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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표면 측정장치의 설계변수가 음향조도 스펙트럼 분석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Design variables of Rail Surface Measuring Device on Acoustic
Roughness and Spectral Analysis
정우태*·전승우·정다해·최한신
Wootae Jeong·Seungwoo Jeon·Dahae Jeong·Han Shin Choi
Abstract Spectrum level for the acoustic roughness of wheels and rail surface should be periodically maintained
under the limitation of ISO to reduce rolling noise of railway vehicles. Thus, in maintaining railway track, displacement
sensor-based measuring devices are broadly used to measure the surface roughness and to perform spectral analysis.
However, these measuring devices cause unexpected measuring errors since the displacement sensors are fixed at moving platforms and the main frame produces pitching motion during measurement.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measured values, this paper h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esign variables such as wheel base, additional wheels, and
elastic deformation of wheels on the surface roughness and acoustic roughness spectrum.

Keywords : Rail acoustic roughness, Displacement sensor, Spectrum analysis, Autonomous roughness measuring device
초 록 철도차량의 전동소음(Rolling noise)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륜과 레일의 음향조도(Acoustic roughness)가 국제
규격에서 규정하는 일정값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음향조도의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측정장치는 접촉식 변
위센서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주행 중인 장치에서는 센서가 고정된 플랫폼의 위치가 가변적이고 레일면과 구동륜
의 접촉시에 프레임의 피칭(Pitching)운동에 의해서 측정값의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식 변
위센서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의 휠베이스, 바퀴의 개수 및 바퀴의 탄성접촉 등에
의한 레일표면 측정값의 변화와 스펙트럼 변화를 해석하였으며, 각 설계변수가 음향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주요어 : 레일 음향조도, 변위센서, 스펙트럼 분석, 자동측정장치

1. 서

론

최근 전세계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로교통망의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네트워크가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철도
네트워크의 확장은 지하철과 같은 지하 철도구간과 도심지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지상구간을 동시에 증가시킴으로써 선로 주변
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에 의한 철도소음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선로주변의 철도 소음저감을 위한 원인분석과 기
술개발이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선로변 철도소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100km/h 이하로 주행하는 도시철도 차량의 가장 큰 소음원인 전동소음(Rolling
noise)은 차륜과 접촉되는 레일 표면의 불균일성으로 인한 진동발생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레일 표면의 불균일성 가
운데 전동소음을 일으키는 파장범위에 해당하는 레일 표면 거칠기를 음향조도(Acoustic roughness)라고 하며, 전동소음의 정
확한 측정과 해석을 위해서는 차륜과 레일 표면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음향조도의 정확한 측정이 우선되어야 한다[1]. 음향조
도의 레벨은 철도차량의 통과속도에 연관된 파장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속도가 증가될수록 전동 소음에 영향을 주는 파
장은 길어지며[2], 국제규격에서는 각각 3.15~630mm(ISO 3095), 3.15~250mm(EN 15610), 10~1000mm(EN 13231-3)로 정
의되어 있다[1].
레일표면의 음향조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는 크게 고정식장치(Straight edge based device)와 사용자가
수동으로 움직이면서 측정하는 트롤리(Trolley)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정식 장치는 레일의 길이 방향으로 장치를 고정한 후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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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utonomous rail roughness measuring platform at railway track field.

정된 특정구간을 반복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트롤리 형식은 센서가 고정된 측정장치를 레일 위에 놓
고 사용자가 직접 끌거나 밀면서 측정하는 방식이다[3-6]. 이 때 음향조도는 측정 속도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측정장치는
측정시에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동측정장치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속도 변화가 발생
되므로 동일구간에서도 측정값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작업자가 장치와 함께 움직이며 측정하기 때문에 선로내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장시간 또는 장거리 측정시에는 피로감의 누적으로 측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철도 선로변에서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측정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레일 음향조도 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자
동화된 측정장치는 등속도 제어가 가능한 모터를 적용하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측정거리, 측정속도, 샘플링 갯수 등의 측정에 필
요한 세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제작된 레일 음향조도 측정장치는 컨트롤러, 휠베이스(L)를 가진 두 개의 구동휠과
변위센서를 포함하여 Fig.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7].
음향조도 측정장치는 레일 표면에서 등속주행이 이루어질 때 센서의 측정값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의 획득이 가능하므로,
자동화된 측정장치의 경우 가감속 구간을 줄여 정속 주행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Fig. 1에 표시된 장치의 경우 측면 레일에
지지대, 배터리 및 컨트롤러와 같이 측면 부하를 가진 장치의 경우에도 등속 주행이 원활하도록 제어기의 정확한 게인튜닝을
적용하였다.
측정 대상인 레일의 표면거칠기는 이동 플랫폼에 고정된 접촉식 변위센서에 의해 상판 플랫폼으로부터 레일면까지의 상대변
위가 계측됨으로써 측정된다. 즉, 측정장치의 플랫폼이 레일 표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주행할 때, 레일 표면과
접촉하는 센서가 표면의 불규칙한 요철에 의해 변동되면서 나타나는 변위값의 변화를 통해 레일의 표면 거칠기(roughness)가 측
정된다[8-9]. 그러나 움직이는 플랫폼은 측정을 위한 기준위치를 고정할 수 없고 바퀴와 접촉된 레일의 표면상태에 따라 플랫
폼의 자세 변화를 일으킨다. 즉, 레일 표면 위를 측정장치가 통과할 때 전후륜 바퀴와 레일의 접촉부 사이에 고저 차가 발생됨
에 따라 프레임은 레일 길이방향의 횡축에 대하여 전, 후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피칭(Pitching)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프
레임에 고정된 접촉식 변위센서에 의해 측정된 값은 기준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프레임의 피칭운동량에 의한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측정장치 플랫폼의 피칭운동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설계변수는 전, 후륜 사이의 간격(L), 구동륜의 개수 및 위
치, 구동륜과 레일의 접촉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레일의 표면 요철에 대한 장치의 피칭운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접촉식 변위센서의 측정오차가 음향조도 측정값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 방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음향조도 자동측정장치의 측정 시뮬레이션
2.1 접촉식 변위센서의 측정 모델링
자동으로 주행하는 측정 플랫폼의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른 변위센서의 측정값 차이와 음향조도 스펙트럼 레벨에 미치는 영
향을 해석하기 위해서,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레일 표면과 접촉하는 휠과 측정센서의 접촉점으로 구성된 플랫폼을 Fig. 2
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여기서 플랫폼의 전후 휠의 거리인 휠베이스는 L이고 플랫폼에서 휠까지의 거리는 h, 레일표면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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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plified model of the two-wheeled rail roughness measuring platform.

(roughness)변화는 y = r(x)로 표현하였다. 측정장치의 전륜과 후륜은 가상의 요철을 가지는 레일 표면에 대하여 각각 a와 b의 위
치로 표시하였으며, 이 때 각 점에서의 레일표면의 위치(높이)값은 ya = r(a)와 yb = r(b)가 된다. 전륜과 후륜의 높이 차이에 의
해 측정 플랫폼의 프레임은 수평방향에 대해 기울기를 가지며, 플랫폼 휠베이스의 중앙(L/2)에 위치한 접촉식 변위센서는 초기
의 측정 위치로부터 수직변위차가 발생된 만큼의 변위값의 변화(ΔR)가 발생한다. 플랫폼이 움직임에 따라 바퀴의 위치는 레일
표면의 조도곡선(r(x))을 따라 x축 방향으로 이동하며 변위값에 대한 샘플링 개수(i)가 계산된다. 센서로부터 측정된 변위는 다
음과 같이 센서 위치와 요철높이의 상대적인 변화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ΔR = −Δym + Δyc

(1)

여기서, 센서 위치의 변화량(Δym)과 레일 표면의 요철 높이 변화량(Δyc)은 다음과 같이 i번째 위치에서의 값과 그 직전 위치
인 i-1번째 위치에서의 값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r ( ai ) + r ( bi ) r ( a i – 1 ) + r ( bi – 1 )
Δym = --------------------------- – --------------------------------------- ,
2
2
ai – 1 + bi – 1
ai + bi
Δyc = r⎛ ---------------⎞ − r⎛ -------------------------⎞ .
⎝ 2 ⎠ ⎝
⎠
2

(2)

플랫폼의 이동에 의해서 식(1)에서 제시된 접촉식 변위센서 변화량은 누적되어 측정센서값에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R=

n

∑ (–Δym, i + Δyc, i ) .

(3)

i=1

2.2 휠축간 거리의 변화와 음향조도
Fig. 1에 나타나 있는 레일 음향조도 자동 측정장치의 휠베이스(L)는 700mm로 제작되었다. 설계에 따라서 휠베이스(L)가 변
하며 레일 표면에 점접촉을 이루고 있는 전, 후륜의 고저 차이에 의해서 측정 레퍼런스로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 면이 기울어
지는 피칭 모션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측정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설계시에 휠베이스 축간거리 변화에 따른 레일
음향조도(acoustic roughness) 값의 영향도를 예측하고, 측정된 음향조도값을 바탕으로 전동소음과 관련된 스펙트럼 해석값의 영
향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Fig. 2에 제시된 모델을 바탕으로 휠베이스를 다양하게 변화시켰을 때 센서의 측정값과 스펙트럼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Fig. 3은 측정 플랫폼의 휠베이스(L)가 기존의 700mm에서 500, 900, 1100mm로 변할 때에 변위센서에서의 표면거칠기 측정
값과 파장별 스펙트럼의 해석값이다. 기준으로 사용되는 레일의 표면 거칠기는 실제 레일에서 측정된 10m구간의 데이터를 기
준값(Reference)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위를 이동하는 측정 플랫폼의 휠베이스 변화에 따른 변위측정 예측값을 해석적으로 계
산하였을 때의 표면조도 결과값을 Fig. 3(a)에 나타내었다. 또한 여기서 얻은 거리 별 조도(roughness) 계산값을 파장의 1/3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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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ulation results of the rail acoustic roughness considering two-wheel device.

타브 밴드 대역에 대하여 스펙트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Fig. 3(b)에 나타내었다. Fig. 3(b)에서는 유럽의 레일표면의 일반적
인 평균 조도 스펙트럼인 ISO 3095 기준한계를 참고로 함께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ISO 3095를 초과하는 조도 스펙트럼을 가
지는 레일 표면은 해당 파장범위에서 기준보다 높은 전동소음을 발생할 수 있거나 레일 유지보수 및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Fig. 3(a)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측정 플랫폼의 휠베이스가 증가할 때에는 레일의 표면 조도(roughness) 측정값은 기
준값을 보다 유사하게 추종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 길이와 휠베이스의 증가에 따른 표면조도 측정값의 파장별 스펙
트럼 분석결과는 Fig. 3(b)와 같이 0.0315m보다 짧은 파장(고주파) 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그 이상의 파장 영역에는 플
랫폼의 휠베이스가 길수록 기준값의 스펙트럼에 보다 접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휠베이스가 500mm로 줄어지는 경우에는 장
파장의 영역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값은 이동식 측정장치의 휠베이스가 길수록 장파장 영역의 측정
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지만, 실제 측정장치의 휠베이스를 늘이는 것은 장치의 크기와 무게를 증대시키게 되고 제작과
운영이 어려우므로, 측정하려는 파장영역을 고려하여 플랫폼의 휠베이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3 구동륜의 추가와 음향조도 스펙트럼 변화
접촉식 변위센서에 의해 레일 표면의 음향조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플렛폼의 기준위치에 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해석한 바와 같이 장파장 영역의 효과적인 측정을 위해 플랫폼의 길이를 늘리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기구 설계상
의 한계가 존재하여 측정 플랫폼의 길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길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접촉으로 이루
어진 측정 플랫폼의 구동바퀴를 제거하고 장치의 하부를 평탄하게 설계하여 레일면과 플랫폼 바닥을 면접촉으로 구성하면 넓
은 영역의 파장범위를 측정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나 레일과의 마찰 및 플랫폼 바닥의 마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구동휠이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자동화된 레일 음향조도 측정 플랫폼의 측정 파장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추가
적인 휠을 장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측정 플랫폼에 휠이 추가되면 각각의 구동 바퀴들과 접촉되는 레일 표면 요철의
높이 차이가 상쇄됨에 따라 발생되는 프레임의 피칭운동량이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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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el of the rail roughness measuring platform with additional wheels.

플랫폼 휠의 추가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Fig. 4과 같이 기존의 구동륜을 기준으로 ± w의 위치에 휠이 추가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플랫폼 모델을 구성하였다. 기존 장치의 구동륜 위치(a1, b1)를 중심으로 추가된 바퀴는 각각 wf,2, wr,2로 표시하
였으며, 추가된 두 바퀴는 기준 구동륜으로부터 ± w만큼의 간격을 유지하고, 측정 플랫폼의 이동시에는 표면 요철의 고저차에
의해서 레일면과 접촉하는 휠이 바뀌게 된다. 즉, 레일 표면에서 점접촉을 이루는 구동륜은 수직방향 높이가 일정하고 측정시
에는 각 구동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구동륜 2개만 레일면과 접촉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 접촉하는 휠의 위치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Fig. 5. Simulation results of the measuring platform with additional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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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ax(r(wf,1), r(wf,2))
b = max(r(wr,1), r(wr,2)).

(4)

추가된 구동륜으로부터 측정시 접촉하는 휠의 위치인 a와 b가 결정되면, 이후 접촉식 변위센서의 변위 해석 값은 식(2)와 식
(3)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Fig. 5에는 기존 장치의 휠베이스(L=700mm)에서 전후륜의 w = ±50, ±100의 위치에 추가로 휠을 장착하였을 때 측정되는 레
일면의 조도값과 스펙트럼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a)는 레일 표면조도의 측정값은 추가된 휠이 기존 휠보다 바깥쪽 위치할
수록(w > 0) 휠베이스의 평균값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함께 레일면의 거칠기 값에 대한 측정오차가 적어지고 기본값의 추종성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레일 음향조도의 파장 별 스펙트럼 분석결과는 Fig. 5(b)에 표시한 바와 같이 플랫폼에 추가된
휠은 0.0315m이상의 장파장 영역에서 스펙트럼 레벨이 2륜의 결과와 비교하여 약 2~5dB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가된
휠을 가진 플랫폼의 장파장 성분은 w가 기존 휠에 가까울수록 기준(reference) 스펙트럼과 유사한 조도레벨로 측정될 수 있다.

2.4 휠-레일 접촉면의 변화와 음향조도
접촉식 변위센서를 사용하는 측정 플랫폼은 이동 속도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측정 구간내에서 등속도 주행이 측정 결과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동 운행을 기본으로 하는 측정 플랫폼은 가감속 구간을 줄이면서 등속도 구간을 최대한
길게 하여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플랫폼 설계는 구동륜을 우레탄 재질의 탄성 재료로 코팅하여 휠과 레일
표면의 마찰력을 높이고 미끄러짐을 줄여 빠른 가감속과 등속제어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구동륜의 탄성 재료는 플랫폼의
자체 하중과 측정시의 가감속 변화에 의해 탄성 변형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구동륜과 레일의 접촉은 레일 길이방향으로 점접
촉에서 선접촉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측정 플랫폼 구동륜의 접촉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모델링에 반영하면 Fig. 6에서와
같이 2차원 평면상에서 일정 변형길이가 반영된 선접촉의 모델이 된다. 즉, 레일 표면과 접촉되는 길이(LC)는 미세 간격의 n개
의 불연속 점(A1, A2,…, An)으로 단순화 하여 모델링하고, 이 접촉점들 가운데에서 플랫폼의 피칭운동발생시의 측정점이 최대
치를 가지는 위치를 해당 구동륜의 접촉점으로 계산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7은 측정 플랫폼에 각 구동륜의 탄성 변형으로 인한 접촉길이(Lc) 변화를 반영한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되는 레일 표면조
도와 스펙트럼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해석결과는 탄성깊이와 접촉선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표면조도의 측정값은 Fig. 7(a)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스펙트럼 해석결과는 Fig. 7(b)에 도시된 것과 같이 휠의 탄성변형으로 인
한 선접촉길이가 짧을수록 파장별 스펙트럼 값이 기준값에 근접하게 된다. 또한 휠의 탄성변형과 관련된 파장범위는 대략
0.016~0.25m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파장범위에 해당하는 전동소음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휠의 탄성
이 낮은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Fig. 6. Line contact model of the rail roughness measuring platform with elastic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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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mulation results of the rail acoustic roughness obtaine using line-contact model.

3. 결

론

철도차량의 전동소음 저감을 위해 요구되는 레일 표면의 음향조도 관리는 주기적인 측정과 파장에 따른 스펙트럼 분석을 통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트롤리 방식의 장치가 가지는 한계인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와 측정데이터의 정밀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2륜 구동방식의 자동화된 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변위센서를
사용한 자동주행식의 측정장치는 측정시에 플랫폼의 레일길이 방향에 대한 피칭운동을 발생시켜 측정값을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과 레일면의 접촉모델을 사용하여 측정 플랫폼의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측정치의 변화량을 예측하고 측정오차가
레일 음향조도의 파장 별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였다. 결과로 2륜 구동방식의 플랫폼은 휠베이스가 길수록 기준값에
유사한 표면조도와 스펙트럼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프레임에 피칭운동을 발생시키는 레일 표면 요철의 고저차이에 의한 영향
을 감소시키기 위해 바퀴를 추가하여 4륜으로 구성된 장치의 스펙트럼 분석에서는 0.0315m 이상의 파장영역에서 2~5dB의 차
이를 나타내었으며, 추가된 구동륜의 위치가 기존 구동륜과 가까울수록 기준값에 근접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탄성륜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해석의 경우에는 탄성변형과 관련된 파장범위는 대략 0.016~0.25m에 존재하며 탄성변형으로 인한 선접촉
길이가 짧을수록 파장별 스펙트럼 값이 기준값에 근접하였다.
본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조도측정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휠베이스의 길이와 구동륜의 추가에 따른 위치선정은 측정하고자 하
는 음향조도의 파장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값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장치를 이용한 표면조
도의 측정방식은 측정센서의 고정단이 움직이는 플랫폼으로 유동적인 것을 고려할 때, 현 기반의 시스템(Chord-based
system)[10]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보완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해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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