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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ing a countermeasure against vibration along the existing line, in many cases, it may be 
the most efficient method to replace existing fasteners with high resilient fasteners because of the re-
striction of the construction of a new track type. There are many types of high resilient fasteners 
which are different in price and performa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hoose the high resilient 
fastener which has best vibration-proof performance per price. In this study, a prediction method 
which can exact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 fastener in the reduction the ground borne noise in 
the existing line is presented, which is construct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measurement and 
the simulation. A numerical example using the presented method is introduced to evaluate the vi-
bration-proof performance for the solution of the vibration problem in the existing line.

 

1. 서  론1)

운행선에서의 방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발생하는 진동레벨을 측정하고 측정된 진동레

벨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과, 초과된 진동레벨을 기준값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진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하고자하는 방진대

책에 대한 저감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열차 운행선에서 진동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향후 속도향상 또는 새로운 열차투입
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방진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구
간에서, 검토되는 방진궤도별 진동저감레벨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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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및 시뮬레이션 기반 지반
진동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
여 실제 운행선에서 진동민원이 발생했던 구간에서 
방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예시로서 제시하였다.

2. 측정 및 시뮬레이션 기반 지반진동평가방법

2.1 평가프로세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 및 시뮬레이션 기반 지
반진동평가방법은 미국 FRA 및 FTA에서 제시한 지
반진동에 대한 상세진동해석(Detailed Vibarion 
analysis)에 대한 프로세스를 기초로 개발되었다
(1),(2). 먼저 미국 FRA 및 FTA에서 제시한 상세진동
해석방법에서 진동레벨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Lv LfTMline               (1)
여기서 Lv은 RMS 진동속도레벨(dB), Lf은 차량이 

궤도중심선의 터널바닥에 작용하는 선진동원의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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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Calculation of force density for 
the speeds when measuring the 
vibrations, Lf vi  , (Reference 

fastener: SFC)

Step 2: 
Calculation of transfer mobility by subtracting the 

calculated force density from the measured vibration 
level

TMline  N

i
N
Lvvi Lf vi 

Step 3: 
Calulation of Force Density for the 

tacket train speed Vp , Lf vp

Step 4:
Calculation of the vibration level 

for the tacket train speed VpLvvp Lf vpTMline

Step 5:
Calculation of the overall vibration level Lf  for the 
the reference train speed and the reference fastener 

and Calculation of the overall vibration level La  for 
the the tacket train speed and the resilient fasteners 

Level La

Step 6:
Calculation of vibration insertion 

loss for the 
resilient fasteners
Lv La Lr

Figure 1. Process of assessment of ground borne noise

Parameter Value
Rail mass per meter 60.3x10-3ton/m

Rail cross-section area  7.75x10-3m2

Elastic modulus of rail 2.10x108kN/m2

Poisson's ratio of rail 0.3
Rail second moment of area 3.090x10-5m4

Rail profile radius on top 0.3m
Timoshenko shear coefficient 0.34

Table 1.  Dimensions and properties of track

밀도(Force Density, dB), TMline은 궤도에 작용하는 
선진동원과 지반진동레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전파유동성(Transfer Mobility, dB)이다. 식 (1)에서  
선진동원 하중밀도 Lf와 TMline은 독립적인 요소이고 
1/3옥타브밴드 스펙트럴(Spectral) 데시벨(dB)로 나
타내진다. 식 (1)으로 부터  Lf 및 TMline를 계측 등
을 통하여 적절히 평가하면 지표면에서의 진동레벨 
Lv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진동영향평가는 통상
적으로 선로를 건설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
중밀도는 과거 유사 철도사업구간에서 측정한 것을 
사용하며, 전파유동성은 터널과 지반, 그리고 주변 
건물의 진동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소로서 현장
마다 독특하게 발생하므로 복잡한 현장시험을 직접 
수행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선에서 
하중밀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면 발생하는 진
동레벨은 측정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전파유동성
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각 계측위치
에서의 차량하중과 상관없는 터널 및 지반조건만으
로 결정되는 전파유동성(Transfer Mobility)이 정해
지면 이 값과 열차하중조건이 바뀔 경우에 평가된 
하중밀도를 더함으로써 새로운 방진궤도를 부설할 
경우 진동레벨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Figure 1은 
방진궤도별 진동레벨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2.2 궤도구조에 따른 하중밀도(Force Density) 평가

방진궤도별 진동레벨평가에서 있어서 중요한 하중
밀도는 양신추 등(3),(4)에 의하여 개발된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궤도모델은 궤도슬래브가 터널바닥에 강결된 것으
로 가정하여 레일, 체결구(fastener)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한다. 최상부층을 구성하는 레일은 티모
센코 연속보(Timoshenko continuous beam)로 나타
내진다. 하부의 체결구 및 패드는 선형스프링(linear 
spring) 및 댐퍼(damper)로 나타내진다. 

궤도의 해석 제원 및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전동차 1량은 차체(Car body)와 2개의 대차

(bogie), 그리고 4개의 윤축(wheelset)으로 구성되
며, 이들은 각각 강체운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질점(lumped mass)으로 모델링된다. 차체와 대차를 
연결하는 2차 현수장치(secondary suspension)와 대차와 

윤축을 연결하는 1차 현수장치(primary suspension)
는 스프링과 감쇠(damping) 요소(element)로 모델
링된다. 차량은 면내(in-plane) 운동만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0개의 자유도 시스템(degree of freedom 
system)로 나타낸다. Figure 2는 전동차량과 궤도의 
수직방향 상호작용 해석모델을 나타낸다. 차량 궤도 
상호작용해석에서는 차량 1편성 전량을 모델링하였
다. 경의선에 투입되는 전동차는 8량, 6량, 그리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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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등으로 1 편성이 구성되며, 각 차량별 제원 및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C  
y

yw4 w3

2b

s yc

Car body

 Rail

K  , C  

K  : Hertzian Spring

Bogie

y

2
yw y

H

1w

b1

p p
b12b

c

k1

y

Concrete Invert
c 1

da

db

K  s

k2c 2
k1c 1

Figure 2. Analytical model of the electric motor coach 

터널바닥면에 작용하는 선진동원 하중밀도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체결구를 통하여 터널에 작용하는  
하중의 평균적인 PSD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위치에서 체결구에 작용하는 하중들의 평균 PSD를 
구하기 위하여 궤도의 해석영역을 전동차 차량 8량 
1편성과 동일한 156m를 궤도의 해석영역을 설정하
였다(Figure 3). 궤도의 양 끝단에서는 궤도조건이 
달라짐으로서 불합리한 차량응답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궤도 양쪽 20m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서 
균등간격으로 100개를 선정하여 체결구에 작용하는 
하중의 PSD를 계산 한 후 이들 PSD의 평균을 취하
여 하중밀도를 구하였다. 

Classification
Car body(empty)

TC M M’ T
Mass of car body (ton) 25.96 22.65 28.02 18.55
Inertia moment of car 

body (ton.m2)
※ Pitching motion

830.33 724.47 896.05 593.15

Mass of bogie (ton)
(excluding unsprung mass) 2.05 3.67 3.67 1.89

Inertia moment of bogie 
(ton.m2)

※ Pitching motion
1.200 2.000 2.000 1.500

Unsprung mass (wheelset 
mass) (ton) 3.37 3.41 3.41 3.37

Primary vertical spring 
stiffness (MN/m)

※ for half wheelset
1.60 1.80 1.78 1.64

Primary vertical 
dashpot(MN.sec/m)
※ for half wheelset

- - - -

Secondary vertical spring 
stiffness (MN/m)
※ for half bogie

0.37 0.32 0.37 0.28

Secondary vertical 
dashpot (MN.sec/m)
※ for half bogie

0.04 0.04 0.04 0.04

Distance b/w bogies(mm) 13,800 13,800 13,800 13,800
Distance b/w wheelsets(mm) 2100 2100 2100 2100
Whole distance of car body(mm) 19,500 19,500 19,500 19,500

Wheel radius(mm) 430 430 430 430

Table 2. Dimensions and properties of the electric motor coach

156.0m(침목 241정)

Region of trackmodelling

Front power car Rear power car

V V

Figure 3. Modelling region of track in the train-track 
interaction analysis

궤도틀림은 프랑스에서 제시한 궤도의 고저틀림 
PSD를 사용했으며 다음 식으로 나타내진다.

Srw f  f
Cox   (m2/(1/m))        (2)

여기서 f는 공간주파수(1/m)이며, Co는 궤도 상
태를 나타내는 상수로서 경의선은 콘크리트궤도상태
를 감안하여 Co  0.25를 적용하였다. 궤도틀림은 
식(2)의 궤도틀림 PSD로부터 파장(λ)이 0.15~50m 
범위에서 공간주파수간격 0.0001(1/m)간격으로 다
음 식에 의하여 생성하였다. 

yx  n 
N
Srw ff cos       (3)

3. 진동레벨측정

  경의선 운행구간에서 진동레벨을 측정하였으
며 측정지점은 총 6개이며, 계측 위치 및 계측
망은 Figure 4와 같다. 
  국내 철도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5)에 의한 
환경공해진동(가속도)의 계측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지상부 2개 지점에서 1/3옥타브밴드  주
파수영역에서 가속도레벨은 Figure 5와 같다.

Figure 4. Measuring points of vibr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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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speed

(Km/h)

Rolling 
stocks 

formation
P-07 P-08 P-09 P-10 P-11 P-12

1 50.6 6 50.1 41.6 56.5 45.1 51.0 37.9 
2 51.6 4 48.9 40.7 56.5 44.1 49.9 31.9 
3 59.9 8 68.1 57.0 77.7 63.6 71.3 39.3 
4 57.3 8 59.4 48.6 67.4 50.3 58.8 39.6 
5 51.5 6 54.4 41.8 59.0 46.1 51.9 31.2 
6 51.6 4 48.2 41.7 55.5 44.7 48.4 37.0 
7 55.9 8 57.8 47.8 72.3 53.0 61.5 35.4 
8 51.6 6 54.8 44.4 62.9 51.1 54.6 31.5 
9 58.1 8 62.5 52.3 69.7 55.9 64.4 34.8 
10 49.6 4 48.7 41.8 54.9 43.6 46.2 33.8 

Table 3. The measured vibration levels(dB(V), 1~9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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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oint 8
Figure 5. The measured vibration acceleration levels

4. 방진체결구별 진동평가레벨

4.1 검토대상 방진체결구

국내외적으로 고효율 방진체결구로 널리 알져진 3
개 사제품에 대하여 진동레벨을 평가하였다. 진동영
향 평가 시 터널바닥에 작용하는 선하중 밀도(Force 

Density)를 계산하기 위하여 차량-궤도 상호작용해
석을 수행할 경우 체결구 강성 및 감쇠는 매우 중요
한 영향요소들이다. 따라서 각 제품은 직접 실험을 
수행하여 동적 수직강성 및 감쇠계수를 구하였으며 
시험결과는 Table 4와 같다.

Type 1 Type 2 Type 3
Stiffness, K

(kN/mm) 5.82 10.63 10.69

Damping, C
(kN*sec/mm) 0.0327 0.0251 0.034

Table 4. Stiffness and damping coefficients of the high 
resilient fasteners

4.2 계측위치별 Transfer Mobility 계산(Step 1, 2) 

지상부의 1/3옥타브밴드주파수영역에서의 계측된 
진동레벨과 계산된 하중밀도(Force Density)를 사용
하여 Figure 1에 제시한 체결구별 지반진동레벨 예
측 절차의 2단계에서 계산한 계측위치별 Transfer 
Mobility는 Table 5와 같다.

4.3 하중밀도(Force Density) 계산(Step 3) 

전동차 및 KTX 두 차량종류에 대하여 예측하고
자 열차속도(향후 운행속도)에 대하여 방진체결구 
궤도로부터 터널바닥에 작용하는 하중밀도를 체결구
별로 구한 후 현재 운행속도(V=57 km/h) 및 SFC
체결구  궤도(Reference Track)의 하중밀도에 대한 
삽입손실(Insertion Loss)를 계산한 결과를 Figure 
6 및 7에 나타내었다.

4.4 방진체결구별 진동레벨 예측결과(4~6단계)

1/3옥타브밴드 주파수영역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열차속도에서 각 체결구별 진동레벨를 예측한 후 이
를 토대로 계산된 계측위치별 열차속도와 방진체결
구들에 대한 가속도의 레벨(Overall Level)은  
Table 6과 같다. 이들 표에서는 현재의 궤도(SFC 
체결구)에서 전동차가 57 km/h주행할 때 발생하는 
진동레벨을 기준진동레벨로 하여 각각의 체결구에 
대한 진동증감량을 함께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열차 운영선에서 진동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향후 속도향상 또는 새로운 열차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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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Hz)

Measuring points
7 8 9 10 11 12

1 -58.1 -69.9 -59.6 -60.7 -42.4 -76.8
1.25 -55.4 -69.9 -54.3 -55.1 -41.4 -70.8
1.6 -56.5 -67.9 -55.9 -59.0 -37.5 -78.4
2 -51.5 -61.7 -50.2 -51.3 -32.6 -68.8

2.5 -62.1 -66.7 -56.0 -58.1 -39.9 -65.6
3.15 -47.8 -61.1 -49.0 -48.7 -29.5 -64.5

4 -36.7 -45.5 -38.1 -33.8 -15.6 -39.9
5 -49.2 -54.8 -45.9 -48.5 -28.7 -45.5

6.3 -45.0 -45.3 -39.3 -45.3 -28.8 -47.7
8 -36.4 -42.4 -30.3 -35.3 -22.9 -35.5

10 -15.4 -13.5 -13.2 -16.6 -11.6 -17.3
12.5 -1.5 -2.7 5.9 -2.7 -3.6 -11.2
16 -1.8 -8.8 -0.3 -9.5 -11.0 -11.3
20 -7.7 -18.4 -2.6 -15.5 -11.5 -20.7
25 -12.0 -20.0 -2.0 -19.4 -9.7 -29.5

31.5 0.5 -4.8 7.9 -6.5 0.2 -26.8
40 18.5 9.8 26.8 11.2 20.1 -10.0
50 21.8 8.5 31.6 17.1 22.4 -8.6
63 9.1 -4.3 18.7 4.6 14.3 -21.4
80 0.0 -10.6 8.9 -1.6 3.2 -30.4

Table 5. Transfer Mobility(dB) of vibration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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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orce densities of the reference fastener and
the high resilient fasteners for the 80 km/h trai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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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sertion loss of force densities of the
reference fastener and the high resilient fasteners for the 
80 km/h train speed 

Measuring 
points

Reference 
vibration 

level
SFC Type 1 Type 2 Type 3

7 60.5 62.9 2.4 46.2-14.3 47.7 -12.8 48.3 -12.2 

8 50.2 53.7 3.5 37.9-12.3 40.8 -9.4 40.8 -9.4 

9 69.5 71.8 2.3 55.2-14.3 56.4 -13.1 57.2 -12.3 

10 54.6 57.4 2.8 41.4-13.2 43.1 -11.5 43.6 -11.0 

11 61.7 63.9 2.2 47.1-14.6 48.4 -13.3 49.1 -12.6 

12 33.7 41.5 7.8 28.1 -5.6 32.2 -1.5 31.7 -2.0 

Table 6. The predicted vibration acceleration level and 
insertion loss for the 80km/h train speed(dB, 
ref.=1x10-5m/s2)

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방진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구
간에서 검토되는 방진궤도별 진동저감레벨을 정확하
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및 시뮬레이션 기반 지반진
동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 운행선에서 진동민원이 발생했던 구간에서 방
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진체결구들의 진동저감성
능을 평가해 본 결과 합리적인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해석방법의 현장적용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측결과와 향후 실제 방
진체결구를 현장에서 부설한 후 진동레벨을 측정한 
한 계측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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