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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동 소음의 관점에서 해석한 국내 철도의 진동 특성 비교

Comparison of Track Vibration Characteristics for Domestic Railway 

Tracks in the Aspect of Rolling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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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차량이 궤도를 따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크

게 전동 소음(rolling noise), 공력 소음(flow noise), 동력 소

음(engine noise)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공력 소음은 차

량이 250~300km/h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할 때 주요 소음원

으로 작용하며, 약 250km/h 이하의 주행 속도 구간에서는

전동 소음이 주요하게 발생한다[1]. 전동 소음은 차량이 레

일(rail) 위를 주행할 때 차륜(wheel)과 레일의 수직 방향 거

칠기(roughness)에 의해 차륜과 레일이 진동 하면서 발생한

다. 여기서 소음 발생과 관련한 파장 범위의 거칠기를 음향

조도(acoustic roughness)라고 칭한다.

일반적인 자갈 도상 궤도(ballasted track)의 경우, 침목

(sleeper), 레일, 그리고 차륜이 전동 소음에 기여하는 주요

소음원으로 작용한다. 주파수 대역 별로는, 대략 300~40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침목에서, 약 400~2000Hz 까

지는 레일에서, 그리고 약 200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는 차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지배적이다[1,2]. 따라서 철도

전동 소음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저소음화 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소음원에 대한 진동 및 소음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 산업이 앞 선 유럽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철도

전동 소음에 대한 학계와 산업체의 많은 연구를 통해 전동

소음에 기여하는 각 소음원 별 진동 및 소음 특성을 해석

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 오고 있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행 안전성 또는 노반 진동 관점에

서 궤도 모델링을 수행한 바 있으나[3], 전동 소음 관점에

서의 궤도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철도 전동 소음 해석을 위해서는

궤도와 차륜에 대한 해석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 중, 본 논

문에서는 철도 전동 소음 해석을 위해 필요한 궤도 모델링

에 대해 기술하고, 국내에서 운용중인 세 가지 형태의 대표

적인 궤도에 대해 진동을 해석하였다. 궤도 진동 해석을 위

한 이론적 궤도 모델링은 참고문헌[1,4]에 제시되어 있는 방

Abstract An important source of noise from railways is rolling noise caused by wheel and rail vibrations induced by

acoustic roughness at the wheel-rail contact. The main contributors to rolling noise are the sleepers, rail, and whee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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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 전동 소음은 철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음으로서 차륜과 레일의 음향 조도에 의해 유기된다.

철도 전동 소음의 주요 소음원으로는 침목, 레일 그리고 차륜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철도의 전동 소음을 해석하

기 위해서는 차륜의 진동 특성과 함께 궤도의 진동을 해석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 소음의 관점에서 레일의 진동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궤도 모델링에 대해 기술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세 가지 철도 궤도에 대해 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궤도로는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

KTX 자갈 도상 궤도, KTX 콘크리트 궤도를 선정하였으며, 각 궤도 별로 레일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전파 특

성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 시 궤도는 이산 지지를 가진 Timoshenko 보로 모델링하였으며, 레일

의 평균 진동 속도를 이용해 세 궤도 레일의 방사 소음 특성을 간접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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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해 수행하였다. 그리고 철도 전동 소음의 관점에

서 이들 세 가지 철도 궤도의 진동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

다. 해석에 이용한 국내 궤도로는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

(conventional ballasted track)’, ‘고속 철도 자갈 도상 궤도

(KTX ballasted track)’, 그리고 ‘고속 철도 콘크리트 도상 궤

도(KTX concrete track)’를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철도 전동 소음의 관점에서 이들 국내 철도 궤도의 진동 특

성을 해석하고 비교한 사례는 드물었다고 판단된다. 

2. 본 론

2.1 궤도 모델링

궤도의 진동을 해석하기 위한 궤도 모델은 레일 및 지지

구조를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4,5]. 해석 주파수 대역이 500Hz 이하인 경우 레일을 단

순 Euler-Bernoulli 보로 가정할 수 있으나 레일에 전단 변

형이 발생하는 500Hz 이상에서는 Timoshenko 보 모델이 사

용된다. 이러한 보 이론의 기본 가정은 단면의 형상이 변형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레일의 경우 약 2kHz 근방에서 단면

의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2kHz 보다 높은 주파수 대

역에서는 보 이론에 기반한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레일의 단면이 변형하여 단면의 고차 변형 모드가 발

생하는 2k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보 이론을 적용한

이론 해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서는 수치 해석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6,7]. 

Fig. 1에는 일반적인 자갈 도상 궤도의 구성을 나타내었

다. 철도 전동 소음 해석을 위한 궤도 모델링 시, 레일 지

지 구조로 레일패드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궤도를 1단 지

지 구조로 모델링 할 수 있다(Fig. 2(a)). 반면 레일패드 외

에 침목과 도상까지 해석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침목을 질량

(mass)으로, 도상을 강성 요소(stiffness component)로 가정하

여 2단 지지 구조로 모델링 할 수 있다(Fig. 2(b)). 궤도 모

델링 시 클립(clip 또는 fastener)은 레일패드에 비해 강성이

크게 낮으므로 궤도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4]. 

또한 레일의 지지 구조를 보면, 자갈 도상 궤도의 경우 레

일은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침목과 레일패드 위에 지

지되어 있으므로 이산 탄성 지지(discrete elastic support) 구

조를 갖는다. Fig. 3에는 이산 탄성 지지 구조로 모델링한 궤

도 모델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산 탄성 지지에

의한 영향은 이산 지지에 의해 발생하는 ‘pinned-pinned’ 주

파수 부근에서만 발생하므로[8] 해석의 편의를 위해 레일패

드와 침목이 레일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여

연속 탄성 지지(continuous elastic support) 구조로 가정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본 논문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국내의 세 가지 궤도 형태

중,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와 KTX 자갈 도상 궤도는 침목

과 도상을 해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2단 이산 지지 궤도로

모델 링하고자 하며, KTX 콘크리트 도상 궤도의 경우에는

레일과 레일패드만으로 구성된 1단 이산 지지 궤도로 모델

링하고 바닥면인 콘크리트 도상은 강체(rigid surface)로 가

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Fig. 3(a)와 Fig. 3(b)의

이산 지지 구조를 가진 궤도에 대한 이론적 모델링에 관해

기술하며, 레일은 Timoshenko 보로 가정하였다. Fig. 2와

Fig. 3에 보인 궤도 모델링 방법 및 실험을 통한 타당성 검

증 등은 참고문헌[1,2,4,5,8]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1.1 운동 방정식

지지 구조가 없는 Timoshenko 보의 운동 방정식은 레일

의 수직 방향 변위 u(x, t)에 관한 4차 미분방정식으로 표현

된다.

(1)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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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components of ballasted railway tracks

Fig. 2 Continuously supported models for track vibration. (a)

Single layer model, (b) double layer model

Fig. 3 Discretely supported models for track vibration. (a)

Single layer model, (b) double layer model. d denotes the

distance between two adjacent slee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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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는 레일의 탄성 계수(Young’s modulus), I는 레일

단면의 2차 모멘트, G는 전단 계수(shear modulus), mr'는

레일의 단위 길이당 질량, µ는 단면의 전단 계수(shear

coefficient)이다. 레일의 수직 방향 변위 u(x, t)를 시간과 공

간에 대한 조화 함수로 표현하면 u(x, t) = Ueiωte-ikx로 쓸 수

있으며, 여기서 ω는 각주파수(angular frequency), k는 파수

(wavenumber)를 나타낸다. u(x, t)를 식 (1)에 대입하여 정리

하면 식 (2)와 같다.

(2)

여기서 A는 보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식 (2)로부터 Timoshenko

보에 존재하는 네 개 파동의 파수를 구할 수 있다. 레일에

감쇠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레일의 감쇠 손실 계수(damping

loss factor) η를 반영하여 탄성 계수 E와 전단 계수 G 대

신 복소 강성 E(1+iη)와 G(1+iη)를 사용하여 운동방정식을

기술한다.

레일의 수직 방향 변위 u(x)는 식 (3)과 같이 식 (2)에서

구한 네 파동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식 (3)을 이용해 회전각(φ), 모멘트(M) 그리고 전단력(Q)

에 관한 식을 식 (4)와 같이 쓸 수 있다.

(4)

침목 설치 간격(d)을 주기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궤도 구

간은 Fig. 4의 2자유도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Fig.

4에서 un과 wn은 각각 n 번째 지지점에서 레일과 침목의 수

직 방향 변위를 나타내며, Kp는 레일패드의 수직 방향 강성,

ms는 침목의 질량(half length), Kb는 도상의 수직 방향 강성

을 나타낸다. Fig. 4의 레일패드, 침목, 도상으로 이루어진 2

단 지지 구조는 식(5)의 등가 강성 K로 치환하여 표현할 수

있다[1].

(5)

레일패드와 도상에 각각 감쇠 손실 계수 ηp와 ηb가 정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 (5)의 Kp와 Kb를 Kp(1+iηp)와

Kb(1+iηb)로 바꾸어 사용한다. Fig. 5에는 지지 간격 d로 반

복되는 구간에 작용하는 힘과 변위를 도시하였으며, 두 지

지점 x = 0과 x = d에 대해 식 (3)과 식 (4)를 적용하면

(6)

여기서 이며 이

며 행렬 B와 C는 각각 x = 0과 x = d에서 구한 계수 항들로

이루어진 4×4 정방 행렬이다. 지지 반력이 x = d 지점에 작

용하는 경우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지점 좌우의 변

위 연속 조건(ub = uc, φb = φc)과 힘의 평형 조건(Mb = Mc,

Qb = Qc−Kub)으로부터

(7)

가 된다. 여기서 행렬 D에 정의된 K는 식 (5)에서 구한 등

가 강성을 나타낸다.

이산 지지된 레일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전파 특성은 반

복 구조 이론(periodic structure theory)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9]. 침목이 일정 간격 d로 레일을 지지하고 있는 경우

x와 x + d지점의 변위 사이에는 Floquet theorem에 의해 식

(8)의 관계가 성립한다.

u(x + d) = e-γdu(x) (8)

여기서 γ는 전파 계수(propagation coefficient)로서 γ = δ + i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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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wo degrees of freedom model of discretely supported

railway tracks

Fig. 5 Displacements and loads at periodic supports of railway

t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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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되며, 단위 반복 구간(unit periodic segment)을 통

과해 전파하는 파동의 거리 감쇠(δ) 및 위상 변화(ε)를 표현

한다. 즉, γ의 실수부가 감쇠 특성을, 허수부가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식 (7)에 식 (8)의 반복 구조 이론을 적용하면

(9)

로 표현된다. 식 (9)의 고유치 문제를 풀어 전파 계수 γ를 구

할 수 있다.

2.1.2 분산 선도와 감쇠율

이산 지지된 레일을 따라 전파되는 파동의 전파 특성 및

감쇠 특성은 식 (9)의 전파 계수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다.

파동의 전파 특성은 파수-주파수 관계를 나타내는 분산 선

도(dispersion diagram)로, 감쇠 특성은 단위 거리당 파동의

크기 감소를 표시하는 감쇠율(decay rate)로 나타낼 수 있다.

식 (9)에서 구한 전파 계수 γ의 허수부(ε)가 거리에 따른

파동의 전파 특성을 나타내므로 ε을 이용해 분산 선도를 얻

을 수 있다. 파동의 거리 에 따른 감쇠 특성은 전파 계수 γ

의 실수부(δ)에 의해 표현된다. 파동이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거리 감쇠를 감쇠율, ∆(dB/m)로 표현하면 식 (10)과 같다[1].

∆ = 8.686Im(k) = 8.686(γ) (10)

레일에서 방사되는 소음은 레일의 진동에 기인하므로 철

도의 전동 소음을 해석하는데 있어 거리에 따른 레일 진동

의 감쇠 특성은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레일의 감쇠율은 레일의 지지 구조가 가지는 강성 및 감

쇠, 그리고 레일 자체의 감쇠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레일 패드, 침목, 도상에 의해 탄성 지지된 레일에는 진행

파(propagating wave)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cut-on 주파수가

존재하며, cut-on 주파수 이하에서는 레일에 근접장 파동

(near-field wave)이 존재한다. 근접장 파동은 레일을 따라 멀

리까지 전파하지 못하므로 cut-on 주파수 이하에서는 레일

의 감쇠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 cut-on 주파수는 레일의 단

위 길이당 질량과 지지 구조의 강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궤

도의 레일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지지 구조의 강성

이 크면 cut-on 주파수가 높아지며, 지지 구조의 강성이 낮

아지면 cut-on 주파수도 낮아진다. 레일을 따라 진행하는 굽

힘파의 cut-on 주파수는 궤도의 형태와 물성치에 따라 달라

지지만 대략 수 백 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 존재한다.

레일 지지 구조의 강성이 크면 저주파수 대역에서 레일의 감

쇠율이 증가하므로 레일 방사 소음 저감 측면에서 유리할 것

이다. 도상과 레일패드의 감쇠(damping)도 감쇠율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레일을 따라 전파하는 파동의 cut-on 주파

수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강성만큼 큰 영향을 주지

는 못한다. 레일의 굽힘파가 cut-on 된 이후에는 레일 자체

의 감쇠에 의해 감쇠율이 결정된다. 레일 지지 구조의 강성

변화 및 레일의 감쇠 변화에 따른 감쇠율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 2.2.2절에서 궤도 물성치를 적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2.1.3 모빌리티

레일에 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레일의 진동 응답 특

성은 주파수 응답 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로 나타

낼 수 있으며, 본 해석에서는 하중에 대한 진동 속도의 비

인 가진점 모빌리티(point mobility)로 표현하고자 한다. 

레일의 x' 위치에 작용하는 가진력 F에 의해 발생하는 x

지점의 응답을 리셉턴스 α로 정의하면 식 (11)과 같다.

α(x, x') = u(x, x')/F (11)

일정 간격 d로 이산 지지되는 레일의 지지점을 xn = nd (n

은 임의의 정수)로 정의하면 m번째 지지점에서 작용하는 반

력은 −Ku(xm)이 된다. 이 힘을 외력으로 간주하면 m번째 지

지점의 반력에 의한 x 지점의 응답은

u(x, xm) = −Ku(xm)a(x, xm) (12)

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x' 위치에 작용하는 가진력(F)과 xn

위치의 지지점에 작용하는 반력을 모두 고려하면 x 지점의

응답은

(13)

이 된다. 여기서 K는 식 (6)에서 정의한 지지 구조의 등가

강성이며, 레일을 무한 길이의 보로 가정하여 n = −∞,...,

−1,0,1,...,∞로 설정하였다. 식 (13)을 이용해 레일 지지점 xm

의 응답을 표현하면

(14)

이다. 식 (14)의 n을 유한개의 지지점으로 줄여 근사화하면

(15)

으로 쓸 수 있다. 여기서 [α(xm, xn)는 크기 1×(2N+1)의 행 벡

터(raw vector)이며 은 지지점의 변위를 나타내는 열 벡

터(column vector)이다. 따라서 모든 지지점에 대해 식 (15)

를 적용해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식 (16)과 같다.

(16)

여기서 α는 크기 (2N+1)×(2N+1)의 리셉턴스 행렬이다. 식

(16)을 이용해 지지점의 변위를 구하면 식 (17)과 같다.

(17)

식 (17)은 지지점에서 발생하는 응답이므로 식 (17)을 식

(13)에 대입하면, 임의점 x의 응답을 구할 수 있다. 식 (13)

에서 구한 변위 u(x)에 iω를 곱하면 진동 속도가 되므로 모

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다.

식 (17)로부터 이산 지지점의 레일 변위 un을 구하면, 침

목의 변위 wn은 Fig. 4의 2자유도 모델로부터 식 (18)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uc DCB
1–
ua e

γd–
ua= =

u x( ) Fα x x′,( ) K α x xn,( )u xn( )
n ∞–=

∞

∑–=

u xm( ) Fα xm x′,( ) K α xm xn,( )u xn( )
n ∞–=

∞

∑–=

u xm( ) Fα xm x′,( ) K α xm xn,( )[ ]un–≈

un

un F α xm x′,( )[ ] Kαun–=

un F 1 Kα+( )
1–
α xm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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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식 (18)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주파수인 에

서 침목이 공진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주파수는 강체인 레

일과 기반 사이에 놓인 침목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한다. 따

라서 이 공진 주파수에서는 레일이 강체처럼 거동하므로 레

일의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2.2 국내 궤도에 대한 진동 해석 및 결과 비교

앞 절에서는 이론적 궤도 모델로부터 파동의 분산 선도,

감쇠율 그리고 가진점 모빌리티를 얻기 위한 과정을 소개하

였다. 본 절에서는 국내 궤도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그 결

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해석한 세 가지 궤도는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 KTX 자갈 도상 궤도, 그리고 KTX

콘크리트 도상 궤도이며, 각 궤도에서 사용된 레일은 기존

선의 경우 KS50 레일, KTX 궤도는 UIC60 레일이다. 각 궤

도의 물성치는 참고문헌[3,10]에 제시된 값을 토대로 Table

1에 정리하였다.

2.2.1 분산 선도

Timoshenko 보에는 네 개의 파동이 존재하며 그 중 두 개

는 양의 x 방향으로, 나머지 두 개는 음의 x 방향으로 진행

하는 파동이다.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와 KTX 콘크리트 도

상 궤도에 대해 양의 x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개 파동의 전

파 계수(γ1, γ2)를 식 (9)로부터 구하여 Fig. 6과 Fig. 7에 나

타내었다. 식 (9)의 고유치 해석을 함에 있어, 자갈 도상 궤

도는 2단 탄성 지지 구조로 모델링 하였으므로 식 (5)의 등

가 강성이 유효하지만, 콘크리트 도상 궤도는 1단 탄성 지

지 구조를 가지므로 등가 강성 K는 레일 패드의 강성 Kp가

된다.

Fig. 6과 Fig.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번째 굽힘파는 약

4500Hz 근방에서 cut-on 되므로, 이 주파수 이하 대역에서

는 첫 번째 굽힘파에 의해 주로 진동이 전파됨을 알 수 있

다. Fig. 6의 첫 번째 분산 곡선 Im(γ1)을 보면 약 800Hz 근

방에서 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산 지지 구조에 의해 발생한 차단 대역(stop band)을 나타

wn

Kpun

Kp Kb ω
2
ms–+

----------------------------------=

ω Kp Kb+( ) mx⁄=

Table 1 Properties of the three types of domestic railway tracks

Items Properties
Conventional

ballasted track 

KTX

ballasted track

KTX

Concrete track

Rail

Vertical bending stiffness, EI (MNm2) 4.32 6.42 6.42

Shear stiffness, GA (MN) 510 615 615

Mass per unit length, mr' (kg/m) 50 60.3 60.3

Rotational inertia, ρI (kgm) 0.206 0.24 0.24

Damping loss factor 0.02 0.02 0.02

Shear coefficient, µ 0.34 0.34 0.34

Railpad
Vertical stiffness, Kp (MN/m) 200 100 40

Damping loss factor 0.24 0.14 0.14

Sleeper
Mass (for a half length), ms (kg) 103 140 -

Sleeper spacing, d (m) 0.689 0.6 -

Ballast
Stiffness, Kb (MN/m) 80 50 -

Damping loss factor 0.4 0.5 -

Fig. 6 Dispersion diagram predicted from the conventional

ballasted track listed in Table 1

Fig. 7 Dispersion diagram predicted from the KTX concrete track

list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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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차단 대역에서는 감쇠가 증가하는 것을 Fig. 6의 Re(γ1)

선도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콘크리트 도상 궤도에서도 이

산 지지에 의한 차단 대역이 발생하지만 Fig. 7에서는 뚜렷

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콘크리트 도상 궤도에 사용

된 레일패드의 강성이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의 레일패드 강

성에 비해 약 1/5 정도로 훨씬 작기 때문이다.

또한 Fig. 6과 Fig. 7을 비교해 보면 약 500 Hz 이하의 저

주파수 대역에서 파동의 분산 특성 및 감쇠 특성이 큰 차

이를 보인다. 이것은 침목 및 지반에 의한 영향이며, 특히

2단 지지 모델에서 250~450Hz 부근의 감쇠 특성이 크게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쇠율에 대해서는 다음 2.2.2절

에서 상세히 다룬다.

2.2.2 감쇠율

Fig. 8에는 Table 1의 세 가지 궤도의 레일에서 전파되는

파동의 거리에 따른 감쇠 특성을 식 (10)의 감쇠율로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2단 지지 구조를 가지는 자갈 도상 궤도

의 경우 식 (18)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저주파수 대역에서

침목이 레일패드와 자갈 도상 사이에서 공진(resonance)하면

서 레일을 따라 파동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 영역

(blocked region)이 형성된다[1]. Fig. 8의 감쇠율을 보면, 기

존선 자갈 도상 궤도의 경우 차단 영역이 약 250~450Hz 부

근, KTX 자갈 도상 궤도는 약 170~300Hz 부근에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와 KTX 자갈 도

상 궤도에서 나타나는 차단 영역의 차이는 주로 레일패드의

강성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레일패드의 강성이 클수록 차

단 영역이 높은 주파수에서 보다 크게 형성된다. 콘크리트

도상 궤도는 1단 지지 궤도로 가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차단

대역이 발생하지 않 는다. 또한 다른 두 궤도에 비해 레일

패드의 강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약 15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자갈 도상 궤도의 경우보다 감쇠율이 크게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콘크리트 도상 궤도에서는 약

150Hz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 레일 진동이 멀리까지 전파됨

을 의미한다. 약 2k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 감쇠율은 레

일이 가진 감쇠에 의해 발생하므로 세 궤도 모두 레일의 감

쇠율로 수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레일패드의 강성 변화에 따른 감쇠율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 Table 1의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 물성치에 세 가지의 서

로 다른 레일패드 강성을 주어 감쇠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

를 Fig. 9에서 비교하였다. 레일패드의 강성은 각각 200MN/

m, 100MN/m, 그리고 40MN/m로 설정하였으며, 이 값들은

Table 1에 제시된 세 궤도의 레일패드 강성이다. Fig. 9에 보

인 감쇠율 비교를 통해 레일패드의 강성에 따라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의 감쇠율이 크게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레일패드의 강성이 낮아지면 수 백 Hz에서 약 2kHz 주파

수 대역에서 감쇠율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레일의 감쇠에 의해 감쇠율

이 지배됨을 볼 수 있다(20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 감쇠

율을 도상의 강성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Fig. 8

의 결과로부터, 약 1 또는 2k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에서

레일의 진동 및 방사 소음을 줄이고자 한다면 레일의 지지

구조에 대한 대책이 아닌 레일 자체의 감쇠를 증가시키는 대

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Fig. 8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차단 대역은 이산 지지 구

조에 의한 pinned-pinned 주파수 부근에서 발생한다.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는 침목의 간격이 0.689m이므로 pinned-

pinned 모드가 발생하는 주파수가 약 780Hz인 반면 KTX 자

갈 도상 궤도는 침목의 간격이 0.6m이므로 약 1kHz에서

pinned-pinned 모드가 나타났다. Fig. 8의 결과와 Fig. 9에 보

인 레일패드 강성의 영향을 고려해 보면, 레일패드의 강성

이 큰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에서 pinned-pinned 효과가 가

장 크게 발생하며, 레일패드의 강성이 가장 낮은 KTX 콘크

리트 도상 궤도에서는 이산 지지에 의한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약 20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

는 레일의 진동에 의한 방사 소음은 KTX 콘크리트 도상 궤

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

Fig. 8 Decay rates predicted from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Korean railway tracks

Fig. 9 Comparison of decay rates predicted from the

conventional ballasted track in Table 1 with three different

levels of railpad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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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2.2.4절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2.2.3 가진점 모빌리티

차륜과 레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한 외력이 레일 머리(rail

head)의 중앙에 수직 방향으로작용할 때 세 가지 궤도에서

구한 가진점 모빌리티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레일 머리에

작용한 가진력은 두 레일패드 사이 간격의 중앙(x' = d/2)에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Fig. 10으로부터, 약 10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 모빌리티는 세 궤도 모델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는 약 400~900Hz 대

역, KTX 자갈 도상 궤도는 약 220~350Hz 대역 그리고

KTX 콘크리트 도상 궤도는 약 110~220Hz 대역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모빌리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 Drive point mobilities predicted from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domestic railway tracks shown in Table 6.1 for

excitations applied at mid-span (x' = d/2)

2.2.4 평균 진동 속도

이산 지지 궤도 모델은 지지점 간격과 가진점의 위치에 의

해 레일의 가진점 모빌리티와 진동 특성 등이 달라진다. 레

일의 방사 소음은 레일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므로 평균 진

동 속도 제곱을 이용하여 세 가지 궤도의 레일에서 방사되

는 소음의 상대적인 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

루고 있는 세 가지 궤도 모델의 진동 특성이 레일 방사 소

음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

진점의 위치가 두 인접한 지지점 사이의 구간(0 ≤ x < d)에서

변할 때 레일에 발생하는 진동을 일정 구간 −L ≤ x < L에 대

해 평균해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11에는 Table 1의 세 가지 궤도 모델에 대해 레일의

진동 속도를 제곱하여 시간과 거리에 대해 평균한 뒤 가진

점 모빌리티로 정규화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시간

과 공간(−L ≤ x < L)에 대해 평균된 레일의 속도 제곱은 식

(19)로 정의된다.

(19)

식 (19)는 가진점의 위치 x'을 변수로 가지므로 가진점 모

빌리티의 제곱으로 나누어 무차원화하고, 그 값을 여러 개

의 가진점 위치에 대해 평균한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을 보면, 이산 지지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레일 평

균 진동 속도의 변화는 pinned-pinned 주파수인 1kHz 주변

에 국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실제 궤도에서는 레

일패드의 불균일한 설치 간격과 레일패드의 강성 편차 등이

있으므로 pinned-pinned 모드가 레일의 평균 진동 속도에 주

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산 지지에 의한 영

향은 방사 소음의 관점에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을 통해 KTX 콘크리트 궤도의 평균 진동 수준이 약

170Hz 이상 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

면 약 17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세 궤도 모델이

모두 유사한 진동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방사 소음의 측

면에서 KTX 콘크리트 궤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음을 유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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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Normalized squared amplitudes of velocity predicted

from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domestic railway track

Fig. 12 Comparison of normalized squared velocity calculated for

the conventional ballasted track in Table 1 with three

different levels of railpad stiffness



유정수·장승호

9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6권 제2호(2013년 4월)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KTX 콘크리트 궤도의 레일이 다른

궤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 소음을 가지는 주된 이

유는 콘크리트 궤도에 사용되는 레일패드의 강성이 낮아서

레일 진동이 더 멀리까지 전파되어 방사 소음에 기여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레일패드의 강성 변화에 따른 레일 평균 진동 속

도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Table 1의 기존선 자갈 도

상 궤도에 대해 레일패드 강성을 200MN/m, 100MN/m, 그

리고 40MN/m로 변화시켜가면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Fig. 1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12의 결과를 보면,

레일패드의 강성이 낮아지면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레일

의 평균 진동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9에 보인 감쇠율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Fig.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레일패드의 강성이 낮아지면 레일의 감쇠

율이 낮아져 레일 진동은 더 멀리까지 전파하고, 따라서 레

일의 평균 진동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운용중인 세 가지 대표적인 궤도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 KTX 자갈 도상 궤도, 그리고 KTX

콘크리트 도상 궤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레일 진동을 계산

하고 전동 소음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지금까

지 철도 전동 소음의 관점에서 이들 국내 철도 궤도의 진

동 특성을 해석하고 비교한 사례가 드물었기에 본 연구 결

과는 레일의 진동 및 소음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해석을 위해 먼저 철도 전동 소음 해석에 사용되는 궤도

모델링에 관해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세 가지 궤도

는 모두 이산 지지 구조를 가진 Timoshenko 보로 가정하였

으며, 궤도 모델로부터 레일을 따라 전파하는 파동의 분산

선도, 감쇠율, 그리고 외력이 작용할 때 레일의 가진점 모

빌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국내 궤도에 대해 진동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

교하였다.

국내의 세 가지 궤도에 대한 진동 해석을 통해, 이산 지

지 구조의 영향은 기존선 자갈 도상 궤도에서 가장 크게 발

생하는 반면, KTX 자갈 도상 및 콘크리트 도상 궤도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방사 소음의 측면

에서 콘크리트 도상 궤도가 자갈 도상 궤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소음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주된 이유

는 콘크리트 도상 궤도에 사용되는 낮은 강성의 레일패드 때

문이다. 더욱이 콘크리트 도상 궤도는 침목에 의한 소음 방

사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500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도

레일이 주요한 소음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도 외력이 레일머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작용하거

나, 지지 구조가 비대칭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레일의 수평

방향 진동이 유기되어 방사 소음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레일의 수평 방향 진동에 의한 방사 소음 특성 및 기여도

에 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레일에 회전 모멘

트가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레일 진동 등 여러 가지 현상

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수치 해석을 통한 레

일 진동 및 방사 소음 해석과 실험을 통한 검증 등의 지속

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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