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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의 탄성차륜과 궤도의 전동 소음원 특성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s of Rolling Noise Sources of Tram Resilient Wheels and Track

장승호*·유정수

Seungho Jang·Jungsoo Ryue

1. 서 론

트램(노면전차) 시스템은 일반 철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노선이 도심 내에 있으며 인접한 상가 또는 주택이 밀집한 도로

상에 운영되므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선로변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소음 규제치 불만족 또는

민원 발생으로 신선 건설과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철도 차량은 모두 강철로 이루어진 차륜(이하 강철차륜)

을 이용하고 있으나 신형 트램 차량의 경우 차륜 안쪽 웹과 바깥쪽 림은 강철이고 그 사이에는 고무 부품이 추가된 탄성

차륜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트램 궤도는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반적인 돌출된 레일 구조가 아닌

매립형 궤도를 이용한다. 따라서 차륜 및 레일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동 소음(rolling noise)도 일반 철도에서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선로변의 환경 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해서 이들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동 소음은 일반 주행 상황에서 주요한 철도 소음 중의 하나로 철도 차륜이 레일 위를 구를 때 차륜과 레일의 표면 조

도(surface roughness)에 의해 생기는 가진력에 따라 차륜과 레일이 진동하면서 발생된다. 일반적인 강철 차륜과 궤도에서

의 전동 소음원 특성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된 바 있다. 철도 전동 소음에 대한 이론적 모델은 Remington[1]

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Thompson[2]이 차륜-레일 접촉에서의 크립력(creep force)을 고려한 확장된 모델을 제안

하여 해당 이론을 바탕으로 상용 프로그램 TWINS를 개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Jang과 Ryue[3]가 차륜-레일 크립력 중 주요한 수직-수평 방향 성분을 이용하는 예측 모델을 유도하고 고속

철도 선로변 소음도 연구에 적용하였다. 한편, 탄성차륜의 전동 소음에 대한 연구는 Jones와 Thompson[4]이 탄성 차륜의 몇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noise emission from tram systems should be investigated in order to design and

construct an urban tram network that raises fewer environmental noise problems.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rolling

noise from a tram were studied and a desired stiffness of the rail supports was proposed using a noise prediction model.

The mobilities of embedded rails and resilient wheels were predicted using the Timoshenko beam model and the finite

element model, respectively. The predicted mobilities were compared with the measured results. Compared with the

measured values, the calculated noise level near the track showed small errors for frequencies higher than 300 Hz. Then,

the source strengths of rail and wheel components were examined by varying the rail supporting stiffness and the slab

supporting stiffness so that suitable stiffness values could be estimated that would reduce noise radiated from rails and

wheels but that would not greatly increase the ground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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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심 내의 트램 노선 설계 및 건설에서 환경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램 시스템의 소음 방사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램 시험 차량에 대한 전동 소음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전동 소음 관

점에서의 레일 지지 구조의 적절한 강성을 검토하였다. 매립형 궤도와 탄성차륜의 모빌리티를 Timoshenko 보 모

델과 유한 요소 모델을 각각 이용하여 구하였고,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선로변 방출 소음도에 대한 계산값을 측

정값과 비교한 결과 30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작은 오차를 내었다. 레일 및 슬라브 지지 강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레일 및 차륜의 소음원 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반 진동을 과다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레일 및 차륜으

로부터 방사되는 소음이 감소될 수 있는 적정 지지 강성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 전동 소음, 탄성 차륜, 트램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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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고무 강성에 대한 해석 결과를 비교한 바 있으나 다양한 설계 인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고, 측정이 수행되지 않

았다. Jang과 Ryue[5]는 탄성차륜과 강철차륜의 진동 특성 차이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형 트램 시험차량의 탄성 차륜과 매립형 궤도에 대한 전동 소음 특성을 분석하고 실

제 차량 통과 소음도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레일 지지부의 강성 변화에 따른 차륜 및 레일 각각 또는 총합 전동 소

음원 강도 크기를 검토하였다. 

2. 본 론

2.1 전동 소음원 모델

궤도 및 차륜 진동에 의한 선로변의 등가소음도를 각각 Leq,tr(f)과 Leq,wh(f)라고 하면, 식 (1)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여기서, Lr,tot(λ)는 파장 λ의 레일과 차륜의 음향 조도에 대한 유효 총합 레벨이고, Na는 통과한 윤축의 수, LH,tr(f)은 단위

음향 조도에 대한 한 윤축이 지날 때의 궤도 소음도 사이의 전달함수이고, LH,wh(f)은 단위 음향 조도에 대한 한 윤축이 지

날 때의 차륜 소음도 사이의 전달함수이다. 음향 조도는 파장 λ에 대한 1/3-옥타브 스펙트럼으로 표시하며, 파장 λ의 조도

는 속도 V인 차량의 차륜과 레일 등에 주파수 f(=V/λ)의 진동을 가진한다. 음향 조도의 파장이 차륜 및 레일 접촉 영역의

크기와 유사하거나 더 작을 경우 차륜 및 레일을 가진하는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조도의 파장이 접촉 영역의 크

기보다 비교적 클 경우 가진력은 접촉 영역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2].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식 (1)과 (2)

의 유효 음향 조도는 실제 측정된 조도 값에서 접촉 필터(contact filter) 효과[1-3]를 보정하였다. 접촉 필터 효과는 접촉 영

역 크기에 영향을 주는 차륜 하중, 차륜의 지름, 재료 물성치와 관련이 있다. 

매립형 궤도에서는 레일의 두부(head)만 공기 중에 드러나 있고 매립되어 있으므로 레일의 수직방향 진동만을 고려하였

다. 또한 레일을 매립하는 탄성 화합물이 드러나 있는 면이 함께 진동하여 소음을 방사하게 되므로 이를 추가하여 고려하

여야 한다. 따라서 LH,tr(f)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p0는 기준 음압(20 µPa)이고, σrv는 레일의 수직방향의 방사효율로 본 연구에서는 선 단극자 음원(line monopole source)

으로 가정하였으며, re와 rt는 각각 레일을 감싸는 탄성 화합물의 드러나 있는 폭과 레일 윗면의 폭이며, ρ0는 공기 밀도, c0

는 공기 중 음파속도(speed of sound)이다. 는 하나의 차륜이 지나갈 때 단위 음향 조도에 대한 단위 길이당 레일의 수

직 방향 평균 속도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 IA,tr은 열차가 지나는 선로 구획들과 수음점 사이의 총체적인 전달 감쇠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ISO 9613-2 옥외소음전파모델[6]의 전달 감쇠항들로 정의된다. 즉,

(4)

이다. 여기서, Dl은 음원의 지향성 인자(directivity index), Adiv는 기하학적 확장(구형 전파)에 따른 감쇠항, Aatm는 대기 흡

수에 따른 감쇠항, Agr,f는 지면 효과에 따른 감쇠항이다[6]. 차륜-레일 접촉점에서의 레일의 수직 방향 속도의 스펙트럼 밀

도함수를 라고 할 때, 와 의 관계는 식 (5)와 같다.

(5)

여기서, βv는 레일 길이 방향의 진동 감쇠율에 해당하는 값이며, 시간 T 동안 차륜이 가진하는 거리는 VT라고 하였다. 식

(5)의 는 선형 접촉이론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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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Yrv은 레일의 수직방향 모빌리티(point mobility in the vertical direction), Yrh는 레일의 수평방향 모빌리티, Yrvh는 레

일의 교차 모빌리티(cross mobility)이다. Ywr는 차륜의 반지름(radial) 방향 모빌리티, Ywa는 차륜의 차축(axial) 방향 모빌리

티, Ywra는 레일의 교차 모빌리티(cross mobility)이다. Ych는 수평방향 접촉 모빌리티(contact mobility), Ycv는 수직방향 접촉

모빌리티이다[3]. 또한 Drwc는

(7)

로 정의된다.

차륜에서 반지름 방향의 진동과 차축 방향의 진동을 모두 고려하고 전달함수 LH,wh(f)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σwr은 차륜의 반지름 방향의 방사효율, σwa는 차륜의 차축 방향의 방사효율로서 트램 차륜 형상이 기존 차륜과 차

이가 적으므로 기존 문헌[2]의 값을 이용하였다. Awr와 Awa는 각각 차륜의 반지름 및 차축 방향으로 음향 방사하는 표면적

이고, IA,wh은 열차가 지나는 선로 구획들에서 차륜 높이 지점과 수음점 사이의 총체적인 전달 감쇠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값으로 식 (4)와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과 는 각각 반지름 및 차축 방향에 대하여 단위 음향 조도에 대한 차

륜 표면상의 평균 속도 스펙트럼 밀도함수이며, 차륜의 유한요소(finite element)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다. 이때 차륜 접촉

점에서의 접촉력은 식 (9) 및 (10)과 같이 접촉점에서의 차륜의 반지름 방향 및 차축 방향 속도의 스펙트럼 밀도함수 과

가 만족하도록 입력되었다. 식 (9)와 (10)은 식 (6)과 같이 선형 접촉이론을 이용하여 유도된 참고문헌[3]의 결과를 이

용하였다. 

(9)

(10)

2.2 매립형 궤도 진동 모델 및 모빌리티 계산

본 논문에서는 트램 시험 궤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궤도는 Fig. 1과 같이 grooved rail(41GPU)이 연속된 레일 패

드 위에 놓이고 탄성 화합물(elastic compound)가 레일을 감싸 고정 및 매립되며 하부에는 슬라브와 노반이 받치고 있는 구

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궤도를 연속 2단 지지를 가지는 Timoshenko 보로 모델링하였으며, 레일 패드와 레

일을 감싸는 탄성 화합물을 레일에 연결된 하나의 스프링 요소로, 하부 슬라브를 질량, 하부 슬라브를 지지하는 노반을 또

다른 하나의 스프링 요소로 하였다. 연속 탄성 지지된 Timoshenko 보의 운동방정식은 주어진 수직 방향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 관한 식 그리고 굽힘과 전단 변형에 관한 식으로부터 식 (1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1)

여기서 u는 레일의 수직 변위, E와 G는 레일의 영의 계수와 전단 계수(shear modulus), µ는 단면의 전단 계수(shear coefficient)

이며 I와 A는 레일의 2차 관성모멘트와 단면적이다. 식 (11)에서 s는 등가 강성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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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기서 sp와 sb는 각각 레일패드와 트램 궤도 슬라브 하부 지지부의 단위 길이당 강성을 나타내며, mr'와 ms'는 각각 레일

과 트램 궤도 슬라브의 단위 길이당 질량을 의미한다. 구성 요소의 감쇠를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의 강

성에 (1+iη)를 곱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η는 감쇠계수(loss factor)이다. 또한 x=0에 수직 방향으로 조화 가진력 Feiωt

이 작용하는 경우, 수직 전단력 관련 수식의 외력항은 f(x,t)=Fδ(x)eiωt이므로 식 (11)의 우변은 식 (13)과 같이 표현된다. 

(13)

Fourier 변환과 유수 정리(residue theorem)을 이용하여 레일의 수직 방향 변위 y를 구하면 모빌리티는 식 (14)와 같이 구

할 수 있다[7].

(14)

여기서, Res(κn)은 극점 κn의 유수이며 식 (1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5)

그리고 C1과 C2는

(16)

이다. 지지구조의 강성 또는 댐핑과 같은 궤도 물성치를 알면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레일 상의 한 지점에 대한 모빌리티

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일패드, 탄성 화합물, 슬라브 하부 지지 구조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조 사양 상의 정적 강

성 값만이 입수 가능하며 운용중인 궤도의 동적 강성 값 또는 댐핑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14)의 입력 물성치를 변화시켜 모빌리티 예측치가 측정치와 유사하게 되는 궤도 물성치를 추출하

였다. 이 때 레일 지지부의 수직 강성과 댐핑을 30-500MN/m 범위와 0.1-0.4 범위 내에서 변화시키면서 계산한 모빌리티와

측정한 값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내는 강성과 댐핑값을 검토하였다. Fig. 2에는 레일 두부의 중심(차륜과 접촉하

Fig. 1. Components of embedded rail tracks.



장승호·유정수

216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3호 (2015년 6월)

는 지점) 위치의 레일 수직방향 모빌리티 측정치와 예측치를 비교하였으며, Table 1에는 이 때 사용한 궤도 물성치를 나타

내었다. 레일 모빌리티의 측정 시에는 임팩트 해머 B&K Type 8206-3와 가속도계 B&K Type 4508B를 이용하였다. 지지

구조의 강성과 댐핑에 따른 공진 부분이 비교적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인

다. 다만, 100Hz 미만의 저주파수에서는 본 모델에서 고려하지 않은 슬라브의 모드 특성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3kHz 주파수 이상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지 않은 레일 단면의 모드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소음 관점에서 이들 주파수 대역의 중요도는 낮으므로 본 궤도 모델은 전동 소음 연구에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2.3 탄성 차륜 진동 모델 및 리셉턴스 측정

소음 관점의 차륜의 진동 모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청 주파수 대역의 고주파 성분까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파장

이 차륜 형상과 비교하여 작기 때문에 차륜 형상에 따른 모드를 파악할 수 있는 유한요소 모델 및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

구에서는 트램 탄성 차륜 진동을 ANSYS를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탄성 차륜의 해석을 위하여 차륜을 3개의 요소 (타이

어 부분, 고무 부분, 림 부분)로 구성하고, 타이어 및 림 부분은 Steel 소재로, 고무 부분은 고무 소재로 모델링하였다. Fig.

3에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내었으며 요소수 7223개, 노드수 14410개로 구성되었다. 차륜의 특성값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

며, 차륜 허브 면에 고정 지지의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수치 해석 결과에는 강체 운동 모드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 보정하여 차륜 진동 특성 결과를 구하였다.

차륜과 레일이 접촉하는 지점에서의 차륜 반지름 방향 모빌리티에 대하여 해석한 값과 측정한 값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차

륜 모빌리티의 측정 시에는 임팩트 해머 B&K Type 8206과 가속도계 B&K Type 4508B를 이용하였다. Fig. 4에서 해석 결

과는 측정값과 일부 주파수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차륜에 삽입된 고무

Fig. 2. Measured and calculated vertical point mobilities at the center of railhead of tram track.

Table 1. Properties of tram track.

Item Property Value

Rail

Vertical bending stiffness, EI (MNm2) 4.30

Shear stiffness, GA (MN) 548

Mass per unit length, mr' (kg/m) 54.3

Rotational inertia, ρI (kgm) 0.16

Damping loss factor 0.02

Shear coefficient, µ 0.31

Railpad +

Elastic compound

Vertical stiffness, sp (MN/m) 92

Damping loss factor 0.2

Slab Mass (per length, for a half part), ms (kg/m) 167

Ground
Stiffness, sb (MN/m) 3.3

Damping loss factor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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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형상은 동일하지만 고무 부품 대신에 모두 강철로 이루어진 차륜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Fig. 5에 비교하였다. 강철 차륜의 경우 약 900Hz에서 anti-resonance가 발생하고 1, 1.7, 2.8kHz 등에서

peak값을 가진다. 이들 공진 주파수들에서는 고무 부품이 없는 강철로 되어 감쇠가 적은 공진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탄

성 차륜과 비교하면 약 300-1200Hz부근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더 작은 리셉턴스를 가진다. 

Fig. 3. FE model of a tram wheel.

Table 2. Properties of tram wheels.

Item Property Value

Tyre & rim

Density of material (kg/m3) 7800

Young's modulus (GPa) 210

Poisson's ratio 0.31

Rubber

Density of material (kg/m3) 920

Young's modulus (GPa) 45

Damping coefficient 0.15

Poisson's ratio 0.4

Wheel total

Wheel load (N) 44100 (9ton)

Wheel radius (m) 0.3

Wheel mass (kg) 192

Fig. 4. Calculated and measured radial point receptances at the

contact point of tram wheel.

Fig. 5. Calculated radial point receptances at the contact points

of the resilient wheel and the all-steel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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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동 소음 계산 결과 및 소음도 측정 비교

앞 절의 전동 소음원 모델에 트램 궤도와 탄성 차륜의 모빌리티 및 리셉턴스 해석 결과를 입력하여 차륜 및 레일의 단

일 조도(unit roughness)에 대한 차륜-레일 접촉점에서의 접촉력(contact force)을 계산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7

에 단일 조도에 대한 접촉점에서의 레일과 차륜 각각의 수직 및 수평 방향 진동 크기를 나타내었다. 2kHz 이상의 고주파

수 대역에서는 차륜의 반지름 방향 모드의 공진에 의한 영향을 볼 수 있으며, 일반 차륜의 공진 모드가[3] 본 논문의 탄성

차륜에서는 고무 부품에 의해 감쇠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약 130Hz 부근에서는 차륜/궤도 시스템의 공진 현상에 의하

여 넓은 폭의 peak를 볼 수 있다. 

시험선 레일 및 무가선트램 시험차량 차륜의 유효 조도를 참고문헌[8]의 측정법에 따라서 측정하여 Fig. 8의 결과를 얻

었다. 실선은 6개 차륜이 지날 때의 각각의 유효 차륜-레일 조도 스펙트럼이며 점선은 평균값(에너지 평균)이다. 이러한 유

효 조도 결과를 전동 소음 예측 모델에 입력하여 트램 차량과 궤도의 전동 소음원 강도를 계산하였으며 Fig. 9에 나타내

었다. 트램은 5모듈, 3개의 대차, 6개의 차축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 통과 속도 61km/h일 때 계산한 값이다. 또한 선로에서

거리 7.5m 및 높이 1.3m에 위치한 수음점에서의 소음도를 계산한 것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9에서 약 120Hz와 3kHz

부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에서 레일의 소음원 강도가 차륜보다 더 크며, Fig. 10에서 전체 소음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고주파수 대역에서는 대체로 레일 리셉턴스가 차륜 리셉턴스 또는 접촉 리셉턴스보

Fig. 6. Calculated contact forces for unit roughness for tram

wheel and track.

Fig. 7. Calculated rail and wheel vibration at the wheel/rail con-

tact point for unit roughness.

Fig. 8. Measured effective roughness of tram wheel and rail com-

bined.

Fig. 9. Calculated sound power of rolling noise source. Tram

running speed: 61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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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큰 경향을 가지며, 레일을 따라 멀리까지 진동 파동이 전파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레일 리셉턴스가 차륜 리셉턴스

보다 훨씬 더 큰 주파수 영역에서는 궤도 변경에 따른 레일 리셉턴스를 변경하는 것이 궤도 진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

나, 접촉력을 변화시키고 차륜의 진동응답을 변화시킬 수 있다[2]. 약 120Hz와 3kHz 부근에서는 차륜 소음원의 강도가 레

일 소음원과 비교하여 크고 소음도에도 기여도가 크다. 

트램 시험선에서 트램 차량 통과 시에 7.5m 거리, 1.3m 높이의 지점에서 통과 소음도를 측정하고 Fig. 11에 전동 소음

모델로 예측한 값을 함께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동형 옥외소음측정 장비 B&K Type 365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값과 예측값 모두 600Hz와 1k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서 비교적 큰 소음도를 보이고 있으며, 총합 소음도의 경우 측정값

은 85.7, 예측값은 86.3dBA로 비교적 작은 오차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측정값과

예측값이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예측 모델이 고려하지 않은 동력 소음원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2.5 레일 지지부 강성 변화에 따른 효과

궤도 지지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음원 강도 변화를 보기 위하여, 먼저 레일 지지부의 강성을 변화시키면서 소음원 강도를

Fig. 10. Calculated noise level(TEL) due to the rolling noise

source. Tram running speed: 61km/h. Receiver point:

7.5m away from and 1.3m above the track.

Fig. 11.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noise levels

from rolling noise model. Tram running speed: 61km/h.

Receiver point: 7.5m away from and 1.3m above the

track 

Fig. 12. Calculated source strength values with different levels of stiffness of rail support. Tram running speed: 40km/h. (a) 60MN/m,

(b) 200M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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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레일 지지부에 해당하는 레일 탄성 패드와 레일을 감싸는 탄성 화합물에 의한 강성을 등가의

한 강성값으로 고려하였다. Fig. 12에 레일 지지부의 강성 변화에 따른 소음원 강도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었다. 강성 변화

에 따라서 소음원 강도의 크기가 바뀌며, 주파수 특성도 함께 변화한다. 현재의 92MN/m의 강성에서 더 작아지면 소음도

는 올라가고, 강성이 커지면 소음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에는 레일 지지부 강성을 변화시킴에 따른 소음원 총합 강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레일 및 차륜 소음원의 강도

를 함께 나타내었으며, 지지부의 강성이 커질수록 레일 소음원 강도는 작아진다. 레일 지지부의 강성이 커져서 500MN/m

에 이르기 까지는 레일 소음원 강도는 대체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레일 지지부의 강성이 500MN/m 이상으로 커질 경우

레일 소음원 강도는 근소하게 증가하나 변화량이 앞에서보다 크지 않다. 차륜 소음원 강도의 경우에는 레일 지지부 강성

변화에 레일만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200MN/m 부근에서 최소값을 나타낸다. 레일 지지부 강성이 과도하게 높을 경

우 충격력 부담에 의한 슬라브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음도와 궤도 내구성을 함께 고려한 적정 강성

값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의 소음도 관점에서 판단하되 궤도 내구성및 안전성 측면도 고려하여 약 200MN/m이

레일 지지부 강성의 적정값으로 추측된다. 또한 30Hz 미만의 저주파수 노반 진동 부분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슬라브 지지구조에 대한 방진이 요구될 것이다. 궤도 하부 슬라브 구조물의 지지부 강성이 변화한다고

하였을 때 전동소음원 강도 변화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저주파수 노반 진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슬라브 지지부 강성은 낮

Fig. 13. Calculated overall source strength with different levels of stiffness of rail support. Tram running speed: 40km/h.

Fig. 14. Calculated source strength with different levels of stiffness of slab support. Tram running speed: 40km/h. (a) 1MN/m, (b)

0.1M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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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슬라브 지지부 강성 3.3MN/m보다 방진 등의 처리 등으로 강성을 1MN/m 또는 0.1MN/

m로 낮게 하였을 경우 Fig. 14에서 보듯이 레일/차륜 전동소음원의 강도가 커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즉, 슬라브 지지부 강

성을 낮게 하여 전동소음원에 의한 공기 중 소음 방사를 키우지 않으면서 노반 진동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트램 시험차량의 탄성 차륜과 매립형 궤도에 대한 전동 소음 예측 모델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실제 차량

통과 소음도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레일 지지부의 강성 변화에 따른 차륜 및 레일 또는 총합 전동 소음원 강도 크

기를 검토하였다. 

전동 소음 모델에서는 레일 및 차륜의 음향 조도가 가진원이 되고 각각의 소음원에 의한 소음도의 전달함수를 정의하였

으며, 이들은 각각의 음원 강도와 옥외소음전파모델의 감쇠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음원 강도는 레일 및 차륜의 선형 접촉

이론과 각각의 진동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트램 매립형 궤도에 대한 진동 모델은 연속 2단 지지인 Timoshenko 보 모델 해석을 통해서 얻었으며, 해석 모델로부터

계산한 레일 모빌리티를 무가선 트램 시험선 레일에서 측정한 모빌리티 값과 비교하였다. 트램의 탄성 차륜 시스템에 대

하여는 고무 부품을 포함한 유한요소 모델링 및 수치 해석으로 분석하였으며, 해석한 리셉턴스 결과를 트램 차륜의 충격

응답으로 구한 리셉턴스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진동 모델이 관심 주파수 대역에서 적절하였음을 확인하였

으며, 이러한 레일 및 차륜 진동 모델에 접촉 역학을 검토하여 접촉력과 진동 응답을 구하고, 결과적으로 레일 및 차륜의

진동에 의한 소음원 강도를 도출하였다. 

전동 소음원은 300-1000Hz 주파수 영역에서 큰 강도를 가지고 있음이 관찰되며,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레일이 차륜보다

더 주요한 소음원으로 작용하였다. 130Hz 부근에서는 차륜/궤도 시스템의 공진에 의한 부분 최대값이 나타났다. 트램 차량

이 시험선 궤도를 지날 때 전동 소음 모델로 예측한 소음도와 측정한 소음도를 비교한 결과로는 전동 소음이 주요한 주파

수 대역에서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며 총합 소음도도 작은 오차를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궤도 지지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음원 강도 변화를 보기 위하여, 레일 및 슬라브 지지부의 강성을 변화시키면서 소음원 강

도를 계산하였다. 레일 지지부의 강성이 커질수록 레일 소음원의 강도는 낮아지며, 차륜 소음원의 강도는 감소하다가 소폭

증가한다. 레일 지지부 강성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충격력 부담에 의한 슬라브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

음도와 궤도 내구성 및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적정 강성값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주로 소음의 관점에서 레

일 지지부 강성의 적정값으로 약 200MN/m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슬라브 지지부 강성은 낮게 할 경우에도 레일/차륜 전동

소음원의 강도가 커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레일 지지부의 동적 강성을 현재의 92MN/m에서 200MN/m으로 변경하

여 전동 소음을 낮추고, 30Hz 미만의 저주파수 노반 진동 부분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슬라브 지지구조에 대한 방

진으로 강성을 낮추어 조정하면 노반 진동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트램 차량과 매립형 궤도에서의 일반적인 주행 시의 전동 소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이음

매에서의 충격 소음과 급곡선에서의 스킬 소음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이론 모델을 확장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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