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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Scale Test Rig를 이용한 소음특성 현상 규명에 대한 고찰

Study on Investigation of the Noise Characteristics Using the Full Scale Test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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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동차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

한 수송수단으로서 도심 중심지역은 물론 외각 

지역으로 노선이 확대되고 있다. 전동차의 운행이 

확장되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차량의 주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문제는 지하철 

역사 주위에 주거하는 주민이나 이용하는 승객들

에게 소음공해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의 일반적인 윤축(wheel set)은 두 개의 차륜

이 하나의 축으로 고정되어 같은 속도로 회전하여 

주행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곡선구간 주행 시 두 

개의 차륜이 서로 다른 이동속도를 가지게 되어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열차가 직선부는 

물론 곡선부를 주행할 때 이 미끄러짐 현상에 의해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여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한다. 

곡선주행 중 발생하는 스퀼 소음은 크게 두가지

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외륜의 플랜지와 레일 

측면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플랜지 소음과 내륜

의 답면과 레일 상면의 접촉에 의한 소음이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차륜[2] 및 

차륜의 modal analysis를 통한 스퀼소음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3]가 수행되었다. 철도 소음저감을 위해 

차륜과 레일의 접촉에 의한 동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측정 및 검증 

등의 적용은 국내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전동차(1-4호선)차륜을 FEM

(유한요소해석)으로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고 차륜의 

고유진동수와 차량의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관계

를 분석했다. 현차 실험을 대신 할 수 있는 full scale 

test rig를 열차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분석 

및 소음저감을 위한 연구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론

연구에 사용된 full scale test rig는 차륜/레일사이

의 하중, 속도, 공격각 등을 제어하여 각 조건들이 

차륜에 작용하는 영향을 규명 할 수 있는 장비이다

[4]. 열차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은 주로 차륜의 

동적특성에 의해 나타난다고 알려졌다[1]. 따라서 

차륜에 대해 FEM(유한요소해석)으로 동특성 해

석을 수행하여 고유진동수를 파악하고 실제로 full 

scale test rig를 통해 주행 조건을 묘사함으로서 발생

되는 소음과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2.1 Modal Analysis

해석을 위한 차륜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전동차

(1-4호선)차륜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FEM은 

상용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모델링 및 해석

을 수행했다. 해석에 사용한 물성치는 table.1 과 같다.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the wheel

Material type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Density

Structural 
steel

2.1×105  MPa 0.3
7850×10-9 
Kg/mm3

다른 실험을 목적으로 차륜에 strain gage를 설치

했던 hole 가공 부분을 반영하여 84,093개의 node와 

48,239개의 element로 Mesh modeling을 수행하였으

며, Fig.1 과 같이 차륜의 축 부분을 고정한 자유진

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Mesh modeling of wheel & Fixe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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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229Hz, 461Hz, 1194Hz, 2359Hz, 
3450Hz, 4175Hz, 5069Hz, 7078Hz, 8057Hz에서 모드
별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Test of Full Scale Rig 

1/2〃prepolarized free field microphone(40AE)을 Fig.2 
와 같이 차륜/레일의 접촉부를 향하여 앞쪽(front), 
바깥쪽(outside), 안쪽(inside)에 40cm 간격으로 설치, 

LMS Test.Lab를 사용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2 Position of microphone (Inside, Front, Outside)

열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 및 플랜지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운행조건 

및 차륜/레일에 대해 횡방향 가진을 설정한 뒤 소음

을 측정했다. 발생된 소음신호를 FFT분석한 결과에 

modal analysis를 통해 나타난 모드별 주파수를 표시하

여 Fig.3, Fig.4에 나타내었다. 

Fig.3 Result of FFT analysis at (vertical R/L 50[KN], 
attack angle 3.5[mrad], speed 70[km/h], condition of 
lateral force - 2[Hz], 14[mm])

Fig.4 Result of FFT analysis at (vertical R/L 50[KN], 

attack angle 5[mrad], speed 32[km/h], condition of 

lateral force - 2[Hz], 14[mm])

2.3 시험결과

full scale test rig를 이용하여 주행조건을 설정하
고 플랜지 접촉을 발생시켜 측정한 데이터를 FFT 
분석한 결과, 차륜의 modal analysis를 통해 나타난 
차륜의 고유진동 주파수와 피크값이 유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3은 Fig.4보다 약 2배 이상의 속도
에서 공격각을 더 작게하여 측정/분석한 데이터의
주파수 영역을 나타낸다. 이것은 차량의 운행 및 
플랜지 접촉에 의해서 차륜이 가진되어 특정 주파
수에서 피크값을 가지는 소음의 특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에서 실제 운행노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소음을 측정하고 modal analysis를 수행한 결과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게 1200Hz, 2200Hz, 3200Hz, 
4200Hz 부근에서 피크값을 가지는 소음이 발생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3]. 따라서 full scale test rig도 
소음저감 연구의 목적으로 실제 실험을 대신하여 
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결  론

열차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실험적인 
측정 및 분석과 차륜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열차의 주행조건 및 flange contact에 의해 발생한 
진동이 차륜을 가진하여 고유진동수 부근에서 공진
을 일으켜 진폭이 크게 증가하고, 이때 상당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 및 프로그램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특정 주파수대역의 피크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음차륜 및 damping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현차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full scale test rig를 이용하여 소음도
가 높은 구간의 주파수영역을 분석/예측 할 수 
있다면, 이는 소음저감에 관한 차륜의 성능 개발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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