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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Measurements and Review of the Curve Squeal Noise of Urban Rai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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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철도 차량이 곡선구간 주행시 발생하는 스킬소음은 고주파수, 순음의 특성을 가지며 이 소음은 주요 환경 소음 문제 중

하나이다. 곡선 스킬소음의 발생원인은 차륜과 레일간 횡방향 접촉력-미끄러짐이 음의 기울기를 갖는 영역에서 발생된다고 알

려져 있으며, 차륜과 레일간 마찰특성, 차륜, 레일 표면의 거칠기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1]. 스킬소음의 발생 메커

니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축소 스킬소음 시험장치를 제작하여, 스킬소음 실험의 외부 영향 배제, 발생인자 영향 분

석 등이 진행되고 있다[2,3]. 이런 시험장치에서 스킬소음 발생에 가장 중요한 차륜/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접촉력을 측정하기

위해 차륜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거나, 비접촉 센서를 이용한다. 대표적 비선형, 과도특성을 갖는 곡선 스킬소음의 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지 차량을 대상으로 진동, 소음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실지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곡선 스

킬소음을 측정한 논문으로 Vincent[4] 등은 메트로와 트램을 대상으로 스킬소음 발생시 전륜 내측 차량의 곡선 스킬소음과 차

륜의 속도, 차륜과 레일의 공격각 및 상대적 이동 변위를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용운[5] 등이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콘크리

트 도상에 의한 터널 구조물에서의 차량측면에서의 투과손실 향상 및 차체의 기밀 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도시철도 차량이 곡선 레일 구간을 운행시 차륜, 레일 접촉점 근접 위치에서의 진동, 소음 측정 실험 및 차륜과 레일의 접

촉점 위치 파악을 위한 영상처리 실험을 수행하였다. 스킬 소음 발생시 차륜의 횡방향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

며, 스킬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내측 전륜의 역할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High frequency squeal noise can be generated when a railroad vehicle runs a sharp curved section; this

noise causes environmental complaints and excessive wear on the wheel and the railroad track. In this paper, curved

squeal noise experiments on a commercial railway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is phenomenon. The relationship of

the squeal noise pressure level,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the railway running speed, and the modal behavior of the

wheel were investigated. At the same time, the lateral motion of the wheel relative to the rail was captured using a video

camera; wheel movement was calculated when the noise was generated. queal noise occurred at the highest level at the

inner front wheel; this phenomena i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lateral vibration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he

wheel. It can be seen that the magnitude of this squeal noise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vehicle speed.

Keywords : Metro, Curve squeal noise, Lateral movement of wheel with respect to rail, Image processing, Frequency analysis

초 록 도심을 지나는 철도 궤도는 급격한 곡선 구간이 존재하며, 철도차량이 곡선부를 주행하며 발생시키는 높은

주파수의 스킬소음은 곡선부 인근에 소음 민원을 야기하고, 해당 구간 궤도의 마모를 과도하게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

서는 대표적 비선형, 과도 특성인 스킬소음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차를 대상으로 곡선부 스킬 소음실

험을 수행하였다. 특정 대차내 4 차륜을 대상으로 스킬소음의 음압의 크기, 주파수 특성, 주행 속도 변화에 따른 영향,

차륜의 진동응답특성과 스킬소음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동시에 차륜과 레일의 접촉 위치의 변화를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스킬소음 발생시 차륜의 레일에 대한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현상을 살펴보았다. 철도 차량 곡선 주행시 스

킬소음은 내측 전륜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며, 이는 차륜의 횡방향 진동 응답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발생

스킬소음의 크기는 차량 속도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도시철도 차량, 곡선 스킬소음, 차륜 레일간 횡방향 이동량, 영상처리, 음압-시간-주파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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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선 스킬소음 및 차륜/레일 횡방향 이동량 측정실험

2.1 측정장치

본 곡선 스킬소음 및 차륜/레일 횡방향 이동량 측정실험에 사용된 실험장비는 다음과 같다.

2.2 실험방법

2.2.1 차륜/레일 접촉 근접 위치의 진동 및 소음 측정

호이만형 1/20 차륜과 50kgN 레일로 구성된 실지 도시철도 차량의 대차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차량은 10, 15, 20, 25km/h

의 속도로 전진, 후진방향으로 주행하였다. 해당 주행 방향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Bird’s eye-view photo of experiment site. The forward-, backward-directions are shown with arrows; the locations at which

curved squeal noise was generated are indicated by A, A’ and B.

특정 대차내 모든 차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4개의 마이크로폰을 각 차륜의 저널박스 하부에 장착하였으며,

각 차축의 진동과 발생하는 소음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를 각 차축 저널박스 상부에 차축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부착하였다(Fig. 2 참조).

2.2.2 차륜 레일간 횡방향 이동량 추정

레일에 대한 차륜의 횡방향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액션캠(GoPro Hero 4)을 지그를 이용하여 대차 구조물(트랜섬)에 설치하

였다(Fig. 3 참조). 액션캠은 초당 30 프레임(30 FPS), 1080p (1080×1920)의 해상도로 설정하였다.

 

Table 1. Measuring and analyzing equipment.

Equipment Model Quantity

Measurement of noise and vibration

Front end LMS SCADAS III 1

Accelerometer

B&K 4394 4

PCB 356A16 1

Dytran 3093M17 1

Microphone
Rion UC-52 4

B&K 4189-A-021 1

Preamplifiers Rion NH-22 4

Measurement of relative movement of the wheel 

with respect to rail head in lateral direction
Action cam GoPro hero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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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결과 및 토의

3.1 차륜/레일 접촉 근접 위치의 진동 및 소음 측정

3.1.1 관심대상인 스킬 소음 발생 구간 선정

해당 실험은 아래 Table 2와 같이 8 경우에 대해 수행하였으나, 정방향의 경우 진동과 소음 측정 데이터에 60Hz 성분의 잡

음이 포함되었고, 10km/h 주행 경우에는 스킬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스킬소음이 발생한 15km/h 경우부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10km/h 주행 시 스킬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스킬소음을 발생하기 위한 크리피지와 크립력의 음의 기울기를

형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시험 구간을 15km/h, 역방향으로 운행하는 경우, 모든 차륜에서 발생하는 음압의 크

Fig. 2. Positions of microphones and accelerometers(●: Microphones, ▼: Acceler-

ometers).

 Fig. 3. Installed action camera with holding

jig near the wheel/rail contact point.

Fig. 4. Measurement results of overall sound pressure level vs. time (vehicle speed: 15 km/h, backward direction).

Table 2. Performed experiment cases.

Experiment 

No.

Train speed

(km/h)
Direction Note

1 10 Forward Poor S/N ratio

2 10 Backward No squeal noise

3 15 Forward Poor S/N ratio

4 15 Backward

5 20 Forward Poor S/N ratio

6 20 Backward

7 25 Forward Poor S/N ratio

8 25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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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Overall SPL)를 시간의 함수로 Fig. 4에 나타내었으며, 곡선 스킬소음이 발생하는 시간 영역 A, A’, B을 선정하였다. A, A’

구간은 내측 전륜에서 순간 최대 115dB 크기의 소음이 발생하며, 이 순간 차륜의 답면이 레일과 접촉함을 알 수 있었다. B 구

간의 경우 외측 전륜에서 110dB 내외의 소음이 발생하나, 차륜의 답면과 레일 두부와, 차륜의 플랜지 부분이 다른 레일 가이드

와 접촉을 동시에 하는 다중접촉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중 접촉의 경우는 컨포멀 매핑(conformal mapping)에 해당

하며, 이 경우는 반무한 평면 가정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접촉이 발생하는 A, A’ 구간에 대한 연구로 한정

하였다. A, A’, B 영역 이외의 다른 구간의 발생 소음은 차륜이 레일 연결부를 통과하는 충격음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3.1.2 스킬 소음 특성

15km/h, 역방향 경우 A, A’ 시간구간에서 측정된 스킬소음의 주파수-시간-음압 크기의 그래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1000Hz 이내 대역에서는 모든 차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전동음으로 사료되며, 스킬소음의 경우는 내측 전륜에서 가장 큰 크

기의 소음이 발생하였다. 또한 다른 차륜에서도 내측 전륜의 스킬 발생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 대역의 소음이 발생하였다. Fig.

5에서 나타난 피크들의 해당 주파수 대역을 Table 3의 두 번째 행에 표시하였다.

스킬소음이 이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좌, 우 차륜과 차축으로 구성된 휠셋을 대상으로 모드해

석을 수행하였다. 자유경계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차륜과 레일의 접촉점 위치에 단위 힘으로 가진하여 모빌리티해석을 수행하였

다. 주요 공진 주파수는 Table 3의 3번 째 행에 표시하였으며, 고유모드형상을 보면 가진 차륜만 진동하는 모드형상을 구할 수

있었다(Fig. 6 참조). 따라서 A, A’ 구간에서 발생하는 스킬소음은 차륜의 진동응답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관심 스킬소음 주파수인 2,128Hz, 5,324Hz에서 내측 전륜 발생 음압이 내측 후륜보다 약 15-18dB 정도 크게 측정되었다.

(Fig. 7에 파란 색 역삼각형으로 표시) 내측 전륜이 레일과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스킬소음을 점음원으로 가정하고, 거리가 2배

Fig. 5. Measurement results of sound pressure level for wheel and rail contact positions at A and A’ sections with the vehicle speed

of 15km/h, backward direction.

Table 3. Comparison of the peak frequencies from experiments and those from the modal analysis of the wheel set by FEM.

From squeal noise tests (Hz) From modal analysis (Hz) Relative error (%) Note

1 476 470 1.2 Rolling noise

2 1,200 1,200 0

3 2,128 2,130 0.09 Squeal noise

4 3,150 3,150 0 Squeal noise

5 4,240 4,230 0.2 Squeal noise

6 5,324 5,350 0.4 Squeal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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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e shapes of the wheelset by FEM analysis (a: 470 Hz, b: 1,200 Hz, c: 2,130 Hz, d: 3,150 Hz, e: 4,230 Hz, f: 5,350 Hz).

Fig. 7. Comparison of measured SPL of the rear inner wheel with the subtracted SPL of the front inner wheel (a) 2,128Hz, (b)

5,324Hz.

Fig. 8. Measurement results of sound pressure level at the inner front wheel depending on vehicle speed (a) 10km/h, (b) 15km/h, (c)

20km/h, (d) 2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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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6dB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전륜에서 2.1m 떨어진 내측 후륜 위치에서는 17.4dB 감소하게 된다. 해당 내측 전륜

음압값-17.4dB 값을 Fig. 7에 옅은 빨간 색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이 계산값은 역삼각형으로 표시한 최대 스킬소음 발생 시

각에서 내측 후륜의 음압 측정값(파란색 실선으로 표시)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내측 전륜에서 발생하는 스킬

소음이 내측 후륜으로 전파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초 후에 내측 후륜에서 음압이 증가함도 살펴볼 수 있다(  표시).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른 스킬소음의 발생주파수와 음압의 크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속도에 대한 A, A’ 구간의 내

측 전륜의 음압 측정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스킬소음의 발생주파수 대역은 차량의 주행속도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이 발

생주파수 대역은 차륜의 굽힘 방향의 응답특성의 공진주파수 대역과 관련 있다.

차량 속도 변화에 따른 스킬소음의 음압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Fig. 8의 속도별 음압의 피크치가 발생하는 시각(예를 들어

Fig. 8(b)의 주행 속도 15km/h의 경우는 80 초, Fig. 8(c)의 주행 속도 20km/h의 경우는 199 초, Fig. 8(d)의 주행 속도 25km/

h의 경우는 132 초)의 스킬 소음 주파수 대역의 음압의 크기를 다음 Table 4에 정리하였다. 속도 증가에 따른 3,150Hz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킬 발생주파수 대역에서 음압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1.3 차축의 진동 특성과 발생 스킬소음의 연관성

내측 전륜에서 스킬 소음이 발생할 경우 차축의 횡방향 진동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A, A’ 구간에서는 내측 전륜에서

소음 발생 주파수(흰색 점선)와 유사한 주파수 대역에서 큰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측 전륜에서는 해당 주

파수 대역에서 진동이 거의 측정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Fig. 6에서 나타낸 휠셋의 진동 해석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Fig. 9. Measurement results of lateral accelerations at vehicle speed of 15 km/h backward direction (a) Inner front wheel (White dot

line: peak frequencies of squeal noise), (b) Outer front wheel.

3.2 차륜/레일간 횡방향 이동량 추정

3.2.1 스킬 소음 발생시 차륜/레일의 접촉점 위치

곡선부 스킬소음이 발생시 차륜과 레일의 접촉 위치를 살펴보면 Fig. 10과 같다. 스킬소음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모든 차륜과

레일의 접촉점이 크게 차이가 없다(Fig. 10, a-d). 그러나 스킬소음이 발생하는 순간 전륜 축이 외측(Fig. 10, g, h)으로 쏠리며

내측 전륜에서는 확연한 답면 접촉(h), 외측 전륜에서는 플랜지 접촉(g)이 발생하게 된다. 후륜 축은 스킬소음 발생 전후의 횡

방향 이동량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는 Matsumoto 논문[6]에 언급된 바와 같은 현상이다. 이 현상은 전륜과 레일 사이 작용

하는 횡방향 힘으로 인하여 대차의 요방향 각도가 변경되어 후륜 축이 레일의 곡률반경 방향으로 정렬되어 횡방향 힘이 감소

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4. Measured magnitude of sound pressure level (unit: dB) at peak frequencies related to squeal noise with respect to railway speed.

                      Squeal peak

                      frequencies

                       (Hz)

       Vehicle

    speed (km/h)

2,130 3,150 4,230 5,350

15 108.59 81.32 72.63 112.65

20 103.45 66.09 82.65 102.51

25 78.86 68.12 66.38 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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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내측 전륜 횡방향 거동과 소음의 연관성

앞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스킬 소음 발생에 주요 차륜은 내측 전륜으로 추정된다. 스킬소음 발생시 내측 전륜의 횡방향

거동을 살펴 보기 위해서 소음 측정 자료와 차륜의 횡방향 거동 측정자료를 시간관점에서 동기화하였다. 스킬소음이 확연하게

측정된 15, 20, 25km/h의 내측전륜 횡방향 이동량을 추정하였다. 측정한 동영상에서 횡방향 거동을 계산하기 위하여 Matlab을

이용한 영상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수행한 영상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첫 단계에서 촬영된 원영상(Original image)

을 다루기에는 많은 연산 시간이 소요되므로 영상 중 관심 있는 영역인 차륜과 레일 구간을 선택하였다(Setting wheel, rail

region). 두 번째 단계로 선택된 영역에 캐니 경계탐색(Canny edge finder)를 적용하여 차륜, 레일과 배경의 경계선을 구한다. 세

번째 단계로 캐니 경계방식에 사용된 역치값은 반복된 수행을 통해 가장 적합한 값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구해진 경계와 이

미지의 절반 지점의 교점을 구한다(Find cross point). 영상 전체에서 차륜과 레일의 교점의 횡방향 차이를 통해 레일에 대한 차

륜의 상대적 이동량을 추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차량 주행 속도(15, 20, 25km/h)에 따른 발생 스킬소음과 내측 전륜의 횡방향 이동량을 시간 영역에서 동기화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차륜이 차량 외부로 이동하는 방향을 +로 하여 횡방향 이동량을 표시하였다. Fig. 12의 A영역에서는 차륜이 안쪽

으로 미끄러지며 스킬소음이 발생하였다. B, C 영역에 큰 양의 기울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레일 내측에 위치한 가이드 레일의

영향으로 차륜이 차량 외부 방향으로 밀려 나간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중접촉(Multi point contact)이므로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Fig. 10. Left: before the generation of squeal noise (a-d), Right: Just after squeal noise generation (e-h), Train speed: 15km/h.

Fig. 11. Image process algorithm to calculate wheel lateral displacement relative to rail.

Fig. 12. Synchronized plot of the wheel’s lateral displacement vs. time and curved squeal noise vs. times shown in frequency domain

(A section: single point contact, squeal region, B section: contacting the guide rail, C section: multi point contact, squeal

region). Positive magnitude in vertical axis means the outward movement of the wheel as shown in right most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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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지 차량 실험을 수행하여 대차 내 스킬소음이 주요하게 발생하는 차륜을 찾고, 영상분석을 통해 차륜과 레

일의 횡방향 상대적 이동량 측정하여 스킬소음이 발생 할 때의 차륜의 횡방향 거동을 살펴 보았다. 본 실차 주행 스킬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철도 차량 곡선 주행 시 스킬소음은 각 차륜의 근접소음 측정 결과 내측 전륜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며, 해당 시간대에 차

축의 저널박스에서도 횡방향 진동이 크게 나타난다. 

2. 실험을 수행한 메트로 차량의 발생 스킬 소음의 주파수 대역은 2,128Hz, 3,150Hz, 4,240Hz, 5,324Hz이고, 이는 차륜의 횡

방향 진동 응답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 발생 주파수 대역은 차량 속도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3. 스킬소음이 발생시, 내측 전륜과 레일 접촉점이 단일 소음원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4. 스킬소음 발생 구간의 횡방향 이동량과 소음 데이터 동기화 결과를 통해 스킬소음 발생영역에서 내측 전륜은 안쪽으로 미

끄러지며 소음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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