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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ise of the subway has become a social issue and includes very complex reasons. The friction between 
rail and train wheel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e noise. In this study, we developed MFI(Multi Fluid 
Injection) System which sprays the mixed fluid(water, anticorrosive and lubricant) on the rail when the train is 
approaching to reduce the friction. To verify the system's effect, we measured the internal and external noise of 
the running train. The measured and analyzed results show that MFI system reduce the noise of the running 
subway.

1. 서 론

도시철도에서 소음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문제가 되어왔으며, 소음과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
안들도 제시되어왔다. 도시철도 소음원에는 휠․레일 접촉에 의한 휠․레일 소음, 차량표면과 공기동역학적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공력소음, 추진 및 제어장치에서 발생하는 추진소음, 실내 환기장치 및 에어컨 등에 의하
여 발생하는 보조장치 소음 등이 있다. 특히, 곡선부에서 차륜과 레일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고주파 영역의 
스퀼소음(squeal noise)은 주요 소음원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부산 지하철의 노선은 경제성, 접근성, 수송 수요인구, 장래전망 및 기타 부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
다. 이로 인해, 급곡선 구간의 설치가 불가피하였으며 곡선반경(R)이 300m 이하인 구간에서 열차와 선로사
이에 발생하는 각종 소음이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곡선
부에 도유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연마차 연마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궤도보수정비 공사를 실시하
고 있다. 하지만 기존 소음저감방법의 경우, 소음저감효과가 크지 않고 유지 관리 및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
의 그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의 소음저감 시설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곡선부에서 일정간격으로 유체를 분사하여 차륜과 레일사이의 마찰력을 감소시켜 스퀼소음 
및 전동소음(rolling noise)을 저감시키는 MFI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 가동전후의 소음측정 결과를 비교하
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MFI(Multi Fluid Injection) 시스템의 소개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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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I 시스템이란 열차가 곡선으로 진입할 때 내측 레일 위로 물과 첨가제(방청제 및 윤활제)의 혼합액을 
분사하여 차륜과 레일사이의 마찰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음발생을 저감시키는 일련의 장치를 지칭
한다. MFI 시스템은 우천 시 고가구간에서 스퀼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되었으며, 부
산지하철 호포 차량기지 및 2호선 본선 일부구간에서의 예비실험을 통하여 이미 그 가능성을 검증 받았었다. 
예비실험에서 곡선부 내측레일 분사, 외측레일 분사, 그리고 내․외측레일 동시분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내
측레일 분사 시 소음저감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측레일 분사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였다. 표 1은 MFI 시스템의 장단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은 MFI 시스템의 개략도를 보여주
고 있다.

구 분 내 용

장 점

․ 친환경적이다.

․ 소음저감 효과가 탁월하다.

․ 보수가 용이하다.

․ 도유기 및 레일연마에 비해 경제적이다.

․ 레일 파상마모를 감소시켜 승차감 향상에 기여한다.

단 점
․ 물 사용량이 많다.

․ 동파 및 레일부식의 우려가 있다.

표 1. MFI 시스템의 장단점

그림 1. MFI 시스템 개략도

3. 소음측정 방법

3.1 개 요
  MFI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산지하철 2호선 덕천~구명(상선)구간에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실험구간의 주요제원은 표 2와 같다.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설치장소 2호선 덕천~구명구간, 상선 곡선반경(R) 200m

곡선 연장 310m 캔 트 141mm

실험구간 연장 240m 열차속도 40km/hr

표 2. MFI 시스템 실험구간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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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MFI 시스템의 성능 확인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 취득을 위해 객차 실내 4point, 본선 
4point를 MFI 시스템 가동 전 10회, 가동 후 10회씩 운행하여 그 결과값을 산술평균한 소음도를 측정치로 
결정하였다. 

  이때 측정구간은 MFI 설치부 시점에서 종점(L=240m)까지로 결정하였고 해당구간 통과시의 등가소음 
및 최대소음에 대한 1/3 Octave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동전과 가동후를 비교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객실의 경우 배경소음(승객의 대화음, 안내방송 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비영업시간에 공차를 운행하면서 
측정하였으며 운행 조건은 승객 탑승시와 동일 조건으로 운행하였다. 측정 위치는 M-Car 좌우 출입문 중앙
점(M1 지점) 및 승객 좌석(M2 지점) 위치 각 1개소, T-Car  좌우 출입문 중앙점(T2 지점) 및 승객 좌석 
위치(T1 지점) 각 1개소(높이: 열차바닥 상 1.5m)로 총 4개소이며 그림 2는 객실 내 소음측정위치를, 그림 
3은 객실 마이크폰 설치 모습 및 데이터 수집장치를 보여준다.

그림 2. 객실 소음측정 위치

그림 3. 객실 마이크폰 설치 모습 및 데이터 수집장치

  본선의 경우 MFI 설치 시점과 종점 사이 중앙 지점을 측정 지점으로 결정하였고 측정 위치는 내측레일 
2개소, 외측레일 2개소(높이 : 레일 상 1.0m)이며 본선 측정장비 모습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본선 마이크폰 설치 모습

3.2 소음측정 방법
  소음측정 방법은 KS R 9143 철도차량의 차내 소음 시험 방법과 ISO 관련규정,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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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호) 등을 참조하여 해당 현장 조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
하였다. 또한, 터널 내 소음측정 중 열차 통과시 바람의 영향 및 자기장의 영향을 고려하여 방풍망 등을 설치
하였으나, 다소의 영향은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 및 분석 작업에 사용된 장비는 표 3과 같으며, 신호 
수집 장치의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표 3. 사용 장비
장 비 명 Model 사 양

Microphon ROGA.RG50 20Hz~20KHz.26~130dB

신호 수집 장치 Ructuson.DSP-3004 4ch Data recorder

신호 분석 장치 Ructuson.RS-300
FFT.1/1,1/3 Octave

FRF.COH....

신호 기록 저장 및 출력 장치 SAMSUNG.SF-310 3Gb.2.53Ghz

신호 교정기 CB-5.CESBER 1000Hz at 94dB.104dB

Sound Level Meter SC-310.CESBAR 1/3 Octave

Sound Level Meter 24E.RION 1/3 Octave

기타 부속 장치 Cable. 삼각대. 방풍망

그림 5. 신호수집 장치의 구성

4. 소음측정 결과 및 분석

4.1 객실 소음
  객실 내부 소음측정은 1대의 전동차를 공차 상태에서 동일 조건 및 속도로 운행한 관계로 회차별 소음도 

고저차가 3dB 이내로 나타났고, 측정위치에 따라서는 약 3dB 내․외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T카와 M카의 소음을 비교한 결과, M카보다 T카에서 소음도가 다소 높게 나왔으나 그 차이는 매우 낮으

며 가동전․후의 소음 저감량은 비슷하게 나왔다. 본 실험을 통해 전동차 동력으로 인한 소음간섭은 열차 운행
소음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MFI 시스템 가동후 동일지점 통과시 10회 객실의 평균 등가소음은 82.6 dB(A)로 조사 되었으며 시험구
간 통과시 최대소음은 85.5dB(A)로 조사되어 금번 MFI 시스템의 소음저감 효과는 구간 통과시 객실 등가소
음 저감량은 7.1dB(A), 최대소음은 7.0dB(A)로 나타났다. 차량위치별 최대소음 및 등가소음 측정결과를 표 
4 및 그림 6에 정리하였으며, 측정 회차별 객실 소음 전체 평균값은 그림 7에 나타내었다.

표 4. 객실 소음 측정 결과

차 량
최대소음 dB(A) 등가소음 dB(A)

가동전 가동후 증  감 가동전 가동후 증  감

T카 92.8 86.0 ▼ 6.8 90.1 83.2 ▼ 6.9

M카 92.2 85.0 ▼ 7.2 89.2 81.9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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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객실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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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객실 소음 전체 평균값

4.2 본선 소음
  본선 소음측정은 영업시간대 승객 탑승시의 정상운행조건하에서 시행하였으며, 가동전 소음을 10회 측정

하고 동일편성 열차에 대해 가동후의 소음을 측정하여 전․후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내․외측 레일의 소음을 비교한 결과 내측 레일의 소음이 외측 레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소

음 저감량은 내․외측 레일에서 비슷하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구간 터널은 콘크리트 도상 터널이며 소음 측정 결과 MFI 가동후 실험구간의 평균 등가소음은 

102.6 dB(A)로 나타났고 곡선부 통과시의 구간 최대소음은 106.1 dB(A)로 조사되어 금번 MFI 시스템의 소
음저감 효과는 구간 통과시 본선 등가소음 저감량은 7.7dB(A), 최대소음은 6.9dB(A)로 나타났다.

  레일 위치별 최대소음 및 등가소음 측정결과를 표 5 및 그림 8에 정리하였으며, 본선 소음 전체 평균값
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표 5. 본선 소음 측정 결과

위 치
최대소음 dB(A) 등가소음 dB(A)

가동전 가동후 증  감 가동전 가동후 증  감

내측레일 114.0 106.9 ▼ 7.1 110.9 103.4 ▼ 7.5

외측레일 112.0 105.3 ▼ 6.7 109.5 101.7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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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I 가동전 본선 등가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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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본선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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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본선 소음 전체 평균값

4.3 주파수 분석
  객실 및 본선에서의 주파수 분석 결과, 전동소음 및 스퀼소음으로 구분되어지는 중․고주파 영역에 대한 

소음 저감성능이 우수하였으며, 특히 630~3000Hz 대역에서는 10dB 이상의 소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객실 및 본선에서의 주파수별 소음레벨을 보여준다.

객실 소음 주파수별 dB차

0

20

40

60

80

100

12.5 40 125 400 1250 4000 12500

주파수(Hz)

소
음

레
벨

(d
B(

A)
)

가동전 가동후 증감

overall

본선 소음 주파수별 dB차

0

20

40

60

80

100

120

12.5 40 125 400 1250 4000 12500

주파수(Hz)

소
음

레
벨

(d
B(

A)
)

가동전 가동후 증감

overall

그림 10. 객실 및 본선 소음 주파수별 dB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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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고찰

MFI 시스템의 소음저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비영업시간대 임시열차에 대한 객실소음을 측정하고 영업시
간대 운행열차에 대한 본선소음을 측정한 결과, 객실소음의 경우 최대소음이 7.0dB / 등가소음은 7.1dB 감소
하였으며, 본선소음에서는 최대소음이 6.9dB / 등가소음은 7.7dB 감소하여 본 시스템의 소음저감 효과를 검
증할 수 있었다. 또한, 주파수 분석을 통해 MFI 시스템이 전동소음과 스퀼소음의 모든 중․고주파 영역에서 탁
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도 MFI 시스템의 부수적인 효과로 레일 파상마모 발생저감을 통하
여 열차 승차감의 향상과 레일 수명연장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1. James T. Nelson, "Wheel Rail Noise Control Manual," National Academy Press, pp.35~64, 1997.
2. 김효산, 이창헌, 김광은, 이규천, 박진동, “도시철도 영업운행열차 내 소음에 관한 고찰,” 한국철도학

회논문집, pp.93~99, 2008.
3. 문경호, 유원희, 김재철, “지하철 스퀼소음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pp.209~214, 2003.
4. 최용운, 구정서, 유원희, 고효인, “도시철도 전동차 객실 소음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pp.1091~1099, 2008.

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