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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development of impact damper and its application to reduction of railway 
vibration from moving roads. The impact damper for reducing trnsverse vibration from moving loads 
were designed and verified using simple dynamic model.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impact 
damper, the vibration of a simplified beam with the impact damper was measured. The performance 
on reducing vibration for different clearance and mass ratio of the damper was investigated. The nu-
merical solutions were verified u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from a simplified beam. The result can 
be utilized to reduce the rolling noise from high-speed trains.

1)

1. 서  론

최근 고속열차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소음

이 주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 소음의 종류

로는 전동 소음, 동력소음 그리고 공력소음이 있다. 
이 중 전동 소음은 철도 차량의 이동하중이 레일의 

표면 조도에 의해서 레일과 차륜이 진동하면서 발생

한다.(1)

본 연구에서는 전동 소음원 중 하나인 레일의 진

동저감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돌 댐퍼를 이용하였다. 
충돌 댐퍼의 이론적 모델을 만들고, 충돌 댐퍼의 진

동 저감 인자를 도출하였다. 또한, 충돌 댐퍼의 개

수를 증가하여 충돌 댐퍼의 진동 저감의 영향을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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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자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충돌 댐퍼 해석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model for single unit 
impact damper

단일 충돌 댐퍼의 1자유도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 

레일을 질량-감쇠-강성 모델로 가정하였다. 이 때, 
충돌조건을 모사하기 위해서 레일과 충돌 댐퍼의 운

동량 보존법칙과 반발계수를 이용하였다.(2)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충돌에 의한 초기조건이 바뀌게 된

다. 따라서, 이를 손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4계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하였고, 초기조건이 변경할 

때마다 4계 Runge-Kutta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

도록 계산하였다.
충돌 댐퍼가 없을 시에는 감쇠에 의한 진동 저감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119



이 일어났다. 하지만, 충돌 댐퍼가 존재할 경우, 충

돌 댐퍼가 없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진동 저감효과

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충돌 댐퍼의 

진동 저감 효과는 레일과 충돌 댐퍼의 질량비와 유

격으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충돌 댐퍼 해석

3.1 수치해석 모델

레일의 진동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레일의 진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보의 

종류 중 하나인 Euler-Bernoulli 보의 요소 질량과 

강성 행렬을 이용하였다.(3) 요소 질량을 이용하여 

노드점 별로 행렬을 조합하면, 전체 질량과 강성 행

렬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Euler-Bernoulli 보의 

파동방정식을 시간에 대한 2차 상미분방정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상미분방정식을 4계 

Rugge-Kutta 방법을 통해 계산하게 되면, 임의의 힘

에 대한 레일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
레일과 충돌 댐퍼 사이의 접촉 충돌 조건은 반발

계수와 운동량 보존법칙을 연립하여 충돌 행렬을 얻

을 수 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

는 노드점에서 초기조건이 변경하게 되고, 새로운 

초기조건을 이용하여 4계 Rugge-Kutta 방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계산하였다.
해석 결과, 충돌 댐퍼를 적용했을 때, 레일의 모

드 주파수 대역에서 진동 감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드점의 위치와 충돌 댐퍼의 개

수에 따라 진동 감쇠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3.2 실험을 통한 검증

수치해석 모델의 결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

해서 레일의 축소모델을 제작하였고, 레일에 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돌 댐퍼를 설계하였다. 실험 결

과, 충돌 댐퍼로 인해 간이 레일의 모드 주파수 영

역에서 진동 저감 효과가 존재했다. 또한, 충돌 댐

퍼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저감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레일에 적용할 수 있는 충돌 댐퍼

를 이론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1자유도 시스템과 

보의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반발계수를 이용하

여 레일과 충돌 댐퍼의 충돌을 모사하였으며, 충돌

로 인해 레일의 모드 주파수 대역에서 진동 감쇠효

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레일의 축소모델과 

간이 충돌 댐퍼를 제작하여 측정한 결과, 해석결과

와 경향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통해 실제 레일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충돌 

댐퍼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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