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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철도의 실내소음은 승객의 승차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철도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철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흡음, 차음 및 

방음 같은 수동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고주파 소

음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나 저주파 소음에 대해서는 

취약한 단점이 있다. 능동소음제어(Active Noise 
Control: ANC)는 최근에 수동소음제어에 대한 보완

으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냉난방 덕트, 항공기, 
자동차 및 방음벽 등에 적용하여 성능이 입증되었

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ANC 시

스템 개발에 대한 기초단계로서 고속철도 차량의 실

내소음을 측정하여 주파수 분석을 통해 주행 시 저

주파 영역에서 변동소음의 음압변화에 따른 소음 주

파수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2. 고속철도 실내소음 측정

2.1 실내소음 측정 및 분석 방법
(1)측정대상 및 측정조건

본 연구의 측정은 2011년 6월 19일 부산을 출발

하여 서울에 도착하는 KTX에서 측정을 하였다. 측

정구간은 크게 터널과 개활지를 구분하여 총 21구

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각 측정 구간에 따라 속도와 

마이크로폰의 높이 및 측정 위치를 변경하면서 측정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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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내소음 측정방법

고속철도 실내소음 측정방법은 수음자를 기준으

로 평가하기 위하여 130 cm높이에서 측정점을 선정

하고 또한 좌석의 일렬방향의 소음을 평가하기 위하

여 4개의 마이크로폰을 각각의 측정높이에서 30 cm 
간격으로 일렬 배치하여 측정하였다. Fig. 1은 고속

철도 실내에서 설치된 마이크로폰을 나타내며, 1번

은 창문측, 4번은 통로측에 설치된 마이크로폰을 나

타낸다.

 

Fig. 1 Location of microphones (Height 130 cm)

(3)실내소음 분석방법

고속철도 실내소음 분석방법은 능동소음제어의 

제어 주파수 영역인 500 Hz이하를 기준으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주파 영역에서 지배적인 주파

수에서 능동소음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주파수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1/3-옥타브 분석으로 저주파 대역

의 각 중심주파수에서 음압레벨과 Overall을 분석하

였다. 

2.2 실내소음 측정 및 분석 장비
고속철도 실내소음 측정과 분석에 사용된 장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측정과 분석 과정은 마이크

로폰을 수음자 기준으로 설치하고 소음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주파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 측정구간

의 데이터를 레코딩하여 후처리 작업을 통하여 세부

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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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quipments for measurement and analysis
Equipment Model Ea Use

Microphone B&K 4189 L 001, 
Denmark 4 Measurement

FFT Analyzer B&K Pulse, 
Denmark 1 Analysis

Notebook
Pulse LabShop

Sony, Japan
v 15.0, Denmark 1 Store &

Software
Cable B&K, Denmark 4 Assist

3. 측정결과 및 고찰

고속철도 실내소음 분석은 개활지(속도 300 km/h, 
측정높이 130 cm) 한 지점과 터널(속도 210 km/h, 
측정높이 130 cm) 한 지점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중

심적으로 분석하고 창문측(M1)과 복도측(M4)을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3.1 시간파형
B&K Pulse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를 후처리하여 분석을 하였다. Fig. 2는 측정구간의 

시간에 대한 음압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a) Field

(b) Tunnel
Fig. 2 Time signal

3.2 주파수 분석
주파수 분석은 전체 측정시간을 평균화하여 피크 

주파수를 찾아서 Fig. 3에 나타내었다. 또한 시간에 

따른 변동소음에 따라 소음주파수 성분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해 waterfall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변동소음에 따라서 

피크 주파수 성분이 다르게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

로 100 Hz미만의 소음주파수 성분이 주로 발생하였

다. 

 

(a) Field             (b) Tunnel
Fig. 3 FFT Analysis

(a) Field

(b) Tunnel
Fig. 4 Waterfall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능동소음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고속철도 실내소음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연구

를 하였다. 고속철도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실내의 

변동소음을 측정하고 능동소음제어의 제어 주파수 

영역에서 실내소음의 피크 성분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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