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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모형을 이용한 근접 저상 방음벽의 음향성능평가 및 예측

Acoust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Prediction for Low Height Noise Barriers 

Installed Adjacent To Rails Using Scale Down Model

윤제원*·장강석·조용성

Je Won Yoon·Kang Seok Jang·Yong Thung Cho

1. 서 론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철도 부지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민원예상지역이 고층이거

나 요구되는 소음저감량이 높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방음벽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음터널, 방

음벽 상단장치 또는 흡음블럭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1]. 이외에도 외국의 경우에는 Fig. 1과 같이 높이가 1m 이하인 저상 방

음벽을 선로에 근접 설치하여 방음벽 높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2]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연구 실적이 매우 미흡

한 상황이다. 이러한 근접 저상 방음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음벽이 레일과 근접하여 설치되므로 근접 음장에

대한 이론적 평가뿐만 아니라 근접 음장에서의 방음벽 음향성능 분석 및 소음 전파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항목 중 본 논문에서는 근접 저상 방음벽의 음향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축척 모형

의 열차 및 근접 방음벽을 제작하여 방음벽의 형상 및 흡음 처리 유·무에 따른 삽입손실의 변화와 승객 위치에서의 소음레벨

변화를 측정·분석하였다.

Abstract Research on low height noise barriers installed adjacent to railways to reduce the height of the noise barrier

has actively progressed in many countries except Korea. The performance of low height noise barriers is evaluated to

identify barrier acoustic characteristics using a scale model of the barrier in the present research. As shown in the exper-

imental results, if it is considered the installation of ‘ㄱ’ type noise barrier, sound absorption material should be installed on

both the top and the vertical surfaces of the barrier to improve insertion loss. Also, an analytical method such as the

boundary element method, rather than a simple empirical equation, is required to evaluate the insertion loss of the bar-

rier. In addition, noise level increase in passenger position is very small if a barrier with sound absorption material is

installed. Finally, the two dimensional boundary element method is implemented to predict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low height barrier;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is confirmed from a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measure-

ments and predictions.

Keywords : Low height noise barrier installed adjacent to rail, Boundary element method, Insertion loss, Impedance

초 록 철도 선로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근접 저상 방음벽은 방음벽 높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접 저상 방음벽의 음향특성

을 파악하고자 축척 모형을 제작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ㄱ’자형 방음벽 설치 시에는 방음벽의 안쪽

뿐만 아니라 상부에도 흡음재를 설치하는 것이 삽입손실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방음벽의 삽입손실 평

가를 위해 단순한 경험식 대신에 경계요소법과 같은 보다 해석적인 방법으로 삽입손실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흡음재를 부착한 근접 방음벽을 설치하면 승객 위치에서의 소음 증가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근접

방음벽의 음향성능 예측을 위해 2차원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소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측정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수

행함으로서 예측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근접 저상 방음벽, 경계요소법, 삽입손실,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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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예측결과 및 방음벽의 삽입손실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해석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서 향

후 근접방음벽의 개발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관련이론

2.1.1 경계요소법(BEM)

경계요소법(BEM, Boundary element method)은 임의 형상을 갖는 음장 경계면의 경계조건(음압, 진동속도, 음향 임피던스)으

로부터 음장 내의 임의의 점에서 음압, 입자속도, 음향 인텐시티, 음향 방사파워 등을 계산해 내는 수치해석 방법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계산을 수행한다[3]. 음향 경계요소법의 구현에는 경계에서의 음압 및 표면 속도 또는 임피던스 중 두

개의 물리량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직접법(direct method)과, 표면을 가상적인 음원의 분포로서 나타내어 음압 및 속도의

차이를 매개로 계산을 수행하는 간접법(indirect method)이 있다.

Fig. 2. Calculation procedure for acoustic BEM [3].

파동방정식(wave equation)은 음파의 전파과정을 나타내는 지배방정식으로 주어진 압축성 매질 내의 연속방정식, 운동방정식,

상태방정식으로부터 식 (1)과 같이 얻어진다. 여기서, Φ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음장의 속도 포텐샬이고, c는 유체 매질

내에서의 음파 속도이다. 

(1)

음파가 eint인 조화운동을 할 때, 위의 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공간에 대한 Helmholtz 방정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 여기서, k

는 파수(wave number)이다.

, k = w/c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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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w height noise barriers installed adjacent to r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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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장을 형성하고 있는 경계 표면에서의 물리량의 특성에 따라 속도 조건(Neumann condition), 음압 조건(Dirichlet condition)

및 임피던스 경계조건(Cauchy or Robin condition)이 Helmholtz 방정식에 부과된다. 

; 강체인 경우, φ = 0: 자유 표면인 경우 (3)

한편, 자유음장 Green 함수 G(r, r')는 다음의 식을 만족하며, 2차원 음장인 경우 제 2종 Hankel 함수로 표현되고, δ는 Delta

함수이다.

(4)

무한대에서 모든 방사음과 산란파가 계속 바깥쪽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Sommerfeld 방사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5)

Green의 제2 정리에 의하여, 영역 V내에서 해석적이고 연속적인 두 함수에 대하여 식 (6)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6)

또한 Sommerfeld 방사조건 및 자유음장 Green 함수를 이용하여 식 (6)를 정리하면 식 (7)과 같은 Kirchhoff-Helmholtz 적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R = |r−r0| 이며, 은 음장 내부로의 법선방향 미분을 나타내고, r0는 표면 S 위의 점을 의미

한다. 

(7)

2.1.2 회절 근사식을 이용한 방음벽의 삽입손실 계산 

방음벽의 삽입손실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에는 ISO 9613-2[4]에서 제안한 식 (8) 또는 Kurze[5]가 제안한 식 (9)가 있다. 여

기서, Dz는 방음벽의 삽입손실, δ는 경로차, a는 음원과 수음자 사이의 방음벽 모서리에 평행한 거리의 성분, N은 Freznel

number를 의미한다. 그리고, Kmet는 기상 조건에 대한 보정요소로서 소음원과 수음점의 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1dB의 정확

도 내에서 ‘Kmet = 1’로 가정해도 되며, 지표면 반사의 효과를 포함하는 경우 ‘C2=20’이고, 한 번 회절의 경우 ‘C3=1’의 값을 갖

는다.

 where,  (8)

 where, , N = 2δ/λ, δ = dss + dsr−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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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ometrical quantities for determining the path length difference for single dif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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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축척 모형

실제 형상을 공기 중에서 축척 모형으로 실험하고자 하는 경우 밀도 및 음속은 동일하지만 주파수는 아래의 식과 같은 관계

가 성립한다. 즉, 기하학적 축척비(N)를 10으로 가정하는 경우 실제 주파수(fr)는 모형 주파수(fs)의 1/10로 된다. 식에서 r은 실

제 모델을, s는 축척 모형을, L은 크기를 의미한다[6].

, Ls = Lr/N (10)

2.1.4 삽입손실

방음벽의 삽입손실(DIL)은 아래의 식과 같이 방음벽 설치 전·후에 따른 기준 위치 및 수음자 위치에서의 음압레벨 차이로 정

의한다[7]. 식에서 Lref,B 및 Lref,A는 기준 위치에서의 방음벽 설치 전·후 음압레벨을, Lr,B 및 Lr,A는 수음자 위치에서의 방음벽 설

치 전·후 음압레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Lr,B 및 Lr,A만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11)

2.2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근접 저상 방음벽의 삽입손실 예측 및 평가

2.2.1 해석 프로그램의 검증

방음벽의 삽입손실 예측 및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eter M. Juhl 박사가 개발한 OpenBEM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8].

이 프로그램은 직접법(direct method)을 이용하여 음향해석을 수행하며, 3차원·축대칭 및 2차원 문제의 해석이 가능한데, 본 연

구에서는 방음벽의 음향성능 예측을 위해 2차원 경계요소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해석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폭이 0.2m이고 높이가 2~5m인 방음벽에 대한 삽입손실을 예측하고 기존 논문에서의 자

료[9]와 비교·검토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는데, 두 경우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4의 평가 모델 중 방음벽 높이가 3m인 경우에 대한 주파수별 음장분포를 Fig. 5에 나타내었는데, 방음벽 설치로 인한 회절효과

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Fig. 5에서의 방음벽 설치 좌표는 (0,0)m, 음원의 좌표는 (-15,0)m, 음장분포를 보여 주기 위한 평

가 영역의 좌표는 (-15,0)~(50,20)m 이다.

fs N fr⋅=

DIL Lref A, Lref B,–( ) Lr A, Lr B,–( )–=

Fig. 4. Comparison between BEM prediction results (symbol mark) and reference data (solid and dotted lines).

Fig. 5. Predicted SPL contour using prediction BEM(open BE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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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근접 저상 방음벽의 삽입손실 예측

근접 저상 방음벽의 삽입손실 예측을 위해 Table 1과 같이 차량 유·무 및 방음벽 형태에 따른 소음해석을 수행하였다. 평가

위치는 소음원으로부터 2.1m 이격된 위치에 높이가 서로 다른 3개의 지점으로 선정하였고, 방음벽은 높이가 0.3m이고 폭은

0.02m로 가정하였다. 해석모델 중에서 Case01은 ‘I’자 형태, Case03은 ‘ㄱ’자 형태의 저상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이며,

Case02~Case03은 차량 모형까지 포함한 저상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우선, Case01에 대한 소음해석결과를 Fig. 6의 (a)에 나타내었는데, 지면에 위치한 P01 평가위치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증가

함에 따라 삽입손실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상에 위치한 P02~P03의 평가위치에서는 특정

주파수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며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삽입손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방음벽 상부를

회절하여 전파되는 직접음과 지면 반사에 의한 반사음과의 간섭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식 (12)와 같이 평가위치 즉 수

음점에서의 음압이 최소가 되는 간섭주파수의 홀수배에서 삽입손실이 최대값을 나타낸다. 식에서, p는 수음점에서의 음압, ps는

음원의 크기, R은 지면에서의 반사계수, k는 파수, rd는 방음벽 상부를 회절하여 전파되는 직접음 거리, rr은 지면에서의 반사음

거리를 의미한다. 

Fig. 6의 (b)~(c)에는 P02 및 P03 평가위치에서의 Case01~Case03 모델에 대한 삽입손실 해석결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평

가위치가 지면인 P01 평가위치에서의 삽입손실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면과

이격된 P02 및 P03 평가위치에서는 열차 모형 및 방음벽과의 반사음, 또한 직접음과 반사음과의 간섭효과에 의한 영향으로 인

해 주파수에 따라 삽입손실값이 심하게 변동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7은 각각의 Case에 대한 1kHz에서의 음압

Table 1. Prediction models for insertion loss of low height noise barrier.

Case01(=Case12 in case of S1 location)

(Considering only ‘I’type noise barrier)

Case02(=Case14 in case of S1 location)

(tramway + ‘I’type noise barrier)

Case03(=Case16 in case of S1 location)

(tramway + ‘ㄱ’type noise barrier)

Fig. 6. Predicted insertion loss for models in Table 1.

Fig. 7. Predicted SPL contour at 1kHz for model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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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2)

2.3 근접 저상 방음벽의 삽입손실 측정 및 평가

2.3.1 축척 모형의 제작

근접 저상 방음벽의 삽입손실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 모델에 비해 ‘3.33’의 축척비를 갖는 크기로 열차 및 방음벽의 모

형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모형의 크기는 열차가 0.9*0.9m, 방음벽의 높이는 0.3m이고, 방음벽은 ‘I’자 형태와 ‘ㄱ’자 형태로 제

작하였다. 여기서, 방음벽 높이를 0.3m로 제작한 이유는 저상 근접 방음벽의 높이를 최대 1.0m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Fig. 8. Scale down model for insertion loss measurement of low height noise barrier

2.3.2 삽입손실 측정 및 분석방법

근접 저상 방음벽의 삽입손실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실험항목을 Table 2에, 마이크로폰의 설치 위치를 Fig.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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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surement models for insertion loss of low height noise barrier.

Case Case11 Case12 Case13 Case14 Case15 Case16 Case17 Case18 Case19 Case20 Case21

Noise barrier X ‘I’ type X ‘I’ type ‘I’ type ‘ㄱ’ type ‘ㄱ’ type ‘ㄱ’ type ‘I’ type ‘ㄱ’ type ‘ㄱ’ type 

Tramway X X ○ ○ ○ ○ ○ X X ○ X

Absorbing 

material
X X X X ○ X ○ X ○ ○ ○

Case11

(Without anything)

Case12

(Only ‘I’type noise 

barrier without 

absorbing material)

Case13

(Only tramway)

Case14

(Considering tramway 

and ‘I’type noise 

barrier without 

absorbing material)

Case15

(Considering tramway 

and ‘I’type noise 

barrier with absorbing 

material)

Case16

(Considering tramway 

and ‘ㄱ’type noise 

barrier without 

absorbing material)

Case17

(Considering tramway 

and ‘ㄱ’type noise 

barrier with absorbing 

material)

Case18

(Considering only 

‘ㄱ’type noise barrier 

without absorbing 

material)

Case19

(Considering only 

‘I’type noise barrier 

with absorbing 

material)

Case20

(Considering tramway 

and ‘ㄱ’type noise 

barrier with absorbing 

material including on 

the top of barrier)

Case21

(Considering only 

‘ㄱ’type noise barrier 

with absorb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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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험항목은 차량 유·무 및 방음벽 유·무에 따른 삽입손실, 방음벽 형상에 따른 삽입손실, 흡음재 설치 여부에 따른 삽입

손실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근접 저상 방음벽의 설치에 따른 승객 위치에서의 소음레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음원

의 위치에 따른 삽입손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스피커 위치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S1 및 S2 위치로 구분하여 각각 설치하

였다. 상기와 같은 분석을 위해 마이크로폰은 Fig. 9와 같이 총 12개를 설치하되, 방음벽 후단으로 거리 및 높이별로 배치하여

다양한 경우에 대한 삽입손실 및 음압 분포의 특성이 분석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열차와 방음벽까지의 이격거리를 0.15m

로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현장에 설치 가능한 근접 방음벽의 건축한계선을 0.5m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측정 시 사용한 스피커는 혼 스피커 드라이버 유닛(모델명 : NSU-50N)으로 5kHz까지 백색잡음의 발생이 가능하며, 점음원

으로 가정하기 위해 드라이버 유닛의 끝단에 내경이 0.025m이고 길이가 0.3m인 파이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측정은 반무향

실에서 수행하였으며 삽입손실은 1/3옥타브밴드의 30초 등가소음도로 분석하였다.

2.3.3 삽입손실 측정결과 분석

 (1) 열차 모형이 없는 경우에 대한 방음벽의 삽입손실

열차 모형이 없는 경우에 대한 방음벽의 삽입손실 평가를 위해 스피커를 S1 위치에 설치하였고, Fig. 9의 MP09 및 MP10에

서의 측정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측정위치별 삽입손실은 방음벽 설치 전 모델인 Case11의 소음레벨과 방음벽 설치 후 모

델인 Case12, Case18, Case19 및 Case21과의 소음레벨 차이로 구하였다. 측정결과를 Table 3 및 Fig. 10에 나타내었는데, ‘I’자

형 방음벽(Case12)과 ‘ㄱ’자형 방음벽(Case18)의 삽입손실 차이가 1dB(A) 내외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흡음재를 설치

(Case19, Case21)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Case12, Case18)에 비해 삽입손실은 각각 1dB(A) 이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 Position of microphones(marked ‘void circle’) and noise sources(marked ‘hatched circle’) for measurement.

Table 3. Measured overall value insertion loss for noise barrier without tramway according to measurement positions for S1.

Case
Case12(‘I’type ) Case18(‘ㄱ’type) Case19(‘I’type) Case21(‘ㄱ’type)

MP09 MP10 MP09 MP10 MP09 MP10 MP09 MP10

Overall value Insertion loss [dB(A)] 13.2 14.4 14.5 14.8 14.2 15.1 14.7 15.0

 Fig. 10. Measured insertion loss for without tramway model (Case12, 18, 19 and Case21) for S1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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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삽입손실 측정결과는 사용한 스피커 음원특성에 대한 것으로, 소음원의 위치나 주파수특성이 달라지면 그 값도

달라지며, 소음원이 방음벽에 근접하면 삽입손실도 증가하게 된다.

(2) 열차 모형이 있는 경우에 대한 방음벽의 삽입손실

열차 모형이 있는 경우에 대한 방음벽의 삽입손실 측정을 위해 스피커를 S1 및 S2 위치에 각각 설치하였고, 마이크로폰은

Fig. 9와 같이 설치하였으며, 측정결과를 Table 4 및 Fig. 11~13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열차 모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측정위치

별 삽입손실은 방음벽 설치 전 모델인 Case13의 소음레벨과 방음벽 설치 후 모델인 Case15~Case17 및 Case20과의 소음레벨

차이로 구하였다.

우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음원이 S1에 위치하는 것보다 회절각이 상대적으로 적은 S2에 위치하는 경우가 삽입손

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원 위치가 S2인 경우, 방음벽 전면에 흡음재 설치 전·후(Case14 & Case15, Case16 &

Table 4. Measured overall value insertion loss for noise barrier with tramway according to noise source positions.

Case
Overall value insertion loss according to measurement points

M_Pass. MP01 MP02 MP03 MP04 MP05 MP06 MP07 MP08 MP09 MP10 MP11 MP12

S1

Casse14 -2.6 12.5 10.6 6.1 1.2 11.8 9.7 9.6 3.8 10.4 11.2 9.3 8.1

Casse15 0.3 14.7 13.3 8.5 3.6 15.3 11.8 11.9 6.2 13.0 15.0 12.4 10.0

Casse16 -4.0 15.8 11.6 5.7 1.7 14.7 12.2 9.6 4.0 13.3 13.7 10.8 7.0

Casse17 -0.5 16.7 12.3 6.2 2.0 15.9 13.0 10.1 4.7 14.4 13.9 11.9 7.4

Casse20 -0.4 18.0 14.0 8.5 3.1 17.3 13.8 11.5 6.6 15.4 15.2 12.6 9.0

S2

Casse14 -1.3 12.9 10.6 6.1 2.3 13.1 9.7 8.4 4.5 11.6 12.7 8.8 7.2

Casse15 0.4 17.9 14.5 10.6 4.8 17.8 14.8 12.7 8.7 15.5 16.6 14.3 11.1

Casse16 -0.8 17.3 12.4 6.3 1.2 16.7 12.1 9.4 4.4 14.4 14.3 11.2 7.7

Casse17 -0.7 19.0 13.8 7.9 3.3 17.8 13.9 11.2 6.4 16.1 15.3 13.3 9.4

Casse20 -0.6 20.7 14.7 9.6 4.6 18.5 14.6 12.1 8.2 15.8 15.5 12.8 10.4

Fig. 11. Measured insertion loss for tramway model (Case14~Case17 and Case20) for S2 location.

Fig. 12. Comparison of measured insertion loss for noise barrier with and without tramway for S1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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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7)에 따른 삽입손실 변화를 Fig. 11의 (a)~(b)에 나타내었는데, ‘I’자 형태의 방음벽인 경우(Case14 & Case15) 흡음재를

부착함으로서 삽입손실의 개선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ㄱ’자 형태의 방음벽인 경우(Case16 & Case17)

에는 흡음재의 부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열차로부터 반사되는 음이 ‘ㄱ’자 형태의 방음벽 상부에 있

는 반사면에서 다시 전파되어 삽입손실이 저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Case20과 같이 방음벽 상부

에 흡음재를 추가로 설치한 후 반사음의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MP03 지점에서의 소음레벨 변화를 측

정하여 Fig. 11의 (c)에 나타내었는데, 음원 위치에 관계없이 약 2dB(A) 정도 삽입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ㄱ’자 형태의 근접 방음벽 설치 시에는 방음벽 안쪽 뿐만 아니라 방음벽 상부에도 흡음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근접 저상 방음벽의 경우 열차와 방음벽과의 간격이 좁아 반사음의 영향이 크므로 흡음재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열차 모형 설치 전·후의 삽입손실 변화

열차 모형 설치 전·후에 대한 방음벽 종류별 삽입손실 특성을 Fig. 12에 나타내었는데, 열차 모형 설치 전·후에 관계없이 동

일한 형상을 갖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삽입손실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열차 모형이 설치된 경우에 반사음의 영향

으로 주파수에 따른 삽입손실값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kHz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도로소음과 달리 철도

소음은 다양한 주파수에서 소음이 발생하므로 근접 저상 방음벽의 삽입손실 계산 시 ISO 9613-2 등과 같은 단순한 경험식 대

신에 경계요소법과 같은 보다 해석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Fig. 13에서와 같이 ISO 9613-2 및 Kurze가

제안한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삽입손실 결과와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해 보면 다소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승객위치에서의 소음레벨 변화

근접 방음벽 설치로 인한 열차 내부 승객 위치에서의 소음레벨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차 모형 본체 측면에 마이크로폰

(M_Passenger)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측정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음벽 전면에 흡음재를 설치하기 전에는 음원 위

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Case16 모델의 경우 최대 4dB(A)까지도 소음레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방음벽

에 흡음재를 부착하면 1dB(A) 정도로 미미하게 소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흡음재를 부착한 근접 방음벽을 설치하면 승객

위치에서의 소음레벨 증가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3.4 삽입손실 측정 및 예측결과의 비교

향후 근접 저상 방음벽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해석과정이 필요하므로, 2차원 경계요소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프로그램인 OpenBEM을 이용한 예측결과를 본 연구에서 수행한 측정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Table 5는 다양한 경우

에 대한 방음벽의 삽입손실 예측 및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흡음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

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근접 저상 방음벽에 대한 삽입손실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석 프로그

램을 사용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흡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에 사용된 흡음재의 임피던스(Z,

impedance)를 측정하여 해석 프로그램에 어드미턴스(1/Z, admittance)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였지만 측정 및 해석결과와의 오차가

다소간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등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다 다양한 형상을 갖는 근접 저상 방음벽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13.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insertion loss for Case19 for S1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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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접 저상 방음벽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해 축척 모형 제작을 통한 측정·분석 및 2차원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음향해석을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열차 모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I’자 및 ‘ㄱ’자 형태의 근접 방음벽에 대한 삽입손실 측정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분

석되었고, 흡음재 설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열차 모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삽입손실 측정결과 흡음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I’자 형태의 방음벽이 ‘ㄱ’

자 형태의 방음벽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ㄱ’자 형태의 방음벽 상부에 있는 반사면에서 소음이 다시

전파되어 삽입손실이 저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ㄱ’자 형태의 근접 방음벽 설치 시에는 방음벽 안쪽 뿐만

아니라 상부에도 흡음재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열차 모형이 설치된 경우에 반사음의 영향으로 주파수에 따른 삽입손실값이 크게 변동하므로, 삽입손실 계산 시 단순한 경

험식 대신에 경계요소법과 같은 보다 해석적인 접근의 계산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근접 저상 방음벽의 설치로 인한 승객 위치에서의 소음레벨 변화를 측정한 결과 방음벽에 흡음재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4dB(A)까지도 증가하지만, 흡음재를 설치하면 소음증가량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차원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소음해석결과 흡음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흡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 및 해석결과와의 오차가 다소간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다양한 형상을 갖는

근접 저상 방음벽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고유번호: 15RTRP-B072484-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Table 5. Comparison of predicted (BEM) and measured insertion loss

Case12 without absorbing material for S1 

location (Only ‘I’type noise barrier)

Case14 without absorbing material for S1 

location (tramway + ‘I’type noise barrier)

Case14 without absorbing material for S2 

location (tramway + ‘I’type noise barrier)

Case16 without absorbing material for S1 

location (tramway + ‘ㄱ’type noise barrier)

Case16 without absorbing material for S2 

location (tramway + ‘ㄱ’type noise barrier)

Case15 with absorbing material for S1 

location (tramway + ‘I’type noise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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