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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열차는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적

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KTX 고

속열차의 도입 이후, G7 열차 및 차세대 고속열차 등과 같

은 전력선을 이용한 열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열차의 고속 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 역학적 문

제들은 열차 고속화의 주된 저항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

히 고속 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 역학적 소음(이하

공력 소음)은 고속전철 주행 속도의 여섯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주행 속도가 증

가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열차 소음 중 공력 소음의 비중은

매우 커지게 된다. 또한 고속전철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특

정한 한 가지의 주파수가 아닌 넓은 주파수 영역대에서 발

생하고 있다[3]. 따라서 고속열차 주행 시 열차 소음원의 관

리 및 이를 위한 열차의 저소음 설계는 고속열차 개발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고속전철의 공력 성능 및 소음 특성은 차량의 전

두부 형상, 차량의 단면 형상, 판토그래프, 차량 연결부의 형

상 등 차량의 외부 부착물 및 차량의 형상에 의해 크게 좌

우된다[4-8]. 특히 열차가 고속 주행을 할 경우 열차의 차체

를 따라 흐르던 유동은 차량 연결부 사이에 존재하는 Cavity

를 만나게 되며, 이 때 유동의 박리 및 Shedding 현상이 일

어난다. 이러한 복잡한 외부 형상에 의한 비정상 유동 현상

은 주요한 소음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열차의 내/외부로 전

파 되어 승객의 승차감을 저해하고, 주변에 심각한 환경 소

음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차량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Mud Flap을 차량 연

결부에 부착하여 차량 연결부 형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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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고속전철의 차량 연결부 사이에는 2

차 현가장치를 포함한 각종 기계장치 및 전기장치의 부품 및

배선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Mud Flap이 장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Mud Flap

의 형상을 변화시키고 이를 차량 연결부에 부착함을 통하여

차량 연결부 형상을 변화시킴으로써, Cavity 유동으로 인한

비정상 유동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신칸

센의 경우 FASTECH 360의 차량 연결부 설계 시에 Mud

Flap을 이용하여 완벽한 밀폐형으로 연결부를 설계하여 차량

연결부를 최대한 연속성 있는 유선형으로 설계하고 있다. 우

리 나라의 경우에도 차세대 고속전철의 차량 연결부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Mud Fla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Mud Flap 간의 간극에 따른 소음의 변화 및 외부로

의 전파 형태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차량 연결부의 저소

음 형상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차량 연결부의 고속 유동으로 인한 소음의 예측을 위해서

는 비정상 유동에 대한 해석이 필수적이며, 높은 신뢰도를

갖는 전산유체해석(이하 CFD)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열차간 차량 연결부의 저소음 형상 설계

를 위한 선행 연구로서 우선 차량 연결부에 Mud Flap을 장

착한 형상에 대하여 그 단면 형상을 고려하여 2차원의 Cavity

로 가정하였다. 물론 Cavity 유동의 경우 3차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음향학적으로 볼 때 2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

은 정량적 으로 소음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

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3차원 비정상 유동을 해석하는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산 효율 상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다. 특히 고주파수 영역대의 소음 분석을 위해서는 격자의

크기 및 시간 간격 등을 해석에 적합 하도록 작게 설정하

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석 조건에 따라서는 방

대한 계산 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모델 간의 상대

적인 비교를 통하여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2차원 계

산은 계산 효율성 면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

구 에서는 2차원의 Cavity 유동을 가정하였다.

이 때 Mud Flap 간의 간극은 5개를 선정하여 전산유체해

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Mud Flap 간 간극에 따른 차

량 연결부 공력 소음에 대하여 Parametric Study를 수행하

여 간극에 따른 소음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차세

대 고속전철에 대하여 차량 연결부 Mud Flap 간 간극에 대

하여 저소음 설계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지배 방정식

대차 및 차륜 등의 복잡한 하부 구조를 제외한 차세대 고

속전철의 차량 연결부의 형상은 Fig. 1과 같으며, 이를 확대

한 형상은 Fig.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 연결부의 저소음 설계를 위한 선행연

구로서 차량 연결부의 Mud Flap 간 간극이 열차 공력 소음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Fig. 2에서 표

시한 부분에 대하여 Mud Flap의 형상을 고려한 차량 연결

부의 단면을 Fig. 3과 같이 2차원의 Cavity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Cavity 형상에서의 소음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nagaki 등이 제안한 Weak Com-pressible Model을

사용하여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였다[9]. Weak Compressible

Model은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으로부터 압축성에 의

한 효과가 작으며, 밀도 항이 기준 값으로부터의 압력항의

변화와 연관 되어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유도된다. 따라서 압

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에서 질량 보존식이 변화되어 전

체적인 Navier-Stokes 지배 방정식이 다음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이 때 M은 마하수를 의미하며, Re는 Reynolds 수를 의미

한다. 이러한 Weak Compressible Model에서 M→0이면 전

체적인 식은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의 형태로 변화

하며 전체 식에서 미지수는 u, v, w, p이다. 따라서 비압축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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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gangway shape of next generation high speed train

Fig. 2 Detailed gangway shape of next generation high speed

train

Fig. 3 Two dimensional cavity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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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유동에서 적용되었던 수치 기법을 큰 수정 없이 적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

난류 계산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의 Large Eddy

Simulation (이하 LES) 기법을 사용하였다. LES 기법은 큰

스케일의 와류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을, 작은 스케일의 와류

에 대해서는 난류점성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따

라서 뛰어난 박리 및 와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난

류 모델에 비해서 비교적 정확한 소음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은 스케일의 난류점성

계산을 위해 Smagorinsky-Lilly 모델을 이용하였으며[10], 식

(2)와 같다.

(2)

여기에서 Ls
, κ, d, Cs, V는 각각 von Karman 상수, 벽면거

리, Smagorinsky 상수, 그리고 격자의 체적을 나타낸다. 이

때 Smagorinsky 상수는 0.1로 하였다[11].

이 때 LES 해석에 있어서 3차원 효과가 고려되지 않기 때

문에 난류 속도 변동의 상호간의 에너지는 계산되지 않는다.

이는 Eddy Size가 영향을 주게 되며, 주파수별 소음 특성 및

음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Cavity 모델에서 Tonal

Noise를 형상하는 큰 Size의 Vortex Shedding Pattern은 2차

원으로 가정하여 2차원 LES로도 모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차원의 LES 해석을 수행하였다.

3. 지배 방정식

3.1 유동 및 경계 조건 설정

차량 연결부의 Mud Flap 간 가극에 따른 소음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차량 연결부의 단면 형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 설정한 2차원 계산 영역은 Fig. 4와 같다. 이 때 유동

은 Inlet을 통하여 83.3m/s(300Km/h)의 속도로 들어오고 있

으며, Outlet은 대기압 조건을 가정하였다. 또한 Wall1의 경

우 Slip Boundary Condition을 가정하여 Inlet에서의 유동이

안정적으로 계산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Wall2

는 No Slip Boundary Condition을 가정하였다. 도메인 설정

이후에 Fig. 5와 같이 총 40-50만 개의 Cell을 이용하여 격

자를 구성 하였으며, 벽면에서 첫 번째 격자까지의 높이가

0.5mm가 되도록 하여 3개의 Prism Layer를 구성하였다.

비정상 유동 해석 시에 통계적으로 수렴한 계산 결과를 얻

기 위해 시간 간격을 10-5sec로 하여 1초까지 해석을 수행

하였다. 그 이후, 다시 10-5sec의 시간 간격으로 20,000회를

더 해석하여 소음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측정점의 위치

는 차량 연결부에서 열차의 내/외부로 전달되는 소음을 고

려코자 Fig. 6과 같이 총 3개를 선정하여 소음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3.2 Parametric Study

차량 연결부의 Mud Flap 간 간극에 따른 소음 특성을 파

µt ρLs
2
S=

Ls min κd CsV
1 3⁄,( )=

Fig. 4 Boundary conditions

Fig. 5 Computational grid

Fig. 6 Positions of microphones

Fig. 7 Five gap size between mud flaps of gang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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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Mud Flap 간 간극을 주

요 변수로 하여 Parametric Study를 진행하였다. 이 때 Mud

Flap 간 간극은 고속철도 선로의 곡률을 고려하면 전/후 Mud

flap을 이격시키기 위해 최소 0.3m의 간극이 필요하다. 따

라서 0.3m의 최소 간극 에서부터 시작하여 간극을 0.5m의

1/8, 1/6, 1/4, 1/3 만큼씩 일정 비율로 증가하도록 하여 Fig.

7과 같이 최소 0.3m에서 최대 0.4663m까지 총 5개의 간극

을 설정하였다.

3.3 해석 결과

Model 1에 대하여 0.5초 및 1초에서의 Pressure 및

Vorticity Contour를 도시하면 Fig. 8 및 Fig. 9과 같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전면부 Mud Flap의 끝에서 박리된 유동

이 후면부 Mud Flap의 앞부분에 부딪히면서 두 부분으로 나

뉜 이후, 아래 부분의 유동은 Cavity 후면에 다시 충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 유동 현상에 의하여 Cavity

후면부에서 강한 소음원이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Pressure contours (Model 1)

Fig. 9 Vorticity contours (Model 1)

각각의 Model에 대하여 소음원의 분포를 도시하면 Fig. 10

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전면부의 Mud Flap

에서 박리된 유동이 후면 Mud Flap에 부딪히기 때문에 모

든 Model에서 표시된 부분과 같이 후면 Mud Flap에서 큰

크기의 소음원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Model 1

의 경우 소음원이 가장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Model 2의 경우 큰 소음원들이 Cavity 후면에 집중되

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Model 4 및

Model 5의 경우 Mud Flap 간의 간격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Model 2와 Model 3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크기의 소음원

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Model에 대하여 3개의 Microphone 위치에서 계산

된 Peak Frequency, Tonal Noise 및 Overall Noise Level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또한 각각의 Microphone에서 얻어낸

소음 신호의 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FFT)를 Fig. 11

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Model 2와 Model 3의

경우 Tonal Noise 및 Overall Noise Level이 다른 Model들

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Model 들에 비해 저

주파 영역에서 Peak Noise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Fig. 10 Acoustic source distribution

Table 1 Frequency and noise level at 3 microphones

Position Case
Frequency

(Hz)

Tonal Noise

(dBA)

Overall Noise

(dBA)

Microphone1

Model 1 110 118 124

Model 2 90 129 132

Model 3 90 125 129

Model 4 170 114 124

Model 5 110 118 124

Microphone2

Model 1 110 114 120

Model 2 90 126 129

Model 3 90 122 126

Model 4 170 109 121

Model 5 110 116 121

Microphone3

Model 1 215 84 90

Model 2 90 82 96

Model 3 90 85 92

Model 4 170 83 92

Model 5 170 83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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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해 Model 1, 4 및 5의 경우 Noise Level이 비교적 낮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onal Noise의 관점에서는 Model

4의 경우 제일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 Overall Noise 관점

에서는 Model 1이 제일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Tonal Noise 및 Overall Noise Level을 최소

화하는 다목적 함수를 고려할 경우 설계 영역 내에서 보다

최적화된 Mud Flap 간 간극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고속전철의 차량 연결부 저소음 형

상 설계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차량 연결부에 대하여 공력 소

음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Mud Flap 형상을 고려하

여 차량 연결부를 2차원 Cavity 형상으로 가정하였으며, Mud

Flap 간의 간극을 주요 변수로 하여 총 5개의 간극에 대한

Parametric Study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Model에 대하여 소

음 특성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면부 Mud Flap 끝 부분에서 박리된 유동은 후면부

Mud Flap 및 Cavity 후면부에 부딪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큰 크기의 소음원들이 후면 Mud Flap 및 Cavity 후면부에

분포한다.

(2) Tonal Noise 및 Overall Noise를 통해서 소음 특성을

분석한 결과, Model 2 및 3의 경우 다른Model들에 비해 저

주파 영역대에서 큰 소음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Model 1,

4 및 5의 경우 Peak Frequency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대

에서 형성된다. Noise Level 면에서는 Model 1의 경우

Overall Noise 특성이 가장 우수하며, Model 4의 경우 Tonal

Noise 특성이 가장 우수하다.

위의 결과들은 Tonal Noise 및 Overall Noise를 동시에 최

소화하는 최적화된 Mud Flap 간 간극 설계 시에 설계 영역

선정 및 경향성 분석 등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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