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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 방음벽의 음향성능평가 및 삽입손실 예측을 위한 근사식의 제안

Acoustic Performance Evaluation of Noise Barriers Installed Adjacent to Rails and 

Suggestion of Approximation Formula for the Prediction of Insertion Loss

윤제원*·장강석·조용성

Je Won Yoon·Kang Seok Jang·Yong Thung Cho

1. 서 론

철도는 물류 및 승객의 수송 능력과 에너지 효율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우수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10년 동안 시

속 200km로 달리는 준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을 올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선로 주변에 민가 특히 고층아파트가 있는 경우

에는 철도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철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방음벽 상단장치 및 흡음블

럭 등의 현장 설치가 고려되고 있으며[1], 외국의 경우에는 높이가 낮은 방음벽을 선로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하고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근접 방음벽의 음향성능평가와 삽입손실 예측을 위한 근사식의 제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접 방음벽을 축척 모형으로 제작하여 무향실에서 음향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해석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 및 열차 소음원을 고려한 삽입손실의 예측을 수행하였다. 또한, 축척 모형을 이용한 무향실에서의 측정결과 및 실

Abstract In this paper,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coustic performance of low height noise bar-

riers installed adjacent to rails; an easy-to-use approximation formula was suggested for the evaluation of insertion loss

(IL), instead of using the boundary element method. At first, the acoustic performance of the low height noise barriers

was measured in an anechoic chamber using a scaled down model; the overall IL according to the source location was

analyzed with the equivalent IL contour line. Using the measurement results obtained from the scaled down model, an

approximation formula was suggested for the IL of low height noise barriers having various shapes. Also, the prediction

program was validated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measurement results in the anechoic chamber and the

prediction results. Finally, using the prediction program, an approximation formula for IL was suggested for the low

height noise absorption barriers. Considering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noise sources of the train, the absorp-

tive low height noise barriers have a ‘ㄱ’ type shape, a height of 1.0m, and a length of 0.5m when they are installed on

the structure gauge for the train. 

Keywords : Low height noise barriers installed adjacent to rail, Boundary element method (BEM), Insertion loss (IL),

impedance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선로와 근접하여 설치하는 근접 방음벽에 관한 음향성능평가와 근접 방음벽의 삽입손실 예측

을 위해 경계요소법 대신에 비교적 용이하게 사용 가능한 근사식의 제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근접 방음

벽을 축척 모형으로 제작하여 무향실에서 음향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스피커 음원 위치에 따른 총합 삽입손실을 등

고선 형태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무향실에서 수행한 축척 모형 근접 방음벽에 대한 삽입손실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다

양한 형상의 근접 방음벽에 대한 삽입손실 예측을 위한 근사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향실에서의 측정결과 및 예측결

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예측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열차 소음원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고

높이가 1.0m, 상부 방음판의 크기가 0.5m이며 ‘ㄱ’자 형상을 갖는 흡음형 근접 방음벽을 철도의 건축한계선에 설치하

는 경우에 대한 삽입손실 예측 및 음향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삽입손실 예측을 위한 근사식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근접 방음벽, 경계요소법, 삽입손실,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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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크기의 모델에 대한 음향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근접 방음벽의 삽입손실 예측 대신에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간단히 계산 가능한 근사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관련이론

2.1.1 음향 경계요소법

음향 경계요소법(BEM, Acoustic boundary element method)은 임의 형상을 갖는 음장 경계면의 경계조건(음압, 진동속도, 음

향 임피던스)으로부터 음장 내의 임의의 점에서 음압, 입자속도, 음향 인텐시티, 음향 방사파워 등을 계산해 내는 수치해석 방

법이다[4]. 본 논문에서는 Peter M. Juhl 박사가 개발한 OpenBEM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5]. 이 프로그램은 직접법(direct

method)을 이용하여 음향해석을 수행하며, 3차원·축대칭 및 2차원 문제의 해석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방음벽의 음향성능

예측을 위해 2차원 경계요소법을 사용하였다.

2.1.2 철도소음의 주파수특성

근접 방음벽의 삽입손실 평가를 위해서는 차량 종류별 소음원의 주파수특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서 제공하는 소음예측 프로그램인 KRNoise[6]를 이용하여 열차 종류별(디젤전기, 전기기관차, KTX, 전철) 주파수특성을 분석

하였다. Fig. 2는 KRNoise를 이용하여 계산한 차종별 주파수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주요 소음발생 주파수는 전기기관차 및

KTX의 경우에는 1kHz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철의 경우에는 속도별 등가소음도를 주파수별로 산술평균한 값으로 그림에

표시하였다. 참고로, Fig. 2에 나타낸 KRNoise 프로그램의 계산결과는 선로 중심으로부터 수음점까지의 이격거리가 25m인 위

치(수음점의 레일 면에서의 높이: 3.5m)에서의 1시간 등가소음도이며, 차량속도·편성 량수·시간당 운행대수 등은 Table 1 및

Table 7과 같이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Fig. 1. Low height noise barriers installed adjacent to rails [2].

Fig. 2. Railway noise spectrum of train.

Table 1. Noise spectrum of subway.

 Velocity [km/h] 

Freq. [Hz]
60 70 80

63 39.3 40.6 41.7

125 50.2 51.6 52.7

250 67.6 67.0 66.8

500 61.3 63.1 64.7

1k 59.1 62.7 65.8

2k 62.6 62.9 63.6

4k 58.8 60.0 61.5

8k 45.7 48.3 50.6

Overall SPL [dB(A)] 70.3 70.8 71.9

*Prediction condition: (number of cars per 1 composition of train -10

cars, passing number of train per hour -30 trains, Temp. and  humid-

ity -20oC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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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흡음재의 특성임피던스 및 전파상수

흡음재의 음향특성은 특성임피던스와 전파상수로 표현되며 모두 복소수의 값을 갖는다. 흡음재의 특성임피던스 및 전파상수

는 Utsuno가 제안한 Two cavity method[7]를 이용해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암면과 유리면에

대해서는 Delany와 Bazley가 제안한 모델[8]이 있고, 폴리에스터 흡음재에 대해서는 Garai와 Pompoli가 제안한 모델[9]이 있어

수치적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2.2 축척 모형을 이용한 근접 방음벽의 삽입손실 측정 및 분석결과

2.2.1 축척 모형의 제작 및 삽입손실 측정방법

근접 방음벽의 경우 방음벽이 선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며, 또한 반사음의 영향으로 인해 부지경계선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방

음벽과는 다른 음향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삽입손실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모델에

비해 ’1/3’의 축척비를 갖는 크기로 열차 및 방음벽의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Table 2와 같은 다양한 경우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

였다.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모형의 크기 및 마이크로폰의 설치위치는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스피커는 S1과 S2 위치에 설치

하였고 음원은 백색잡음으로 발생시켰다. 그리고 삽입손실 측정은 반무향실에서 수행하였으며, 1/3옥타브밴드의 30초 등가소음

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총합 삽입손실(overall insertion loss)은 동일한 마이크로폰 설치 위치에서 방음벽 설치 전 모델인

Case 1과 Case 2~Case 6과의 총합 음압레벨 차이(overall SPL difference)로부터 구하였다. 

2.2.2 삽입손실 측정결과의 분석

삽입손실 측정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으며, 가시선(소음원과 방음벽 끝단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 상부에서는 소음저감효

Table 2. Measurement models for the IL evaluation of low height noise barriers.

Cas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Noise barriers X ‘I’ type ‘I’ type ‘ㄱ’ type ‘ㄱ’ type ‘ㄱ’ type 

Train ○ ○ ○ ○ ○ ○

Absorbing material X X ○ X ○ ○

Case 1

(without noise 

barriers)

Case 2

(‘I’ type noise barriers 

without absorbing 

material)

Case 3

(‘I’ type noise barriers 

with absorbing 

material)

Case 4

(‘ㄱ’ type noise barriers 

without absorbing 

material)

Case 5

(‘ㄱ’ type noise barriers 

with absorbing 

material)

Case 6

(‘ㄱ’ type noise barriers 

with absorbing 

material including on 

the top of barrier)

Fig. 3. Position of microphones (marked ‘void circle’) and noise sources (marked ‘black circle’) fo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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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적은 반면에 가시선 하부에서는 10dB(A) 이상의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4와 Fig. 5는 스피커를 S1

및 S2 위치에 설치한 후 스피커 음원에 대한 각각 측정위치에서의 총합 삽입손실 측정결과를 등고선(동일한 삽입손실 값을 갖

는 각각의 평가지점을 상호간에 연결한 선)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총합 삽입손실 측정결과는 사용한 스피커 음

Table 3. Measured overall value of insertion loss for noise barrier with train according to noise source positions.

Case
Overall value insertion loss according to measurement points

MP01 MP02 MP03 MP04 MP05 MP06 MP07 MP08 MP09 MP10 MP11 MP12

S1

Casse 2 12.5 10.6 6.1 1.2 11.8 9.7 9.6 3.8 10.4 11.2 9.3 8.1

Casse 3 14.7 13.3 8.5 3.6 15.3 11.8 11.9 6.2 13.0 15.0 12.4 10.0

Casse 4 15.8 11.6 5.7 1.7 14.7 12.2 9.6 4.0 13.3 13.7 10.8 7.0

Casse 5 16.7 12.3 6.2 2.0 15.9 13.0 10.1 4.7 14.4 13.9 11.9 7.4

Casse 6 18.0 14.0 8.5 3.1 17.3 13.8 11.5 6.6 15.4 15.2 12.6 9.0

S2

Casse 2 12.9 10.6 6.1 2.3 13.1 9.7 8.4 4.5 11.6 12.7 8.8 7.2

Casse 3 17.9 14.5 10.6 4.8 17.8 14.8 12.7 8.7 15.5 16.6 14.3 11.1

Casse 4 17.3 12.4 6.3 1.2 16.7 12.1 9.4 4.4 14.4 14.3 11.2 7.7

Casse 5 19.0 13.8 7.9 3.3 17.8 13.9 11.2 6.4 16.1 15.3 13.3 9.4

Casse 6 20.7 14.7 9.6 4.6 18.5 14.6 12.1 8.2 15.8 15.5 12.8 10.4

Fig. 4. Measured overall IL contour for the scaled down noise barriers at S1 source location.

Fig. 5. Measured overall IL contour for the scaled down noise barriers at S2 sourc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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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특성에 대한 것이므로, 소음원의 위치나 주파수특성이 달라지면 그 값도 달라질 수 있다. 

2.2.3 실험 결과에 근거한 삽입손실 근사식의 제안 

근접 방음벽의 삽입손실 예측을 위해서는 이전 연구 논문[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O 9613-2[11] 및 Kurze[12]가 제안한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측정결과와 다소간 차이가 발생함을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경계요소법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음

향성능의 예측이 가능하나, 경계요소법은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해석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별도의 소음해석 전용 프로그램을 사

용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다. 따라서, Ogata[13]가 선행 연구한 바와 같이 엑셀에서 제공하는 2차 다항식 추세선을 이용해 근

접 방음벽의 삽입손실 예측을 위한 근사식을 제안하였다. Fig. 6의 (a)는 음원의 위치가 S1인 경우에 대한 Case 2의 삽입손실

측정결과를 동일한 삽입손실을 갖는 가상의 등고선 형태로 작성한 후, 이 등고선이 방음벽 끝단을 연장하는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θ)로 표시한 것이다. 이 후, Fig. 6의 (b)와 같이 각도별 삽입손실 값을 엑셀을 이용해 Case 2에 대한 삽입손실 추세선 다

항식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구한 각 Case별 삽입손실 근사식을 Table 4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 식을 이용

하는 경우 근접 방음벽에 대한 삽입손실 예측을 비교적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식에서 R2은 결정계수를 의미

하며, 모든 경우에 대해 0.99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단, 도출된 근사식은 소음원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음원의 주파수 특

성이 달라지면 삽입손실 예측결과가 다소간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2.3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근접 방음벽의 삽입손실 예측 및 평가

2.3.1 축척 모형의 삽입손실 측정 및 예측결과의 비교

경계요소법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 프로그램인 OpenBEM을 이용한 예측결과를 무향실에서 수행한 축척 모형에 대한 측정결

과와 비교·분석하여 예측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예측 프로그램 이용 시 흡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삽

입손실 측정 시 사용된 흡음재의 임피던스(Z, impedance)를 전달함수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예측 프로그램에 어드미턴스

(Y=1/Z, admittance)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였다. 

축척 모형 시험 시 사용한 흡음재의 재질은 폴리우레탄이며 두께는 20mm의 것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Fig. 7의 (a)는 임피던

Table 4. Approximation formula for the evaluation of IL of scaled down low height noise barriers using θ.

Case
Approximation formula for the evaluation of IL using θ

Source location : S1 Source location : S2

Case 2 y=0.0004θ2-0.1848θ+10.882 (R2=0.9939) y=0.0011θ2-0.2017θ+10.787 (R2=0.9991)

Case 3 y=0.0004θ2-0.2021θ+13.786 (R2=0.9965) y=0.0005θ2-0.1983θ+15.338 (R2=0.9991)

Case 4 y=0.0016θ2-0.2857θ+12.746 (R2=0.9994) y=0.0013θ2-0.2685θ+12.080 (R2=0.9995)

Case 5 y=0.0019θ2-0.3019θ+13.552 (R2=0.9997) y=0.0015θ2-0.2695θ+14.562 (R2=0.9989)

Case 6 y=0.0019θ2-0.2773θ+14.431 (R2=0.9989) y=0.0009θ2-0.2157θ+14.713 (R2=0.9985)

Fig. 6. Deduction method of approximation formula for the evaluation of IL of low height noise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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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관, (b)는 측정 시 사용한 흡음재에 대한 임피던스 측정결과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하여 나타낸 값이다. 그리고, Fig. 7의

(c)는 흡음계수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흡음성능이 폴리에스터나 다공성 재질보다는 우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는 축척 모형 중 방음판에 흡음재가 부착된 Case 3 및 Case 6 모델에 대한 총합 삽입손실을 평가 위치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해석 및 측정결과에 대한 차이값이 전체 평가지점에서의 산술평균값으로는 Case 3의 경우에는 1.5dB 및 Case 6의 경

우에는 2.2dB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ig. 8~Fig. 9는 축척 모형에 대한 흡음재의 설치 유·무에 따른 삽입손

실 예측 및 측정결과를 1/3옥타브대역 주파수로 비교한 것으로, 예측 결과 흡음재 설치 조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피크주파수 및 삽입손실의 절대값이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①

임피던스관을 이용한 수직입사 어드미턴스 측정값을 난입사 조건인 축척 모형실험결과에 그대로 적용한 점, ② 흡음재 두께가

20mm인데 모델링 시 흡음재의 두께를 반영하여 해석하지 못하는 점, ③ 임피던스관의 차단주파수 한계에 따른 2,450Hz 이상

Fig. 7. Acoustic properties of absorption materials used in scaled down model measurement.

Table 5. Comparison of measured and predicted overall IL for Case 3 and Case 6 models.

Evaluation 

points

Overall IL of Case 3 model (Source location : S1) [dB]

MP01 MP02 MP03 MP04 MP05 MP06 MP07 MP08 MP09 MP10 MP11 MP12

Prediction 12.2 10.1 6.8 3.1 12.8 10.1 11.4 5.8 12.3 12.8 10.8 9.7

 Measurement 14.7 13.3 8.5 3.6 15.3 11.8 11.9 6.2 13.0 15.0 12.4 10.0

Difference
2.5 3.2 1.7 0.5 2.5 1.7 0.5 0.4 0.7 2.2 1.6 0.3

Arithmetic averaged value of IL difference : 1.5dB

Evaluation 

points

Overall IL of Case 6 model (Source location : S1) [dB]

MP01 MP02 MP03 MP04 MP05 MP06 MP07 MP08 MP09 MP10 MP11 MP12

Prediction 15.8 11.5 4.8 2.0 14.9 11.1 9.3 4.6 14.3 12.2 10.8 7.9

 Measurement 18.0 14.0 8.5 3.1 17.3 13.8 11.5 6.6 15.4 15.2 12.6 9.0

Difference
2.2 2.5 3.7 1.1 2.4 2.7 2.2 2.0 1.1 3.0 1.8 1.1

Arithmetic averaged value of IL difference : 2.2dB

Fig. 8. Comparison of predicted and measured IL of low height noise barriers without absorb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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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어드미턴스 값을 2,450Hz의 값으로 동일하게 가정하여 입력한 점 등의 원인에 기인된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총합 삽입손실(overall insertion loss)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Table 6에 간단히 설명하였으며, 삽입손실 계산 시

필요한 음원은 현장에서 사용된 스피커 음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따라서,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근접 방음벽에 대한 삽입손실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해

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2.3.2 열차 소음원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 크기의 모델에 대한 삽입손실 예측 및 평가

근접 방음벽의 설치 유·무에 따른 수음점 위치에서의 총합 삽입손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열차 소음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Table 6과 같이 본 논문의 2.1.2절에서 언급한 KRNoise를 이용하여 방음벽 설치 전 평가 위치에서의

소음레벨을 예측하고, 예측 프로그램(OpenBEM)을 이용하여 구한 삽입손실로부터 최종 평가 위치에서의 총합 삽입손실을 계산

하였다. KRNoise로 계산 시 입력한 주요 인자는 Table 7과 같이 임의로 입력하였다. 

우선, 방음벽 설치 전 평가 위치에서의 소음레벨을 예측하기 위하여 Fig. 10과 같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제 크기의 모

델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수평방향으로는 선로 중심으로부터 각각 7.5~30m 사이에 이격된 지점을, 그리고 수직방향으로는

1.5~12m까지 1.5m 간격으로 등분하여 총 48개의 평가위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근접 방음벽은 유동저항이 13,000mks rayl/s

를 갖는 글라스울 흡음재가 부착된 ‘ㄱ’자 형태로 가정하였으며, 높이는 1.0m, 방음판 상부 길이는 0.5m로 가정하였다. 또한,

방음벽 끝단과 열차 외벽과의 최단 거리는 열차의 건축한계선에 해당하는 0.5m, 방음벽 끝단과 소음원과의 최단 거리는 2.0m

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소음원의 위치는 선로 중앙의 바닥으로 가정하였다. 음향해석에 필요한 흡음재의 음향특성은 Delany와

Bazley가 제안한 모델을 이용해 어드미턴스를 수치적으로 계산한 후 해석 프로그램의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였다. 

Fig. 10의 (a)는 평가 위치별로 평가 대상으로 정한 모든 차종에 대한 총합 삽입손실을 대수평균한 값(logarithmic averaged

overall insertion loss)으로 나타낸 것으로, 음원과 방음벽 상부를 연결하는 가시선 상부에서는 소음저감효과가 적은 반면에 가

Fig. 9. Comparison of predicted and measured IL of low height noise barriers with absorbing materials.

Table 6. Calculation procedure for the evaluation of overall IL of low height noise barriers.

Evaluation items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Overall 

SPL 

[dB(A)]
125 250 500 1k 2k 4k

① Calculated noise level of train at evaluation point using KRNoise 55.5 72.8 66.6 64.5 68.1 64.8 75.6

② Calculated IL of low height noise barriers at evaluation point using openBEM 16.5 20.1 11.8 14.1 14.5 28.6 -

③ Calculated noise level after installation of low height noise barriers(③=①-②) 39.0 52.7 54.8 50.3 53.6 36.1 59.2

④ Calculated overall IL after installation of low height noise barriers(④=①-③) - - - - - - 16.4

Table 7. Input parameters for the calculation of train noise level using KRNoise.

Type of train Velocity [km/h] Number of cars per 1 composition of train [No.] Passing number of train per hour [No./hr]

Subway 60 10 30

Electric diesel 100 8 16

Electric 100 8 16

KTX 300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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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하부에서는 10~15dB의 삽입손실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열차 종류별 선로 중심으로부터 25m 이격된 위치에

서의 총합 삽입손실 예측 결과를 Fig. 10의 (b)에 나타내었는데 차종별 삽입손실은 평가 위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적

으로 약 3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2.2.3절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Fig. 10과 같은 실제 크기의 모델에 대한 삽입손실 근사식을 식 (1)과 같이 도출하였

다. 이러한 근사식은 음원이 열차 중앙 바닥에 위치하며, 높이가 1.0m이고 상부 방음판의 크기가 0.5m이며 ‘ㄱ’자 형상을 갖는

흡음형 근접 방음벽을 철도의 건축한계선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삽입손실 예측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본 절에서 검토한 실제 크기의 모델과 이와 형상이 유사한 축척 모형인 Case 6에 대한 근사식을 상호 비교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는데, 모든 각도에 대해 ±2.1dB 이내의 차이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근접 방음벽

에 대한 소음해석 시 Table 4의 근사식을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예상되나, 환경영향평가와 민원 발생구간에의 대응과

같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도가 증가할수록 상호간의 삽입손실 차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축척 모형 실험 시 사용한 흡음재의 두께가

20mm로 축척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두꺼운 편이었으며, 이러한 흡음재 두께에 의한 영향으로 축척 모형 실험 시 각도

가 큰 경우에는 삽입손실이 실제보다도 큰 값으로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축척 모형인 Case 6은 스피커 음원이고 실제

크기의 Fig. 10 모델은 철도 차량 음원이므로 상호간의 음원 특성 또한 삽입손실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1)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접 방음벽에 대한 음향성능평가 및 삽입손실 예측을 위한 근사식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

IL 0.004θ
2

0.4755θ– 16.895+=

Fig. 10. Simulation results of overall IL of low height noise barriers with real scale model.

Fig. 11. Suggested approximation formula for the evaluation of IL of ‘ㄱ’ type low height noise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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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무향실에서 수행한 축척 모형 근접 방음벽에 대한 삽입손실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상의 근접 방음벽에 대한 삽입

손실 예측을 위한 근사식을 제안하였다.

· 무향실에서의 측정결과 및 예측결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한 예측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방음판에 흡음재

가 설치된 경우에도 비교적 정확한 삽입손실의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음원이 열차 중앙 바닥에 위치하며, 높이가 1.0m이고 상부 방음판의 크기가 0.5m이며 ‘ㄱ’자 형상을 갖는 흡음형 근접 방

음벽을 철도의 건축한계선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삽입손실 예측 및 음향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삽입손실 예측을 위한 근

사식을 아래의 식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러한 근사식은 무향실에서의 측정결과와 비교 시 모든 각도에 대해 ±2.1dB 이내의 차

이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민원 발생구간에의 대응과 같은 정

밀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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