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6호 ■ pp. 531-536 (2012년 12월)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15, NO.6 ■  pp.531-536 (December 2012)

pISSN 1738-6225

팬헤드의 단순 형상 모델을 이용한 판토그라프

공력소음 발생 특성 분석 및 저감 방안

Analysis of Aerodynamic Noise Generation from Pantograph Using 

Panhead Models of Simple-Geometry and Its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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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차가 고속 주행할 때 크게 발생하는 공력소음은 주거지

역 소음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집전장치인

판토그라프는 열차 윗부분에 위치하며 비교적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며, 차단장치나 형상 최적화 등을

이용한 여러 저감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2]. 발

생하는 공력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단순형상으로부터

소음 발생을 풍동실험을 통해 비교 검증하였으며[3], 주기적

인 구멍이 있는 구조를 통한 소음저감 효과를 실험을 통해

파악하였다[4].

또한, Serrated 형상[5]이나 다공판[6]을 이용한 소음 저감효

과는 이론해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판토그라프는 접촉력을 유

지하면서 상하로 굴곡진 전력선을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

에 운행 중 전력선 방향으로 일정한 압성력이 요구된다[7,8].

본 연구에서는 판토그라프 팬헤드의 단순 형상모델을 이용

하여 특히 소음해석 결과에 정확도가 높은 Lattice-Boltzmann

method(이하 LBM)의 유동해석을 통해 공력소음 발생 특성

을 분석한다. 주요 선행 연구에서는 공력 특성과 소음발생

양상은 서로 독립적으로 다루어 졌다. 공력소음은 특정 주

파수에서 순음 성분으로 나타나며 미세한 형상변경이 소음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

은 해석모델이 요구된다. 그리고 소음 발생의 저감을 위한

형상 변경은 공력특성에도 영향을 주며 반드시 같이 고려되

어야 하는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해석결과로부터

계산되는 공력소음의 특성으로 지향성과 주파수 특성을 분

석하여 형상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소음발생이 유동에 의한 압상력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파악한다. 풍동실험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

해 소음 및 압상력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이 결과를 토

대로 판토그라프 팬헤드의 유체역학적 특성과 소음저감 설

계에 고려해야 하는 인자를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result on aero-acoustic characteristics of pantograph panheads. To analyze the fluid flow

around the panhead and resulting sound radiation, simple models of panhead were used in the numerical simulations called

Lattice-Boltzmann method. The simulation results were verified using the wind tunnel test. The main aerodynamic noise

was generated from the vortex shedding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Strouhal number, flow speed and geometry. The

reduction in the radiated noise with simultaneously achieving increased lifting force was implemented for the simple rect-

angular geometry used in this study. Also, it was shown that the radiated sound power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mini-

mizing vortex shedding using through-holes or streamline shapes.

Keywords : Aerodynamic Noise, Pantograph, Panhead, Lattice-Boltzmann Method, Vortex Shedding

초 록 판토그라프 팬헤드의 공력소음 발생의 주요 인자와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팬헤드 주변의

유체 유동과 결과적인 소음 방사를 분석하기 위해, 수치해석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격자볼츠만 방법으로 팬헤드

단순모델을 사용했다. 풍동실험을 통해 측정된 결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했다. 와흘림이 주요한 공력소음

발생원인이며 Strouhal수, 유체의 속도 및 판토그라프의 형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에 사용된 직사각형 형상

을 통해 양력의 발생을 증가시키면서 방사 소음을 줄이는 팬헤드의 설계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로나

유선 형상을 이용해 와흘림을 최소로 줄이면, 방사 소음을 크게 저감하는 형상의 설계가 가능함을 구축된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주요어 : 공력소음, 판토그라프, 팬헤드, 격자볼츠만 방법, 와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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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유동에 의한 소음 방사 해석

2.1.1 Lattice Boltzmann Method

LBM은 연속체 개념인 오일러 방정식과는 다르게 분자 운

동론을 따르는 가상의 입자를 이용하여 유동을 해석하는 방

법으로 Lattice Gas Automata(이하 LGA)에서 시작되었다

[9]. d-차원의 격자가 예정된 방향에서 한 방향으로 이산적

이게 움직인다. 가장 단순한 모델은 2차원의 격자에서 입자

가 네 방향으로 움직이는 D2Q4 모델이다. 격자 요소는 특

정 시간에서 occupation number인 ni(i = 0,...,b)이 입자가 존

재할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나타낸다. 이

때의 지배방정식은 다음의 식과 같다.

(1)

Ωi는 충돌 연산자로 충돌 전 각각의 입자 상태에 대하여

충돌 후의 상태를 계산하며 이 때 질량, 선형 운동량, 에너

지는 보존된다. 여기서 은 격자의 위치이며, 는 속도이

다. 계는 이러한 많은 요소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거시

적으로 밀도와 선형 운동량에 대하여 다음의 식이 성립된다.

, (2) 

볼츠만 수송식은 LGA의 지배방정식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9].

(3)

여기서 fi는 i방향에서의 분포 함수이며 Ωi
B충돌 연산자이다.

이 식과 Chapman-Enskog 전개를 통하면 압축성 Navier-

Stokes식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LBM은

LGA체계로부터 볼츠만 수송식과 연계된 방식으로 LGA가

미립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 이산적인 수를 활용하는데 반

해 질량, 선형 운동량과 에너지를 보존하는 실제 변수를 갖

는 통계적 분포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LBM 체계는 공

간 차원 (d), 분포함수의 개수 (b)로 DdQb식의 표기로 분류

되며 본 연구에서는 2차원의 체계인 D2Q9를 사용하였고,

Fig. 1과 같다.

2.1.2 팬헤드 해석 모델 구축 및 해석 방법 

팬헤드는 가선과의 접촉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대부분

원기둥과 사각주의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력 소음 발

생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팬헤드의 1/3의 특성길이(L=8mm)

로 사각 및 원형단면의 단순한 형상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유속은 KTX 최대 속도의 1/3(레이놀즈수 16000)가 되게 설

정하였다. 유동해석은 LBM을 기반으로 하며 smooth particle

hydrodynamics를 적용하는 상용해석툴인 XFLOW를 이용하

였고, LES 난류모델 중에서 경계면 근처와 떨어진 지점에

서 모두 층류·난류의 표현에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WALE

(Wall-Adapting Local Eddy) 난류모델을 이용하였다.

팬헤드의 소음 특성만을 보기 위해서는 벽면경계로부터 반

사파의 순음성분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므로 음향반사의 영

향이 없는 무한 공간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한 주기경계조건

을 적용하였다. 소음의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해석 영역은 유

동방향 및 수직 방향으로 각각 2000L와 1000L의 크기로 충

분히 크게 설정하였다. 물체는 유동 입력에서 625L 위치에

배치하고 Fig. 2과 같이 위아래 12.5L 위치에서 음압을 취

득한다. 압력의 변화는 유동 밀도와 다음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

p = cs
2
ρ (4)

이 값에서 시간에 대한 미소변위량을 취득함으로써 음압

이 얻어진다. 음파의 감쇠를 나타낼 수 있도록 volume bulk

viscosity를 적용하며, 수치는 공기의 동점성계수와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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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crete velocity vectors for the D2Q9 model of 2D LBM

Fig. 2 Numerical model for calculating sound radiation from vortex shedding induced by pan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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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정의하였다. 음압은 시간에 따른 데이터로 취득되며 주

파수 성분은 Welch's Method를 통해 계산하였다. 해석에서

물체의 뒤쪽으로 후류가 생성되며, 난류가 발달한 곳에서 음

압을 측정하는 경우 전파 및 비전파 성분이 중첩되어 나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의 간섭이 적은 쪽의 데이터를 평

균함으로써 환경소음으로 전파되는 성분을 계산하였다.

2.1.3 CFD 해석 결과 분석

높은 레이놀즈수를 갖는 유동장에 놓인 물체 후류에는 카

르만 와열이 발생하며 양력의 진동은 이 와흘림주파수(VSF)

로 발생한다. 유체에 대한 와흘림 힘의 작용으로 Aeolian

tone이 발생하며, 이 때 와흘림주파수는 다음 식으로 표현

된다[10].

 

(5)

 

여기서 스트로우할 수는 실린더의 형상과 레이놀즈수에 의

해 정해진다. 속도에 따라 레이놀즈수의 범위는 11000에서

21000로 정했고, 이 범위에서 원형단면의 스트로우할 수는

0.2, 각도가 0인 경우의 사각단면은 0.125로 실험을 통해 알

려져 있다[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형 및 사각단면의 와

흘림주파수는 각각 750Hz와 450Hz로 예측된다. 사각단면의

경우는 원형단면에 비해 받음각에 따라 유동특성이 달라져

공력소음 특성 또한 다를 것이다. 따라서, Fig. 3에서 사각

단면의 받음각에 따라 와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와류가 팬헤드 지나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a)는 각각의 Microphone에서 측정된 음압들을 주파수 분

석 후, 평균하여 구한 음압을 나타낸다. 가장 지배적인 소

음 발생원인 수음 성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원형,

사각단면의 경우 스트로우할 수가 0.194, 0.142로 식 (7)의

계산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공력소음의 주요원인으로

와흘림이 지배적임을 말해준다. 양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

각단면의 받음각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받음각에 따라서 와흘림 주파수는 달라진다. 양력과 항력에

서의 힘 발생과 마찬가지로 유동의 진동이 소음에도 지배적

인 영향을 미친다.

Fig. 4(b)는 물체 유동방향으로 물체의 중심에서 12.5L 떨

어진 각각의 측정지점에서 음압을 얻어낸 것으로 물체의 소

음 방사 형태를 나타낸다. 단면의 받음각을 증가시킬수록 최

대 등가소음 레벨 지점은 점점 후류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나 대체적으로 물체의 중심에서 유동의 양쪽 방향으로

극한값이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판토그라프 압상력과 소음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단순모

델에서 발생하는 양력을 계산한다. 양력계수와 와흘림주파

수와의 관계는 Fig. 5에 나타내었는데, 사각 단면의 받음각

에 따른 와흘림주파수의 변화양상이 양력계수의 변화양상과

대소관계를 유사하게 따르고 있다. 이는 양력이 증가할수록

와흘림주파수가 고주파로 향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음과

압상력의 관계를 분석해보았을 때 Fig. 5과 같은 경향을 나

타내는데, 각도에 따른 전체적인 개형으로 양력이 높을 때

소음이 줄어들고 양력이 낮아질 때 소음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
s

S
t
U D⁄⋅=

Fig. 3 Vorticity of square cross-section for different rotating

angles

Fig. 4 Results of square cross-section for different rotating angles :

(a) Comparison of evaluated sound pressure for different

panhead geometry; (b) Directivity of radiated sound pressure

and its dependence on the panhead geometry

Fig. 5 Comparison between lift coefficient and sound pressure

with vortex shedding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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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적 검증

2.2.1 풍동실험

해석결과의 실효성 검토를 위하여 풍동 실험을 통한 검증

을 수행하였다. 실험장치로는 한양대학교의 아음속 풍동을

이용하였다. 시편은 시험영역의 중앙 부에 설치되며 선정된

두 개의 단면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마이크로폰은 BSWA

TECH사의 MPA201를 사용했으며, 측정 가능한 주파수의 범

위는 20~20000Hz이며, 측정 가능한 소음레벨의 범위는 16~

134dB이다. 마이크로폰은 Fig. 6과 같이 유속 측정 부에 마

이크로폰 홀더를 장착하여 소음을 측정하였다. 마이크로폰

의 끝은 시험영역의 벽과 일직선이 되게 하여 전단에 따른

오차를 줄일 수 있게 하였고, 직접적으로 받는 유동의 영향

을 최소화하였다. 설치된 시편 아래 쪽에 세 개의 다리로 구

성된 연결부가 있는데, 이는 로드셀과 연결되어 힘과 모멘

트를 측정한다. 또한, 아래 판이 30씩 회전 가능하여 받음

각에 대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이 2차원 해

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3차원 효

과를 줄일 수 있도록 단순 모델의 길이가 풍동의 최대 높

이와 가깝게 하였다. 양력은 z축의 방향으로 측정되었다.

Fig. 6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radiated sound power

and lift force

2.2.2 실험결과

실험은 형상에 따라 11000, 16000, 그리고 21000의 레이

놀즈수를 갖도록 유동속도를 변경해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Fig. 7와 같이 측정되었다. 배경소음의 영향이 없는

부분과 순음성분을 그래프에 원으로 표시하였다. 모델 유무

에 의한 음압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배경 소음의 영향을 파악

하였다. 받음각에 따른 와흘림주파수와 그 변화 추이는 해

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풍동 실험에서 취득한 양력과 소음 간의 관계를 Fig. 8처

럼 레이놀즈수가 16000인 유속환경에서 사각 단면 형상의

받음각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스트로우할 수

를 Table 1과 같이 비교하였으며, Fig. 5의 해석 결과 경향

과 유사하게 나타냈다. 주로 사각 단면에서 미세한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실제 풍동실험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사각 단

면의 각도와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형 단면의 경우는 방향에 상관없이 똑같은 형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력 값은 0o일 때의 양력을 0이 되도록 실험 수치를 계산

한 것으로 해석과 마찬가지로 10o에서 높은 양력 수치를 나

타내고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다만, 20o이상 기울

어질 때 음압 측정 결과가 실험에서 해석과 달리 크게 증

가 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풍동 자체의 배경소음에 의한 오

차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받음각이 큰 부분에서는 양력

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측정치가 오차범위에 존재해 정확

한 측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판토그라프의 최적형상은 소음

발생이 가장 작으며, 압상력이 큰 0~10o사이일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압상력을 증대하면서 소음저감을 최소화 하는 설

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7 Measured sound pressure for different flow velocities and

panhead geometry: (a) Circular cylinder; (b) Square cylinder

Table 1 Comparison of various strouhal numbers by shape of a

panhead from experiment & simulation

Shape of a panhead

Strouhal number 

(Reynolds number = 16000)

Experiment Simulation

Circular cylinder 0.194 0.194

Square cylinder 0.12 0.130

Square cylinder (10ο) 0.146 0.162

Square cylinder (20ο) 0.129 0.149

Square cylinder (30ο) 0.11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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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음 저감을 위한 단면형상 설계

순음의 저감 형상으로 Fig. 9(a)와 같이 원형 실린더 주위

에 막대가 있는 형상[11], 실린더에 통로가 있는 형상[7], 에

어포일 형상을 고려하여 해석을 하였다. 이 형상은 모두 실

험 혹은 실제 설계에 있어 공력 특성을 유리하게 하거나 저

항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음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연구에서 제안된 형상들이다. Fig. 9(b)의 해석결과에서

적용된 저감 형상 모두 단순 형상에 비해 소음 저감이 이

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단순 원형 형상에 비해 와흘림 분산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팬헤드 단면 형상에 이러한 형

상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 크기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3. 결 론

판토그라프 팬헤드에서 발생하는 공력소음의 특성 분석을

위해 원형·사각단면의 단순모델을 선정하여 LBM을 기반

으로 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각 단면의 경우 대칭성을 갖

지 않을 때, 음압 방사의 형태와 와흘림주파수의 변화 추이

를 살폈으며, 양력과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풍동 실험에서는

암소음의 영향으로 음압 레벨은 비교하기 어려웠으나 팬헤

드에 기인하여 나타난 공력소음의 주파수 특성은 예상한 구

간에서 순음으로 나타났다. 사각 단면에서 와흘림 주파수의

변화 양상이 해석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동일한 사각 형상

에 대해 받음각 변화에 따라 와흘림주파수가 커질수록 발생

음압의 크기는 작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정립된 해석 기

법을 바탕으로 소음 저감 형상을 선정하여 해석하였으며, 발

생 음압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유동장 내에 물체가 있을

경우 와류의 주기적인 발생에 의해 소음이 주로 발생하는 것

을 검증하였다. 제안되는 해석모델을 활용하여 압상력을 증

가시키면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유선형의 최적화된 모

델의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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