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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noise of the Korean high-speed train running at different speed from 150 to 300 km/h was 
measured by using microphones and the difference of sound pressure according to its driving velocities was 
analyzed. In addition, sound pressure characteristics of front, pantograph, bogies and between-car sections of 
the Korean high-speed trains were deduced by applying delay and sum beam-forming method using a 
microphone array. From the research, the effects of locations of the high-speed train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to reduce noise of a high-speed train.

1. 서 론 

 재 세계 철도 선진국에서는 열차의 속도를 높이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개발될 

고속열차는 재 운행 인 300 km/h 의 속도에 비해서 운행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국내에

서도 차세 고속철도사업에서 최고시험속도 430 km/h의 동력분산형 차세  고속열차가 개발 에 있다. 

하지만 고속열차의 속도의 증가는 필연 으로 열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증가시킬 것으로 상되고 있

다. 따라서 고속열차의 속도를 높이는 연구뿐 만 아니라 고속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감하기 한 

연구 한 그 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속철도차량의 소음을 감하기 해서는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원을 정확하게 도출하고, 그에 따

른 방사특성을 명확하게 악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고속 철도차량이 주행하는 경우 동 소음과 

공력 소음 등 다양한 소음이 속도에 증가에 따라 발생하게 되며, 그 소음원의 치 한 산재되어 있어 

그 측정과 분석이 복잡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국외 철도 연구 기 에서는 다수의 마이크

로폰이 부착된 마이크로폰 어 이를 이용하여 고속철도의 소음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크로폰 어 이를 활용하여 고속철도의 소음원을 분리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고속철

도 차량의 소음을 연구하는 가장 효과 이며 유용한 연구로 간주되고 있으나, 재 국내에서는 이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 철도 차량의 주행 속도 150, 200, 250, 300 km/h 에서 발생하는 음압을 마

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주행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음압의 차이를 분석하 다. 한, 마

이크로폰 어 이를 기반한 지연-합 빔형성 기법을 용하여 고속철도 차량의 두부, 팬토그래 , 차 

 차간 부 에서 발생하는 음원의 특징을 도출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고속철도의 속도증가가 음압

에 미치는 향과 각 주요 소음원의 주행 속도에 따른 음압 특성이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

후 고속철도 차량의 소음 감연구에 활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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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열차의 소음 측정 

2.1 측정 시스템 

 본 측정에 사용된 마이크로폰 어 이(Microphone Array)는 방사형 어 이로 96개의 마이크로폰을 장

착하 다. 그림1은 실험에 사용된 방사형 어 이의 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 이의 직경은 약 3.4m이며 

마이크로폰 간격은 약 0.5～1.3m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다. 1.6m와 1m반경의 네스트(Nest)에 6개의 마이

크로폰이 30°와 60° 간격으로 교차로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마이크로폰 간격은 안쪽의 간격이 좁

으며 바깥쪽은 넓다. 

  어 이는 선로로부터 5m 떨어진 곳에서 설치되었으며, 높이는 KTX차량의 동력차 (4.1m), 동력객차 

(3.484m)  가선 높이(5.08m)를 고려하여 선로로부터 마이크로폰 앙의 치가 2.3m가 되도록 설치하

다. 그림2는 실제 측정 시 마이크로폰 어 이의 설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속 열차의 속도 측정은 포토 센서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포토 센서는 발  센서와 수  센서가 

한 을 이루고 있으며, 선로 양 쪽 기둥면에 일방향으로 1.4m 와 일 벨 기 으로 높이 1m 지

에 Start와 End 트리거 센서가 치하도록 고정하 다. 열차의 속도는 열차가 진입 쪽 선로 기둥면을 

통과 시 Start 트리거가 작동하게 되며, 진출 쪽 기둥면을 통과 시 End 트리거를 작동하게 되어 통과 

시간을 측정하고, 양 기둥면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구하게 된다. 

   측정  분석은 National Instruments 사의 PXI(DAQ 보드: PXIe-1065, 제어기 : PXIe-8133, 데이터 

스트리 : NI 8260)를 이용하 고 샘 링 주 수는 6.4kHz와 주 수 분해능 (Frequency Resolution)은 

5.00Hz로 측정하 다. 로그램은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사의 측정  후처리용 로그램(SeeSV230)를 

이용하 으며, 실시간으로 96개의 마이크로폰 신호와 2개의 포토센서의 신호를 장하 다. 

그림1. 96CH microphone array configuration

그림1. 96CH microphon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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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rain Name     Speed (Km/h) Site
1 KTX 157.1 Gamgok Station
2 KTX 148.4 Gamgok Station
3 KTX 157.1 Gamgok Station
4 KTX 156.8 Gamgok Station
5 KTX 176.3 Cheonna-Asan 
6 KTX 218.1 Cheonna-Asan 
7 KTX 243.3 Cheonna-Asan 
8 KTX 260.1 Cheonna-Asan 
9 KTX 293.0 Songna-ri
10 KTX 296.0 Songna-ri
11 KTX 298.0 Songna-ri
12 KTX 296.4 Songna-ri
13 KTX 303.3 Songna-ri

2.2 측정 상 열차 

 열차의 소음측정은 150 km/h에서 300 km/h로 운행하는 국내 고속차량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

문에서 사용된 측정은 감곡역, 천안아산역 인근  송라터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고속열차의 주행속도

선도 자료를 바탕으로 마이크로폰 어 이 설치가 가능한 선로 변 주변 평탄지역에 시험 장비를 설치하

여 측정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이용된 150 km/h 의 고속 열차 정보는 1번에서 4번까지이며, 200 km/h 는 5번

과 6번의 평균값을, 그리고 250 km/h 는 7번과 8번의 평균값을 이용하 다. 한, 300km/h 는 9번부

터 13번까지의 열차정보가 이용되었다. 본 측정 상 차량들은 소음 측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인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하 다.  

     표 1. The high speed train of noise measurement

3. 측정 결과 분석 

(1) 고속열차 차량의 속도에 따른 소음 측정 결과 분석

고속열차 차량의 소음 측정을 통해서 주행 속도의 증가가 차량의 음압 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고속열차차량은 그림 3과 같이 125 Hz에서 3000 Hz까지의SPL값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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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SPL 값은 125 Hz 부근에서 격한 감소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고

속열차의 속도 변화에 따른 음압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해 50 km/h 단 로 속도별 음압

의 차이를 그림4에서 비교하 다. 본 결과를 통해서 음압의 차이 1~5 dB 정도가 속도의 차이에 따라 발

생함을 확인하 으며, 특히 속도가 높은 경우에 음압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속도가 높아질수록 이 에는 큰 향이 없었던 공기역학  소음이 크게 높아져서 생기는 상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5에서 측정된 음압을 A가 치를 두고 해석을 하여, 실제로 청각에서 느

껴지는 소음의 체감을 검토하 다. 고속철도차량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소음의 크기도 커지며 주

역(125~250 Hz)과 고주 역(1000~3000 Hz)에서 증가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그림3. SPL of the KTX at speed of 150, 200, 250, 300 km/h

그림4. The difference between SPL of the KTX at speed of 150, 200, 250, 300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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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A-weighted SPL of the KTX at speed of 150, 200, 250, 300 km/h

(2) 고속철도 치에 따른 소음 측정 결과 분석

 고속철도의 속도별 소음원 치에 따른 음압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그림6과 같이 고속철도 차량의 

모델에 빔형성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할 치를 선정하 다. 선정된 치는 국내외 문헌에서 고속철도의 

주요 소음원이 발생하는 치로 검토된 차량의 두부, 팬토그래 , 차와 차륜부분, 차간 부분으로 선

정하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동하는 소음원의 속도를 알고 있다면 지연-합 빔형성 이론을 

용하여 원하는 부 의 소음원을 해석하여 음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7은 실제 해석 로그램에서 용

된 주요소음원의 음향방사 소음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6. Noise Sources of KTX

그림7. Noise Visualization of main sources of the KTX

  

674



그림8. SPL of the front section of the KTX 

그림9. SPL of the pantograph section of the KTX

그림10. SPL of the bogie section of the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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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Type Frequency

Front Aerodynamic Noise 125 ~ 3000 Hz

Pantograph Aerodynamic Noise 125 ~ 3000 Hz

Bogie and Wheel Rolling/Aerodynamic Noise 1300 ~ 3000 Hz

Between-Cars Aerodynamic Noise 63 ~ 125 Hz

그림11. SPL of the between cars section of the KTX

고속철도 차량의 각 소음원의 치에 따른 속도별 음압을 분석하 다. 두부는고속철도 차량이 주행 

할 때 차량 면에서 공기의 항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치로 속도의 증가에 따라 공력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해석결과에서도 그림8과 같이 두부에서 차량의 속도가 300 km/h

에서 주 역과 고주 역에서 소음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팬토그래  한 공기의 

항으로 공력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이다. 그림9와 같이 주 역과 고주 역에서 주행속도

가 300 km/h에 이를 때 높은 소음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차  차륜부분은 동 소음이 발생하

는 부분으로 그림10과 같이 고주 역에서 높은 소음증가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차간 부분은 차

량과 차량 사이의 공기유동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그림11과 같이 주 역에서 높은 소

음증가가 나타남을 보여 다. 

표2. The analysis result of noise sources of the KTX 

4. 결론 

고속철도 차량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두부  팬토그래 에서는 공력 소음으로 인해 주 수 역

(125 Hz~3000 Hz)에 걸쳐서 소음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부분에서는 고주  역(1300 

Hz~3000 Hz)에서 높은 소음이 발생하며, 차간 부분에서는 주  역(63 Hz~125 Hz)에서 높은 소음이 

발생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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