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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long range wave propagation in railway tracks, it is required to identify how 
far vibrations can travel along a rail. To answer this question, the attenu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ain 
propagating waves are required as a function of distance. In this work, it is identified which wave types 
predominantly propagate on various regions of the rail cross-section. Then decay rates of propagating 
waves in railway tracks are investigated for frequencies up to 80 kHz. A numerical method called the 
Wavenumber Finite Element (WFE) method is utilized to predict dispersion curves and decay rates for a 
rail on a continuous foundation. In order to validate the simulated results, measurements have been 
performed on a test track and an operational railway track. The measured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output of the simulations and good agreements are found between them. 

1. 서  론1)

철로 레일의 상태 진단 방법으로 철로를 따라 장

거리 전파되는 탄성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다(1,2).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제

시된 80kHz 이하 주파수 영역에는 수 십 개의 탄성

파들이 매우 복잡한 분산 관계(dispersion relation)
을 가지므로, 장거리 전파에 효과적인 파동의 형태

나 전파 거리 등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또한, 이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탄성파들로 실험으로 구분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2-5).    
본 연구에서는 철로 레일을 따라 어떤 탄성파가,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전파되는지

를 수치 해석과 실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수

치 해석 방법으로는 도파관(waveguide) 구조물에 대

한 해석 기법인 도파관 유한 요소법(Wav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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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 Element Method)(6,7)을 이용하였다. WFE 방

법은 2차원 단면만을 유한 요소 모델링 하므로 기

존의 3차원 유한 요소 모델링보다 모델의 크기가 

작고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WFEM을 이용해 철로 레일을 따라 전파되는 

탄성파의 분산 선도(dispersion diagram)와 그룹 속

도(group velocity), 감쇠율(decay rate)을 80kHz까
지 해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탄

성파의 그룹 속도(group velocity)와 전파 거리에 따

른 감쇠율(decay rate)을 철로 레일에서 측정하고 예

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철로 레일 모델링 

2.1 도파관 유한 요소법
보, 파이프, 덕트와 같이 단면의 형상이 길이방향

으로 일정한 구조물을 도파관이라 칭한다. 도파관 

구조물을 따라 전파되는 파동이 길이 방향으로 조화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구조물의 2차원 단면에 대

한 FE 모델링으로부터 WFE 지배 방정식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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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얻을 수 있다. 

    K KKMU    (1)

여기서 K, K 그리고 K는 구조물의 강성과 관

련된 행렬이며, M은 질량 행렬 그리고 U는 변위 

벡터로 단면의 모드 형상을 나타낸다. 식(1)에 표현

된 지배 방정식은 두 개의 변수, 즉, 파수 와 주파

수 를 가진 고유치 문제가 되며 두 변수 중 하나

가 주어지면 풀 수 있다. 
탄성파의 그룹 속도()는 식(1)의 지배 방정식을 

파수에 관해 미분하여 얻을 수 있다. 

    



UHMU
UHK′U        (2)

여기서 K′K KK 이다. 
탄성파의 거리에 따른 감쇠 특성을 나타내는 감

쇠율(decay rate)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댐핑이 정의

되어야 한다. 강성 행렬을 K K로 표현하

면 파수는  

        


       (3)

가 된다. 여기서 와 는 각각 댐핑이 없을 때

와 있을 때의 파수를 나타낸다. 감쇠율 는 식(3)
의 허수부로부터 

       Im d         (4)

와 같이 표현된다.  

2.2 철로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UIC60 레일을 모델링하였다. 
UIC60 레일은 좌우 대칭 단면을 가지므로 Fig.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단면의 절반만을 모델링하고, 대

칭면에 ‘대칭(symmetric)’, ‘반대칭(antisymmetric)’
경계 조건을 부여하였다. ‘대칭’ 경계 조건에서는 수

직방향 모드와 길이 방향 대칭 모드를 가지는 파동

이, ‘반대칭’ 경계 조건에서는 수평 방향 모드, 비틀

림 모드 그리고 길이 방향 반대칭 모드를 가지는 파

동만이 해석될 것이다. 관심 주파수 대역인 

20kHz~80kHz 영역에서는 레일 클립, 침목 및 지반

구조의 영향이 미약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레일과 레

일 패드만을 모델링 하였다(8). 본 연구에서 레일의 

댐핑()은 세 종류의 레일 시편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으며(약 0.0002), 레일 패드의 댐핑()은 

실험치를 근거로 하여 0.2로 가정하였다. 

Fig. 1. Cross-sectional model for WFE analysis. 
(Shaded region corresoponds to rail pad). 

3. 도파관 유한 요소 해석 결과 

Fig. 1의 레일 모델에 대해 WFE 해석을 수행하

여 얻은 분산 선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는 단면의 대칭면이 ‘대칭’ 경계 조건을, Fig. 
2(b)는 ‘반대칭’ 경계 조건을 가질 때의 결과이다. 
본 해석을 통해 80kHz 이하 주파수 대역에 모두 

63개의 탄성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

림 2에서는 탄성파들을 구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과 기호로 분산 곡선을 표시하였다. Fig. 2(a) (또
는 2(b))에 그려진 탄성파들은 서로 연성되어 있으

므로 그들의 분산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으며 대

신 두 탄성파의 진동 모드가 교환된다(9). 또한, Fig. 
2(a)에는 비분산파(non-dispersive wave)인 종파 

(longitudinal wave)가 잘 묘사되어 있다. 
Fig. 3에는 Fig. 2에 표시된 탄성파들의 그룹 속

도를 나타내었다. Fig. 3에서도 Fig. 2에서 사용했던 

선과 기호로 탄성파들을 구별하여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Fig. 2의 분산 곡선들이 서로 교차하

지 않고 대신 모드를 교환하기 때문에, 모드 교환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그룹 속도 곡선이 급격히 교차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철로 모델은 레일과 레일 패

드의 댐핑이 다르기 때문에 감쇠율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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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persion curves predicted by WFE analysis 
(a) for the vertical and symmetric longitudinal 
waves and (b) for the lateral, torsional and 
antisymmetric longitudinal waves. Each wave 
is distinguished with various line styles and 
markers.    


UHK′U

UHK K
U

   (5)

로 표현된다. 여기서 K과 K는 각각 레일과 레일

패드의 강성 행렬이며, KK K이다.  
Fig. 4에는 Fig. 2에 표시된 탄성파들의 감쇠율을 

나타내었다. Fig. 4의 예측 결과는 최소 감쇠율이 

약 0.04dB/m 정도이며 10kHz 와 20kHz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댐핑에 대한 매개

변수 연구(parametric study)를 통해 이 최저 감쇠율

은 철로 레일의 댐핑 값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최저 감쇠율을 가지는 탄

성파가 레일 패드에 변형을 만들지 않으면서 전파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 Group velocities predicted by WFE analysis 
(a) for the vertical and symmetric longitudinal 
waves and (b) for the lateral, torsional and 
antisymmetric longitudinal waves. The 
different line styles and markers correspond 
to Fig. 2.  

  
3.4 레일 표면에서 측정 가능한 탄성파
Fig. 2에서 예측된 분산 선도에는 63개의 탄성파

가 존재한다. 이렇게 많은 탄성파 중 어떤 파가 레

일 표면에서 측정 가능한지를 파악한다면 탄성파의 

전파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Fig. 5에 보인 것과 같이 

레일의 표면 중 세 개 영역 (레일 머리 상부, 레일

머리 측면, 웹 중앙)을 설정하고, 아래 식(13)을 이

용해 WFE 해석 결과로부터 진동 에너지에 관한 변

수 를 산출하였다.

 


U





U


      (6)

여기서 U는 레일 표면에 분포한 노드의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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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cay rates predicted by WFE analysis (a) 
for the vertical and symmetric longitudinal 
waves and (b) for the lateral, torsional and 
antisymmetric longitudinal waves. The line 
styles and markers correspond to Fig. 2.    

U는 그림 4의 j번째 영역에 있는 노드의 z 방향 

변위 (U는 y 방향 변위), 는 j번째 영역에 있는 

노드의 수, 은 레일 표면에 있는 노드의 수이다. 
식(13)은 탄성파의 진동 에너지가 레일 표면의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 지를 에너지 비(energy ratio)로 

나타내고 있다.   

Fig. 5. Three regions and directions specified for the 
prediction of energy distribution on the rail 
surface.

4. 그룹 속도 및 감쇠율 측정 실험 

4.1 그룹 속도 측정
WFE 해석으로 예측한 그룹 속도를 검증하기 위

해 32m 시험 철로에서 레일을 따라 전파되는 탄성

파의 그룹 속도를 측정하였다. 시험 철로에는 

UIC60 레일이 10mm 두께의 고무 패드로 콘크리트 

침목(sleeper)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WFE 해

석에 이용한 철로 모델과 동일한 구조이다. 실험 개

략도는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 Experimental set-up using an impact hammer. 

Fig. 7. Measured and predicted group velocities. 
(a),(b) At the top of the rail head, (c),(d) at 
the side of the rail head, (e),(f) at the middle 
of th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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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측정된 신호는 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그룹)속도-주파수 선

도를 구하였다. 실험으로부터 얻은 이 속도-주파수 

선도를 수치 해석에서 구한 그룹 속도와 비교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의 그룹 속도-주파수 선도는 식(5)에서 구

한 를 이용해 Fig. 3의 선도를 재구성한 것이다. 

즉, Fig. 7의 분산 선도는 Fig. 3을  크기에 따라 

선 농도를 달리하여 그린 것으로, 가 클수록 짙게 

표시되어 있다. Fig. 7로부터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험에

서 측정된 탄성파의 진동 모드를 수치 해석 결과로

부터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Fig. 8에 표시된 

탄성파들이다.  

Fig. 7. Deformation shapes of the waves that the 
most measurable (a) at the top of the rail 
head, (b) at the side of the rail head, (c) at 
the middle of the web. 

4.2 감쇠율 측정
WFE 해석에서 예측된 최저 감쇠율은 약 0.04 

dB/m 였다. 실험으로부터 이렇게 작은 감쇠율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수백 미터 이상 되는 매우 긴 철로

레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차가 주

행하는 실제 철로에서 기차에 의해 유기되는 철로 

레일의 진동을 측정하고, 그 신호로부터 감쇠율을 

산출하였다. 그림 8에는 측정 센서가 부착된 지점과 

실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레일 머

리 윗부분 대신 아랫부분에 센서를 부착하여 신호를 

측정하였다.
예측된 감쇠율과 측정된 감쇠율은 그림 9에 함께 

나타내었으며, 예측 결과와 측정 결과가 매우 잘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철로 레일을 따라 전

파하는 탄성파는 20kHz-40kHz 대역에서 가장 멀리

까지 전파되며, 그들 탄성파의 형태는 그림 7과 같

음을 확인하였다. 

Fig. 8. Experimental set-up for the field 
measurement

Fig. 9. Decay rates obtained from the field test, 
presented with the simulated results. (a) At 
the side of the rail head, (b) at the underside 
of the rail head, (c) at the middle of th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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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로 레일을 따라 효과적으로 전

파되는 탄성파의 형태를 WFE 방법을 통해 예측하

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80kHz 이하 주파

수 대역에서 철로 레일을 따라 장거리 전파되는 탄

성파의 형태는

● 레일 머리를 따라 전파되는 수직 방향 굽힘파 

(15kHz 이상)
● 레일 머리와 웹을 따라 전파되는 수평 방향 굽

힘파 

● 수평 방향 1차 웹 굽힘파 (10kH 이상) 
이며 이들의 최저 감쇠율과 그 발생 주파수 대역

은 각각 

● 약 0.04 dB/m, 22kH-40kHz,
● 약 0,04 dB/m, 22kH-35kHz,
● 약 0,05 dB/m, 20kH-40kHz
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철로에서 얻은 실험 

결과는 기차에 의해 유기된 철로 진동이 위 주파수 

대역에서 1km 이상 전파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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