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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in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 test of railway electronics, cold 

and heat resistant tests are involved. Relevant KRS standards describe “There is no 

problem” as acceptance criteria for function check during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 tests. According to this requirement, testers perform some function and 

performance tests which are easy to perform during test procedure using 

temperature chamber. This paper reviews the limit of current check method for 

cold and heat resistant tests and proposes an alternative. An alternative is the 

application of data sheet. Using data sheet, the temperature of equipped 

components is checked whether this temperature meet acceptance criteria or not. 

Also, this paper suggests temperature test range guidelines comparing temperature 

standards for general IC component. For the example in real field, this method uses 

the lowest temperature and the highest temperature in major domestic cities.

국문요약

 철도용 전자기기의  온도 환경시험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내한성과 내열성에 관한 시

험을 수행한다.  KRS 규격의 온도환경시험에서 성능확인은 양부판단의 규정이 “이상이 없

어야 한다”로 대부분 되어있다. 이 문구에 대하여 시험자들은 규격 내에서 제시하는 기능시

험이나 성능시험을 온도쳄버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절차 중에서 수행하기 용이한 몇 가지 시

험으로 성능 확인시험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저온 및 고온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이 안 되는 부품이나 회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성능시험이나 기능시험의 종류

를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용

품에 대한 내한성 및 내열성에 대한 KS 및 KRS 규격 검토와 온도시험의 한계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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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대안으로 데이터쉬트(DataSheet)의 활용으로 장착된 부품의 사용온도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현장적용 사례를 들어 국내의 주요 지방의 최저 

온도와 최고온도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IC 부품의 온도 규격과 비교하여 

온도시험 범위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철도용 전자기기는 다른 산업용 전자기기에 비하여 까다로운 환경조건에서 동작해야 한

다. 온도 및 진동, 노이즈, 염분, 낙뢰, 쇳가루, 햇빛, 강전등에 노출되어 있다. 철도용 전자

기기는 이러한 환경을 얼마나 잘 견디고 동작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 중 온도환경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많이 향상되어 왔다. 넓은 온도 범위를 갖는 IC소자도 많이 나왔고, 개

발자들의 인식도 많이 발전됐다. 철도용 전자기기에는 수백개에서 수천개의 소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온도 범위를 벗어나는 소자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

다. 개발시험부터 납품 및 수리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에서 온도규격에 맞는 소자가 사용

되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가능한 전반적인 주제에 대하

여 서술하였다.

  2. 본론

      2.1 동작온도

시험의 가장 큰 명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도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저온측면에서 보면 추운 한겨울 장치내부의 온도가 외기온도와 같은 

상황에서 전원을 인가하여도 이상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저온과 달리 고온은 기기전원이 인

가된 상태에서, 강한 한여름 햇빛에 의해 외함이 달구어진 상태에서도 이상없이 동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철도장치들의 외장은 검은색을 선호한다. 기관사들의 눈부심 방지 때문에 검은

색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다. 검은색은 한여름 햇빛에 의한 표면온도가 90℃ 정도 된다고 알

려져 있다. 그러면 새벽기온을 대략 20℃로 보면 검은색 표면온도의 일교차는 대략 70℃ 

정도 된다. 장치에서 일교차가 심하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 납땜부위에서 온도상승과 

하락의 반복은 납땜 안에 있는 미세 공기층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여 균열이 발생한다. 여

기에 진동이 더해져서 균열 발생이 더욱 가속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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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 IC소자의 동작온도 

온도범위 용도별 명칭

0℃ ~ 70℃ Commercial(상용)

-25℃ ~ 85℃ Industrial(산업용)

Extended-40℃ ~ 85℃

-55℃ ~ 125℃  Military(군용)  

실외설치용 철도전자기기는 산업용소자를 사용하며, 고온 동작온도는 85℃ 이다. 장치 내

부에 있는 각 소자들은 우리나라 최고기온 40℃와 소자자체 발열, 주변소자 발열, 태양광 

영향에 의한 온도 영향으로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고온시험온도는 우리나라 최고기온 40℃와 태양광에 의한 영향과 주변장치에서 영향받는 

온도를 합한 값으로 결정된다. 케이스 형태에 따라 태양광에 의한 내부온도 상승 값이 다르

다. 태양광을 받는 면의 크기와 발열되는 표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각 케이

스마다 태양광에 의한 내부온도 상승값을 표기하고 고온시험 온도를 결정할 때 참고토록 해

야 할 것이다.

도표1은 전자기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IC 소자의 동작온도 분류이다. 많은 소자들이 도표1

에 표기된 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소자도 있다. Commercial(상용)에서 

Military(군용)로 갈수록 비싸고, 구하기 어렵고, 납품일도 길어진다. Commercial(상용)이 

Military(군용)부품보다 온도 이외의 다른 특성이 좋은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기후상 야외

에서 사용되는 철도용품은 -25℃ ~ 85℃ 혹은 -40℃ ~ 85℃ 용 소자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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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온도(℃) 40 39.7 39.6 39.6 39.5

날짜 1942.08.01 1942.07.28 1942.07.13 1939.07.21 1977.07.31

인천
온도(℃) 38.9 38.9 37.7 37.5 37.4

날짜 1949.07.16 1949.08.16 1943.08.21 1943.08.22 1939.07.31

서울
온도(℃) 38.4 38.2 38.2 38.2 37.9

날짜 1994.07.24 1994.07.23 1943.08.24 1939.08.10 1943.08.28

대전
온도(℃) 37.7 37.5 37.5 36.9 36.8

날짜 1994.07.24 1994.07.23 1994.07.22 1994.07.13 1994.07.18

부산
온도(℃) 36.7 36.1 36 35.9 35.8

날짜 1983.08.04 1983.08.05 1944.08.30 1944.08.16 1994.07.24

도표 2. 주요 지방별 최저기온 

양평
온도(℃) -32.6 -31 -31 -30.2 -27.8

날짜 1981.01.05 1981.01.06 1981.01.04 1981.01.03 1981.01.07

충주
온도(℃) -28.5 -27.9 -27.9 -26.2 -26

날짜 1981.01.05 1981.01.06 1981.01.04 1974.01.25 1984.01.05

춘천
온도(℃) -27.9 -25.6 -25 -24.8 -24.8

날짜 1969.02.06 1986.01.05 1967.01.16 1986.01.06 1969.02.05

원주
온도(℃) -27.6 -27.4 -26.8 -26.7 -26.1

날짜 1981.01.05 1981.01.04 1973.12.24 1981.01.06 1973.12.25

문산
온도(℃) -25.9 -23.8 -23.7 -23 -22.8

날짜 2010.01.06 2010.01.07 2010.01.14 2011.01.16 2011.01.17

수원
온도(℃) -25.8 -24.8 -24.6 -24.4 -24.2

날짜 1969.02.06 1981.01.05 1981.01.04 1973.12.24 1969.02.02

천안
온도(℃) -24 -22.7 -21.4 -21 -19.9

날짜 2001.01.15 2003.01.06 2001.01.16 1974.01.24 1981.01.27

서울
온도(℃) -23.1 -22.5 -22.3 -22.2 -21.9

날짜 1927.12.31 1931.01.11 1920.01.04 1928.01.05 1931.01.10

인천
온도(℃) -21 -20.9 -20.6 -20.6 -20.4

날짜 1931.01.11 1915.01.13 1915.01.14 1915.01.12 1931.01.10

대구
온도(℃) -20.2 -19.6 -18.6 -17.6 -16.4

날짜 1923.01.19 1923.01.18 1915.01.13 1953.01.19 1920.01.26

광주
온도(℃) -19.4 -18.2 -17.7 -17.2 -17

날짜 1943.01.05 1943.01.12 1940.02.03 1945.01.16 1940.01.27

대전
온도(℃) -19 -18.6 -17.9 -17.7 -17.4

날짜 1969.02.06 1974.01.24 1970.01.05 1973.12.24 2001.01.15

부산
온도(℃) -14 -12.8 -12.7 -12.7 -12.6

날짜 1915.01.13 2011.01.16 1917.01.08 1915.01.14 1977.02.16

도표 3. 주요 지방별 최고기온

도표2와 도표3은 우리나라 철도가 통과하는 지방의 최저 및 최고온도이다. 우리나라 기상

청에서 측정한 공식 기록 온도이다. 중앙선이 통과하는 양평지역이 1981년 01월 0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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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를 기록하였다. 본 도표에 따라 단순하게 우리나라 일반철도의 저온 규격은 -3

5℃, 서울 및 인천 지하철은 -25℃, 대구 및 광주, 대전은 -20℃, 부산은 -15℃로 결정해

도 될 것이다.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사용되는 장치의 온도규격을 냉난방시설에 맞추어 제시되

는 경우(0℃ ~ 50℃)가 있다. 이런 경우 냉난방시설의 고장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2.2 성능시험

일반적으로 온도규격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 확인 시험을 한다. 저온시험의 경

우 저온을 인가하여 장치의 모든 부분이 시험온도와 같을 때 전원을 인가하여 성능확인시험

을 한다. 고온시험의 경우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고온을 인가하여 충분히 가열된 후 성능

확인시험을 한다. 

성능확인 시험은 장치 내 모든 부품들이 사용온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하드웨어 부품 

시험이다. 성능시험으로 회로 내에 있는 모든 소자들이 저온 및 고온에서 정상동작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온도시험에서 행해지는 성능확인 시험으로는 장치 중 일부 부품만 시

험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성능시험에 어떤 소자들이 동작되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도입장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철도용 장치 제작과정에서 산업용 IC 대신 

상용 IC가 장착되어도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상용 IC나 산업용 IC가 온도 이외에는 다른 

모든 기능이 같아 상온에서 실시하는 성능시험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겉모양검사에 모든 부품들이 온도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을 추

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험 및 검사자는 장착된 부품의 부품번호로 데이터쉬트와 대조하여 

잘못 장착된 상용부품을 가려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코팅 작업전에 부품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 및 검사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사용온도가 넓어 데이터쉬트 상에 동작온도가 표기가 안된 경우도 있고, 

동작온도에 대한 용어가 다르게 표기된 데이터쉬트도 있다. 철도용으로 소규모 주문 생산되

어 사용온도가 표기되지 않은 부품도 있다. 제조자가 부품번호를 지워버린 경우도 있다. 상

용부품을 사용하였지만 온도 시험에는 통과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시험 및 검사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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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PCB 보드

디지털회로는 겉모양 검사로 온도환경 확인을 간단히 해결 할 수 있지만 아날로그 회로는 

확인이 복잡하고 어렵다. 아날로그 회로는 디지털 회로처럼 데이터쉬트 확인으로 간단히 해

결되지 않는다. 아날로그 회로에서 쓰이는 콘덴서와 저항소자들의 값은 상수가 아니다. 부

품들의 값은 공차 범위내에 있고, 또 이 값은 온도에 의해 값이 변한다. 부품들의 값은 

±10%혹은 ±30%내에 어떤 값이다. 시험으로 확인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시험으

론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 할 수 없다.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온도시험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개발시험에서 최소한 아날로그 회로들은 모든 시험되어져야 한다. 시험항목을 결정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면담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설계자

와 면담이 가능한 장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날로

그 회로보다 디지털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온도 시험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 할 수 있다.

          

   3. 결론

온도시험에 대하여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전반적으로 나열하였다. 온도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분야는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많은 부분

이 해결된다.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고 시험을 거친 후 바로 

적용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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