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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방재

차열도료의 장대레일 적용 시 레일 진동에 의한 차열 성능 

변화 영향 평가

Thermal Insulation Performance: Change of Thermal Insulation 

Paint Applied to CWR Exposed to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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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uyeop*, Lee, HyunWook**, and Kang, Donghoon***

Abstract

Because railroads are specialized means of mass transportation, safety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accidents can lead to major 

disasters. However, every summer, owing to the deformation of the rail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temperature of the rail, safety

problems occur, and there is no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To address this situa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which a thermal insulation paint is applied to the continuous welded rail (CWR), and excellent effectiveness has been demonstrated.

However, long-term performance impact analysis of vibrations caused by train operation in actual field applications is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rmal insulation performance caused by rail vibration was evaluated. A vibration

test was conducted by simulating the vibration environment of the railway site, and the changes in thermal insulation performance

and uniformity were observed at specific intervals. The thermal insulation paint showed excellent vibration durability by maintaining

the level of performance and uniformity, even after prolonged exposure to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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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철도는 대량 수송에 특화된 교통수단인 만큼 사고 발생 시 큰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매 하절기마다 레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선로 변형 현상으로 운행 안전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열 도료를 장대레일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우수한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적용 시 열차 운행으로 발생된 진동에 대한 장기적인 성능 영향 분석이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일 진동으로 인한 도료의 성능 변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철도 현장의 레일 진동환경을 모사하여 

진동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특정 주기마다 차열 성능 변화 추이 및 균일도를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차열 도료는 장기간 

진동 노출에도 기존 수준의 성능 및 균일도를 유지하여 우수한 진동 내구성을 보였으며 향후 현장 적용 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차열 도료, 장대레일, 철도 안전, 레일 진동,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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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운행에 있어 레일은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여 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 구조물로 철도시

스템의 안전성과 정시성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

로, 레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 방법(Kang 

et al., 2014; Choi et al., 2017; Seo et al., 2021)을 이용하여 

레일에 발생하는 각종 결함을 찾아내고 이를 유지보수(Bae 

et al., 2011; Jeong et al., 2021) 하는 등 레일 상태에 대한 

점검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레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 중에서 하절기 빈번히 발생하는 폭염의 

경우 레일 온도의 급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레일

의 장출(Buckling)로 연결되어 운행 차량의 탈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므로(Chang et al., 2019)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절기 레일의 온도 상승 문제는 최근 이상 기온에 의한 

폭염 일수 증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가 철도 여객 운송의 중심이 된 요즘에는 

탈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기타 철도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므로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레일 온도의 관리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자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에 있다.

먼저, 전통적인 레일 온도 저감 기술로는 레일에 용수를 

도포하는 방식, 즉 살수 방법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한 레일에 인력 혹은 살수차를 이용하여 용수를 

살수하는 방법이나 온도 상승이 빈번한 개소에 스프링클러 

방식의 살수 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특정 온도 이상에서 

자동으로 살수되도록 하는 자동살수장치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살수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작업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Jo and Hwang, 2010), 후자의 경우 살수장치 

설치 및 이를 보조하기 위해 통상 함께 설치되는 온도 계측시

스템 등 관련 장치의 설치비와 유지보수비가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살수장치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레일 온도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차열 도료(Thermal insulation paint)를 

이용한 레일 온도 저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열 도료는 도료 내부가 균일하고 치밀한 미세 구조체로 

조직되어 열을 전달하는 공기층 발생을 차단하여 온도 상승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Nguyen et al., 2020). 이러한 특성을 

지닌 차열도료를 레일에 적용하기 위하여 몇 건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선행 연구(Sung et al., 2012)에서 차열 도료의 

종류별 차열 성능을 평가하여 도료 타입(1액형, 2액형)에 

따른 성능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대상 4종의 도료에서 최대 

8.3 ℃의 온도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구

(Back et al., 2016)에서는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도료를 실제 

영업 중인 고속선에 도포하여 3개월간 성능 변화를 분석하였

으며, 분석 결과 미도포 레일 대비 차열 도료 도포 레일에서 

3~5 ℃의 온도 저감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

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에폭시 계열의 하도와 불소 

계열의 상도를 사용한 2액형 차열 도료(Park and Kang, 

2021)를 통해 최적 두께로 적용 시 최대 19.2 ℃의 온도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장기 환경 내구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내구성을 입증하는(Park and Kang, 2022) 등 해당 분야에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서 검토되지 않은 부분으로 차열 도료를 실제 영업 선로에 

적용할 경우 차열 도료의 진동 영향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철도 레일은 차량과의 접촉 시 강한 진동이 발생하게 

되며, 도료의 특성 상 진동과 같은 외력에 의해 표면 결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레일에 대한 차열 도료 적용 시 운용 

환경 하에서의 도료의 부착 안전성 검토는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차열 도료

를 이용하여 실제 환경 하에서의 진동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철도 운행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휠-레일 접촉 시험기(Twin-disk rig)를 이용한 시편 시험을 

통해 차열 도료가 도포된 레일에 차량이 운행될 경우 운행 

속도 및 운행 기간을 시험 인자로 하여 차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시편 제작

철도 운행 시 진동 및 결함으로 인한 도료의 레일 부착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차열 도료를 적용한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 제작 사용된 도료의 종류는 2액형 도료를 

사용하였다. 2액형 도료는 선행연구의 현장 적용 실험을 

통해 1액형 도료 대비 우수한 내구성과 뛰어난 차열 성능이 

입증된 바 있다. 도료를 적용한 모재(Base material)는 휠-레

일 접촉 시험기(Twin-disk rig)에 적합한 규격(D = 300 mm, 

T = 30 mm)의 디스크 모양의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재질은 

현장 레일 적용과 유사한 부착성 및 온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레일의 주 성분으로 사용되는 고탄소강(SSW-Q1R)

을 사용하였다. 레일 시편(도료 도포 시편)은 UIC60의 레일 

헤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도료를 도포하지 않은 휠 

시편은 레일 시편과 동일한 지름이며, 편평한 트레드(Tread)

를 가지고 있다.

도료의 적용 방법은 Fig. 1과 같은 상도(Base coat)와 하도

(Primer)를 나누어 도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도는 에

폭시(Epoxy) 계열의 도료를 사용함으로써 모재와 상도간의 

결합력과 접착성을 강화하여 도료의 손상 및 박피 방지에 

유리하도록 강화하였다. 상도는 도막 표면이 특수 코팅되어 

우수한 차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오염 물질이 도료 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균일한 성능 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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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내구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불소 수지(Fluoropolymer) 

계열의 도료를 사용하였다. 도료의 두께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얇은 도포 두께로 가장 효율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상도 두께와 그에 따른 적합한 접착성을 유지하

기 위한 하도 두께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가장 효울적인 두께로 제시된 상도 195 ± 5 µm를 하도 

135 ± 5 µm의 두께(Park and Kang, 2021)를 적용하였다. 

도료의 도포 방식은 정밀한 성능 측정을 위하여 균일한 

두께와 표면을 얻을 수 있는 기계적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레일 진동 영향 실험에 

적합한 Fig. 2와 같은 시편을 제작하였다.

3. 실험 구성

3.1 레일 진동 실험

철도 운행 시 진동에 대한 차열도료 성능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3의 소형 휠-레일 접촉 시험기를 활용하여 시편

을 레일 진동 환경에 노출시켰다. 소형 휠-레일 접촉 시험기

는 각 디스크가 45 kW DC 모터에 각각 연결되어 독립적으로 

구동 및 제어가 가능하며, 각 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인코더를 

통해 회전 속력(rpm)을 측정할 수 있고, 레일 시편을 거치할 

수 있는 프레임에 설치된 소형 모터를 이용하여 접촉 하중을 

인가할 수 있다(Lee, 2021).

우선, 마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신품 휠과 신품 레일이 

접촉하는 경우 1,000 MPa 이상의 최대 허치언 압력(Maximum 

Hertizan pressure)이 발생하는 것을 참고하여 두 시편을 

접촉시킨 뒤 150 kg의 하중을 인가하여 최대 허치언 압력 

1,113 MPa을 생성하였다. 이후, Fig. 4와 같이 3,000 rpm의 

회전 속력을 인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중간에 

다양한 차량 동역학 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슬립율(Slip 

ratio) 조건을 부가하였다. 슬립율은 휠-레일 접촉면에서 발

생하는 휠과 레일의 상대속도를 차량의 속도로 정규화

(Normalize)한 값의 백분율로써 다양한 차량 동역학적 현상

을 대표하는 파라미터이다. 예를 들어 직선 주행시 발생하는 

슬립율은 대체로 0.1% 이하이고 커브 주행, 감가속, 제동 

등에서는 1% 이상의 슬립율이 발생한다. 본 시험에서는 

슬립율을 최대 3%까지 인가하여 차량 동역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진동현상을 구현하였다. 슬립율 산출 공식은 다음 

Eq. (1)과 같으며, RPMwheel은 휠의 회전속력, RPMrail은 레일

의 회전속력을 각각 나타낸다.

   






 × (1)

Fig. 1. Structure of Two-Component Paint

Fig. 2. Specimen Structure Coated with Thermal Insulation Paint

Fig. 3. Specimen Grinding Using Twin Disk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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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간은 고속철도의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특정 레일 

위치에서의 차륜 접촉 횟수를 산정하여 도출하였다. 도출 

결과, 실제 철도 운행 환경에서의 1개월 기간의 레일 접촉 

횟수는 실험 시간 56분 동안의 접촉 횟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1 cycle로 설정하고 최대 24 cycle (2년)까

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차열 성능 평가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cycle 증가로 인한 차열성능 변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Fig. 5(a)와 같이 차열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철도 현장에서 레일 온도 상승의 원인이 

태양 복사열인 것을 감안하여 할로겐 투광 램프(SH-F1000B, 

ILLI ELECTRONIC CO., LTD.)를 사용하여 시편에 복사열

을 가하여 온도를 상승시켰다. 온도 조건은 레일의 온도가 

55 ℃ 이상일 때 열차 정상운행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55 ℃를 기준으로 3가지 온도 조건(40 ℃, 50 ℃ 

60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온도 조건은 시편과 할로

겐 램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예비시험을 통해 

구현하였다.

실험 과정은 Fig. 5(b)와 같이 시편을 배치한 뒤 주변온도 

20 ℃의 환경에서 할로겐 램프를 투광하여 시편의 온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지면과의 열교

환을 방지하고, 복사열에 대한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편은 지면으로부터 300 mm 이격시켰다. 또한, 시편 표면

의 온도 변화는 시편의 좌측과 우측 상부 표면에 K-type 열전대

(Thermocouple)를 각각 부착하여 1 Hz의 샘플링으로 DAQ 

(NI9213, National Instrument Co.)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3.3 차열 균일도 평가

앞서 설명한 차열 성능 평가 방법에 더하여, 레일의 진동으

로 인하여 시편 표면에 발생되는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열전대와 같은 국부적인 센서로는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시편의 전체적인 진동 영향 평가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TESTO 882, TESTO Co.)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시편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온도 상승을 열화상 이미지로

부터 차열 균일도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시편의 

온도가 준평형상태(Quasi-equilibrium state)에 도달한 시점

에서 시편 전체 면적에 대한 열화상 이미지(방사율: 0.95)를 

획득한 후 Fig. 6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 시편의 

원주 방향을 따라 균일한 간격으로 표본 온도 데이터를 

추출한 뒤 통계적인 분석 기법인 비대칭도(Skewness, Sk)와 

첨도(Kurtosis, Ku)를 적용하여 시편 표면의 균일도를 정량

적으로 평가하였다. 비대칭도는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값 혹은 낮은 값이 얼마나 분포하였는가를 나타낸 

통계적 분석 기법으로 정규 분포 대비 그래프가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를 나타낸다. 첨도는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밀집 혹은 분산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낸 

통계 분석 기법으로 정규 분포 대비 그래프가 얼마나 완만하

거나 뾰족한지를 나타낸다. 도출 식은 다음 Eqs. (2), (3)와 

같다. N은 총 데이터 개수 값을 나타내며, 

는 온도 데이터, 

(a) Experimental setup

(b) Configuration of test specimen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Heat Insulation Performance Test

Fig. 4. Rotational Speed Profile of Wheel and Rail D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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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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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4.1 차열 성능

실험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차열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도 상승량(Temperature 

change)과 승온 속도(Heating rate)를 차열 성능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제시하였으며 Fig. 7과 같이 정의하였다. 온도 

상승량은 초기 온도와 최대 도달 온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승온 속도는 시편의 온도가 준 평형상태 도달 

지점의 90%에 해당하는 온도 지점까지의 온도 상승량을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우선, cycle 진행에 따른 차열 성능 변화의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하여 TC1에서 측정된 0 cycle 시편의 온도 변화 및 

승온 속도를 분석하였다. 0 cycle 시편의 3가지 온도 조건별 

온도 변화량과 승온속도는 Fig. 8과 같다. 온도 변화량은 

각각 3.2 (40 ℃), 7.5 (50 ℃), 10.2 (60 ℃)로 나타났으며, 

승온 속도는 각각 0.09 ℃/min (40 ℃), 0.2 ℃/min (50 ℃), 

0.26 ℃/min (60 ℃)으로 나타났다. 온도 조건이 상승할수록 

시편에 가해지는 열 에너지량의 증가로 인하여 온도 변화량

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온속도 또한 온도 

변화량과 동일하게 조건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 

온도 변화량과 승온속도 모두 선형적인 상승 추이(R2 = 0.97)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승온속도가 온도 변화량과 동일한 

온도 변화 특성을 보이며, 온도 조건 변화에 대하여 유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실험을 통해 얻어진 0 cycle 시편의 온도 변화 특성을 

기준으로 cycle 진행에 따른 차열 성능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9는 cycle 진행에 따른 차열 성능 변화를 조건 온도별로 

Fig. 7. Methodology for Measuring Temperature Change and

Heating Rate

Fig. 8. Comparison of Factors According to Condition Temperature

Fig. 6. Methodology of Extracted Data for Analysis of Exothermic

Uniformity

Fig. 9.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by Cycle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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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그래프이다. cycle 진행에 따른 변화 추이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0 cycle 시편의 차열 성능을 100%로 설정하

고, 이후 각 cycle 시편의 차열 성능을 비율로 나타냈다. 

사이클 진행에 따른 성능 변화는 24 cycle 경과 시 최종적으로 

40 ℃에서는 100% 50 ℃에서 97.2%, 60 ℃에서 96.18%로 

나타났다. 온도 변화가 가장 큰 60 ℃ 조건 온도를 기준으로 

성능을 분석하면, 미세한 성능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6 cycle과 12 cycle에서는 이전 cycle의 성능 

대비 각각 2%p 만의 수치 하락이 발생하였다. 그 후, 24 

cycle에서는 12 cycle과 거의 동일한 성능 수치를 기록하였

다. 50 ℃ 조건 온도 또한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성능 하락을 

기록하며 비교적 성능 변화 영향이 미미하였다. 40 ℃ 조건 

온도에서는 cycle 진행에 따른 성능 변화가 거의 없이 수치가 

유지되어 레일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최종적으로, 고온 조건일수록 성능 변화의 영향이 증가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40 ℃ 이하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4 cycle 진행시에

도 약 4% 정도의 성능 하락 이후 약 96 ± 1% 수치에서 

수렴하며 레일 진동으로 인한 차열 도료의 성능 변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도료의 온도 변화에 대한 승온 속도 변화는 Fig. 10과 

같으며, 40 ℃에서의 승온속도는 평균 0.09 ℃/min, 50 ℃에서

는 평균 0.2 ℃/min, 60 ℃에서는 평균 0.26 ℃/min으로 나타났

다. cycle 진행과 관계없이 평균값과 비슷한 수준의 승온 

속도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모든 온도 조건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승온속도에서 성능 변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cycle 변화에 따른 성능 하락 영향이 4% 내외이고, 

온도 변화 또한 0.4 ℃ 이내를 기록하며 변화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레일 진동은 승온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온도 상승량 변화와 마찬가지

로 레일 진동에 대한 도료의 승온 속도 변화가 매우 미미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온도 측정 위치에 따른 차열 성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C1과 TC2에서 측정된 온도 데이터 비교를 진행하

였으며 결과는 Fig. 11과 같다. 각 cycle 별 온도 차이 값은 

0.9 ℃ (0 cycle), 0.2 ℃ (6 cycle), 0.8 ℃ (12 cycle), 0.2 ℃ 

(24 cycle)이다. cycle 진행에 대한 추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모든 cycle에서 0.9 ℃ 이하의 온도 차이가 발생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측정 온도 위치 변화로 인한 

성능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시편의 국부적인 면적에

서의 성능 하락 혹은 열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된 시편의 열화상 이미지를 살펴보았

다. Fig. 12와 같이, cycle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온도의 최대값

과 최소값이 상승(32.9 ℃~33.7 ℃ (0 cycle), 32.9 ℃~33.8 

℃ (6 cycle), 33.1 ℃~34.1 ℃ (12 cycle), 33.5 ℃~34.1 ℃ 

(24 cycle))하나 시편 전체 면적에서의 온도 분포를 기준으로 

Fig. 10. Heating Rate Performance Change by Cycle Progress

Fig. 11. Temperature Difference by Measuring Point

Fig. 12. Temperature Difference by Measur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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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내 위치별 최대 1 ℃ 미만의 온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레일 진동으로 인한 국부적인 차열 

성능 저하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4.2 차열 균일도

Fig. 13은 cycle 진행에 따른 차열 균일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Sk 값의 경우 cycle 진행과 관계없이 모든 값이 

정규분포 값인 0 이하로 나타나며 중앙값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온도가 더 높아 고온 영역의 비중이 많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모든 데이터의 절대값이 0.6 이내를 기록하며 

정규분포(Sk: 0)에 가까운 우수한 균일도를 보였다. Ku 또한 

모든 값이 3 이하로 나타나며 온도 분포가 정규분포 대비 

넓고 고르게 분산되어 첨두(Peak)값이 낮고 완만한 특성을 

보였다. 절대값이 3과 1.8 사이의 값을 보이면서 정규분포

(Ku: 3)에 가까운 우수한 균일도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레일 진동 영향으로 인한 시편 표면의 차열 균일도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온도 조건과 cycle 진행과 관계없이 우수한 

균일도를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대레일 진동에 대한 차열 도료의 접착성

과 그로 인한 차열 성능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차열 도료가 도포된 레일이 2년간(24 cycle) 차량이 

유발하는 진동에 노출되어도 60 ℃ 조건 기준 최대 

성능 대비 96 ± 1%의 성능을 유지하며 진동에 대한 

우수한 내구성을 갖는다.

2) 레일 진동으로 인한 차열 성능 변화가 미미하여 시편 

표면의 승온 속도는 cycle 진행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3) 반복적인 레일 진동에 노출 시, 시편 표면에서 국부적인 

성능 하락은 발생하지 않으며 차열 균일도 또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레일 진동에 대한 차열 도료의 우수한 

접착성 및 장기 내구성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레일 적용 

시 하절기 열차의 안전 운행 및 정시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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