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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임피던스를 고려한 레일 방사 소음의 파수영역 

유한요소/경계요소 해석

Numerical Analysis of Rail Noise Regarding Surface Impedance of Ground by Using 

Wavenumber Domain Finite and Boundary Elements

유정수*·장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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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차량이 궤도를 따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크게 전동 소음(rolling noise), 공력 소음(flow noise), 동력 소음(engine

noise)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공력 소음은 차량이 250~300km/h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할 때 주요 소음원으로 작용하며, 약

250km/h 이하의 주행 속도 구간에서는 전동 소음이 주요하게 발생한다[1]. 

전동 소음에 기여하는 주요 소음원으로는 일반적인 자갈 도상 궤도(ballasted track)의 경우, 침목(sleeper), 레일, 그리고 차륜을 들

수 있다. 주파수 대역 별로는 대략 300~40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침목, 약 400~2000Hz 까지는 레일, 그리고 약 200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차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지배적이다[1]. 

특히 전동 소음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레일 방사 소음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전동 소음을 해석 및 저감하기

위해서는 레일 소음의 방사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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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nventional approaches to predicting rail noise, the rail is regarded as

placed in a free space so that the reflection from the ground is not included. However, in order to predict rail noise close to

the rail, the effect of the ground should be contained in the analysis. In this study the rail noise reflected from the ground is

investigated using the wavenumber domain finite element and boundary element methods. First, two rail models, one using

rail attached to the rigid ground and one using rail located above rigid ground, are considered and examined to determine

the rigid ground effect in terms of the radiation efficiency. From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wo models give con-

siderably different results, so that the distance between the rail and the ground is an important factor. Second, an impedance

condition was set for the ground and the effect of the ground impedance on the rail noise was evaluated for the two rail

models.

Keywords : Rail noise, Ground impedance, Wavenumber finite element/boundary element method

초 록 철도 전동 소음은 철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음으로서 차륜과 레일의 음향 조도에 의해 가진 된 차륜 및 레

일의 진동으로부터 발생한다. 철도 전동 소음 해석 시 레일 방사 소음은 자유 공간에 놓인 레일의 음향 방사 파워를 이용

해 원거리에서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음원 모델에 지면 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레일 주위의 근접 음장을 해

석하고 저감 대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면에 의한 음파의 반사를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수유한요소/경계요소

법을 이용해 지면에 의해 발생하는 레일 소음의 변화와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해석은 먼저 레일이 강체 지면에 부착된

경우와 레일 패드 높이만큼 강체 지면에서 이격된 경우에 대해 방사효율을 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레일

과 강체 지면의 이격 여부에 따라 레일 방사 소음에 크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로는 지면에 임피던스 경계조건을 부

여하고 레일에서 방사되는 음향 파워 및 지향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어 : 전동소음, 지면 임피던스, 파수유한요소/경계요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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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을 탄성지지 구조를 가진 등가의 실린더 보로 가정하는 경우 레일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이론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제

레일의 단면은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 해석은 저주파수 대역으로 국한된다. 따라서 레일 방사 소음에 대한 해석은 일

반적으로 경계 요소를 이용한 수치 해석을 수행한다. 수치 해석의 경우에도 레일을 길이 방향 파동 전파를 고려하지 않는 선음원

으로 가정하여 2차원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 백 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2차원 선음원 모델이 타당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 2차원 선음원 모델의 적용 가능 주파수 하한은 레일지지 구조의 강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콘크리트 슬래

브궤도와 같이 레일 패드의 강성이 낮은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도 레일을 따라 진동이 잘 전파되기 때문에 약 100~200Hz 정도까

지 내려간다. 

앞서 언급한 레일 방사 소음 해석 시 소음원인 레일의 방사 음향 파워는 대부분 자유 공간(free field)에서 구한 값을 사용하므로

궤도 바닥 또는 지면에 의한 음파의 반사 효과가 소음원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레일이 지면과 가까이 설치

되어 있으므로 지면에 의한 음파의 반사가 레일 소음의 방사 특성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지면은

강체가 아니라 반사와 흡음이 존재하는 임피던스(impedance) 경계 조건을 갖는다. 따라서 레일 방사 소음에 대한 수치 해석 시 지

면에 의한 반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면의 임피던스를 고려한 해석 모델의 적용이 요구된다. 기존에 선로변 소음 예측에서 지면

효과에 대한 고려를 위하여 레일 및 차륜의 소음원을 선음원 또는 점음원으로 가정하고 수음점까지 직접 전파하는 경로의 성분과

지면에 반사하는 경로를 따른 성분을 합성하여 지면효과를 고려한 방법이 이용되었다[2,3]. 이러한 방법은 수음점의 위치가 선로에

서 멀고, 소음원 주변에 지면을 제외한 반사 또는 회절 물체가 없는 경우에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설치되

는 흡음 블록 또는 레일에 근접해 설치되는 레일 방음벽 등과 같이 레일 및 차륜 부근의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음향 성능을 해석

하기 위해서는 레일과 레일에 근접한 지형을 함께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에 의한 음파의 반사와 레일 진

동 모드를 고려한 레일 소음의 방사 특성을 파수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 한 파수유한요소/경계요소법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강체 지면에 대해 지면의 반사 효과를 2차원 방사효율과 방사 특성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두 번째로는 지면

에 임피던스 조건을 부여하여 레일 소음의 공간 방사 특성 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하중이 레일의 중앙에 수직 방

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레일의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2. 해석 모델

2.1 파수유한요소/경계요소 모델링 

단면의 형상이 길이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파이프, 원통형 실린더, 레일 등과 같은 구조물의 진동 및 소음 해석은 파수 영

역 유한요소(Waveguide Finite Element, WFE)와 파수 영역 경계요소(Waveguide Boundary Element, WBE)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WFE/BE 해석에서는 단면의 변형 모드를 가진 파동이 길이방향으로 조화 진동하며 전파한다고 가정하므로, 2차원

단면만을 유한요소/경계요소 모델링하고 파동의 길이방향 전파는 복소지수함수, 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여기서 x는 구조물의

길이방향 좌표축, kx는 구조물을 따라 전파하는 파동의 x 방향 파수(wavenumber)이다. WFE 방법은 구조물의 2차원 단면만을 유한

요소/경계요소 모델링하여 해석하므로 모델의 크기가 작고 연산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수치해석 기법은 이론해석이 어려

운 임의 형상의 단면을 가진 보, 보강 평판, 레일 및 지반(ground) 진동 해석 등에 이용되고 있다[4-8].

파수영역 유한요소(WFE) 및 경계요소(BE)에 대한 운동방정식 및 적용 예는 참고문헌[4-8]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유도를 생략하고, 지배방정식만을 간략히 소개한다. 파수유한요소/경계요소법의 지배 방정식은 식(1)~(3)과 같이 쓸 수 있다.

(1)

(2)

(3)

여기서 K(kx)=K2(-jkx)
2+K1(-jkx)+K0이며 kx는 레일의 길이방향(x 방향) 파동의 파수, K2, K1, K0는 강성 행렬, M은 질량 행렬,

는 단면의 모드 형상 벡터(mode shape vector)이며, 는 가진력 벡터, 와 은 경계 요소의 노드에서 정의되는 벡터, n

은 구조물과 접하고 있는 경계 요소의 수직 벡터(normal vector), H와 G는 Green 함수 행렬을 나타낸다. 그리고 I2는 단위 행렬,

C1과 C2는 유한요소와 경계 요소 간 연성 행렬을 나타낸다. 즉, 식(1)은 유한요소와 경계 요소 사이에 나타나는 힘의 연성, 식(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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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F̃ Ψ̃ ∂Ψ̃ ∂n⁄



지면 임피던스를 고려한 레일 방사 소음의 파수영역 유한요소/경계요소 해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4호 (2015년 8월) 291

유한요소와 경계 요소의 속도(또는 변위) 연속 조건에 관한 것이다. 만약 외부 유체가 공기라면, 외부 유체에 의한 연성 효과를 무

시할 수 있으므로 식(1)의 연성항( ) 없이 해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iversity of Southampton에서 만든 WFE/BE

in-house 프로그램인 WANDS를 사용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참고문헌[4]의 레일 방사 소음 해석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2.2 레일 모델

해석에 사용할 궤도 모델은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레일-패드-지면으로 구성된 1단 연속지지 구조를 가진 궤도이다. 레일 아

래에는 레일패드가 설치되므로 레일은 지면으로부터 일정거리만큼 이격되어 있다. 따라서 지면에 부착된 레일과 지면에서 이격된

레일의 소음 방 사 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Fig. 1과 같이 두 가지 형태의 파수경계요소 모델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1에서 파수경계요소는 ‘o’ 기호를 가진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Fig. 1(a)의 모델 1은 레일이 레일패드를 통해 지면과 이격

없이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한 것이며, Fig. 1(b)의 모델 2는 지면에서 이격된 레일을 묘사하기 위해 레일다리(rail foot)의 바닥면에

도 경계요소를 구성하였다. 레일패드의 두께는 10mm로 설정하였다. Fig. 1(a)의 모델 1은 경계요소가 레일과 레일패드를 둘러싸며

구성되어 있으므로 레일 다리의 바닥면에서는 소음이 방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레일은 단극자(monopole) 음원의 방사 특성을 갖는

다. 반면 Fig. 1(b)의 모델 2는 레일 바닥에 의한 소음 방사가 발생하며, 레일은 지면 가까이에 위치한 쌍극자(dipole) 음원의 형태

를 가질 것이다.

지면의 임피던스는 경계요소 절점(node)의 음압과 수직 방향(z 방향)의 속도를 이용해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체 지면의

경우, 경계요소 절점의 수직 방향 속도를 0으로 설정한다. Fig. 1의 모델 1에서는 파수경계요소에 반무한 음장 조건을 적용하였다.

모델 2의 경우 레일 표면을 따라 분포된 경계요소는 외부 음장 조건을, 지면에 분포된 경계요소에는 반무한 음장 조건이 적용되어

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WFE/BE 프로그램은 경계 요소에 한 가지 음장 조건만을 적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모

iωC
1
Ψ̃

Fig. 1. Rail cross-sectional models including the ground.

Table 1. Properties of the three types of domestic railway tracks.

Rail bending stiffness (vertical) 6.42MN/m2

Rail shear stiffness (vertical) 615MN

Rail mass per unit length 60.3kg/m

Rail rotational inertia 0.24kgm

Damping loss factor of rail 0.02 

Rail shear coefficient 0.34

railpad stiffness (vertical) 110MN/m

railpad stiffness (lateral) 15MN/m

Damping loss factor of railpad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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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2에서는 지면을 커다란 사각형 상자 형태로 구성하여 모든 경계요소가 외부 음장 조건을 가지도록 하였다. Fig. 1(b)에서는 지

면 상자의 상부 모습만 표시되어 있다. 지면 상자와 파수경계요소의 크기는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400Hz

이하에서는 지면 상자의 y 방향 폭과 파수경계요소의 노드 간격을 각각 10m와 0.025m로 하였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4m와

0.01m로 설정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궤도의 물성치는 표 1에 제시된 국내 고속철도 콘크리트 도상 궤도의 물성치를 적용하였다

[9,10].

3. 강체 지면에 대한 레일 소음 해석

3.1 방사효율 해석을 통한 모델 검증

먼저, 지면을 포함한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ig. 1의 모델에서 지면을 강 체로 가정하여 레일 방사 소음 해석을

수행하였다. 지면을 강체로 가정하면, 지면에서는 유체 입자의 수직방향 속도가 vn=0 이라는 조건을 갖는다. 이 경우, 음장은 실제

음원과 지면의 반사로 인한 가상 음원(image source)에 의한 음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면 대신 가상 음원을 추가하여 구

한 레일 방사 소음 해석 결과와 지면을 경계요소로 모델링한 Fig. 1의 두 모델 해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파수유한요소/경계요소

해석에 지면의 효과가 신뢰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지면 대신 가상 음원을 포함시킨 해석 모델을 나

타내었다. Fig. 2에서 레일패드 바닥의 상하 대칭면에는 고정 지지 경계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외력으로는 레일 머리의 중앙에서 수

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단위 하중(unit force)을 가하였다.

레일을 따라 전파되는 수직 방향 파동은 레일패드의 강성에 따라 다르지만 약 수 백 Hz 정도에서 cut-on 되므로 그 이하 주파수

에서는 점음원으로, 그리고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선음원으로 작용한다[1].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 1의 슬라브 궤도의 경우 약

250Hz 이하에서는 레일 진동이 근접장 파동(nearfield wave)으로만 존재하여 레일이 점음원으로 작용하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레

일을 따라 파동 전파가 발생하여 레일이 선음원으로 작용함을 확인한 바 있다[9]. 즉, 자유 공간에 놓인 레일의 경우, 레일은 쌍극

자 선음원(dipole line source) 으로 작용하며, 강체 지면에 부착된 Fig. 1(a) 모델의 경우에는 단극자 선음원(monopole line source)

으로, 그리고 지면과 떨어진 Fig. 1(b) 모델은 두 개의 쌍극자가 수직하게 일렬로 배열된 사극자 선음원(quadrupole line source)으

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레일을 선음원으로 가정하고 방사효율을 계산하였다. 

레일의 방사효율(σ)은 레일의 방사파워 P와 레일 표면의 평균진동속도 를 이용해 식(4)와 같이 정의된다.

(4)

여기서 ρ0는 유체의 밀도, Γ는 레일 단면의 둘레, 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평균을 나타낸다. 식(1)~(3)으로부터 경계요소의 음

압 과 수직방향 입자속도 를 구하면 

v2〈 〉inf

σ
P

ρ
0
cΓ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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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 kx( ) ṽ kx( )

Fig. 2. Equivalent rail models replacing a rigid ground with an imag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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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므로, 레일과 접하고 있는 유체 입자의 음압과 수직방향 속도로부터 레일의 방사파워를 구하면 식(5)와 같다. 

(6)

여기서 k는 음파의 파수이며, 상첨자 *는 복소켤레를 나타낸다. 레일 표면의 평균진동속도는 

(7)

로부터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식(6), 식(7)로부터 레일의 방사파워와 진동속도를 구하면 식(5)를 이용해 레일의 방사효율을 얻을

수 있다. 

Fig. 3에는 Fig. 1의 지면을 반영한 해석 모델과 지면 대신 가상음원을 도입한 Fig. 2의 해석 모델로부터 구한 레일의 방사효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비교를 위해 자유공간에 놓인 레일의 방사효율을 함께 표시하였다. Fig. 3(a)와 (b)의 방사효율 비교를 통해 Fig.

1의 지면을 포함한 레일 모델이 가상 음원을 이용한 Fig. 2 모델의 해석 결과와 전 주파수 구간에서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a)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 단극자 선음원의 특징인 10dB/decade의 특성을, Fig. 1(b) 모델은 사극자 선음원의 50dB/

decade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Fig. 1(b)의 경우 약 10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다소 오차를 보이나 이 구간은 레일 소음

의 기여도가 크기 않으므로 지면 임피던스를 고려하는 이후의 해석에서도 Fig. 1의 두 해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레일의 방사효율과 강체 지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Fig. 4에는 Fig. 1의 두 모델과 자유 공간에서 구한 레일의 방사효율을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4를 통해 지면에 의한 레일 방사 소음의 변화가 약 1.5k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크게 발생하며,

약 600Hz를 경계로 지면에 의한 간섭의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레일이 지면에서 분리된 모델 2의 경우, 약

950Hz 부근에서 방사효율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음파의 파장(약 0.36m)이 두 쌍극자 음원 간 거리(약 0.18m)의 두 배가 되어

두 음원이 서로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레일 소음이 지면에 반사되어 보강간섭을 크게 일으키는 것이다. 표 1에 제시

된 궤도는 레일을 따라 전파되는 파동의 cut-on 주파수가 약 250Hz에 존재하므로 250Hz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는 선음원 가정이

유효하다[9]. 따라서 강체 지면을 가진 모델 2의 방사효율이 약 950Hz 부근에서 크게 증가하는 Fig. 3의 현상은 3차원 방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일 부근의 음장 해석 결과는 3.2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p̃ kx( ) jωp
0
Ψ̃= ṽ kx( )

∂Ψ̃
∂n
-------=

P
1

2
---Re p̃* kx( )ṽ kx( ) Γd kxd

Γ
∫k–

k

∫⎝ ⎠
⎛ ⎞=

v2〈 〉 1

2πΓ
----------

ṽ kx( )
2

2
---------------- Γd kxd

Γ
∫

∞–

∞

∫=

Fig. 3. Comparison of radiation efficiencies obtained from rail models in Figs.1 and 2 with rigid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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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체 지면 위에 놓인 레일 부근 음장 해석

본 절에서는 Fig. 1의 두 지면 모델에 대하여 레일 부근의 방사 소음을 구하고 그 특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해석은 WFE/BE 방

법을 이용해 하중이 작용하는 레일 단면 방향으로의 음압 분포를 구하였으며, 각 주파수별 x 방향 파수 영역 응답을 역퓨리에 변환

하여 공간의 음장을 해석하였다. 

Fig. 5 ~ Fig. 8에는 레일머리의 중앙에 수직 방향 하중이 작용할 때 각각 125, 500, 1000 그리고 1500Hz에 대한 레일 주변 음

압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5(a)에 나타낸 모델 1의 125Hz 해석 결과는 레일 표면 전체에서 점음원의 형태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

음을 잘 보이고 있다. 이는 모델 별 음원 형태에 대한 앞서의 설명과 잘 부합한다. 반면 Fig. 5(b)에 나타낸 모델 2의 경우, 레일머

리에 비해 레일다리 부분에서 소음 방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모델 1의 방사 음압과 비교해 약 1/10 이하로 낮은 수준임

을 알 수 있다. 

Fig. 6에는 500Hz의 레일 방사 소음 분포를 나타내었다. 모델 1에서는 여전히 동심원 형 태의 음압 분포를 보이지만 지면을 따

라 y 방향으로 따라 더 높은 음압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모델 2에서는 레일의 수직 방향으로 소음이 더 잘 방사되는

전형적인 사극자 음원의 방사 특성을 보인다.

Fig. 7의 1000Hz 경우, 음파의 파장이 약 0.34m이며 이 길이는 레일머리와 레일다리 간 수직 거리의 약 2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체 지면에 놓인 모델 1의 경우 레일머리와 레일다리에서 발생한 소음이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 레일 소음이 낮게 나타난다. 그

러나 레일이 지면에서 이격된 모델 2의 경우에는 지면 반사에 의한 보강 간섭이 발생하므로 Fig. 7(b)는 레일 수직 방향으로 높은

지향성을 가지는 사극자 음원의 방사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간섭의 효과로 인해, 방사 소음의 수준은 모델 1에 비해 모델 2가

Fig. 4. Comparison of radiation efficiencies predicted from models 1 and 2 and a rail in free space.

Fig. 5.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y,z) plane predicted from the rail on rigid ground at 12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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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배 정도 높게 나타나며, 이는 Fig. 4의 방사효율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8에서는 1500Hz에 대한 레일 소음의 음압 분포를 나타내었다. 1500Hz에서 음파의 파장은 약 0.11m이며 두 모델 모두 레일

머리와 레일다리에서 발생한 소음의 간섭으로 지면으로부터 약 45o 상방으로 큰 소음 방사가 발생하고 있다. 

Fig. 6.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y,z) plane predicted from the rail on rigid ground at 500 Hz.

Fig. 7.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y,z) plane predicted from the rail on rigid ground at 1000Hz.

Fig. 8.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y,z) plane predicted from the rail on rigid ground at 15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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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부터 Fig. 8까지의 음장 해석 결과는 레일과 지면의 이격에 따라 방사 효율 뿐만 아니라 지향 특성도 크게 변화함을 나타

낸다. 그러나, 실제 지면은 강체가 아니므로 지면의 흡음 및 반사 특성에 의해 레일 방사효율 및 지향 특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된다.

4. 지면의 임피던스를 고려한 레일 방사 소음 해석

3장에서는 강체 지면 위에 놓인 레일의 방사 소음을 WFE/BE 방법으로 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실제 지면은 강체

가 아니며 음의 흡수와 반사가 발생하는 복잡한 경계조건을 갖는다. 본 장에서는 모델 1과 모델 2의 지면에 임피던스 경계조건을

부여한 후 레일 방사 소음을 계산하고,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방사효율 및 지향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4.1. 지면 임피던스 모델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이론적 임피던스 모델로 Delany-Bazley[11]가 제안한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Delany-Bazley의 임피던스 모

델은 유동 저항 σ의 함수로 식(4)와 같이 정의된다.

(4)

여기서 zn은 지면에 수직한 방향의 음향 임피던스, ρ0와 c0는 각각 공기의 밀도와 음파 전파 속도이며, f는 주파수, 그리고 σ는 유

동 저항(flow resistivity)을 나타낸다. 

표 1에 제시한 궤도 물성치는 콘크리트 슬라브 도상 궤도에 대한 것이지만 본 절에서는 지면 임피던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지면을 자갈 도상으로 가정하였다. 식(4)에 필요한 자갈 도상의 유동 저항 값으로는 σ=50,000Pa·s/m2을 사용하였다[3]. 식(4)를 이

용해 구한 자갈 도상의 수직 방향 임피던스 값은 Fig. 9와 같이 주파수에 따라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4.2 해석 결과

지면에 Fig. 9의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계산한 레일의 방사 효율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해석은 Fig. 1에 보인 두 모델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강체 지면에 대해 해석 시와 동일하게 레일의 2차원 방사효율을 구하였다. Fig. 10(a)의 모델 1에 대한 해석 결과를

보면, 지면과 접한 레일은 지면의 큰 임피던스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 주파수 대역에서 레일 방사효율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 이유

로는 레일과 지면이 접한 모델 1은 레일 바닥면에서 방사되는 소음이 없으므로 지면과의 연성효과가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Fig. 10(b)의 레일과 지면이 이격된 모델 2의 경우에는 지면 임피던스로 인해 방사효율이 크게 변화하였다. 주어진 자갈 도상

의 유동 저항 σ=50×103Pa·s/m2에서, 저주파수 대역의 방사효율은 증가하고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방사효율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약 1000Hz 부근에서는 지면에 의한 방사효율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레일에서 발생한 음파와 보

zn ρ
0
c
0

1 9.08
1000f

σ
-------------⎝ ⎠
⎛ ⎞

0.75–

i11.9
1000f

σ
-------------⎝ ⎠
⎛ ⎞

0.73–

+ +=

Fig. 9. Ground model with impedance around a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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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간섭을 일으키던 강체 지면의 반사파가 지면의 임피던스로 변화로 인해 지금은 상쇄 간섭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면 임피던스 감소에 따른 모델 2의 방사효율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Fig. 10(b)에는 지면의 유동저항 값을 σ=50×105,

50×104, 15×104, 50×103Pa·s/m2으로 감소시켜 가면서 구한 레일 방사효율을 비교하였다. Fig. (b)로부터 지면 임피던스가 감소함에

Fig. 11.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y,z) plane predicted from a rail on an impedance ground at 125Hz.

Fig. 10. Radiation efficiencies predicted from a rail with impedance ground.

Fig. 12.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y,z) plane predicted from a rail on an impedance ground at 5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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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레일의 방사효율은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차츰 증가하고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레일 축소

모형에 대한 해석과 실험 결과를 다룬 참고문헌[12]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특히, σ=50×103Pa·s/m인 자갈도상의 경우 모델 2의 결

과가 지면을 고려하지 않는 자유공간에 놓인 레일 방사효율과 비교해 전체적인 형상은 유사하지만 약 5~10dB 정도 낮은 값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0Hz 이하 구간에서 나타나는 값의 증감은 지면 상자 모델에 의해 발생하는 수치해석 오차로 판단된다. 

지면 임피던스에 의한 레일 소음의 공간 방사 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25, 500, 1000그리고 1500 Hz의 네 주파수에서 레일

단면 방향 음압 분포를 구하였다. Fig. 11~Fig. 14의 모델 1에 대한 레일 소음의 음압 및 방사 형태는 예상대로 강체 지면에서 구

한 해석 결과(Fig. 5(a)~Fig.8(a))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레일이 지면과 이격된 모델 2에서는 지면 임피던스로 인한 음압 및 방사 형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500Hz와

1000Hz의 결과를 강체 지면의 경우(Fig. 6(b), Fig. 7(b))와 비교해 보면, 레일의 수직 방향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사극자 음원

의 소음 방사특성이 지면 임피던스가 감소함에 따라 동심원 형태의 단극자 음원 방사 형태로 변화해 감을 볼 수 있다. Fig. 14의

1500Hz에 대한 음압 분포를 Fig. 8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두 모델 모두 지면 임피던스로 인해 레일다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약하

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면이 레일다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Fig. 14(a)와 (b)가 유사한

방사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해석을 통해, 레일과 지면이 이격된 모델 2에서 지면 임피던스의 영향으로 레일 방사 효율 및 지향 특성이 크게 변화하

며, 특히 1000Hz 부근에서 그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델 1과 모델 2에서 지면 임피던스의 기여도

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궤도는 모델 1과 모델 2가 혼합된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Fig. 14.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y,z) plane predicted from a rail on an impedance ground at 1500Hz.

Fig. 13.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y,z) plane predicted from a rail on an impedance ground at 10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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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수유한요소/경계요소법을 이용해 레일 방사 소음에 미치는 지면 임피던스의 영향을 수치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지면과 레일의 간섭 현상을 비교하기 위해 지면에 접한 레일 방사 소음 모델과 지면과 이격된 레일 방사 소음 모델을 설정하고, 각

각의 모델에 대해 강체 지면, 임피던스를 가진 지면에 대해 레일의 방사효율 및 방사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면은 자갈도상으

로 가정하였다. 

본 수치 해석 연구를 통해 얻은 레일 소음에 미치는 지면의 효과는 아래와 같다. 

· 레일 방사 소음에 미치는 강체 지면의 영향은 레일과 지면의 이격 여부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즉, 강체 지면과 접한 레

일은 단극자 음원, 지면과 이격된 레일은 사극자 음원의 형태를 갖는다. 

· 자갈 도상의 지면 임피던스 적용 시 레일과 지면이 부착되어 있는 소음 모델에서는 레일의 방사 효율이 전 주파수 대역에서 감

소하였으나 그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 

· 지면 임피던스의 영향은 지면과 이격된 레일 소음 모델에서 크게 발생하며,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방사효율을 증가시키는 반

면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방사효율을 감소시킨다. 특히, 약 1000Hz 부근에서 지면 임피던스로 인한 방사효율의 감소가 두드러지

게 발생한다. 

· 지면과 이격된 레일 모델의 경우, 레일 수직 방향으로 소음이 크게 방사되는 사극자 음원의 전형적인 지향 특성이 지면 임피던

스의 감소로 인해 단극자 음원과 같은 동심원 형태의 지향 특성으로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임피던스에 의한 레일 소음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면 임

피던스가 레일 소음의 방사 파워 혹은 방사 효율 및 지향 특성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레일 소음에 미치는 지면의 영향

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면 상태와 임피던스 모델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작업

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지면을 locally reacting으로 가정하고 수직 방향 임피던스만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지면에서는 지면을 따라 파동 전파가 존재할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지면 모델링 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해석 기법은 레일 근접 저상 방음벽과 같이 레일에 근접해 설치되는 소음 저감 구조의 성능을 해석하

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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