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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볼츠만기법을 이용한 전동차용 견인전동기 공력소음 저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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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erodynamic noise reduction of railway traction motor is required to satisfy new enhanced Korean 
noise regulations for a train. This paper is the study result on a noise reduction of a railway traction motor using 
Lattice Boltzmann Method(LBM).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numerical analysis, the noise performance of the 
base model evaluated using LBM, and calculated result wa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In addition, 
main noise sources were selected to design parameters through analyzing the flow field of the base model. Based 
on the noise sources analysis result, a design improvement model of traction motor for this study was derived to 
reduce the noise. The performance of a design improvement model was evaluated by applying a validated 
numerical schem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noise was reduced due to the suppression of the internal 
turbulent flow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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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Nomenclature)

fi : Distribution function

LBM : Lattice Boltzmann Method

SPL : Sound Power Level, dB(A)

VR : Voxel Region 

ρ : Density, kg/m3

ρu : Momentum density, kg/m2s

τ : Relaxation time, second

υ : Dynamic viscosity, m2/s

1. 서  론

전동차 주행 중 실내 소음은 탑승객들의 승차감 및 안락감

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열차 주행

에 따른 외부 소음 전파는 열차 선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

친다[1,2]. 최근 승차감 및 환경소음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열차 소음에 대한 국내 법규 및 규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동차용 견인전동기는 열차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주행 중 발생하는 실내외 소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견인 전동기 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전자기적 혹은 구조적인 소음

저감에 대한 연구들이었다[3-5].

본 연구의 대상인 철도차량 견인전동기는 Fig. 1과 같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팬이 존재한다. 

견인전동기 작동 시 냉각팬이 고속으로 회전하여 매우 높은 

강도의 공력 소음을 유발한다. 2017년부터 국내 전동차(E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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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the railway traction motor

에 적용되는 외부 환경 소음 규제 값 81 dB(A)를 만족하기 

위해서 공력소음 저감에 대한 연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하지만 공력 연구의 특성 상 수치적 혹은 실험

적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매우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로 

인하여 전동차용 견인전동기의 공력 소음에 대한 연구는 

Mizuno 등[6]에 의해 일부 수행된 바 있지만, 근본적인 공력 

소음 저감을 위한 체계적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볼츠만기법을 이용하여 전동차용 견인

전동기의 소음 저감 설계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기

존 상용품인 200 kW급 4극 3상 농형 견인 전동기를 기본 모

델로 선정하였으며, 수치해석과 실험을 통해 소음 성능을 각

각 평가하였다. 산출된 성능 평가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여 수

치해석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기본 모델의 유동장 

분석을 통해 산출된 주요 소음원들에 대한 설계 개선을 수행

하여 소음 저감 제안 모델들을 도출하였다. 각 소음 저감 제

안 모델들에 대하여 검증된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

을 평가함으로써 제안 모델들에 대한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전동차용 견인전동기 

소음 저감을 위한 최종 설계 개선안을 선정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수치해석 조건

Fig. 2는 본 연구의 해석 수행 시 적용된 보셀 영역(Voxel 

Region) 및 영역에 따른 격자계를 나타낸다. 벽면에 의한 반

사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해석 영역을 매우 크게 

하였으며, 여러 보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영역에 따른 격자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음원으로 정하였을 때, 

Fig. 2 Voxel Region(VR) and grid system

소음의 방사 형태는 원형의 양상을 가지므로, 보셀 영역의 형

태는 음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원형으로 커지도록 하였다. 격

자볼츠만 기반의 해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정렬 격자계

를 생성하였으며, 격자에 따른 신뢰도 검증을 위해 격자 밀집

도에 따라 5억개(coarse mesh)와 7억개(fine mesh)로 구성된 두 

가지 격자계를 생성하였다.

해석 수행 시 견인전동기 냉각팬의 최대 회전수는 5300

rpm으로 하였으며, 작동 유체는 공기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외부 벽면 경계 조건으로 압력 감쇠 조건을 부여하여 흡음 

효과를 모사하였다.

2.2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격자볼츠만기법(LBM)을 기반으로 하는 상

용 해석 툴인 PowerFLOW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격자볼츠만기법은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중간 형태

로 운동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볼츠만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체입자의 확률 분포 변화를 통해 유동을 모사하는 수치해

석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방정식으로 정의된다[7].

  

 


    

(1)

좌측항에 해당하는 입자 분포함수의 이동과정과 우측항에 

해당하는 입자의 충돌과정의 계산을 통해 유동 해석이 수행

된다. 여기서, τ는 완화 시간을 나타내며 아래 식과 같이 동

점성계수(υ)에 의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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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de view

(b) Top view

Fig. 3 Experiment method for the noise evaluation

 





 (2)

해석 수행 과정에서, 밀도 ρ와 모멘텀 ρu은 다음과 같이 

분포 함수 fi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3)

 


 ∙  (4)

격자볼츠만기법을 이용한 해석 방식은 기존의 유한체적법

(Finite Volume Method)을 이용한 해석과는 달리 반복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 상태 해석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

치적 소산이 적다는 강점이 있다[8]. 따라서 격자볼츠만기법

은 비정상 상태의 유동해석과 유동에 기이한 소음 발생 및 

전파 해석 연구에 많이 사용된다[9-12].

3. 실험 방법

견인전동기의 소음평가 시험 방법은 ISO 3744 또는 ICE 

Fig. 4 SPL according to frequency band at probe #2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60349-2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13,14]. 본 연구 수행 시 ISO 

3744 규격을 따라 소음 성능을 평가하였다.

규격에 명시된 시험 규정에 따라 Fig. 3와 같이 견인전동기 

중심으로부터 횡방향으로 1.308 m, 종방향으로 1.262 m 떨어

진 9개의 측정 포인트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다. 시험 데이

터는 냉각팬 회전수를 5300 rpm까지 증가시키며 측정되었다.

4. 연구 결과

4.1 기본모델 성능평가 및 신뢰도 검증

연구 수행을 위해 기존 상용품을 기본 모델로 선정하였으

며, 수치해석과 실험을 이용하여 기본 모델의 소음 성능을 각

각 평가하였다. 수치해석을 이용한 성능 평가는 해석 조건에 

따른 신뢰도 검증을 위해 coarse 조건(격자수: 5억개, 최소 격

자 크기: 0.65 mm, 시간 간격: 1.0 × 10-6 초) 과 fine 조건(격

자수: 7억개, 최소 격자 크기: 0.35 mm, 시간 간격: 5.4 × 10-7

초)을 적용하여 각각 수행하였다.

기본 모델의 작동점(5300 rpm)에서 수치해석과 실험을 통

해 산출된 소음 성능 평가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결과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으로 산출된 기본 모델의 소음 성

능은 109.4 dB(A)였다. coarse 조건을 적용한 수치해석 평가 

결과는 101.8 dB(A)로 실험과 매우 큰 오차를 나타내었다. 반

SPL 
[dB(A)]

Difference
[dB(A)]

Error
[%]

Experiment 109.4 - -
Numerical analysis
(coarse condition) 101.8 7.6 9.5

Numerical analysis
(fine condition) 108.3 1.1 1.4

Table 1 Noise evaluation results for the ba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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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ensity of the noise sources

면에 fine 조건을 적용한 수치해석 결과의 오차는 약 1.4%로 

매우 안정된 신뢰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Fig. 4와 같이 

주파수 특성 역시 매우 유사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Fine 조건을 적용한 수치해석 기법을 본 

연구 수행을 위한 해석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4.2 소음원 분석

기본 모델의 주요 소음원을 분석하기 위해 fine 조건을 적

용하여 산출된 수치해석 결과를 토대로 유동장 분석을 수행

하였다. Fig. 5와 같이 소음 강도 분석을 통해 총 6 가지 주요 

소음원을 산출하였다.

소음원 은 외기가 유입되는 입구부 덕트로 그릴 통과 구

간과 곡관 구간에서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였다. 소음원 는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와류 성분들

이 고주파 소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음

원 은 회전자의 유로관으로 공기가 좁은 유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유속이 급속히 상승하여 강력한 난류가 발생하였다. 

소음원 는 고정자의 코일로 정체된 공기의 와류로 인한 소

음이 발생하였다. 소음원 는 냉각팬 구간으로 팬 깃의 회전

에 따른 압력 상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속 및 압력 상승과 

난류 발생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소음 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음원 은 토출구 영역으로 

토출부 그릴에 유동이 부딪히며 발생된 와류의 영향으로 소

음이 발생하였다.

4.3 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 개선 모델 선정

기본 모델의 소음 저감을 위해 주요 소음원들에 대한 설계 

개선 작업을 통해 수정 모델들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6

(a) Inlet duct

(b) Step between stator and rotor

Fig. 6 Design improvement of the modified model 1

Fig. 7 SPL according to frequency band at probe #5
                      (Base model and Modified model 1)

개의 주요 소음원들 중 4 가지의 소음원들(소음원 , , , )

에 대한 설계 개선을 수행하였다. 소음원 , 의 경우 모터 

냉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 논문에서

는 배제하였다.

수정 모델 1은 소음원 (입구 덕트)과 소음원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 단차 형상)에 대한 설계 개선에 따라 산출된 모

델이다. Fig. 6와 같이 입구 덕트의 경우 흡기면을 단순화 하

였으며, 고정자 홈을 메우고 회전자 빔의 모서리에 필렛(fillet)

을 부여하여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와류 성분

들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출된 수정모델 1에 대해 수

치해석을 이용하여 소음 성능을 평가하였다. 수정 모델 1의 

음향파워레벨은 106 dB(A)로 기본 모델(108.3 dB(A)) 대비 2.3 

dB(A) 감소하였다. 특히 Fig. 7의 주파수 영역 별 음향파워레

벨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4000 Hz 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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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 model

(b) Modified model 1

Fig. 8 Flow velocity distributions at the inlet duct

피크 소음이 감소하였다. 소음 저감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모델과 수정 모델 1의 유동장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8은 입구 덕트에서의 유속 분포를 나타낸다.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 모델에서 관측되던 불균일한 유동 패

턴들이 수정 모델 1에서 급격히 억제되었다. 이러한 불균일 

유동 성분의 감소가 소음 저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 모델 2는 소음원 (냉각팬 구간 소음)에 대한 설계 

개선 모델이다. Fig. 9과 같이 기본 모델 냉각팬의 경우 날개

의 프로파일의 곡률이 급격히 변화하는 형태를 가졌다. 이러

한 급격한 유로 변동은 와류 및 난류 성분을 발생시킬 가능

성이 크다.

그에 따라 날개 프로파일이 부드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수

정 모델 2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수정 모델 1의 소음 개선 효

과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 모델 1의 설계 수정 사항도 함께 

적용하였다. 도출된 수정 모델 2 역시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소음 성능을 평가하였다. 수정 모델 2의 음향파워레벨은 

104.1 dB(A)로 기본 모델 대비 4.2 dB(A) 감소하였다. 이는 수

정 모델 1보다도 1.9 dB(A) 감소한 성능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냉각팬 날개 프로파일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소음 감소 

Fig. 9 Design improvement of the modified model 2

Fig. 10 Design improvement of the modified model 3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정 모델 3은 소음원 (토출부 영역 소음)에 대한 설계 

개선 모델로, 출구 그릴에 부딪혀 발생하는 와류 성분을 억제

하기 위해 Fig. 10과 같이 그릴의 개수 및 형태를 변경하였다. 

수정 모델 3 역시 선행 설계 개선 모델의 소음 감소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 모델 1과 수정 모델 2의 설계 개선 사항

들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산출된 수정 모델 3의 음

향파워레벨은 103.8 dB(A)로 기본 모델 대비 4.5 dB(A) 감소

하였다. 이는 수정 모델 2 대비 0.3 dB(A) 감소한 성능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구부 그릴 형상 변경으로 인한 추

가적인 소음 저감 효과가 있지만 미미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음 저감 효과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정 모델 3에 대

한 유동장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1은 냉각팬과 출구부 영

역에서의 유속 분포이다.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냉각

팬 날개 프로파일이 개선됨에 따라 팬 영역에서의 강력한 와

류 성분들이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수정 모델 2의 높은 소음 

감소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출구부의 경우 그릴 형상 변

경에 따라 토출 유속 및 방향이 변동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그릴 단면적 감소로 토출 저항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토출 유속 및 와류 성분이 증가하였지만 토출구별 

확산 범위가 감소하여 미미한 소음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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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 model

(b) Modified model 3

Fig. 11 Flow velocity distributions at the fan and the outlet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소음 저감 효과가 큰 수정 모델 

2를 본 연구의 최종 설계 개선 모델로 선정하였다. 수정 모델 

3의 경우 추가적인 소음 저감 효과가 있었지만 그 수준이 미

미하고 전반적인 유속 및 와류 성분 증가가 관측되었기 때문

에 설계 개선안에서 제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격자볼츠만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소음 해

석을 이용하여 전동차용 견인전동기 소음 저감 설계를 수행

하였다.

선정된 기본 모델에 대하여 격자계 및 해석 조건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와 소음 시험 데이터를 비교 검증하여 수치해

석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에 따라 1.4% 이하의 오차 범위

를 가지는 신뢰도 높은 수치해석 기법을 정립하였다.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산출된 기본 모델의 유동장 분석을 

통해 6 개의 소음원을 도출하였다. 해당 소음원들 중 설계 제

한 조건을 제외한 4 가지 설계 개선 요소(입구부, 회전자와 고

정자 사이 단차, 냉각팬, 토출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개선 

구간에 대한 수정 설계를 통해 해석 모델들을 산출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해 소음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입구부,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 단차, 냉각팬 수정에 따른 소음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토출부에 대한 수정 효과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종 설계 개선 모델을 선정하

였다. 선정된 최종 설계 개선 모델의 음향파워레벨은 104.1 

dB(A)로 기본 모델 대비 4.2dB(A) 감소한 소음 성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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