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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o estimate the train exterior noise and environment noise which are occur when High-Speed EMU 
is driving with the speed of 370km/h, Estimated sound source about noise that is appeared during operation based 
upon noise SPL values. Based on aero-dynamic noise source and wheel-rail noise source, these were already used 
to the existed research, we have estimated each sound power about measured noise, and computed the sound source 
to apply on the High-Speed EMU, and also calculated the sound power in case of the maximum operation speed 
of 370km/h.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동력 분산 식 고속철도 차량이 시속 370km/h의 속도로 고속 주행 시 발생되는 차량 

외부 소음 및 환경소음을 예측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외부 소음 측정을 통하여 

도출된 소음의 SPL 값을 토대로 주행 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소음원을 예측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차량의 공력기인 소음 및 차륜-레일에 의한 기계기인 소음원을 바탕으로 하여 측정된 소음에 

대한 각각의 음향 파워를 예측하고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소음원을 산정하였으며 

또한 최고 운행속도 370km/h에서의 음향 파워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의 외부소음 및 환경 소음의 예측을 수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소음 예측과 소음 저감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외소음 측정 및 분석

2.1 실외소음 측정

  분산형 고속철도 차량의 실외, 환경소음 예측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고속철

도 차량의 실외 소음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현제 운행되어지고 있는 한

국형 고속철도 차량에 대하여 주, 야간 운행 시간에 맞추어 측정되었고 측정은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레일 중앙에서 수평방향으로 25m 떨어진 지점에서 높이 1.5m, 2m, 3m 지점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측정 장소는 차량이 운행하는 레일에서 평지로 25m 떨어진 지점을 선정하였다. 측정 지점은 개활지 이

나 레일과 측정지점 사이에 팬스가 존재하며 측정지점에서 1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을 밝힌다. 다음 그림은 실외, 환경소음 측정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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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

측정위치

1.5 m

난류소음의 영향

차륜소음의 영향

그림 1. 외부측정소음 개략도

  연구에서 진행된 측정은 주간, 야간 2회 약 1시간씩 측정되었으며 현재 운행 중인 운행속도 330km/h 

급의 고속철도 차량 8량 1편성 열차 1대와 함께 운행속도 300km/h 급 고속철도 20량 1편성 차량 8~9대

를 측정하였다. 330km/h 급의 고속철도 차량은 측정 지점의 열차 운행 속도 상 상행선은 고속주행을, 

하행선은 저속주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상행선 운행 시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나머지 열차에 대한 

측정은 상, 하행선 모두 측정하였다.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차량은 운행속도 330km/h 급 차량이며 향

후 연구에서 모든 차량에 대한 외부 소음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측정된 소음은 DAT 레코더에 녹음

되어 실험실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2.2 실외소음 분석

  측정된 고속철도 차량의 소음에 대한 소음원 산정을 위해 측정된 소음에 대한 주파수 분석이 선행되

어 이루어졌다. 고속철도 차량이 주행할 때의 외부, 환경소음의 데이터는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DAT 

레코더를 이용하여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교정신호를 기준으로 하여 레벨 레코더를 통한 데이터 출력 

및 주파수 분석기를 통해 측정된 소음에 대한 교정 및 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이 수행된 데이터는 주

간 및 야간에 대한 운행속도 330km/h 급의 고속철도 차량 8량 1편성 열차이며 측정지점에서의 열차 주

행 속도는 300km/h로 산정하였다. 다음은 레벨레코더를 통한 측정된 소음의 데이터이다. 

60dB(A)

70dB(A)

80dB(A)

90dB(A)

그림 2. 측정 소음에 대한 소음도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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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 소음도에 대한 소음도 (야간)

  그림 2에서와 같이 고속철도 차량 주행 시 소음은 주간 데이터에서 전두부 통과 시 최대 소음도가 

약 91.5dB(A)를 보이며 후미가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역시 약 91dB(A)로 높은 소음을 보이고 있다. 차

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의 소음은 약 86dB(A)에서 89dB(A)의 소음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야간 측정

의 경우도 그림 3에서와 같이 전두부 통과 시 최대 소음도 약 92dB(A)를 보이며 후미가 측정지점을 통

과할 때 약 91dB(A)로 높은 소음을 보이고 있다.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의 소음은 약 87dB(A)에

서 89dB(A)의 소음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속철도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초로 예측되며 그 속도는 대략 300km/h로 판단되었다.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주파수 분석 또한 녹음된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주간, 야간에 

대한 스팩트럼 분석을 통하여 1/1 옥타브에서의 소음도를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 4와 그림 5는 분석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그림이며 표 1은 옥타브별 SPL 값을 정리한 표이다. 

그림 4. 측정 소음에 대한 옥타브 분석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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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측정 소음에 대한 옥타브 분석 (야간)

표 1. 주간 및 야간 측정 데이터에 대한 SPL 값

단위 : dB/20

1/1 Octave 63Hz 125Hz 250Hz 500Hz 1kHz 2kHz 4kHz 8kHz

주간 64.30 65.73 70.40 73.07 80.23 83.71 82.32 47.91

야간 64.75 65.83 70.32 73.42 79.86 83.13 81.26 47.52

  주간과 야간 측정에서의 각 옥타브 별 소음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1kHz와 2kHz 성분이 가장 

큰 소음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각 옥타브 별 소음의 값은 데이터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 개발 중인 분산형 고속철도 차량에 적용될 소음원을 공력기인 소음 및 차륜-

레일 소음 데이터로 분리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옥타브 별 음향 파워 값을 산출하는데 사용되었

다. 

 

3. 실외소음 소음원 분석 기법 및 분석

  측정된 소음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난류 소음원의 영향을 시속 300km/h 속도에서 예측하여 분석 한 

후 난류 소음원의 영향을 측정된 소음원에서 제거하여 차륜-레일의 영향을 받는 소음만을 분리해 내었

다. 이를 토대로 하여 난류 소음원의 음향 파워 및 차륜-레일 소음원에 대한 음향 파워를 산출해 내었

다. 이러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난류 소음원의 영향 분석 기법

  고속철도의 주행 시 속도가 시속 250km가 넘게 되면 차체공력 소음의 크기가 증가하며, 철도변지역

에서 측정되는 소음 중 공력소음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조건은 시속 280km ～ 시속 

300km구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차량외부의 구조물표면에 접하고 있는 공기층은 난류유동으로 

인해 경계층 소음과 와류소음의 두 가지 소음 발생원이 되어 나타난다. 즉, 표면에서 직접 방사되는 소

음은 경계층 두께의 2배～3배의 구간에서 난류가 발생되는 2극 음원(Dipole Source)으로 모델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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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난류소음의 크기는 Strouhal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한편, 철도차량의 끝단에서 불연속 공

간이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와류소음은 방사소음과 마찬가지로 2극음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경계층 소음보다는 소음발생크기가 낮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이 통과 중에 최대소음도가 측정되므로 난류소음의 영향은 경계층 소음원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계층 소음을 예측하면 그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된

다. 

         
    

 



  여기서 K값은 일정상수, ρ는 공기밀도, δ*는 등가 경계면두께, S는 Strouhal수이다. K값은 차륜-레

일 소음원이 존재하지 않는 자기부상 열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얻을 수 있으며 상수 K 값은 8.7

로 결정 가능하다. 또한 Strouhal수 역시 밴드별 주파수특성이 최대치를 나타내는 조건은 0.2 값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주행속도별 Re 수와 경계층 두께를 통한 윗 식을 도출하는데 이용한 각 요

소들의 값을 속도별로 정리한 표이다. 

표 2. 주행속도별 Re 수와 경계층 두께

주행속도(시속) 200km 300km 350km

U0

(m/sec)
55.6 83.3 97.3

Re 0.027 0.025 0.024

δ 0.200 0.185 0.178

δ * 0.025 0.023 0.022

3.2 차륜-레일 소음원의 영향 분석 기법

  난류 소음원의 영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실제 측정된 데이터에서 난류 소음원의 영향을 

제거하게 되면 차륜-레일 소음원의 음압 성분을 도출 할 수 있다. 차륜-레일 소음원은 아래 그림과 같

은 방식을 통하여 모델링 될 수 있으며 음원은 점음원으로써 가정하였다. 

허상

수음점

음원

지표면 : Z g , R p

r 2

r 0

r 1

0.8m

0.6m
1.5m

a) 수음점에서 가까운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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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

수음점

음원

지표면 : Z g , R f

r 5

r 4

0.8m

0.6m
1.5m

b) 수음점에서 먼 음원

그림 6. 음원의 모델링(단면방향)

  수음점에서 측정된 음압은 직접음과 지표면에 반사되어 도달하는 반사음의 합성 결과가 되며 지표면

의 감쇠 효과를 충분히 작다고 하여 무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p2= (A) 2 × 2 ⋅∑ | ( e
ikr 0

r 0

+ R p
e

i k ( r 1 + r 2 )

r 1+ r 2
)
n
|
2

  여기서  A는 음압의 크기,  는 직접음 경로,   는 반사음경로를,  는 지표면반사계수를, k는 

파동수로 


(여기서 λ 는 파장)의 값을 가진다. 이와 같이, 차륜소음의 음압  와 직접음, 반사음의 

경로와 반사계수 값을 대입하면 A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차륜-레일에서의  

음압이 구해지면, 음원의 음향출력 W는 다음 식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 

  한편 현재 개발 중인 분산형 고속철도는 그 운행속도가 370km/h의 속도로 예정되어 있어 제시된 기

법을 이용한 측정된 데이터의 소음원 및 음향 파워 특성은 속도 증가에 대한 증가량 또한 고려해야 한

다. 속도 증가에 따른 소음원의 SPL 및 음향파워의 증가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어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속 370km로 운행하는 차량의 차륜소음은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조건에 비해 공력기인 소음은 속도의 4.4승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차륜-레일에 의한 소음은 

속도의 3승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사용하여 예측하였다. 

  현재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음향 파워 도출은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를 보완하여 보다 정

확한 데이터를 산정하여 분산형 고속철도 소음원에 산정을 진행 할 예정에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차량이 개활지를 주행할 경우에 대한 외부, 환경 소음 측정을 통하여 공력

기인 소음원 및 차륜-레일 소음원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소음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고속철도의 소음원 측정값을 통하

여 제시된 기법을 통한 운행속도 370km/h 급의 분산형 고속철도에 적용할 수 있는 소음원을 도출하도

록 향후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의 외부소음 및 

환경 소음의 예측을 수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소음 예측과 소음 저감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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