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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감 평가를 위한 주파수 보정곡선의 분석

Analysis of the Frequency Weighting Curve for the Evaluation of Ride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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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들과

경쟁력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의 속도 향상과 함께

여객수송의 품질 향상, 즉, 철도차량의 승차감을 일정한 수

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철도차량의 승차감은 진동, 소음, 냄새, 온도, 습도, 시각

적 자극, 의자 디자인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철

도차량의 승차감 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객에

크게 영향을 주는 철도차량의 진동으로 철도차량의 승차감

을 평가한다[1-5]. 철도차량은 현가장치(suspension) 종류, 휠

의 형상(wheel profile) 및 구동모터, 콤프레서, 대용량 차단

기, 주회로 차단기, 전원 콘택터, 변압기 등의 상태와 같은

차량조건, 레일형상(rail profile), 레일 불규칙도(rail irregularities),

분기기, 캔트(cant)와 곡선(curvature) 등 선로조건, 도시교통

의 빈번한 급가속 및 급제동, 속도제한 등과 같은 운행조건

들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의 진동이 발생한다[1,5]. 일반

적으로 진동 특성은 가속도로 표현되며, 이를 이용하여 승

차감을 평가하게 되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승차감의 좋고 나

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승차감은 승객이 느

끼는 감정이므로 물리적인 가속도의 크기뿐만 아니라 진동

에 대한 인간의 감응도(response)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

한 진동에 대한 인간의 감응도는 소음 평가에서와 마찬가지

로 동일한 진동의 크기에 대해 주파수 변화에 대한 느낌을

말해주는 주파수 보정 곡선(frequency weighting curve)으로

정의된다[1,3,4]. 따라서, 철도 차량의 승차감 평가에는 인간

의 감응도가 고려된 주파수 보정 가속도(frequency weighted

vibration)를 필요로 한다. 

철도차량의 승차감 평가는 국제철도협회(UIC,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유럽표준위원회(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위원회(ISO, International Stan-

dardization Committee) 등 많은 규격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각각의 규격에 따라 서로 다른 주파수 보정 곡선을 제시하

고 있다[6-10].

본 논문에서는 국제철도협회, 유럽표준위원회, 국제표준위

원회에서 규정한 주파수 보정곡선에 대해 분석하고 그 차이

점을 고찰한다. 또한, 주파수 보정곡선의 차이가 고속철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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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차량의 승차감은 진동뿐만 아니라 소음, 냄새, 온도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승객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진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승차감은 승객이 느끼는 감정이므로 물리적인 가속도의

크기뿐만 아니라 진동에 대한 인간의 감응도(느낌)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동에 대한 인간의 감응도를 나

타낸 것이 주파수 보정곡선이다. 따라서, 철도 차량의 승차감 평가에는 인간의 감응도가 고려된 주파수 보정 가

속도를 필요로 한다. 철도차량의 승차감 평가는 많은 규격에 규정되어 있으나, 각각의 규격에 따라 서로 다른

주파수 보정 곡선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철도협회, 유럽표준위원회, 국제표준위원회에서 규정한

주파수 보정곡선에 대해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고찰한다. 또한, 주파수 보정곡선의 차이가 고속철도 차량의 승

차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의 시운전 시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어 : 승차감, 승차감지수, 시운전시험, 통계적 방법, 주파수 보정곡선, 전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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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승차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의 시운전 시험을 통

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철도차량의 승차감 평가

철도차량의 승차감은 Sperling이 제안한 “승차감 지수

(Wz)”에 의한 평가방법 외에 “ISO2631(1985)”에서 규정한

승차감 평가방법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1]. 그러나, 이

ISO2631에는 전신진동(whole-body vibration)에 대한 일반적

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적용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국제 철도협회, 유럽표준 위원회, 국

제표준 위원회 등에서는 유럽 철도연구소(ERRI, European

Rail Research Institute)에서 수행한 “ISO규격의 철도 환경

으로 적용”이라는 연구의 결과[3]를 바탕으로 UIC513R[8],

ISO2631[7], ISO 2631-4[6], ISO10056[9], EN12299[10] 등

철도환경을 고려한 철도차량의 승차감 평가방법에 대한 규

격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6-11]. 이

들 규격은 철도의 승차감을 통계적인 방법이나 가속도 실효

값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UIC와 EN

규격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ISO규격은 가속도의 실효값을 이

용하거나 통계적 방법으로 철도차량의 승차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철도차량의 승차감 평가는 1985

년에 제정된 ISO2631-1의 8시간 피로능률한계를 기준으로

적용한 승차감 레벨[3]이 철도 운영주체에서 제시하는 철도

차량 제작시방에 명기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2000년에 한국

표준규격(KS, Korea Standard)에서도 철도의 승차감 평가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격은 앞에서 언급했

던 외국의 규격과 기존의 승차감 평가방법을 종합한 정도로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3. 주파수 보정곡선 분석 및 고찰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철도차량의 승차감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한 평가방법일지

라도 각각의 규격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 보정곡선을 사용하

거나 동일한 주파수 보정곡선조차도 다른 수식으로 표현되

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

서, 각종 규격(ISO, UIC, EN)에 규정된 주파수 보정곡선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분석하고 그 차이가 실제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의 시운전 시험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3.1 주파수 보정곡선의 전달함수

주파수 보정곡선은 ISO규격의 경우에는 ISO2631-1과

Table 1 Factors for frequency weighting curves of ISO2631-1

Factor Original factor in standard Factor modified as transfer function

Band-limiting

Low pass

High pass

Acceleration-velocity 

transition

Table 2 Factors for frequency weighting curves of EN

Factor Original factor in standard Factor modified as transfer function

Band-limiting

Low pass

High pass

Acceleration-velocity transition

Upwards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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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631-4에, UIC규격의 경우에는 UIC513R에, EN규격의

경우에는 EN12299에 정의되어 있다. ISO규격은 철도차량과

관련하여 의자 등받이에서 전후(x축)방향, 바닥 및 의자면에

서 수평(x, y축)방향 및 멀미(kinetosis)와 관련한 주파수 보

정곡선 등이 ISO2631-1에, 바닥 및 의자면에서 상하방향(z

축)에 대한 주파수 보정곡선이 ISO2631-4에 정의되어 있다.

ISO2631-1에는 바닥 및 의자면에서 상하방향(z축)에 대해 사

용할 수 있는 별도의 Wk라는 주파수 보정곡선이 정의되어

있으나 이는 철도차량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주파수 보정

곡선을 사용할 때에 주의를 해야 한다. UIC513R에는 의자

등받이에서 전후(x축)방향, 바닥 및 의자면에서 수평(x, y축)

방향 및 상하방향(z축)에 대한 주파수 보정곡선이 정의되어

있다. 또한, EN12299에 의자 등받이에서 전후(x축)방향, 바

닥 및 의자면에서 수평(x, y축)방향 및 상하방향(z축)에 대

한 주파수 보정곡선과 좌우방향에 대해 저주파에 의한 승차

감을 평가하기 위한 Wp가 정의되어 있다. Table 1과 2는

ISO2631-1규격과 EN규격에 정의된 주파수 보정곡선의 요

소(factor)와 이를 전달함수의 형태로 변경한 요소를 각각 나

타낸 것이며, ISO2631-4과 EN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주파수

보정곡선의 요소들은 이미 전달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

문의 별도의 수식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 ISO2631-1에 정의

된 주파수 보정곡선 Wc, Wd는 동일한 전달함수(Hc(p), Hd(p))

로 식 (1.1)과 같이 밴드 패스 필터(band-pass filter, Hh-1(p))와

가속도-속도 변환 필터(acceleration-velocity transition filter,

Ht(p))의 전달함수 곱이며, 주파수 보정곡선 Wf에 대한 전

달함수(Hf(p))는 밴드 패스 필터, 가속도-속도 변환 필터 및

상향구배 필터(upward gradient filter, Hs(p))에 대한 전달함

수 곱으로 식 (1.2)과 같다. 여기서 밴드 패스 필터는 식 (1.3)

와 같이 고주파 통과 필터(high-pass filter, Hh(p))와 저주파

통과 필터(low-pass filter, Hl(p))의 전달함수 곱이다.

Table 3 Comparison of frequency weighting curves for railway vehicle

Weighting Application Transfer function

ISO

Wc

x-axis, 

seat-back

Wd x, y-axis

Wb z-axis

Wf

Motion 

sickness

UIC

WA-WC

x-axis, 

seat-back

WA-WD x, y-axis

WA-WB z-axis

EN

Wc

x-axis, 

seat-back

Wd x, y-axis

Wp y-axis, roll

Wb z-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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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p) = Hd(p) = Hh-1(p) × Ht(p) (1.1)

Hf(p) = Hh-1(p) × Ht(p) × Hs(p) (1.2)

Hh-1(p) = Hh(p) × Hl(p) (1.3)

ISO2631-4에 규정된 주파수 보정곡선 Wb의 전달함수

(Hb(p))는 식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밴드 패스 필터와 순

수 주파수 보정(pure frequency weighting, Hw(p))에 대한 전

달함수 곱이다. 

Hb(p) = Hh-1(p) × Hw(p) (1.4)

UIC513R에 규정된 주파수 보정곡선 WA-WB의 전달함수

(HA-B(s))식 (1.5)에서와 같이 밴드필터(band filter, HA(s))와

상하방향 보정필터(weighting filter in vertical direction,

HB(s))의 전달함수 곱으로, WA-WC와 WA-WD의 전달함수

(HA-C(s), HA-D(s))는 식 (1.6)에서와 같이 밴드필터와 의자

등받이 보정필터(seat back weighting filter, HC(s)) 또는 수

평방향 보정필터(weighting filter in vertical direction,

HD(s))의 전달함수 곱으로 정의되어 있다.

HA-B(s) = HA(s) × HB(s) (1.5)

HA-C(s) = HA-D(s) = HA(s) × HC(s) or HA(s) × HD(s) (1.6)

EN12299에는 주파수 보정곡선 Wc, Wd 및 Wp는 동일한

전달함수(Hc(s), Hd(s), Hp(s))로 식 (1.7)에서와 같이 밴드 제한

(band-limiting, Hh-1(s)) 요소와 가속도-속도 변환(acceleration-

velocity transition, Ht(s)) 요소의 곱, Wb의 전달함수(Hb(s))

는 식 (1.8)과 같이 밴드 제한 요소, 가속도-속도 변환 요소

및 상향구배(upward gradient, Hs(s)) 요소의 곱이다.

Hc(s) = Hd(s) = Hp(s) = Hh-1(s) × Ht(s) (1.7)

Hb(s) = Hh-1(s) × Ht(s) × Hs(s) (1.8)

Table 3은 식 (1.1), 식 (1.2) 및 식 (1.4)~식 (1.8)로 정리

된 각종 규격(ISO, UIC, EN)에 규정된 주파수 보정곡선을

전달함수로 나타낸 것이며, Table 4~Table 6은 각종 규격에

정의된 주파수 보정곡선의 전달함수에 사용된 변수들의 값

[7-8,10]을 나타낸 것이다.

3.2 주파수 보정곡선의 특성분석

Fig. 1~Fig. 3은 각종 규격(ISO, UIC, EN)에 규정된 주파

수 보정곡선 Wb, Wc 및 Wd를 비교한 것이다. UIC에 규정

된 주파수 보정곡선은 WA-WB, WA-WC와 WA-WD등으로 정

의되어 있으나 다른 규격과의 비교를 위해 편의상 동일 목

적에 사용하는 주파수 보정곡선에 대해 Wb, Wc 및 Wd로 다

른 규격과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파수 보정곡선Wb에 대해 UIC와 EN의 경우는 동일

하며, 이는 Table 3의 전달함수와 Table 4 및 Table 5의 전

달함수에 사용된 변수들의 값으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다. 그러나, ISO경우는 이들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ISO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동일주파수에 대

Table 4 Parameters of the transfer function of the frequency weighting for ISO

Weightings
f1

(Hz)

f2

(Hz)
Q1

f3

(Hz)

f4

(Hz)
Q4

f5

(Hz)
Q5

f6

(Hz)
Q6 K

Wd 0.4 100 0.71 2 2 0.63 - - - - -

Wc 0.4 100 0.71 8 8 0.63 - - - - -

Wb 0.4 100 0.71 16 16 0.55 2.5 0.9 4 0.95 0.4

Table 5 Parameters of the transfer function of the frequency weighting for UIC

Weightings
f1

(Hz)

f2

(Hz)
Q1

f3

(Hz)

f4

(Hz)
Q2

f5

(Hz)
Q3

f6

(Hz)
Q4 K

WA 0.4 100 0.71 - - - - -

WB 0.4 100 0.71 16 16 0.63 2.5 0.8 4 0.8 0.4

WC 0.4 100 0.71 8 8 0.63 - - - - 1

WD 0.4 100 0.71 2 2 0.63 - - - - 1

Table 6 Parameters of the transfer function of the frequency weighting for EN

Weightings
f1

(Hz)

f2

(Hz)
Q1

f3

(Hz)

f4

(Hz)
Q2

f5

(Hz)
Q3

f6

(Hz)
Q4 K

Wb 0.4 100 0.71 16 16 0.63 2.5 0.8 4 0.8 0.4

Wc 0.4 100 0.71 8 8 0.63 - - - - 1

Wd 0.4 100 0.71 2 2 0.63 - - - - 1

Wp - 100 0.71 2 2 0.63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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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파수 보정곡선이 0.8~3, 7~60 Hz범위에서는 작으나

3~7 Hz 범위에서는 크다. 주파수 보정곡선Wc와 Wd는 Fig.

2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격(ISO, UIC, EN)에 대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Table 3의 전달함수와 Table

4~Table 6의 전달함수에 사용된 변수들의 값으로도 동일하

다는 것이 확인된다. Fig. 4는 ISO규격과 EN규격에 정의된

주파수 보정곡선 Wf와 Wp를 나타낸 것으로 두 경우 모두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Fig. 5

는 ISO2631-4에서 철도의 상하방향(z축)에 사용하는 주파수

보정곡선 Wb와 ISO2631-1에서 상하방향(z축)에 대해 별도

로 정의한 Wk를 나타낸 것으로 거의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보정곡선 Wb의 크기가 Wk보다 작다.

3.3 주파수 보정곡선의 차이가 실제 철도차량의 승차

감 평가에 미치는 영향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c와 Wd의 경우는 세 종류의

규격에 대해 주파수 보정곡선이 동일하지만 Wb의 경우는

ISO규격이 다른 규격에 비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Fig. 1 Comparison of frequency weighting curves for Wb

Fig. 2 Comparison of frequency weighting curves for Wc

 Fig. 3 Comparison of frequency weighting curves for Wd

Fig. 4 Frequency weighting curves for Wf of ISO and Wp of EN

Fig. 5 Frequency weighting curves for Wb and Wk of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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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실제 철도차량의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6은 고속철도 차량이 경부선을 운행한 때에 승차감

을 통계적인 방법[11]으로 각 규격에 따라 평가한 예이며,

Fig. 7은 고속철도 차량이 호남선을 운행한 때에 승차감을

5초 간격의 가속도 실효값(RMS)[11]으로 각 규격에 따라 평

가한 예이다.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 차량

이 고속선로 구간에서는 300 km/h의 속도로 운행하였으며,

기존선로 구간에서는 최대 150 km/h까지의 속도로 운행하였

음을 알 수 있다. Fig.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선과 기

존선의 선로구분이 없이 ISO규격을 적용한 경우의 승차감

지수가 다른 규격을 적용한 경우보다 평균 5.5%, 최대 7.6%,

최소 2.0%가 작다. 또한, 호남선의 일부 기존선 구간(7500

초~8500초)에 대한 가속도 실효값을 살펴보면 Fig.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상하 방향(z축)의 가속도 실효값은 ISO규격을

Fig. 6 Comparison of ride comfort by statistical method in the Kyoungbu line

Fig. 7 Comparison of rms accelerations in the Honam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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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경우가 다른 규격을 적용한 경우보다 작지만 전후 방

향(x축)과 좌우 방향(y축)은 규격에 관계없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경향은 본 본문에는 설명하지 않았지

만 고속선의 경우에도 기존선의 경우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원인은 Fig. 1과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파수 보정곡선은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상하방향

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Fig. 8은 고속철도 차량

의 승차감 평가를 위해 측정된 상하방향의 가속도를 주파수

분석한 결과인 PSD(power spectrum density)와 Fig. 1의 상

하방향의 주파수 보정곡선을 함께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 차량은 상하방향에 대한 PSD는 기

존선로와 고속선로에 대해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속철도 차량은 기존선로와 고속선로에서

모두 1, 8 및 11 Hz의 주파수에서 가속도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주파수 보정곡선의 크기는 Fig. 8에서 보는 바

와 8 Hz 이상에서는 ISO규격이 다른 규격보다 작으므로 8

및 11 Hz의 주파수에서의 가속도로 인해 ISO규격을 적용한

경우의 승차감 지수가 다른 규격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작게

된다.

3.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철도차량의 승차감 평가에 사용되는 국제 규격은 ISO,

UIC, EN 등으로 철도차량의 승차감 평가를 위해 규격에 따

라 서로 다른 주파수 보정곡선을 제시하고 있거나, 동일한

주파수 보정곡선일지라도 서로 다른 수식으로 정의되어 있

기 때문에 승차감을 평가할 때 주의하여 주파수 보정곡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를 통해 규격마다 다른 수식으로 정의된 주파

수 보정곡선을 동일한 형태의 전달함수로 수식을 유도함으

로써 규격에 따른 주파수 보정곡선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ISO, UIC, EN에 정의된 주파수 보정곡선Wc와 Wd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수식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동일한 특성

을 갖는 주파수 보정곡선임을 확인하였다. 주파수 보정곡선

Wb에 대해 UIC와 EN의 경우는 동일하지만 ISO경우는 이

들에 비해 일부 주파수 범위를 제외하고는 주파수 보정곡선

의 크기가 작다.

(4) 철도차량의 상하방향에 대한 주파수 보정곡선의 차이

가 고속철도 차량의 승차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의 승

차감 시험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제의 승차감 시

험을 통해 승차감의 평가를 수행한 결과, 주파수 보정곡선

의 차이와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진동 주파수 특성 때문에

ISO규격에 따라 평가된 승차감 지수가 다른 규격에 의한 승

차감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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