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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철도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나 40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

(HEMU-430X)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발

전은 이제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

만, 속도의 향상으로 동력소음이나, 열차가 공기를 

가르며 발생시키는 공력소음, 기관차의 엔진소음 등

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흡음블럭은 환경소음으로서의 철도소음을 제어하

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흡음블록은 방음벽과 

같은 다른 방법과 달리 설치에 큰 제약이 없고, 비

교적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의 흡음성능을 갖는 흡음블록의 형태를 알아보았다.

2. 흡음블럭 시뮬레이션

2.1 흡음블럭의 형상

현재 경부고속철도에 설치되어 있는 흡음블럭의 

형태는 철도 레일의 좌우측면에 블록을 설치하고 블

록의 상단에 돌기가 돋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형태는 방사되는 소음이 돌기와 만나 다중 반사를 

통해 흡음에 용의한 형태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해 본 형태는 흡음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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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를 통해 철도의 레일과 열차 보기(Bogie) 하부

에서 발생된 소음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고, 내부

에 머물도록 함으로 해서 소음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1안』과 기존의 돌기 형태와 

『1안』의 형태를 혼합한 『2안』. 그리고  레일과 

가까운 지점에 사면을 만들어 반사를 시키도록 만든 

『3안』의 형태를 가지고 흡음블럭의 효과를 비교하

였다.

기존안 1안

2안 3안

Table 1  비교한 흡음블럭의 형상 

2.2 형상에 따른 흡음률의 변화

 흡음블럭은 형상에 의해 그 흡음율 또한 바뀌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SYSNOISE v5.5를 이용하

여, 흡음블럭의 외부로 방사되는 소음의 크기를 기

존안과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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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블록
250Hz

경계부 중심

기존안 111.70 113.71

1안 116.72(5.02) 121.40(7.69)

2안 120.32(8.62) 119.01(5.3)

3안 111.90(0.2) 116.36(2.65)

흡음블록
1000Hz

경계부 중심

기존안 116.01 119.13

1안 133.02(17.01) 136.32(17.19)

2안 121.57(5.56) 120.61(1.48)

3안 112.38(-3.63) 124.78(5.65)

Table 2 흡음블럭 설치시 소음도

전반적인 흡음블록 모델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3안』 형태의 흡음블록이 가장 양호한 흡음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 『1안』과 『2안』의 경

우, 소음을 중앙으로 모아주는 효과는 상당량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에 모인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

음 하지 못하여 외부로 방출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

다. 특히 『2안』의 경우는 사면과 사면 사이에 설

치한 돌기의 흡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125Hz 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Hz

Table 3 『3안』형태의 주파수별 소음도

3. 결  론

 기존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사용된 제품

은 흡음블록의 상당부에 설치한 돌기의 효과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0Hz까지의 

결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새롭게 고안한 

『3안』보다도 높은 흡음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0 ~ 4,000Hz 영역에서는 흡음량이 많지 않고, 

소음원의 많은 양의 음향학적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흡음블럭 

개발을 위해서는 전 영역의 결과를 고려해 기존안 

보다 『3안』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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