 구분하는 전형적인 맑은날과 흐

린날이다.

Fig. 11은 Table 7에 표시된 두 날의 대기온도에 따른 레

일온도 분포로, 기후조건에 따라 레일온도 분포가 매우 상

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의 기후조건인 맑은날의

레일온도 상승 추이는 장대레일 보수관리에 참고 되고 있는

기존의 온도관계와 차이가 있었으나 흐린날의 레일온도 추

이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Table 7과 같은 기후조건

에서는 Esveld [10]와 Hunt [11]가 제안한 추정모델이 적용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Table 6 Effects of the climatic factors

Date
Maximum 

Rail Temp.

Maximum

Air Temp.

Average 

Hum.(RH)

Average 

Solar Rad.

Average 

Wind Vel.

1/31 22.49oC 11.40oC 48.85% 262.12W/m2 0.64m/s

1/30 17.72oC 11.61oC 59.77% 173.33W/m2 0.62m/s

2/8 25.07oC 11.23oC 47.50% 303.95W/m2 0.52m/s

2/24 19.03oC 12.80oC 57.58% 142.76W/m2 0.61m/s

4/11 42.73oC 27.44oC 21.54% 521.60W/m2 0.90m/s

4/19 40.59oC 28.31oC 24.03% 484.24W/m2 0.89m/s

6/18 49.61oC 33.23oC 41.41% 614.28W/m2 0.87m/s

6/19 47.01oC 33.49oC 45.88% 538.94W/m2 1.12m/s

9/5 48.24oC 31.37oC 51.46% 497.98W/m2 0.92m/s

9/6 46.14oC 31.45oC 55.00% 478.18W/m2 1.00m/s

11/5 34.28oC 20.98oC 29.57% 314.30W/m2 0.39m/s

11/6 28.70oC 22.77oC 57.03% 169.20W/m2 0.49m/s

 

Table 7 Different climatic factors in same air temperature

Day
Maximum 

Rail Temp.

Maximum

Air Temp.

Average

Air Temp.

Average 

Humidity(RH)

Sunny 45.89oC 31.12oC 28.63oC 38.61%

Cloudy 38.67oC 30.96oC 28.65oC 76.54%

Day
Average Wind 

Velocity

Average 

Solar 

Radiation

Precipitation

Sunny 1.36m/s 653.23W/m2 X

Cloudy 2.38m/s 275.01W/m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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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ir temp.-Rail temp. relations of the sunny day and the

cloudy day

3. 레일온도의 확률분포

불확실성이 높은 궤도의 안정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위

해서는 확률론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혹서기 궤도 환경의 중

요 매개변수 중 하나인 레일온도의 확률분포를 실측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하여 제안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계 현상

에 대한 확률분포는 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지는데, 레일온도는

자연계 현상에 대한 확률분포로 정규분포일 가능성이 높으므

로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적합도 검정을 시행하였다. 레일온도

의 확률분포를 검정하기 위한 데이터의 표본으로, 1년간 측정

된 기후요소 및 레일온도의 데이터에서 대기온도 28oC 이상

, 상대습도 60% 이하 조건의 레일온도(두부중앙)를 추출했다

. 또한 궤도 좌굴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로 판단되는 12시~17

시까지의 데이터만 포함시켰으며, 흐린날의 레일온도 또한 제

외하기 위해 일사량 700 W/m2 이상의 조건으로 추출하였다.

적합도 검정은 통계프로그램 ‘PASW Statistics 17.0’ [7]을

이용하여 비모수 검정에 쓰이는 Kolmogorov-Smirnov Test

로 검정을 하였다.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267로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귀무가설: 데이터의 확률분포가 이

론 확률분포를 따른다) [8]. 즉, 궤도 좌굴을 유발시키는 아

주 높은 레일온도 형성조건하의 레일온도는 정규분포를 따

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 Histogram of rail temperature 

이와 같은 통계적인 확률분포 검정을 통해, 궤도를 구성

하는 인자들의 불확실성 및 임의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

하기 위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기법 적용시 레일온도의 확

률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제

안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기후변화에 대비한 혹서기 장대레일 궤도

의 안정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위한 평가기법개발의 기초

연구로써 궤도의 안정성 향상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1년간의 실험 계측결과, 레일온도와 대기온도의 차가 계

절별로 평균 7.10~12.81oC, 최대 15.18~18.78oC로, 장대레일

보수관리에 참고 되고 있는 기존의 대기온도에 따른 레일온

도 관계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2) 레일온도에 대기온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최고 대기온도일 때 반드시 최고 레일온도가 되는 것은 아

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온도와 일사량은 높을수록 습도는 낮

을수록 최고 레일온도 형성을 위한 조건이 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특정 기후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또한 기후조건에 따라 같은 대기온도 상승폭에서도 대기온

도에 따른 레일온도 추이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기

존의 대기온도-레일온도 관계는 낮은 레일온도 분포를 보이

는 흐린날에 더 잘 맞고 있다.

3) 여러 상황조건에 의한 변동이 심하고 정량화하기 힘든

기후요소에 따라서 레일온도를 추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

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기온도에 대한 레일온도의 편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레일온도 추정모델은 특정한 기

후조건에만 적용될 수 있다.

4) 따라서, 기후조건에 따른 레일온도 추정식을 개발하기

보다는 실제 현장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레일온도를 확률적

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 계측을 통한 기후요소와 레일온도

의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야만 한다.

5) 레일온도에 기후효과를 고려하여 확률분포로써 반영할

때, 레일온도는 자연계의 변동 현상으로 정규분포로 적용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지

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신소연 (2009) 한국, 아열대기후로 변화 중, 해럴드경제.

[2] 국립기상연구소 (2009) A1B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기

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NIMR 기후연구과.

[3] 구봉근, 서사범 (2000) 궤도 관리를 위한 레일 온도의 특

성, 한국철도학회논문집, 3(1), pp. 19-26.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대레일 온도특성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3권 제2호(2010년 4월) 185

[4] L. Chapman, J. E. Thornes, Y. Huang, X. Cai et al. (2008)

Modelling of rail surface temperatures: a preliminary study,

Theor. Appl. Climatol., 92, pp. 121-131.

[5] K. Dobney, C. J. Baker, A. D. Quinn, and L. Chapman (2008)

Quantifying the effects of high summer temperatures due to

climate change on buckling and rail related delays in south-east

United Kingdom, Meteorol. Appl., 16, pp. 245-251.

[6] A. Kish and G. Samavedam (1999) Risk analysis based CWR

track buckling safety evaluations, Proceedings of the Interna-

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s in the Design & Assessment

of Railway.

[7] PASW Statistics 17.0 (2009) SPSS Korea Datasolution Inc.

[8] 박성현, 조신섭, 김성수 (2005) 한글 SPSS, (주)데이타솔루

션.

[9] 철도청(1986) 장대레일 보수관리, 철도청, p. 24.

[10] Coenraad Esveld (2001) Modern Railway Track (Second Edi-

tion), MRT-Productions, pp. 383.

[11] G. A. Hunt (1994) An analysis of track buckling risk, British

Railways Internal Report RRTM013, p. 31.

접수일(2010년 2월 22일), 수정일(2010년 3월 29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