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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the effects of community noise around railway, noise from the 
inside/outside noise of the High-Speed EMU. First study part of this year is research of the 
noise source. The modeling methodology for prediction of noise level including the frequency 
property, velocity dependence, sound pressure of noise source is investigate. Second part is 
research on the sound transmission loss. An exclusive program which could analyze the sound 
transmission loss of the floor, the sides(mirror), insulator in High-Speed EMU has to be 
developed. Third part is research on the train inside/outside and Prediction for community 
Noise. In order to predict the noise when the High-Speed EMU is traveling at the outside and 
along tunnels, the result of the research can be derived by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noise on 
the upper/middle parts of the carriage and on the railroad way round about with using the 
program.
--------------------------------------------------------------------------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동력 분산식 철도차량이 고속 주행시 발생되는 차실 내 외부소음, 레일주

변의 환경소음에 대한 영향을 예측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이번 1차년도에는 분산식 

철도차량의 차륜 레일 소음 발생원 특성과 공력소음의 영향에 대한 소음원 특성 분석, 고

속철도차량의 객실 바닥 측면 상부의 주요 다층 차음재의 음향성능 해석을 위한 구조물 차

음성능연구 및 차량 주행시 개구부, 터널부 통과할 때의 차실 내외부 환경소음의 소음도 

도출을 위한 예측 및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내/실외/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을 위한 소음원 연구

  시속 350 Km가 넘는 구간에서는 속도향상에 따른 소음발생정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

력기인소음의 영향이 구조기인소음보다 커지는 구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

량의 설계개발단계에서 소음의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기위한 공학적 방법의 일환으로 주

행속도가 시속 300 km를 초과하는 구간에서의 공력소음에 대한 속도의존성과 속도민감도

를 검토하였다.



2.1 공력기인 소음의 속도 의존성

  고속철도의 주행 시 발생되는 공력소음은 판토 및 관련 구조, 보기(bogie) 및 차량 간극 

소음, 차량 유동소음 경계층과 같은 발생원으로부터 나타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공력 소음

원의 특성은 차량의 주행속도, 설계방식, 구조물 표면재료 등의 구성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

도와 특성 소음 주파수 대역이 각각 상이하게 나타난다.

  판토의 전두부에서 발생되는 공력소음은 Vortex Shedding에 의해서 나타나며, 판토 본체

의 원통형 구조로부터 발생된다. 판토 구조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음 추가 영향은 개구부 

구간을 시속 280Km/hr 로 주행 시 3dB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널 구간을 시속 

173Km로 주행 시는 4.3dB 증가 된다. 판토와 차량 천정 구조를 연결하는 여러 개의 지지

대로 인해 광대역 소음이 발생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방음 대책이 중요하게 된다.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될 경우 시속 173Km 에서 5.6dB 정도 저감 될 수 있다.

  보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원은 차륜/레일에서 발생되는 기계기인 소음과 공력소음 으로 나

우어 진다, 시속 350Km에서 소음 원 특성을 조사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저주파 대역

(100~800Hz)에서는 공력 소음이 광대역으로 나타나고 중간 주파수 대역(800~2000Hz)에

서는 차륜/레일 접촉 조건에 따라 공력 또는 기계 소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며 고주

파수 대역(2000Hz~)에서는 기계기인소음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시속 350Km 의 주행조건에서 A-weighting을 한 음향 파워는 500Hz, 1000Hz 옥타브 

대역이 가장 중요한 주파수 밴드인데, TGV의 경우, 발생되는 음향파워의 절반이 이 두 개

의 옥타브 밴드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차륜에 대한 방음대책 전, 후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보기에서 발생되는 소음 영향 공력소음 VS 구조소음 : 차륜방음 대책 전, 후

  한편,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타나나는 간극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해석을 위해 q점 음원과 

3개로 모델링을 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는 모델에서 제시하는 점 음원의 위

치를, 그림 2.3는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저주파 대역의 소음 

에너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간극에 대한 점 음원 모델링 과정      그림 2.3 간극의 소음 예측 결과

  또한, 차량의 전두부와 자체 표면으로부터 발생되는 경계층 소음은 철도별 인접된 지역에 



높은 소음을 발생 시킨다. 전두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표면을 따라 경계층이 형성되며, 경

계층에서의 유동 분리로 소음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 그림은 차량의 주행속도별로 나타나는 

경계층 소음의 변화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차량 주행속도별 경계층 소음의 변화특성

2.2. 공력기인 소음의 속도민감성

  고속철도가 시속 280 km, 300 km, 330 km로 주행할 경우 저주파에서 고주파영역으로 

갈수록 각 주행속도에 대한 공력소음과 차륜기인소음의 영향을 주파수 별로 살펴보면 63 

Hz에서는 공력소음의 영향이 차륜기인소음에 비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주파수성

분이 1 kHz로 올라가면  난류소음이 차륜기인소음에 비해 4.5～5 dB의 높은 소음도를 가

지게 된다. 1 kHz 이상의 영역에서는 저주파영역과 같은 경향으로 돌아가 공력소음의 영향

보다는 차륜기인소음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파수별로 공력소음과 차륜

기인소음의 영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overall 값으로 비교하면, 각각의 주행속도별로 두 

가지 소음원에서 발생된 소음이 서로 거의 같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주파

수에서 주행속도별 소음원에 따른 소음도를 분석해보면 속도의 증가에 따른 난류소음 영향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속도별로 거의 마찬가지의 소음도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시속 280 km에서 시속330 km로의 속도변화조건에도 불구하고 차륜기인소음은 

88.6 dBA 공력소음은 88.0 dBA의 비슷한 overall값을 가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론식은 다음 식을 기초로 유도된 공력소음 예측식이며, 결과를 

보면 공력소음도가 주행속도의 4승에 비례(α=4)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밴드소음  : p 2
w ( f ) =  8.7 × 10 -8 ρ 2 δ * U 0

3
[1+(π S) 2 ]

-
3
2                      

  밴드별 소음도를 계산하는데에 있어 8.7×10-8은 철로변 25 m에서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상수이며, ρ는 공기밀도, δ*는 등가 경계면 두께, S는 Strouhal수 이다. 이를 주파수

에대해 적분하면 전대역 소음도가 도출되며, 도출된 공력소음도는 차량의 주행속도 U0 의 

4승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안된 이론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미 수행된 속도변화에 

따른 공력소음도의 추이를 역으로 계산한 결과가 아래 그림에 도시되어 있다. 속도변화별 

공력소음의 추이를 역으로 계산한 결과, 공력소음도는 속도의 4.4승에 비례(α=4.4)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주행속도의 4.4승에 비례한다는 이론식이 적용되어야 올바른 공력 소음도

를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3 2 4 2 5 2 6
7 0

8 0

9 0

1 0 0

4 0 03 0 02 4 02 0 0

 

 

4 0  lo g  [ s p e e d ]

6 0  lo g  [ s p e e d ]

 4 4  lo g  [ s p e e d ]  c u r v e

SP
L(

dB
A)

 a
t 2

5m

s p e e d ( k m /h )

그림 2.5 주행속도 변화시 소음도변화추이



3. 차량구조별 차음성능

3.1. 차음성능을 결정하는 물리적 인자파악

  본 연구에서는 단층 차음재의 투과손실 해석을 수행하였다. 허니콤재는 직방성 판재이나 

동일한 면밀도를 갖는 등가 등방성재의 질량법칙 모델을 적용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일치현

상이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에서는 질량법칙 예측치보다 투과손실이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

라 Cremer는 일치효과를 고려한 다음의 필드입사음 투과손실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m은 패널의 면밀도,  는 공기의 밀도, 는 공기중의 음속이다. 또한, 는 임계주

파수, 는 구조손실계수이다.

  또한 등가 직방성 차음재의 투과손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니콤 판재나 주름 

판재는 거시적으로 직방성을 보이며 Cremer와 Heckl의 무한 직방성 판재 이론에 근거하

면, 패널 임피던스를 다음과 같이 입사각 θ,φ의 함수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m은 패널의 면밀도 (surface density), η는 구조감쇠치, c 는 공기중 음속이며, 

는 일치현상(coincidence)이 발생하는 임계주파수이다. 위의 식을 사용하여 입사 및 

투과음사이의 파워 비인 투과손실계수를 θ,φ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사각을 0o~78o 범위로 하여 필드입사음 투과계수 및 투과

손실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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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과손실 저하 인자에 대한 고찰

  여기서는 고속철도 차량용 바닥재에 사용되는 주름강판 및 알미늄 허니콤재의 투과손실을 

검토한다. 그림 3.1 (a)는 알미늄 허니콤을 포함하는 바닥재이고, (b)는 TGV-K의 바닥재 

구조이다. 두 경우 모두, 주름강판 및 알미늄 허니콤재가 가장 중요한 하중지지 요소인 동

시에 차음 요소가 된다. 알미늄 허니콤재의 경우, 600Hz부터 투과손실이 감소하여 1000Hz 

대역에서 현저히 낮은 차음성능을 보인다. 이 때문에 합판 등 내장재가 장착된 후에도 

1000Hz 부근에서는 여전히 낮은 투과손실을 보인다. TGV-K 바닥재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2000Hz 부근에서 투과손실이 떨어지고 있다. 동일한 면밀도를 갖는 등가평판에 비해

서 어느 정도의 차음성능을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 3.2에서 질량법칙 예측치와 측

정치를 비교하였다. TGV-K 바닥재와 알미늄 허니콤재 모두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질량법칙

의 예측치가 측정치에 근접하나 각각 2000Hz와 1000Hz 부근에서 측정치는 10dB~15dB 

정도 떨어진다. 직방성 판재 이론에 따르면, 허니콤재의 굽힘 강성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임

계주파수가 사용 주파수대역으로 떨어지면, 투과손실이 급락하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Luo

의 등가평판 이론에 따라 허니콤재의 임계주파수를 산정해보면, 100Hz~200Hz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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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Floor structures for high speed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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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Mass law prediction and measured TL.

  투과손실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통하여 허니콤재의 주파수응답특성을 확인하

였다. 600Hz부터 공진 모드가 출현하여 이후 많은 공진 피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한요소

해석 결과, 이러한 공진 피크는 허니콤재의 단위 구조상에서 발생하는 국부 공진 모드로 확

인되었다. TGV-K 바닥재의 주름강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3.4 (a)와 같이 매우 낮은 주파수대역에서는 시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전체 모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모드는 합판 등의 내장재가 부착될 때 주파수 대역이 현저히 변한다. 

그러나 그림 3.4 (b)에서와 같이 2000Hz부터 단위 구조상에서 굽힘 변형을 보이는 국부 공

진 모드가 출현한다. 두 가지 시편에 대한 해석결과, 1000Hz 와 2000Hz 부근에서의 투과

손실의 심한 저하는 직방성재의 일치효과보다는 국부 공진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입사음에 의하여 많은 국부 공진 모드가 크게 발생하고 그 결과 반대편으로 많은 음을 

방사시킴으로써 차음성능이 현저히 훼손되나 합판 등의 내장재 부착에 따라 허니콤재만의 

국부공진 효과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962Hz                               1169Hz

그림 3.3 Local resonance modes of aluminium honeycomb structure.

      

             19Hz              50Hz            2059Hz           2124Hz

                 (a) Overall modes                    (b) Local modes

그림 3.4 Resonance modes of 4-span corrugated steel panel.



4. 수치해석 모델의 구성

4.1 터널외부와 터널내부에서의 차량외부단면 소음도 예측

  1차년도 본 연구에서는 열차가 터널외부의 개구부를 주행할 때와 터널내부 주행 시 차량

외부에서의 소음도 예측이 개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음도 예측은 차실내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소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음원의 바로 윗부분, 즉 대차상부에서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경계요소법과 광음향기법의 두 가지 해석기법

에 따라 기본적으로 같은 치수를 가진 두 개의 모델이 사용되었다. 경계요소법 모델의 경우 

기본적인 모델링은 2차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음원은 차량단면에 함께 위치한 두 개

의 음원만이 고려된 반면, 6개의 요소가 하나의 파장을 형성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해석가

능 최대 주파수는 크게 증가되었다. 경계요소법으로 해석가능 최대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앞서 차량 외부 바닥면의 해석시와 마찬가지로 광음향기법이 사용되었다. 음원

은 두 개의 차량을 지지하고 있는 하나의 대차에 위치한 4개의 음원이 모두 고려되었다.  

  음원의 크기는 해석기법에 상관없이 차량이 시속 300 km로 주행시의 음향파워가 기준으

로 적용되었다. 경계조건은 차량의 외부표면에는 강체조건이, 터널내부에는 경계요소법으로 

해석시 콘크리트의 임피던스가 광음향기법 사용시에는 콘크리트의 흡음률이 적용되었다.

  또한 분산형 차량을 고려하여 각 객차 하단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존의 고속철에 비하

여 상승할 것으로 사료되어 열차 하단부에 스커드를 모델링하여 스커드의 길이별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 진행 중이다. 스커드의 길이는 40cm 60cm 80cm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해석 

조건에 관련 없이 같은 모델을 적용하였다.  

4.2 모델의 해석

  3 Hz에서 1 k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 경계 요소법으로 해석된 터널내부에서의 차량외

부 소음도 분포는 터널내부에서 규칙적으로 소음도가 큰 영역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250 Hz에서 1 kHz대역에서도 규칙성이 다소 흐트러지면서 소음도가 높은 영역이 좁아지지

만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소음도가 큰 부분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광

음향기법이 적용된 2 kHz에서의 소음도를 터널 외부와 내부 각각의 경우에 대해 비교하면, 

그림 4.1에 도시된 것처럼 터널내부에서의 차량외부단면의 소음도가 터널외부에서의 소음도

보다 각 절점에 대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1kHz와 2kHz에서의 터널내부 소음도(경계요소법, 광음향기법)

  보다 상세한 연구의 결과는 열차의 주요 제원이 제공되는 2차년도에 이어서 이루어질 예

정이며 실제 제작되는 대차의 도면을 토대로 하여 소음원과 소음 저감 방안을 모색할 예정



이다.

5. 결 론 

               
  실내외 소음저감의 1차년도 연구는 주로 분산형 고속철도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고속철

도의 소음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차음성능에 대한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외, 환경

소음 예측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내/실외/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을 위

한 소음원 특성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최신 해외 동향 파악, 차량 구조별 차음성능을 결정

하는 물리적 인자 파악, 차음해석을 위한 모델링 기법 제시와 해석 모델의 구성이라는 연구 

범위를 만족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5편의 관련 논문으로 인한 연구성과를 도출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2차년도를 비롯한 분산형 고속철도를 위한 연구진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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