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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rolling stock has become a fast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increased in its

demands. But the improvement of speed has result in increase of aerodynamic noise and

therefore residential districts near by the railroad are now constantly suffering from the racket.

Thus the study regarding rolling stock’s environmental noise measurement and appraisal has

become important. The case of environmental noise, there are no changes of tone so prediction

can be made by reducing areas around the railway. This is part of the study which estimates

the noise around the railway using scaled model, and the source of the noise has been

researched on. The scaled model of rolling stock will have to be able to make high frequency

and it needs to be spread out in a short amount of time. When popping a balloon or firing a gun

fits its condition and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different noises.

Measurement was held on a wide vacant lot and the reflection effect of the ground is

additionally examined. It is judged to be used in the future when predicting the environmental

noise of railway vehicles.

1. 서론

현재 고속철도 차량은 빠르고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

고 있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고속화에 따라, 공력소음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철도 주변 거주 지역에 큰

소음 피해를 주게 되며, 소음피해인구는 170 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차량의 환경 소

음 측정 및 평가가 철도 연구에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고속철도 차량의 환경 소음 측정 및 평

가를 위해 Full Scale 규모의 차량모델을 대상으로 한 시험과정에서는 대규모의 시험설비구축, 다양한

시험대차의 제작, 시험조건의 설정 등과 관련된 시험비용과 시험시간 등의 증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애로점을 해결하기위해 고속철도 차량과 주변 환경의 축소모델을 통해 소음영향을 예측하

고 평가하는 계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제 지형지물에서 발생되는 소음전파 현상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축소모델에 사용 될 소음인 비분산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음의 경우 물리적으로 종파를 통해 에너

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음속이 일정하고 주파수 변조가 없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무차원 변수를 적

용시켜 철도 및 철도 주변의 축소모델에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과 같은 철도차량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신 차량 개발과정에서 유

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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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소음 전파과정에서의 음원특성을 올바르게 평가하기위해서는 소음원이 신

호 대 잡음비가 충분히 높게 나타나는 고주파영역까지 소음스펙트럼 발생이 가능한 소음원이여야하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출력 충격음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차량 철도 주변 주거 지역의 소음을 예측 할 수 있는 축소모형 연구의 일원

으로, 축소모형을 이용한 고속철도 차량 환경 소음 예측 시 사용할 수 있는 소음원에 대하여 연구하였

다. 소음원으로 풍선을 터트릴 때 혹은 화약총을 쏠 때 이 소음 조건을 만족하며, 이 두 가지 소음에 대

하여 소음특성을 분석하였다. 측정은 넓은 공터에서 이루어 졌으며 지면에 대한 반사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추후 고속철도 축소 모형실험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본 이론

2.1 버킹검 π정리(Buckingham π theorem)

본 연구에서는 버킹검 π정리를 이용하여 공간의 기하학적 상사법칙에 대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특

정 물리적 현상 와 이 현상을 지배하는 인자들  ,  , …,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or ⋯    (1)

이 함수 관계식을 무차원화 시키면 다음 식 2와 같이 관계식의 인자수를 줄일 수 있다. 

  ⋯      (2)

여기서 는 독립변수의 수를, π는 무차원화 된 물리적 응답을, ⋯는 무차원화된 인자를 의미한

다. 축소모델이 실제구조물과 상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축소모델 또한 동일한 무차원방정식을 만족하여

야만 한다. (식 3)

   ⋯ (3)

따라서 축소모델이 π 1m
=π 1 ,    , … ,   을 만족할 때 응답 또한 실제 응답에 환산할

수 있으며, 식을 정리하면   가 된다. 축소모델의 상사성은 기하학적인 상사와 물리적인 상사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이 모두에서 완전한 상사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상사에 따른 모형실험

결과의 왜곡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모형실험 결과의 왜곡을 실험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특정 무차원인자에 대하여 상사를 만족할 수 없을 때 ≠ 모형의 응답은 실제 응답과 다

를 것이다. 이 경우 α 만큼의 비상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π im
= απ i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모형의 결과를 실제응답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도입하여야 한다.

   ⇒    or   


(4)

α의 값에 따라서 ν의 값 또한 변할 것이며, ν(α)의 함수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α를 변화시키면서 모

형응답 을 계산하고 ν값의 변화의 추이를 보면서 ν=1이 되도록 수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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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상사성에 의한 왜곡(distortion)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비상사성을 갖는 두

개 이상의 모형의 실험과 이론적 해석을 병행하여 모형의 진동응답을 실제응답에 환산하는데 필요한 보

정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2.2 축소비율과 물리적 변수

축소모형을 활용한 음향전파실험의 목적은 실제 야외 공간에서 음에너지의 확산 현상을 축소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예측하는 것이므로 축소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변수를 도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수로써 사용되는 물리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야 하며, 다변수의 상관관계는 버킹검의

π정리에 근거하고 있다.

공기가 가지고 있는 관성과 탄성만을 고려하면, 음향전파과정은 8개의 물리량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기본 물리적 변수인 길이 (L), 질량 (M), 시간 (T)을 이용하여 물리량을 표시하면 표 1의 행렬식과 같이

구성되며, 소음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점성과 열전도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1. 음향전파과정에서 활용되는 물리적 변수

구분 L M T 비고

L 1 0 0 길이

T 0 0 1 시간

f 0 0 -1 주파수

ρ -3 1 0 공기밀도

K -1 1 -2 공기체적탄성율

p -1 1 -2 음압

u 1 0 -1 입자속도

Ρ 2 1 -3 음향파워

표 1과 같이 랭크 3 인 행렬식은 버킹검의 π정리를 이용하여 5개의 무차원 변수로 정리된다. 표 2는

정리된 무차원 변수를 나타낸다.

표 2. 무차원 변수



    

    

    

        

여기서, c는 를 나타내며, 음향전파 과정에서 ρ, c, K는 축소모델과 실제 환경에 차이가 없는

변수이다. 따라서 기하학(Geometric Scale) 축소비 1:F로 사용하여 위의 무차원 변수를 정리하였다. 표

3은 축소비에 따른 무차원 변수를 나타낸다.

표 3. 축소비에 따른 무차원 변수

주파수    

시간    

음압   

입자속도   

음향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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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아래첨자 m과 r은 모델과 실제 음향환경을 나타낸다. 이 결과로부터 축소모형실험에서의 주

파수는 F배, 시간은 1/F 배로 변환됨을 알 수 있으며, 음압과 입자속도는 모형과 실제 현상이 동일한 값

을 가진다. 또한, 음향파워는  log   만큼 보상시켜야 한다.

2.3 열린 공간에서의 음원 전파

열린 공간에서 위치한 소음원이 발생하는 음파는 공기 중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직접음파

(Direct wave)와 지면에 의해 반사되어 나아가는 반사음파(Reflection wave)가 있다. 열린 공간에서의

지면 효과는 음원에서 발생된 음파가 지면과 부딪쳐 일부는 지면의 흡음률에 따라 흡음효과를 가지며

흡음되지 않은 나머지 음파는 지면과의 임피던스 부정합(impedance mismatching)으로 인해 음파가 반

사되어 나아가며, 지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 지면과 음파의 입사각과 같은 각도로 반사되어 나아가

게 된다. 그림 1은 표면이 매끄러운 지면에서의 반사 효과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지면 효과

소음원에 의한 소음확산은 거리에 따라 크게 2 가지 음장으로 분리된다. 그림 2는 근접 음장(near

field)과 원 음장(far field)으로 구분된 음장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2. 소음원의 음원 전파

근접음장은 소음원과 매우 가까이 있는 구간으로 음압의 변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측정 시 근접음장

구간은 피해야 한다. 원 음장은 자유 음장(Free field)와 확산 음장(Reverberant field)으로 나뉘며 여기

서 자유 음장이란 거리가 2배 될수록 6 dB 떨어지는 구간이다. 확산음장은 소음원에 의한 직접적인 소

음보다 벽 또는 외부 물체에 의한 반사 소음이 더 큰 구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 음

장에서 소음 측정을 하였으며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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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출력 충격 음원 측정

3.1 고출력 충격음원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차량 축소 모형을 이용한 환경 소음 실험 시 소음원으로 사용 가능한 풍선과

화약총이 터지는 순간의 음향 특성을 측정 및 분석 하였다.   측정은 B&K 사의 마이크로폰(4189A)과

주파수 분석기인 "PULSE"장치를 사용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측정은 주위에 측정 장비 외에 방해물

이 없게 하기 위하여 대형 운동장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3은 풍선과 화약총의 소음 측정 시 측정 방법

을 보여준다. 

그림 3. 고출력 충격음원 측정 개요

그림과 같이 풍선이 터지는 순간과 화약총을 쏘는 순간 소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1m 지점에

서 소음을 발생 시키고 마이크로폰을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 측정 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면에 대한 반

사 효과를 보기 위해 4 m에서 7 m 까지 1 m 간격으로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변화 시켜 각 7 회 씩 측

정 하였다.

3.2 고출력 충격음원 측정 결과

3.2.1 화약총

그림 4. 고출력 충격음원 측정 결과 : 경기용 신호 화약총

고출력 충격음원 중 경기용 신호 화약총에 대한 측정 결과는 그림 4과 같다. 위 그림은 측정 시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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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 7 m에서 측정 된 시간에 대한 화약총의 소음도를 나타내며 화약총에 대한 직접 전달음이 측정 된

시간에서 0.003초 이전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화 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 전달음이 전

달 된 후 지면에 의한 반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는 지면 효과를 자세히 보기 위하여 0.0025s 부터 0.0075s 구간에서의 시간에 따른 소음도를 보

여준다.

그림 5. 고출력 충격음원 측정 결과 : 경기용 신호 화약총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 전달음이 측정 된 후 지면 반사에 의한 소음이 측정되며 거리가 멀어 질

수록 직접 전달음과 지면 반사음에 대한 시간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7 m 지점에서 측정 한

결과가 직접 전달음과 지면 반사음의 측정 시간 차이는 약 0.0010초인데 비해 4 m 지점의 경우 측정 시

간 차이는 약 0.0017초로 7 m 측정 지점에서의 시간 차이가 더 적다. 이는 직접 전달음과 지면 반사음

에 대한 거리에 대한 비로 설명 되며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그림 6. 직접 전달음과 지면반사음

음속을 340 m/s로 가정한다면 4 m 측정 지점의 경우 직접 전달음과 지면 반사음과의 시간 차이가 약

0.0014초인데 비해 7 m 측정 지점이 약 0.0008초로 더 적다. 즉 지면 효과의 경우 거리가 멀어 질수록

직접 전달음과 가까운 시간에 측정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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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기용 신호 화약총의 주파수 특성

그림 7은 화약총의 옥타브 별 소음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800 Hz이후부터 약 105 dB

소음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속철도 축소 모형 시험 시 백색 잡음(White noise)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2 풍선

풍선이 터지는 순간에 대한 측정 결과는 그림 8와 같다. 아래 그림은 측정 시 4, 5, 6 과 7 m 지점에

서 측정 된 시간에 대한 풍선의 소음도를 나타내며 화약총과 동일하게 직접 전달음이 측정 된 시간에서

0.003초 이전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화 하였다. 풍선의 경우 화약총과는 시간에 따른 소음도 유형이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풍선의 경우 가장 큰 소음도가 처음 측정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달음 측정 후 몇 초 후에 가장 큰 소음도가 측정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풍선의 경

우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을 하여 풍선의 표면적에 의하여 여러 직접음이 전달되고 이에 따라 하나의 직

접음이 아닌 다수의 직접음이 측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고출력 충격음원 측정 결과 : 풍선

경기용 신호 화약총과 동일하게 풍선도 지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9는 풍선이 터지는 순간에 대

한 직접음과 지면 반사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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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출력 충격음원 측정 결과 : 풍선

그림 10은 풍선에 의한 소음원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화약총과 유사하게 약 800 Hz 이후부터 약

90 dB의 소음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약총에 비해 높은 소음도를 갖지는 못하지만 고주파 대역에

서 축소 모형실험 시 사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고출력 충격음원 측정 결과 : 풍선

3.3 고출력 충격음원 측정 결과 비교

그림 11은 풍선과 경기용 신호 화약총의 옥타브 별 소음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풍선

과 화약총 모두 고주파 대역에서 충분한 소음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화약총에 비해 풍선의

소음도가 다소 낮지만 약 90 dB로 축소 모형실험 시 사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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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출력 충격음원 측정 결과 비교 : 7 m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차량 축소 모형을 이용한 철도 운행 구간 주변 주거 지역의 환경 소음 예측

시 소음원으로 사용하는 고출력 충격음원에 대하여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였다. 풍선과 경기용 신호 화

약총을 선정하여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축소 모형실험 시 소음원은 고주파 대역에서 일정한 소

음도를 가져야 하는데 화약총의 경우 고주파 대역에서 약 100 dB, 풍선의 경우 약 90 dB의 소음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축소 모형실험 시 소음원으로 사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원은 주위에 방해물이 없는 경우 측정 센서로 직접 전달음과 지면 반사음의 형태로 측정되며 화

약총의 경우 직접음과 지면 반사음의 구분이 뚜렷하지만, 풍선의 경우 측정 거리가 다소 짧기 때문에

풍선 단면적에 의한 직접음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면 효과의 경우 거리가 가장 먼 7 m

가 직접 전달음과 지면 반사음의 측정 시간 차이가 가장 짧았다. 즉 측정 지점이 멀어 지는 경우 직접

전달음과 표면 반사음의 측정 시간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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