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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차시험을 이용한 팬터그래프의 소음기여도 분석

Noise Contribution Analysis of Pantograph Using Real Train Experiment

오혁근·노희민*·김준곤·박춘수

Hyuck Keun Oh·Hee-Min Noh·Jun-Kon Kim·Choonsoo Park

1. 서 론

고속열차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속열차의 소음원을 파

악하고 그 소음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져 왔다[1,2]. 특히 고속열차의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는 차량의 옥상부에

돌출되어 있어서 고속열차 소음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

한 음장가시화 결과로서 소음원의 위치를 주파수별로 파악할 수 있지만 개별 소음원의 절대적인 소음크기를 평가할 수는 없었

다. 따라서 팬터그래프의 소음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차에서의 팬터그래프에 의한 소음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실차에서의 팬터그래프 소음을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여 그 주파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팬터그

래프 올림 및 내림 시 환경소음의 차이를 단일 마이크로폰 측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팬터그래프의 소음

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고 팬터그래프의 소음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마이크로폰 어레이 및 단일 마이크로폰 소음측정을 300km/h 이상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의 300km/h 이

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HEMU-430X 차량을 활용하였고, 또한 350km/h 급 신규 고속선로인 호남 고속선에서 그 측정을 수행

하였다.

Abstract Pantograph aerodynamic noise is a major cause of noise that occurs when a train is traveling at high speeds.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contribution of pantograph aerodynamic noise, real train tests using HEMU-430X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analyze the frequency characteristic of the noise of the pantograph in an actual vehicle, a

sound field visualization has been carried out using a 144-channel microphone array at train speeds of 350 and 400km/

h.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low frequency noise in the 250~400Hz bandwidth provides the main contribu-

tion to the pantograph noise. And, in order to estimate the noise contribution of the pantograph, the noise level differ-

ence between cases in which the pantograph is ascending and those in which it is descending were compared in single

microphone experiments. The frequency analysis in the single microphone tests showed that the bands of 315~400Hz

and 1000~1250Hz are the main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pantograph noise. These results show quite good agreement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and with results of sound field visualization. 

Keywords : Microphone array, Pantograph, Beam-forming method, High speed train, Sound field visualization

초 록 팬터그래프의 공력소음은 열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의 주요한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팬

터그래프에 의한 공력소음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차세대고속열차(HEMU-430X)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제차량에서의 팬터그래프에 의한 소음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50km/h와 400km/h 주행 시 전체차량의

음장가시화를 144채널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음장가시화 분석결과 팬터그래프의 소음은

250~400Hz 대역의 저주파 소음이 주로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팬터그래프의 소음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팬

터그래프의 올림 및 내림 시 소음도 차이를 단일 마이크로폰 시험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단일 마이크로폰 시험을

통한 팬터그래프 소음의 주요 주파수 특성은 315~400Hz와 1000~1250Hz 대역임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 및 음장가시화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주요어 : 마이크로폰 어레이, 팬터그래프, 빔 형성 이론, 고속열차, 음장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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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팬터그래프 소음 측정 및 분석방법

실차에서의 팬터그래프 소음의 음장가시화(Sound filed visualization)를 수행하기 위하여 350km/h에서 팬터그래프 올림 및 내

림 모드 그리고 400km/h에서는 팬터그래프 올림 모드에서 마이크로폰 어레이로 각각 측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팬터그래프 소

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330km/h 주행 시 팬터그래프 올림/내림에 따른 환경소음을 선로변 5m 거리에서 단일 마이크로폰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고, 350km/h 주행 시 팬터그래프 올림/내림에 따른 환경소음 비교는 144 채널 마이크로폰 어레이 시험 중 팬

터그래프 높이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폰을 택하여 선로변 6m 거리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2.1 측정위치

팬터그래프의 올림/내림을 이용한 실차 팬터그래프의 소음 측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측정위치는 개활지에서 선로변에 근접하

기 용이한 호남고속선 상선(T2) KP109.4 지점을 선택하였다. 이 때 음장가시화를 위하여 144채널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설치하

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환경소음 데이터 취득을 위하여, 측정한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마이크로폰 중 하나를 택일하거나,

별도의 마이크로폰을 해당 지점에 설치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2.2 측정 및 분석방법

2.2.1 마이크로폰 어레이 측정방법

마이크로폰 어레이 측정을 위하여 사용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이크로폰은 PCB Piezotronics사의 model378B02를 144

개 사용하였다. 샘플링주파수는 12,800Hz 였으며 데이터 수집장치는 National Instruments사의 PXI기반 DAQ를 사용하였다. 이

계측장비들을 사용하여 Fig. 1과 같이 마이크로폰 어레이 계측 시스템을 측정지점에 설치하였다. 2개의 포토센서를 이용하여 스

타트 트리거와 엔드 트리거를 작동시켜 열차의 속도를 측정하고, 마이크로폰 어레이안의 144개의 마이크로폰의 소음 데이터는

데이터 케이블을 통하여 계측 장비로 속도데이터와 동기화 되어 전송된다. 또한 계측되는 데이터는 모니터를 통하여 실시간으

로 계측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KP109.4 부근 선로 중심에서 약 6.0m 위치에서 지름이 약 6m인 마이크

로폰 어레이 기구에 144개의 마이크로폰과 방풍망(Wind Screen)을 설치하여 측정 및 수집하였다. 상기 144 채널 마이크로폰 어

레이는 Spiral 형태로 배치되어있어서, 지름이 좁아짐에 따라 마이크로폰 간격이 좁아진다.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높이는 HEMU

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선로로부터 마이크로폰 중앙의 위치가 수직방향으로 2.85m가 되도록 설치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은 ㈜

에스엠인스투먼트사의 계측 및 후처리 프로그램(SeeSV230)을 이용하였다. 

Fig. 1. Installation of 144 channel microphone array.



실차시험을 이용한 팬터그래프의 소음기여도 분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2016년 6월) 273

2.2.2 단일 마이크로폰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단일 마이크로폰에 의한 환경소음 측정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144개 마이

크로폰 중 팬터그래프 높이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폰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한다. Fig. 2는 팬터그래프 소음 측정을 위한 마이크

로폰 위치이다. 데이터 취득은 저장된 마이크로폰 어레이 결과로부터 해당채널만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는 단일 마이

크로폰을 선로변 5m에 설치하여 시험열차 통과 시 환경소음을 측정하였다. 이 때 사용된 측정센서는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사

용된 센서와 동일한 PCB Piezotronics사의 Model 378B02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수집은 National Instruments사의 C series

Analog Input 모듈인 NI 9233을 USB carrier인 NI USB-9162를 통하여 노트북으로 연결하여 25,000Hz 샘플링 주파수로 계측

을 수행하였다. 센서의 민감도 및 dB Reference는 마이크로폰 어레이 시험과 동일하게 하였고, 계측 프로그램은 노트북에 설치

된 National Instruments사의 Signal Express를 사용하였다. 

2.2.3 마이크로폰 어레이 음장가시화 분석방법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한 음장가시화 분석을 위하여 지연-합 빔 현성 이론(Delay-and-sum beam forming method)과 도플

러 효과(De-dopplerization)를 적용하여 빔 파워를 구한다[2,3]. 이 때 신호 처리의 유용성을 위해 빔 파워의 값에 창 함수를 이

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계측된 열차의 속도를 바탕으로 빔 파워를 열차의 위치에 투영하면 음장가시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3]. 이를 통하여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열차의 소음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팬터그래프 위치에서의 소음의 주파

수 특성을 가시화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및 후처리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앞서 언급한 SeeSV230 및 MathWorks사의

MATLAB을 이용하였다.

2.2.4 단일 마이크로폰 환경소음 분석방법

단일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환경소음 분석을 위하여 마이크로폰 어레이와 동일한 측정지점에서 음압을 측정하였다. 측정되어

진 음압은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한 주파수 보정(A-Weighting Filter)을 적용한다. 주파수 보정 되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식(1)

과 같이 음압(Sound Pressure Level, SPL)값으로 계산한 후 일정한 연산구간으로 R.M.S 계산을 한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거쳐

도출된 값을 이용하여 1/3 Octave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고, 팬터그래프의 상태(올림/내림)에 따른 음압 값을 도출하였다. 이 때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MATLAB 및 National Instruments사의 DIAdem을 이용하였다. 

(1)

3. 시험 데이터 분석결과

3.1 마이크로폰 어레이 분석결과

마이크로폰 어레이 시험은 고속철도 차량이 주행할 때 생기는 진동소음, 공력소음 등 다양한 소음들의 음압 값을 다채널

DAQ system에 144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350km/h 팬터그래프 올림/내림 시, 그리고 400km/h 팬터그래프 올림 시 측정

SPL 20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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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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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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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lection of microphone in array for environmental nois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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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Fig. 3~Fig. 5와 같다. Fig. 3과 Fig. 4의 결과를 비교하면 그림에서 표시된 팬터그래프 위치에서 팬

터그래프를 올린 경우에 내림한 경우보다 250,315,400Hz의 영역에서 분명한 소음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팬터

그래프에 의한 소음이 250~400Hz의 저주파수에서 주로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00km/h 속도 역시 250~400Hz의 저주파수에서 팬터그래프 위치의 강한 소음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TGV 차

량에 대하여 음장가시화 및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1]를 살펴보면 320km/h 주행 시 250~315Hz 대역에서 강한 팬터그래프 소

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두 속도 350km/h와

400km/h 일 때 음장가시화를 비교해본 결과, 팬터그래프에서의 공력소음과 휠-레일에서의 전동소음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휠-레일간의 전동소음이 증가하고 있으며[4], 주요 소음원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TGV차량에 대한 연구결과[1]에서도 훨과 레일에서 발생하는 전동 소음과 팬터그래프에서 발생하는 공력소음을 주요 소

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시험결과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근거이다. 

3.2 단일 마이크로폰 분석결과

단일 마이크로폰 측정은 330km/h, 350km/h 의 속도일 때 팬터그래프 올림/내림 시와 400km/h 의 속도일 때 팬터그래프 올

림 시 소음측정을 진행하였고, 측정된 데이터는 시간영역에서의 압력 값으로서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한 20~20,000Hz 사이

의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A-Weighting Filter를 통하여 보정한 후 음압(SPL:Sound Pressure Level)값으로 연산하였다. Fig. 6.

은 350km/h 주행 시 팬터그래프 올림/내림에 따른 음압특성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연산 된 결과 값을 토대로 팬터

그래프 차량 부근의 구간을 나누어 350km/h 주행 시 팬터그래프의 올림/내림 시의 음압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다음 Table 1

과 같이 팬터그래프가 위치한 차량 부근에서 팬터그래프 올림/내림 시 0.99dBA(400Hz), 1.32dBA(1000Hz)의 차이를 보였다.

Fig. 3. Noise mapping of a pantograph up at 350km/h. Fig. 4. Noise mapping of a pantograph down at 350km/h.

Fig. 5. Noise mapping of a pantograph up at 4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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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의 연구결과[5]는 팬터그래프를 올림 시킨 경우의 주행저항이 팬터그래프를 내림시킨 경우보다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팬터그래프를 내림시켰을 때 팬터그래프로 유입되는 유속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Fig. 7~Fig. 9는 350km/h 주

행 시 팬터그래프 차량 부근의 측정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비교결과 315~630HZ, 800~1250Hz 영역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음압 값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330km/h의 속도일 때 팬터그래프 올림/하강 시 차량의 소음측정 결과이다. 이 시험에서는 실제로는 별도의 팬터그래

프 올림 및 하강은 실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주행에서는 앞쪽 팬터그래프만 올린 상태로 주행을 하고(비상 팬터그래프 모드),

반면에 두 번째 주행에서는 뒤쪽 팬터그래프만 올린 상태로 주행을 실시하였다(정상 팬터그래프 모드). 이렇게 되면 두 번의 주

행에서 앞쪽 팬터그래프 차량을 비교하여 비상 팬터그래프의 소음특성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뒤쪽 팬터그래프 차량을

비교하면 정상 팬터그래프의 소음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A보정 된 결과 값을 토대로 비상 팬터그래프 차량부근(1st section), 정상 팬터그래프 차량부근(2nd section), 측정위치 진입 전

(3rd section)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팬터그래프 올림/내림 시 비교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 10에 나타나 있다.

Tabl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팬터그래프의 올림/내림 시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에서 각각 0.88dBA, 1.80dBA의 소음도 차

이가 발생하였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팬터그래프 올림/내림 시 1.9dBA(315Hz), 2.7dBA(1600Hz)의 차이를 보였으며, 두 번째

Fig. 6. A-Weighted SPL of HEMU-430X at the speeds of 350km/h.

Table 1. Comparison of sound pressure level according to pantograph status at 350km/h.

Status Pantograph up Pantograph down

Sound pressure level
400 Hz 1000 Hz 400 Hz 1000 Hz

91.46 dBA 92.70 dBA 90.47 dBA 91.38 dBA

Fig. 7. A-weighted STFT of 1st upward [dBA]. Fig. 8. A-weighted STFT of 2nd upward [dBA] 1st upward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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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는 팬터그래프 올림/내림 시 3.6dBA(400Hz), 2.3dBA(1250Hz)의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 구간의 소음이 더 크게 차이

가 나는 이유는 해당 팬터그래프 부근이 페어링 중 진행방향 쪽 페어링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페어링 제거를 통하여 팬터그래

프 소음이 차량 진행 방향 쪽으로 전파되기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그 소음 기여도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11~Fig. 14은 팬터그래프 올림/내림 시 비교 구간인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에서의 음압 측정결과를 주파수 분석한 결과

이다. 첫 번째 구간의 음압 비교결과 저주파수 영역에서 높은 음압의 차이를 보였으며 500Hz, 2500Hz, 4000~8000Hz 영역을

제외한 주파수 영역에서 팬터그래프가 올림 하였을 경우에 음압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구간의 음압 비교결과

250~400Hz, 1000~1250Hz의 주파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음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350km/h에서 팬터그래프 올

림/내림 시와 330km/h에서 비상팬터(1st section), 정상팬터(2nd section) 팬터그래프 올림/내림 시의 경우 모두 315~400Hz,

1000~1250Hz에서 팬터그래프 올림 시 음압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TGV 차량 소음의 소음원별 주파수 특

성 분석결과[1]와 잘 일치하는 결과이며 특히 315~400Hz 대역은 팬터그래프 집전판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vortex shedding 영

향[6,7]으로서 음장가시화 결과와 잘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1000~1250Hz 대역은 팬터그래프에 의한 cavity flow의 영향[1]

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간은 측정위치 진입 전의 음압 값이다. 비상팬터의 경우 차량의 선두부 위치에서 팬터그래프가 올림되

어 있기 때문에 팬터그래프에 의한 공력소음의 영향으로 음압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정이 된다. 그러

나 진입 전의 소음에 대해서 주파수영역에서의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Fig. 15와 같이 특별한 주파수에서의 차이는 계측되지

않고 전 주파수 대역에서 비상팬터 차량의 소음이 정상팬터 차량에 비해 최고 6dB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Frequency analysis at 350km/h[dBA].

Fig. 10. A-weighted SPL of HEMU-430X at speeds of 33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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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weighted STFT of 1st downward [dBA]. Fig. 12. A-weighted STFT of 2nd downward [dBA].

Fig. 13. 1st section frequency analysis at 330km/h[dBA]. Fig. 14. 2nd section frequency analysis at 330km/h[dBA].

Fig. 15. 3rd section frequency analysis at 330km/h[dBA].

Table 2. Comparison of sound pressure level according to pantograph status at 330km/h.

Pantograph up Pantograph down

1st section
315Hz 1600Hz 315Hz 1600Hz

86.9dBA 93.7dBA 85.0dBA 91.0dBA

2nd section
400Hz 1250Hz 400Hz 1250Hz

87.9dBA 92.5dBA 84.3dBA 90.2dBA



오혁근 · 노희민 · 김준곤 · 박춘수

278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2016년 6월)

3.3 속도별 팬터그래프 소음 도출

팬터그래프의 소음(SPLPanto)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2)와 같이 팬터그래프 올림시의 음압(SPLPanto+Cab)의 소음과 팬터

그래프 내림시의 음압(SPLCab)의 차를 계산한다.

(2)

팬터그래프의 소음 값은 다음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팬터그래프 소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팬터그래프의 소음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폰 어레이와 단일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팬터그래프의 소음 기여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크로폰 어레이로 350, 400km/h의 속도에 대해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팬터그래프가 올림 시 일 때 내림 시 일 때

보다 음압 값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팬터그래프가 열차의 소음 발생에 기여도가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마이크로폰 어레이 측정결과를 1/3 Octave 주파수 분석한 결과 팬터그래프에 의한 소음이 250~400Hz의 저주파수에서

주로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프랑스 TGV 차량에 대하여 음장가시화 및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320km/h 주행 시 250~315Hz 대역에서 강한 팬터그래프 소음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와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다.

셋째, 단일 마이크로폰으로 330, 350km/h의 속도에 대해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팬터그래프에 의한 소음은 주로

315~400Hz 대역 그리고 1000~1250Hz 대역에서 주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기존의 TGV 차량 팬터그래프 소음의 주파수 분석

결과 및 마이크로폰 어레이 측정결과와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실제차량의 팬터그래프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팬터그래프의 올림 및 내림에 따른 소음도를 비교분석하는

기법은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한 음장가시화 방법과 병행하여 실시하면 팬터그래프

소음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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