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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rete track on the new railway lines of the existing roads are built on high ground, or less than 400m radius 
of the sharp curve sectors will occur. sharp curve sectors the rail and wheel friction, stick-slip due to the band 
of 1,000Hz or squeal noise occurs from the increase in civil complaints about noise is a real situation.
  In this study,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noise measurements for each radius of concrete track and frequency 
analysis, followed by the radius of the curve in order to investigat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urban railway sector 
sharp curve radius less than 400m and 400m ~ 1,000 m further to the point selected track components(rails, 
sleepers, ballast) according to the vibration measurements and analysis of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1. 서론

콘크리트 궤도의 신설 시 도시철도 노선은 현존하는 도로의 지하 또는 고가에 건설되므로 곡률반경 

400m 미만의 급곡선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 급곡선 구간에서는 레일과 차륜의 마찰, 스틱 슬립 등의 이

유로 1,000Hz 이상의 대역에서 스퀼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곡선 반경, 궤도 구조별 소음 측정 및 주파수 분석에 이어 곡선 반

경에 따른 진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도시철도 급곡선 반경 400m미만 구간과 추가적으로 400

m～1,000m인 지점을 선정하여 궤도 구성품(레일, 침목, 도상)에 따른 진동 측정을 수행하고, 주파수 특

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진동 측정

2.1 측정 개요

도시철도 진동 측정을 위하여 측정반경 400m 이하의 급곡선 구간을 대상으로 곡선반경에 따른 궤도

구조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SKL12, 영단형, STEDEF 궤도구조가 부설되어 있는 역 

구간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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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측정 

반경별
노선 선별 역구간 위치 구조물

궤도

구조

1 150 1호선 상선 시청-종각 1k492-1k799
터널구간

(BOX)

급곡선

(skl12)

2

250

2호선 외선 시청-을지로입구
48k770-48k961

0k000-0k295

터널구간

(BOX)
영단형

3 7호선 상선
장승배기-

신대방삼거리
36k903-37k171 복선터널 STEDEF

4 7호선 하선
장승배기-

신대방삼거리
36k895-37k173 복선터널 STEDEF

5
300

3호선 상선 독립문-경복궁 16k451-17k-021
터널구간

(BOX)
영단형

6 5호선 하선 김포공항-송정 5k528-5k862 복선터널 STEDEF

7
400

2호선 외선 시청-충정로 47K840-48K040
터널구간

(Arch, 단선)
영단형

8 5호선 상선 영등포시장-신길 17K367-17K717 복선터널 STEDEF

9

500

1호선 하선 제기동-청량리 7k028-7k348
터널구간

(BOX)
영단형

10 5호선 상선 발산-우장산 8k875-9k086 복선BOX STEDEF

11 5호선 하선 발산-우장산 8k885-9k079 복선BOX STEDEF

12 5호선 하선 애오개-충정로 24k082-24k351 단선터널 STEDEF

13 1,000 5호선 상선 송정-마곡 6k291-6k471 복선터널 STEDEF

표 1. 곡선구간의 진동 측정 지점

2.2 측정방법

  그림 1은 진동의 측정위치로서, 도시철도에서 실제 측정 가능한 위치확보를 고려하여 측정을 실시

하였다. 진동측정은 궤도측면에서 궤도와 궤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에서 레일, 체결구, 침목과 도상

에서의 진동특성을 실측하기 위하여 각 구성부분에 센서를 부착하여 레일, 침목, 도상, 궤간 중앙에서 

측정하도록 하였다.  

(a) Vertical position

   

(b) Horizontal position

그림 1. 진동 측정위치(V1～V5 ; 가속도계)

2.3 측정결과

  곡선 반경에 따른 레일, 침목, 도상에 대한 특성 파악을 위하여 각 측정구간 곡선 반경별 대표성을 

나타내는 주파수 대역별 진동레벨 결과를 선정하였고, 각각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궤도 구성품에 따른 진동레벨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구간 데이터 결과를 나타내

었다.

  2.3.1 레일

  그림 2는 레일 위치에서의 진동데이터 결과로서 곡선 반경이나 궤도 구조에 상관없이 속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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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레벨의 차이가 있었으며, 저주파 대역에서 고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진동레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인다. 

그림 2. 곡선 반경별 진동특성(레일)

  2.3.2 침목

  궤도 구성품에 따른 진동특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침목 위치에서의 진동특성으로서 그림 3과 

같이 반경250 구간의 중고주파수 대역의 진동레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레일위치

에서의 진동특성과 비교했을 때, 중고주파수 대역에서 진동레벨이 다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3. 곡선 반경별 진동특성(침목)

  2.3.3 도상

 도상에서는 레일에서의 진동특성과는 달리 전 주파수 대역의 진동레벨이 낮고, 전 주파수 대역별 진

동레벨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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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곡선 반경별 진동특성 (슬래브 끝단)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콘크리트 궤도 급곡선 구간에서의 스퀼소음 저감을 위한 선행연구(소음특성 

분석)에 이어 곡선 반경별 진동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동 측정 대상은 곡선반경 400m 미만을 기준

으로 SKL12, 영단형, STEDEF 궤도를 측정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레일에서의 진동측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진동특성은 소음특성과는 달리 특정주파수에서 진동레벨

이 높아지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곡선반경이나 궤도 구조와는 무관하게 진동레벨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침목에서의 진동측정 결과, 레일과 도상에서의 진동특성과는 달리 반경 250구간에서의 중고주파수 

대역의 레벨이 확연히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도상에서의 진동측정 결과, 레일과 침목에서의 진동레벨에 비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전 주파수 대역에서 비슷한 진동레벨이 계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될 소음저감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도시철도 콘크리트 

궤도 급곡선 구간에 대한 소음․진동 저감에 최적화된 소음저감시스템의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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