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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of Prediction Equation for Environmental Noise of KTX which Ru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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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opening of Kyong-Bu High Speed Railway, tremendous change was occurred in the various realm in
Korean Society. But in the Daegu-Busan section, KTX was still running on the conventional line where the
railroad was improved to more straightly. For the noise prediction of KTX train which runs on the conventional
line, components of noise source were analyzed using SEL(Sound Exposure Level) of meassured data. For the
validation of suggested prediction equation, the predicted result was compared to the measured.

서 론1.

철도교통은 그 대량수송 능력뿐만 아니라 정시성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그 기술 발전 및 수요는 더욱 가속화되리라 예상된다, .

그러나 철도교통은 소음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며 일반 도로교통과 같이 일정한 소음도 분포를,

가지기 보다 열차 통과전후에 소음도 차이가 매우 큰 특성을 나타낸다, .

이러한 철도 소음에 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민원 및 국민의 요구에 의해 년대부터1990

국가 및 공공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철도소음 예측기술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예측기술은 고도, , .

의 이론적 배경과 많은 측정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최근 고속철도 시스템과 같이 철,

도 시스템의 판매시 필요한 설계도구로써 개발되거나 도시 전체의 환경소음을 예측 분석하여 도,

시계획 및 설계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철도소음 예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초로 연구를 수행하여 그 예측식

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 열차 및 전기여객열차와 전철에 대.[1-2] , ,

하여 주로 거리와 속도의 함수로 최대소음도 및 등가소음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예측 모델의 경우 철도소음을 너무 단순화하여 모델을 구성하므로 그 실용성 및 정확

도 측면에서 오차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열차는 고속선에서는 최고 의 속도로 운행되고 기존선 구간에서는 선형조건 등으KTX 300km/h

로 인해 최고 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다 고속선을 통과하는 는 고속철도차량 공급업150km/h . KTX

체인 프랑스 에서 제공한 예측식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을 통과하는 경GEC Alstom

우의 철도소음 예측식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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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을 통과하는 고속철도 소음에 대한 예측평가를 위해 측정된 소음

을 성분분리하고 소음폭로레벨을 평가량으로 활용하였다 제시된 예측식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정도 높고 편리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향후 기존선을 통과하는 에 의한 소음의KTX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철도소음 방사모델 및 성분분리2.

일반적으로 철도차량의 소음원에서 방사되는 소음은 코사인음원 쌍극자음원으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소음이 음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음압은 음향파워와 거리

그리고 지향특성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3-8]

이와같이 철도소음을 점음원의 방사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기관에 의한 동력음 과 열(power noise)

차바퀴 와 레일 사이의 작용에 의한 전동음 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며(wheel) (rail) (rolling noise) ,

그 대표적인 예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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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분 소음레벨과 합성에 의한 총 소음레벨1

이와같이 분리된 철도소음 성분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열차가 한 번 지나가는 시간만을

고려하는 소음폭로레벨 을 활용하였다 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sound exposure level, SEL) . SEL

같다.

(1)

여기서 는 측정된 음압, 는 기준음압으로 , 그리고 는 측정시

간이다 과 등가음압레벨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SEL .

(2)

이 식에서 은 시간 사이에 통과한 열차의 수이다n T .

소음측정 및 성분 분석3. SEL

측정개요 및 측정결과3.1

기존선을 통과하는 열차의 환경소음 예측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대구 지천구간과 김제KTX ~～

감곡구간에서 소음측정을 수행하였다 소음은 거리별로 평지에서 수행되었다. .

측정 위치는 김제 감곡구간 포함 에서 동시에 소음을 레12.5m, ( ~ 15m ), 25m, 50m, 75m, 100m

코더에 녹음하여 실험실에서 그 소음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에는 소음도 측정을 위한 현장 개념. 2

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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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음측정 현장 개념도2.

가 측정 및 분석 장비.

신호 컨디셔너(Larson Davis Model 2210)◦

채널 실시간 분석 시스템2 (Larson Davis 2900B)◦

채널 기록기16 DAT (Sony SIR1000)◦

마이크로폰(Larson Davis LD2541)◦

마이크로폰 프리엠프(Larson Davis PRM 901)◦

표준음 발생기, Wind Screen◦

Agilent VXI frontend◦

LMS Cada-x◦

나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는 열차가 측정하는 마이크로폰에 접근하기 전부터 빠져나가는 충분한 시간동안 레코더

에 저장하였으며 저장된 데이터는 실험실에서 시간에 따른 소음도 변화, (Sound Pressure Level)

를 분석하였다 이때 측정 열차의 최고소음도 와 열차통과하는 동안의 소음폭로레벨. (Lmax) (Sound

을 분석하였다Exposure Level) .

소음 성분 분석3.2 SEL

열차는 고속선에서는 의 최고 속도로 운행되고 기존선 구간에서는 선형조건 등으KTX 300km/h

로 인해 최고 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다 고속선을 통과하는 는 고속철도차량 공급업150km/h . KTX

체인 프랑스 에서 제공한 예측식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을 통과하는 운GEC Alstom

행속도 범위에서 그 예측식을 작성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측정된 소음을 방사소음모델과 소음폭로레벨3.1 (SEL)

을 이용하여 성분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한 소음을 성분소음인 전동소음과 동력소음으로 성분 분석한 결과중 일부를 그림 에3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력소음 및 전동소음의 분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실제 측정 소음의 성분 기여를 파악할 수 있다.

열차가 통과할 때 소음을 측정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동력소음과 전동소음으로 분리하였KTX

으며 이와 같이 방사모델을 이용하여 분석된 총합소음과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소음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좋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4 .

수 있다.

또한 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위치인 위치에서 속도별 실험식을 얻었으며25m

그 결과 중 전동음에 대한 것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다만 측정 및 분석결과 전동소음의 이5 . SEL

당해 속도구간인 의 범위에서 속도에 비례하지 않고 비록 작은 기울기를 가지지110 ~ 140km/h



만 반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음의 성분에서 동. KTX

력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실제 총합소음의 속도에 따른 영향은 양의 기울기를 가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총합소음에 대한 속도관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 열차가 통과할 때 단위 동력소음과 단위 전동소음이 거리에 따라 감쇠하는 정도를KTX

알기 위해 측정 데이터 및 분석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식을 구성하였다 그림 에 그 동력소음에. 6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리가 두배로 될 때에 단위 동력소음과 단위.

전동소음의 이 각각 감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단위 동력 및SEL 4.2 dBA, 5.0 dBA .

전동소음이란 동력차 대 및 객차 대에 대한 소음성분을 의미한다1 1

그림 소음 성분 분석 김제 감곡구간3 KTX ( - ,

ID=19, 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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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 통과 새마을열차 환경소음 예측식 검증4.

기존선을 통과하는 열차 소음 예측을 위한 모델 즉 예측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표준 조건KTX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기준속도 주요 영업속도인(V) : 110-140km/h․
기준위치 : 25m․
대상범위(d) : 7.5 - 100m․
선로 직선 수평 장대레일 발라스트궤도 콘크리트 침목: / / / /․
레일 및 차륜 조건 레일과 차륜의 삭정 상태 양호:․

그림 단위 전동소음과 속도관계5 KTX

KTX단위전동소음과 속도관계(25m위치)

y = -0.08x + 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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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감쇠 특성

KTX 거리감쇠

y = -6.0567Ln(x) + 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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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식은 음원위치와 방사특성에 대해 철도소음 측정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기준위치에서의 소

음폭로레벨 또는 폭로소음레벨 을 동력소음과 전동소음으로 각각 분리하(Sound Exposure Level)

여 구성하였다.

기존선통과 열차 단위 동력소음KTX ( 과 단위 전동소음) ( 의 실험식을 이격거) SEL

리 의 함수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d(m) .

표 관심위치의 단위 소음성분 위치1 SEL( d[m])

구분 실험식

단위 동력소음 (dBA)

단위 전동소음 (dBA)

단 여기에서 속도 속도 에 대한, ( V km/h) 와 은 그림 로부터 얻는다5 .

다음으로 예측하고자하는 열차의 편성조건 동력차수 총열량수 를 고려( , ) 와 을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3)

(4)

열차 대 통과시의 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1 SEL .

(5)

열차 대가 시간 단위 동안 통과할 때의 이격거리 에서의 등가소음도 는 식을 개n T ( s) (d) Leq (5)

별열차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다음 모델식으로 주어진다.

(6)

제안된 예측식을 검증하기 위해 전형적인 절토지형인 천원 노령구간에 대해 예측식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당해구간의 경우는 철도 인근의 지형에 의해 방음벽에서와 같은 회절현상에 의해.

소음도가 상당히 저감되는 지역으로써 본 구간은 뿐만아니라 새마을 무궁화열차가 대체로 빠른, KTX ,

속도로 통과하는 지역이다.

당해 측정구간에서는 간헐적으로 의 바람이 불었으며 이러한 바람에 의한 영향을 고2 ~ 4m/s ,

려하였고 상선과는 달리 하선의 경우 이음매에 의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형에 의한, .

소음저감은 영국에서 제안한 방음벽에 의한 소음저감 계산식 을 이용하여 고려하였다[9] .

당해구간은 호남선으로 시간에 열차가 많이 통과하지 않으며 대략적으로 대의 열차가 시간1 , 6 1

에 통과하였다 가정하여 시간 등가소음도를 측정 및 예측하여 그 값을 비교하였다1 .

그림 과 표 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식을 이용하여 당해구간에 시간동안의 등가소음도7 2 1

를 계산하여 얻은 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좋은 정확도로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식을 이용하여 국내 철도 환경소음을 정확하고 체계적으.

로 예측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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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노령구간 등가소음도 비교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2 3 4

채널 번호(측정위치)

L
e
q
,1

H
(d

B
A

)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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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천원 노령구간 철도소음 시간 등가소음도2 - 1

비교

구분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측정값 75.6 69.0 58.7 52.9

예측값 73.5 67.6 58.5 52.8

측정값 -

예측값(dBA)
2.1 1.4 0.2 0.1

결론4.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통과 열차 환경소음 예측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열차에 대한 실제 소음KTX

측정 및 분석을 선로중심으로부터 이격 거리별로 수행하였다 대상 기존선을 통과하는 열차의. KTX

경우 동력소음의 거리감쇠는 배거리당 전동소음의 거리감쇠는 배거리당 로4.2 dBA, 5.0 dBA 1dBA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철도소음 음원위치와 음원의 음향파워 및 방사특성을 측정 데이터에 기초한 기관소음 및 전동소음

의 소음폭로레벨 로 규명하였으며 동력차의 수 객차의 수 그리고 이격거리(Sound Exposure Level) , , ,

열차 통과 회수를 고려하여 소음예측을 할 수 있는 예측 모델식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예측 모델식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측정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약 이내의 적은 오차2.0dBA

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기존선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한 환경소음 예측을 위해, KTX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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