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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차량의 실내소음 특성 연구
A Study on Interior Noise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Trains
노희민*·최성훈·김석원·홍석윤
Hee-Min Noh·Sunghoon Choi·Seog-Won Kim·Suk-Yoon Hong
Abstract Because excessive interior noise when riding a high-speed train leads to annoyances, fatigue and stress for passengers, interior noise reduction methods should be considered. In particular, a high-speed train operated in various operation environments, and in South Korea, these include open fields and tunnels. Therefore, a specific study about changes in
interior noi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ifferent environments is necessary. For this reason, the interior noise characteristics on a KTX train and on the KTX-Sancheon train were analyzed from noise measurements using microphones in this
paper. Vibrations on the axles, bogies and floor were also measured, are these area are structural paths for interior noise.
From this research, the interior noi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riving speed were deduced and the effects on interior
noise by driving environments such as open fields and tunnels were investigated. Furthermore, the effect on interior noise
by axles, bogies and floor vibrations were analyzed from a transfer function analysis.
Keywords : High-speed trains, Interior noise, Sound characteristics, Transfer function, Vibration
초 록 고속철도차량의 실내소음은 승객에서 불쾌감, 피로감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고속철도 차량이 개활지와 터널 등 다양한 주행환경에서 운행되고 있는 우리나
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의 실내소음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재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실내 소음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TX와
KTX-산천 차량의 실내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주행 시 발생하는 실내소음을 분석하였으며, 축상, 대차 및 차
체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여 구조기인의 원인이 되는 진동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고속철도 차량의 속
도에 따른 실내소음의 특성이 도출되었으며, 주행 환경이 실내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개활지와 터널주행 시 발생
하는 실내소음의 차이를 통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차체진동과 실내소음에 대한 전달함수분석을 통해서 차체진
동이 실내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 고속철도차량, 소음특성, 실내소음, 전달함수, 진동

1. 서

론

고속철도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
수단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되면서, 근
래에 들어서는 항공기와 비교우위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에 고속철도를 운영 중인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자
국 고속철도의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속도경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에서도 2004년에 영업 운전을 시작한 경부고속열차(KTX)를
시작으로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KTX는 프랑스 고속열차 2세대 TGV-A 차량을 기본
으로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경 제작한 차량이다. 그 후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고속열차(HSR350X)를 바탕으로 KTX-산천 고속열차가 개발되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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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시작하였다. 또한 현재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를 개발하여 속도경쟁에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
다.
이처럼 근래 개발되고 있는 고속철도는 시험 최고속도가
시속 400km를 넘고 있으나, 현재 각국에서 상업운전 속도
는 시속 300km 수준이다. 이렇게 시험 최고속도와 운영속
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고속으로 주행 시 발
생하는 실내 소음을 들 수 있다. 시험열차 개발 중에는 차
체 안전성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나, 개발된 차량을 실
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정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실
내 소음을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는 우선 실제 주행 중인 차량의 실내 소음의 특성을 도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터널구간이 많은 우리나라의 운
행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터널 구간에서 발생하는 실내 소음
의 특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연구는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의 운
행 환경과 동일한 사항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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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mission path of interior noise on a high-speed train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소음의 특성을 분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속도에 따른 실내소음
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터널 주행 시 실내소음의 급격한 증
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하여 공기기인소음과 구조기인소음의 발생인
자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활지 주행 시 실내
소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차체 바닥의 진동을 측정하였으며,
전달함수를 통해서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2.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소음 분석
2.1 실내소음분석
고속철도 차량에서 실내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견인전동기, 기어박스, 동력실, 냉방장치, 판토
그래프 등 각종 기계장치에 의한 소음과 차륜과 레일에서 발
생하는 접촉 소음, 팬토그래프 또는 차체 주변의 유동 경계
층에 의한 공기역학에 의한 소음이 있다[1,2].
견인전동기와 기어박스는 동력대차의 주요 소음원이다. 견
인전동기 소음은 냉각팬 소음과 전자기음 소음으로 구성되
는데 모두 회전속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게 된다. 기어유
니트의 소음은 기어의 맞물림 시 발생하는 소음과 이때 발
생하는 진동이 기어 하우징이나 지지 구조를 가진시켜 발생
하는 방사소음으로 구성된다. 또한 동력실에는 주변압기, 주
전력 변환장치, 압축기 등 기계장치 소음원들이 밀집되어 있
다. 하지만, 동력대차와 동력실은 객차와 분리되어 있기 때
문에 일반 승객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열차의 속도
가 증가하여도 증가의 폭이 크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객실내의 냉방장치 또한 각종 기계장치에 의한 소음으로
볼 수 있으며 정차와 주행 시 실내 소음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냉방장치의 소음은 냉방장치 내의 각종 팬과 컴프레서
의 소음이 덕트를 통하여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와 이들의 진
동이 차체 내장판을 가진시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KTX와 KTX-산천 모두 실내의 냉

방장치에 의한 소음은 고장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
내 소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판토그래프 또한 다른 소음원에 비해 고속으로 주행 시 공
기 저항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
행 중에 후위 동력차의 판토그래프가 올려지고, 그 위치는
객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내소음에 큰 영향을 미
치지는 않는다. 또한 고속철도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차량의 주변에는 유동은 난류유동으로 변하게 된다. 이
렇게 형성된 난류유동경계층에서 형성된 소용돌이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공기역학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차량의 외부 형상이나 차체 표면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에서는 공기역학이 실내 소음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차륜/레일 접촉소음은 차륜/레일 접촉력에 의해 차륜과 레
일이 진동하고 그 표면에서 소음에너지가 방사됨에 따라 공
기기인소음이 발생하게 된다[3]. 차륜에 찰상이 있거나 레일
의 표면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접촉소음을 10dB 이상 상
승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차륜과 레일의 조도
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차륜/레일 접
촉에 의한 차륜의 진동은 대차를 거쳐서 차체의 진동을 유
발하는 구조기인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 따라서, 차
륜, 대차, 차체와 연결되어 있는 현가장치는 구조기인소음을
저감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2.2 전달함수
대부분의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은 다양한 소음원에
서부터 전달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음원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여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각
소음원에 대한 전달경로분석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서 임펙
트 해머(Impact hammer) 혹은 가진기로 전달함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5]. 최종논문원고는 본 논문집의 논문작성요
강 및 세부지침에 따라 본 템플릿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차량의 실내의 특정 위치에서 측정된 소음을 응답점(Response point)으로 간주하다면, 동력장치의 진동 및 휠과 레
일 접촉력 등을 구조기인소음의 소음원(Reference points)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차량 하부나 갱웨이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기인소음의 소음원(Referenc points)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소음은 다양한 소음원이
구조 또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소음원에서 전달되는 전달
함수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n개의 가진(m≥n)
이 발생한다고 할 때, 각 음압(pj)과 진동신호 ( x··ji ) 는 식 (1)
과 같이 m개의 선형 다향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pj = x··j1h1 + x··j2 h2 + … + x··jn hn

(1)

식 (1)을 행렬형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
[P ] = [X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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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식으로부터 전달함수행렬을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T

T

[ H ] = [ V ] [ C ] = [ V ] ( [ T ] [ T ]) [ T ] [ P ]
–1

T

(8)

= [V][S ] [U] [P]

3. 실내소음 특성도출
Fig. 2 Transfer path between reference and response signals

식 (2)의 양 변에 역행렬을 곱하면 식 (3)과 같이 전달함
수를 계산할 수 있다.
·· –1
[H ] = [X] [P]
(3)
또한 식 (3)과 같이 가속도 성분 행렬에 특이값분해(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적용하면, 식 (4)와 같이 주
성분 행렬(Principal component matrix)를 표현 할 수 있다.
··
–1
[X ] = [U ][S][V ]

(4)

··
[T] = [X][V ] = [U ][S]

(5)

이때 음압행렬 [P]는 식 (7)과 같이 [T]행렬과 상수행렬인
[C]로 표현이 가능하다.
[P] = [T][C ]
T

T

[T] [P] = [T] [T][C ]
T

–1

T

[ C ] = ( [ T ] [ T ]) [ T ] [ P ]

(6)

3.1 측정장비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우선 측정 대상 차량은 현재 우
리나라에서 운행중인 KTX와 KTX-산천차량을 기준으로 하
였다. 고속철도 운행구간인 부산에서 동대구까지 경부고속
선을 측정구간으로 선정하였고, 각 차량 별로 2회 왕복하며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 기준은 국제 철도차량 실내소음 측정기준인 ISO3381:
2005에 준하여 수행하였다[5]. 측정 시 날씨, 풍속 등 자연
환경은 측정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측정구간에서의 궤도의 구
배와 곡선반경 또한 기준을 만족하는 상태였다. 측정된 차
량은 차륜도 3,000km 이상 운행한 차륜으로 기준을 충족하
였다. 특히 두 차량에 대하여 동일 다이아와 동일 기장 배
치하였고, 첫 1회 왕복 속도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운행 패
턴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그리고 운행 중 방송 장치를 사
용하지 않아 실내 소음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다
만, 국제규정[6]이 제안하고 있는 차륜과 레일의 거칠기 측
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측정위치는 각 차량의 1번과 3번 객실 중앙에 바닥에서

Fig. 3 KTX and KTX-Sancheon interior nois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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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높이에 마이크로폰(B&K4189)를 설치하였으며, 신호처
리장치(PAK MKII)를 이용하여 음압을 측정하였다. 또한 대
차의 진동 측정을 위해서는 축상, 대차 및 차축 프레임에 가
속도계(PCB Capacity)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였다. 소음에 대한 샘플링 주파수는 51.2kHz
였으며, 대차와 축상의 가속도에서는 2,048Hz였다. 실제 차
량의 측정된 장비 위치는 그림 3과 같다.

3.2 결과분석
KTX와 KTX산천 차량이 속도의 부산부터 동대구 구간의
개활지에서 속도가 300km/h까지 증속되는 영역에서의 속도
선도를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차량 모두 거의 동일한 속도 분포를 통해서 주행이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속도대에서의 측정되는 소음을
주파수 영역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림 5는 KTX의 150km/
h와 300km/h의 속도대의 개활지 주행 시 발생하는 실내소
음의 주파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속도대 모두 30초 시
간의 주행 동안 측정되는 신호를 바탕으로 31.5kHZ까지 1/
3 옥타브 밴드를 기준으로 A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150km/h의 개활지 주행 시 KTX 차량의 실내에
서는 약 780Hz에서 58dB(A)의 값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
나, 300km/h에서는 128Hz 부근의 저주파 영역에서 63dB(A)
의 값이 가장 높게 측정되어, 속도의 증가에 따른 음압 특
성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6은 KTX산천의 150km/h와 300km/h의 속도 주행 시 30초 동안 측
정되는 신호를 바탕으로 앞의 KTX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
석을 한 결과이다. KTX-산천 또한 150km/h의 개활지 주행
시 약 768Hz 부근에서 64dB(A)의 가장 높은 소음이 발생
하였으며, 300km/h에서는 192Hz 부근에서 64dB(A)로 가장
높은 소음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차량은 KTX와 KTX-산천 각 한대로 한
정하였고, 차량의 주행 시 발생하는 실내 소음은 차량의 구
조나 재원도 영향을 미치지만, 차량의 주행 상태 및 차륜과
레일의 거칠기 등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측
정 결과만으로 두 차량의 소음을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

Fig. 4 Tran speeds of the KTX and KTX-Sancheons

다. 하지만, 본 측정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전체적인 특성을
유추하여 보면, 150km/h의 주행 시에는 고속철도차량에서 약
760~780Hz에서 가장 높은 소음이 발생하며, 300km/h에서는
200Hz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가장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형태로 주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내소음의 영향
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속철도 차량의 주행 시 실내 소음에 나타나는 주요 특
징 중에 하나는 터널 주행 시 개활지 주행에 비해서 실내 소
음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8]. 그림 7은 KTX와 KTX산천의 속도와 실내소음의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그
래프 모두 개활지에서 터널주행시 실내소음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속철도 차량의 터널 주행 시
실내소음이 5~9dB(A) 증가하며, 이는 전 속도대역에 걸쳐

Fig. 5 Interior noise characteristics of the KTX train

Fig. 6 Interior noise characteristics of the KTX-Sancheon train

Fig. 7 Interior noise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train in open
territory and tu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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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ibration measurements of the KTX train

Fig. 9 Vibration measurements of the KTX-Sancheon train

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서 측정한 가속도와 실내소음과의 연관성을 검
토하였다. 우선 그림 8은 차량의 속도의 따른 KTX 차량에
부착된 축상, 대차, 차체 바닥에 부착된 가속도 신호의 측
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각 가속도는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측정값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축상
의 가속도가 100Hz 이하에서 고속으로 주행 시 약 5m/s2의
진동값이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축상 가속도의
진동은 1차 현가장치를 통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대차의 진동은 2차 현가장치를 통해서 저감되어, 차
체 바닥에서는 200Hz 이하 부근에서 0.10m/s2의 값이 측정
되었다. KTX-산천 또한 KTX 차량의 진동과 거의 유사한 형
태로 축상, 대차, 차체 바닥의 진동 특성이 관찰되었음을 그
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내소음에 대한 연관성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축상,
대차, 차체에 측정한 가속도 신호와 실내음압 신호와의 전
달함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0는 축상에서 측정한 가
속도 신호와 실내소음에 대한 전달함수를 도출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의 측정 주파수인 800Hz까지의 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축상의 상하방향

Fig. 10 Transfer function between the interior noise and axle
vibration

Fig. 11 Transfer function between the interior noise and bogie
vibration

Fig. 12 Transfer function between the interior noise and floor
vibration

의 진동이 횡방향의 진동에 비해서 실내소음에 미치는 연관
성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두 진동의 영
향 또한 저주파 영역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1은 대차에 부착된 횡방향 가속도와 수직방향 가
속도의 실내 음압에 대한 전달함수를 도출한 결과이다. 대
차의 진동에서는 수직방향의 진동과 횡방향의 진동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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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석이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그림 12는 차체바닥에서
의 횡방향 진동과 수직방향진동의 실내소음과의 연관성을 분
석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차체바닥의
수직방향의 진동이 실내소음에 더 높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여기에 결론을 입력합니다. 본 연구에서 현재 운영중인 고
속철도 차량의 실제 소음 측정을 통해서 실내소음 특성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철도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서 실내소음의 특
성이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KTX와 KTX-산천에서
150km/h와 300km/h의 개활지 주행 시 실내소음의 특성 변
화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주행 속도 차이에 따른 소음
의 주파수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둘째, 터널 구간의 주행 시 실내 소음이 급격하게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특히, 터널구간의 소음의 증가는 고속철도 차
량의 속도대역에 걸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차체의 가속도와 실내소음의 전달함수를 통해서 각
가속도 센서와 실내소음의 주파수 영역별 전달함수를 검토
하였다. 특히, 차체 바닥면에서는 수직방향의 진동이 수평방
향의 진동에 비해서 실내소음에 더 민감함을 확인하였다.

후

기

여기에 후기를 입력합니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430km/h급 고속열차 시운전 시험 연구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심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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