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차 외부소음 저감 방안 검토 

Review of the mitigations the exterior noise level of E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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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duce the exterior noise level of EMU, there are several ways have been evaluated. The noise 

sources for the exterior noise level are the traction motor, driving gear and wheel/rail rolling noise. 

In this article, the ways to mitigate the noise issue for EMU have been investigated and especially 

the way to protect the noise radiation from the bogie area and wheel/rail rolling noise. The way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side skirt has been reviewed. To install the side skirt, the interface 

between the side skirt and the carbody and bogie should be examined and the acoustic design of the 

side skirt will be evaluated. 

 

1. 서
♣
 론 

전동차의 소음은 차량에 장착되어있는 각종 장치

로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휠/레일 구름접촉시 발생하

는 소음 등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러한 소

음원들에 의한 소음은 전동차의 객실의 승객들이 

느끼는 실내 소음 뿐만 아니라 선로변이나 승강장

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전동차의 실외 소음의 수

준도 지배하게된다.  

따라서 전동차 주행중 방사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원에 대한 파악 및 저감 방

안 도출을 통하여 외부 소음을 낮출수 있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소음원으로부터 방사되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진행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전동차의 경우 주행중 실외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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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방안에 대하여 시도되고 있

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특별히 side 

skirt를 이용하여 차량으로부터 방사되는 소음을 저

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해외 소음 관련 연구 사례 조사 

- 차량이 주행할 시 발생되는 소음은 차량에 장착

된 각종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소음과 레일 및 레일 

구조물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구분됨 

 

- 발생된 소음이 실내로 전파되는데 있어서 차량

의 차음성능 및 터널의 음향특성등의 다양한 인자

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차량외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음원으로부터 

발생한 소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실내로 유입

됨 

- 주행속도 80km/h인 전동차의 각 소음원의 일

반적인 소음파워레벨, 최대값, 최소값과 일반적인 

소음레벨 영역을 그림 3에 도시하였슴 

 

- 주행 중 차량의 소음원의 크기별 분류 

① 휠과 레일의 접촉소음 

② 견인전동기 소음 : 견인전동기 내의 냉각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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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유발 

③ 구동기어 소음 : 기어의 맞물림시 발생하는 소

음, 기어 하우징이나 지지 구조를 가진 시켜 발생하

는 방사 소음, 기어의 맞물림 주파수에서 순음 성분 

④ 에어컨 소음 : 덕트로 유입된 각종 팬들과 컴

프레서의 소음, 진동이 차체 내장판을 가진  

 

 

Figure 1. Noise source of Electric EMU 
 
 

 

Figure 2. Noise level depend on vehicle speed 

 

 

 

Figure 3.Typical Noise power levels on Equipment 

 

 

 

 

Figure 4. Noise power levels on Equipment 
 

2. 소음 저감 방안 사례 

2.1 소음 저감 방안 

(1) 소음원으로부터 소음 저감 방안 

 

- 휠-레일 소음 

차륜과 선로의 거칠기 관리, 디스크 브레이크와 

선로 관리, 차륜 삭정, 선로와 차륜의 최적화, 댐핑

차륜 적용과 레일댐퍼 설치, 차륜과 대차에 Side 

skirt 적용 

 

- 공력기인 소음 

유선형 설계 (전두부, 차량의 간극 및 돌출부 없을 

것), 대차와 팬토그래프의 유선형 커버 적용, 난류와 

와류에 의한 영향성 최소화 설계 

 

(2) 소음원의 전달 경로에 대한 저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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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 거칠기 관리> 

 

<댑핑차륜 적용> 

 

<선로 관리> 

 

<side skirt 적용> 

 

<차륜 최적화> 

 

<방음벽 적용> 

 

(3) Side skirt를 적용한 소음 저감 방안 사례 

 

① 인터버 냉각 덕트에 차음박스와 side skirt 적

용 사례(Lok2000) 

 

- 트랙션 모터와 인버터 팬의 소음 저감을 위해 

차음박스와 side sikrt를 적용하여 12dB(A) 저감 

 

-668-



   
 

 

Figure 5. Side skirt for Invert cooling duct 
 

② 디스크 브레이크와 대차 side skirt 적용 사례

(Komponententrager) 

 

- 디스크브레이크와 대차 side skirt를 적용하여 

11dB(A) 저감 

 

 

Figure 6. Side skirt for 'Komponententraegeer' Sgss wagon 
 

③ 제동 방식의 변화와 휠 side skirt 적용 사례

(STV wagon) 

 

- 마그네틱 브레이크, 복합 브레이크 블록과 휠댐

퍼, 휠 side skirt를 적용하여 9dB(A) 저감 

 

 

a) 개선전 기존 대차  
b) 1차개선 : 마그네틱 브레이크와 복합 브레이크 블록  

c) 2차개선 : b)+ 휠댐퍼와 휠 스커트 적용 
<Side skirt 적용예(STV 대차)> 

Figure 7. Effect of brake system and wheel Side skirt 
 

④ 기타 Side skirt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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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other Side skirts 

3. Side skirt 성능해석 사례 

① 소음해석 모델링 

차량의 외부소음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상용프로그

램인 Ray noise를 이용하여 광음향 기법을 적용하

였다. 개활지 모델을 적용하고, Field point mesh를 

구성하고, 공력기인 소음원과 차륜-레일 소음원의 

좌표에 따라 음원을 설정함.  

 

 

 

Figure 9. Raynoise modeling for side skirts effect 
 

대차와 간극에서의 공력기인 소음과 차륜-레일에

서의 기계기인 소음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졌으며, 

두 가지 특성의 소음원을 모두 적용한 모델에 대해

서도 소음 해석을 수행함. 소음의 측정지점은 차량 

외부 25m 지점에서 높이 1.5m 지점을 측정지점으

로 설정하였으며, 스커트 장착 유, 무에 따른 소음

저감 효과를 분석. 

 

② Side skirt 미적용 시 소음해석 결과 

공력기인 소음레벨은 88.6dB(A), 기계기인 소음

레벨은 87.4dB(A)로 예측되었으며, 두 가지 소음원

을 고려한 경우 91.3dB(A)로 나타남.  

 

Figure 10. Analysis result for without side skirts 

 

③ Side skirt 적용 시 소음해석 결과  

대차 위치에 0.4m 의 수직방향으로 스커트를 적

용한 결과 공력기인 소음레벨은 85.0dB(A), 기계기

인 소음레벨은 84.7dB(A)이며, 두 가지 소음원을 

고려한 경우 87.9dB(A)로 나타남.  

 

Figure 11. Analysis result for with side skirts 

 

Side skirt 장착 유무에 따른 소음해석 결과 Side 

skirt의 소음 저감 효과는 3.4dB로 판단됨. 

4. 결  론 

전동차의 소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소

음원에 대한 검토 및 각 소음원의 영향 및 기여도

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주행중 외부로 방사되는 소음 수준을 낮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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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에 중에서 side skirt 설치 방안 및 side 

skirt의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향후 코레일 전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side skirt에 대한 설계 및 소음 저감 효과

에 대한 상세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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