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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철도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현재 주요 교

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고속철도 선진국인 독일, 
일본, 프랑스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고속철도차량 

국산화를 위한 기술 시험용 고속열차 HSR-350X, 
HEMU-430X의 개발과 상업용 고속열차 EMU260/320
을 개발하는 등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속열차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시험 열차의 최소 속도는 400 km/h을 넘기고 있으

나 상업운전 속도는 약 300 km/h 수준이다. 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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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의 바람소리에 따른 실내소음 예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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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contemporary studies have been carried on the challenge of predicting or reducing the ex-
terior aerodynamic noise and interior noise induced by exterior air flow around high-speed trains. The 
achievement of reliable numerical prediction of noise in a passenger cabin due to exterior flow re-
quires decomposition of the surface pressure fluctuations into hydrodynamic (incompressible) and the 
acoustic (compressible) fluctuation types, as well as the accurate computation of the near aeroacoustic 
field. This can be done because the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pressure wave through 
the cabin wall panels differ significantly. In this paper, wavenumber-frequency analysis is performed to 
accurately predict interior noise due to exterior aerodynamic noise from surface pressure fluctuations. 
First, large eddy simulation (LES) techniques were employed to predict the exterior flow field includ-
ing an accurate near acoustic field around a high-speed train running at a speed of 300 km/h in an 
open field. Then, pressure fluctuations on the train surface were decomposed and categorized as in-
compressible/compressible, and power spectral density spectra were obtained using wavenumber-frequency 
analysis. Finally, the separated incompressible and compressible surface pressure fields in the time-space 
domain were obtained from the inverse Fourier transform of each incompressible/compressible wave-
number-frequency spectrum.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050/KSNVE.2019.29.1.141&domain=http://journal.ksnv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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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열차의 개발단계와는 달리 상업운전에서는 안정성

을 비롯하여 승객의 편의성 및 정숙성이 요구되기 때

문이다(1). 차량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열차의 속도가 

대략 250 km/h ~ 300 km/h을 넘어서면 휠/레일 접촉

에 의한 구름소음보다 차체와 차체 주위를 지나는 유

동의 상호작용에 의한 바람소음의 영향이 커지게 된

다(2). 차체에서 발생하는 공력소음은 발생원인에 따라 

풍절음, 흡출음, 공동소음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 이 

중 특히 풍절음의 경우 열차의 외부 구조물 중 필연적

으로 돌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형상주위에서 발생하

여 풍절음 자체의 저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풍절

음의 내부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자동차의 경우 독일의 자동차 연구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 바람소리에 따른 내부 소음에 관한 실험적, 수
치적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되어(3), 국내에서도 현대자

동차에서 단순화된 모형차(Hyundai simplified model)
에 대하여 외부 바람소음의 실내전달음에 대한 맹검

시험(blind test)을 수행하는 workshop(4)을 개최하는 등 

바람소음의 내부전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속열차의 경우 대상의 매우 큰 크기로 

인해 연구에 큰 어려움이 있다. 고속열차 공력소음에 대

한 몇몇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축소모형 및 주요 소

음원이라 알려진 판토그라프(pantograph), 대차(bogie) 
등 일부 대상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해석적 연구(2,5~8)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고속열차의 바람소리에 따

른 객실 내부소음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 방

법론 개발이다. 이러한 경우 고속열차의 외부 유체를 

가진원으로 구조물의 진동을 통하여 다시 열차 내부 

유체로 전달되는 유체-구조-유체 이중 상호작용 문제

이다. 구조물에서의 전파는 구조물 표면의 압력섭동 

분포를 입력값으로 예측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섭동은 

와류에 의하여 유체밀도의 섭동없이 직접 유도되는 유

체역학적 압력인 비압축성 압력섭동과 음향파인 압축

성 압력섭동이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전파특성에 따

라 분하여 접근해야 한다(9~12).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

속열차 주위를 지나는 유체에 의해 형성된 열차 표면

압력섭동(surface pressure fluctuation, 이하 SPF)의 비

압축성 압력섭동과 압축성 압력섭동으로의 분리를 위

한 파수-주파수 분석(wavenumber-frequency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대상은 실제 크기의 기술시험용 고속

열차 HEMU-430X(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430 km/h experiment)이며 주행속도는 300 km/h로 설

정하였다. 먼저 large eddy simulation(이하 LES)을 이

용하여 음향장을 포함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열차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섭동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열

차 표면 압력섭동에 대해 파수-주파수 분석을 수행하

여 비압축성/압축성 압력섭동으로 분리하였다. 마지막

으로 역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시간-공간 영역(domain)
에서의 비압축성/압축성 압력섭동을 획득하고 그 특성

에 대해 고찰하였다.

2. 대상 고속철도 차량

이 연구의 대상인 HEMU-430X는 Fig. 1(a)와 같이 

이층 객차를 포함한 총 8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

만 이 연구에서는 해석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층 객차

(DT1, DT2)와 이층 객차와 연결되어 있는 M2, M3 차
량을 제외하고, Fig. 1(b)와 같이 고속열차의 주요 공력

소음 발생 부위로 알려진 전두부(cab), 대차(bogie), 판
토그라프(pantograph), 차간 공간(inter-coach space) 
등을 포함한 TC, M1, M4, MC 총 네 량의 차량을 해

(a) Whole composition of the train

(b) Partial composition of the train

Fig. 1 Target model (HEMU-4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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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차량의 크기로 모델링하였으

며, 열차의 주요 부위 상세 형상은 Fig. 2와 같다.

3. 고속열차 외부 유동장 예측

3.1 수치기법

이 절에서는 고속열차의 외부 유동소음 예측을 위

해 사용한 LES기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도록 한다. 
유동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산유체역학

의(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이하 CFD)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은 Reynolds 
평균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광대역 소음원으로 고

려되는 유동장 내의 난류를 정확히 묘사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13). LES는 격자의 크기로 해상할 수 있는 

난류 에디(eddy)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하며, 해상할 수 

없는 에디에 대해서는 아격자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

하게 된다. 해석에 이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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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격자 모델은 난류 점성을 모사하기 위해 많이 사

용되는 다음과 같은 Smagorinsky-Lilly 모델을 사용

하였다.

 
   

 
(4)

LES의 수치적인 실행은 ANSYS fluent 18.0을 사

용하였고 해석 시간 간격은 ∆t = 0.0002 sec이다. 

3.2 해석 격자 및 경계조건

앞 절에서 설명한 LES를 이용하여 음향장을 포함한 

유동장을 예측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열차와 열차 주

위를 흐르는 유체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먼저 Fig. 3
에 해석영역 및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열차의 높이

를 특성길이(H = 3.74 m)로 하여 그림과 같이 해석영

역의 크기를 설정하였으며, 자세한 경계조건 설정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4(a)는 열차의 주요 소음 

발생부위의 표면 격자를 나타낸 것이다. 삼각형 격자

(tri-mesh)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형상을 잘 

표현하도록 다른 부위보다 격자를 조밀하게 생성하였

다. 이는 표면 격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생성되는 볼륨 

격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어 유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생

성되는 와류의 표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Fig. 4(b)는 유동장의 볼륨 격자를 나타

낸 것으로서 열차 표면에 다섯 층의 prism layer를 생

성하고 사면체 격자(tetra-mesh)에 육면체 격자(hexa 

Fig. 2 Details of main noise source parts
Fig. 3 Computational domain and applied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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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를 삽입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근접장에서의 유

동소음을 잘 예측하기 위해 열차의 표면에서 가장 조

밀하게 구성하고 원방으로 퍼져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커지도록 하였다. 표면 격자의 크기는 판토그라프와 와

이퍼는 5 mm, 전두부, 차간 공간(inter-coach space), 상
부 페어링(fairing), 대차(bogie)는 10 mm 마지막으로 

그 외의 차체 표면은 28.3 mm로 구성하여 복잡한 형

상과 주요 소음원 부위에서 격자가 조밀하도록 구성

하였다. 근접장에서 목표 주파수인 1500 Hz의 음향 신
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 파장 내 최소 여덟 개의 

격자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성된 총 볼륨 격

자의 수는 309 722 580개이다.

3.3 외부 유동장 해석 결과

해석의 수렴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 5
에 열차의 항력계수를 나타내었다. 총 계산시간은 약 

1.5 sec이며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약 0.5 sec 범위

의 해석결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Table 2에 항력계

수의 평균값을 실험값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실제 

주행하는 HEMU-430X를 이용하여 타행시험방법(co-
asting test method)으로 도출한 Kwon(15)의 결과값과 

비교하여 열차 한 량의 항력계수 값이 각각 0.153와 

0.150으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6에 열차 주위를 흐르는 유동의 와류구조

(Q-criterion), 속도의 크기(velocity magnitude) 그리고 

정압(static pressure)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6(a),
(b)에서 TC-car의 와이퍼(wiper), 대차 페어링(bogie 
fairing), 전조등(head lamp)에서 일관된 와류(coherent 
vortex) 구조가 형성되어 후류 방향으로 흐르며, 첫 번

째 대차, 첫 번째 판토그라프, 첫 번째 차간 공간 그리

고 상부 페어링(roof fairing)에서 큰 난류가 생성되어 

전파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력소음 발생의 주

요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다. Fig. 6(c)에서 주요 부품 

주위에서 발생한 압력섭동이 원방으로 전파되는 것이 

확인된다.

4. 열차 표면압력 섭동의 파수-주파수 분석

4.1 파수-주파수 분석 이론

열차 표면에 형성되는 압력은 와류에 의해 형성되

는 비압축성 압력섭동과 음향파인 압축성 압력섭동

이 혼재되어 있다. 비압축성 압력섭동은 평균 유속(U0)

Boundary Setting Remarks

Inlet Velocity inlet 83.33 m/s
Non-reflecting

Outlet Pressure outlet 101 325 Pa
Non-reflecting

Domain side 
and upper Pressure far field 101 325 Pa

Ma: 0.24

Ground Moving wall 83.33 m/s

HEMU wall No-slip wall

Rail Moving wall 83.33 m/s

Table 1 Details of boundary setting

(a) Surface meshes of main noise source parts

(b) Volume meshes of flow field

Fig. 4 Computational grid of surface and volume

Fig. 5 Time history of drag coefficient of HEMU-430X

Train formation Cd

H. Kwon TC+4M+MC (6 coaches) 0.900

Present study TC+2M+MC (4 coaches) 0.612

Table 2 Drag coefficient of HEMU-4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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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70 % ~ 80 %의 속도로 대류하고 압축성 압력섭

동은 음속(C 0)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두 압력 섭동의 

전파속도의 차이를 이용해 압축성 압력섭동과 비압축

성 압력섭동을 분리할 수 있다. 시간‒공간(2차원) 영
역의 압력섭동 신호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하면 파수‒주파수 영역에서의 압력신호의 스펙트럼을 

획득할 수 있다. 파수‒주파수 스펙트럼에서 기울기는 

전파속도가 됨으로 전파 속도에 따라 비압축성 압력

섭동과 압축성 압력섭동을 분리할 수 있다. 아래의 식

은 파수‒주파수 영역에서 압력섭동의 power spectral 
density(PSD)를 획득하기 위한 이산화된 3차원 푸리

에 변환식이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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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kij는 가중함수를 나타내며 이 연구에서는 

Hanning window를 적용하였다. 3차원 영역에서 비압

축성 압력섭동과 압축성 압력 섭동의 영역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Fig. 7과 같이 slanted 
Dirac cone의 형태로 나타난다. Cone의 내부 영역이 압
축성 압력섭동, 외부 영역이 비압축성 압력섭동의 영역

을 의미한다.



 

 (6)

4.2 파수-주파수 분석을 이용한 비압축성/

압축성 압력섭동의 분리

Fig.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TC-car 표면 영역의 압

력섭동에 대해 파수‒주파수 분석하였다. x-방향으로 

533, y-방향으로 85개의 표면압력 신호를 이용하였으

며 ∆f = 2.5176 Hz, ∆k x = 0.0665 (1/m) 그리고 ∆ky =
0.4210 (1/m)이다. 파수‒주파수 변환 결과는 Fig. 9와 같
다. PSD 스펙트럼은 공간에 관한 파수 축 k x, ky와 시

간과 관계하는 주파수 축 f의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

다. 평균 유속과 음속의 합으로 전파하는 압축성 압력

섭동의 영역인 slanted Dirac cone의 형상이 확인되며 

그 외의 평균 유속으로 전파하는 비압축성 영역과 확

연히 구분된다. 다음으로 식 (6)을 이용하여 Fig. 10과 

(a) Iso-surfaces of Q-criterion 
and vortex core with its strength

(b) Velocity magnitude contour (x-z plane)

(c) Static pressure contour (x-z plane)

Fig. 6 Instantaneous (a) iso-surfaces of Q-criterion and 
vortex core with its strength, (b) velocity magni-
tude and (c) static pressure contour

Fig. 7 Each region of incompressible and compressible 
parts in the three-dimensional periodogram

Fig. 8 Region of TC-car for wavenumber-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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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수‒주파수 영역(wavenumber-frequency domain)
에서 식 (6)으로 표현되는 Fig. 7의 slanted Dirac cone
의 외부 영역에 속하는 비압축성 압력섭동과 cone의 

내부 영역에 속하는 압축성 압력섭동을 분리할 수 있

다. Fig. 11에 파수 축으로의 기여도를 합하여 주파수

에 따라 나타내었다. 비압축성 압력섭동과 압축성 압

력섭동의 크기가 각각 122.0 dB, 112.1 dB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영역의 압력섭동에 대해 역 푸리에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하면 시간-공간 영역

(time-space domain)에서 분리된 비압축성/압축성 표

면 압력섭동을 획득할 수 있다. 그 결과를 Fig. 12에 나

타내었다. Fig. 12(a)는 비압축성/압축성 압력이 혼재되

어있는 전 영역을 푸리에 변환한 결과이며, Fig. 12(b), 

(a) kx ‒ ky ‒ ω

(b) kx ‒ ω (at ky = 0)

Fig. 9 Power spectral density diagrams (reference pres-
sure 20 μPa)

(a) Regions on 
convective component

(b) Regions on 
acoustic component

Fig. 10 Regions on each (a) convective component and 
(b) acoustic component

Fig. 11 Power spectral density spectrum and overall 
level (reference pressure 20 μPa)

(a) Total pressure fluctuations

(b) Incompressible pressure fluctuations

(c) Compressible pressure fluctuations

Fig. 12 Temporal pressure fields obtained from inverse 
Fourier transform (unit: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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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각각 Fig. 10(a), (b)의 비압축성 압력섭동과 압

축성 압력섭동 영역을 역 푸리에 변환한 결과이다. 결
과에서 볼 수 있듯이 비압축성/압축성 압력이 함께 존

재하는 표면 압력으로부터 비압축성 압력과 압축성 압

력장을 분리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고속열차의 바람소리에 따른 실내 전
달음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의 선행 연

구로서 고속열차 외부 유동에 의한 표면압력 섭동을 예

측하고 이를 비압축성/압축성 압력 섭동으로 분리하

기 위해 파수-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동소음원인 

와류가 강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음장이 동시에 존

재하는 근접장을 예측하기 위해 LES 수치기법을 적용

하였다. 유동해석 결과인 열차의 표면 압력섭동에 대

해 파수-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여 slanted Dirac cone
의 경계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비압축성/압축성 

압력섭동 PSD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분리된 

비압축성 압력과 압축성 압력 신호에 대해 역 푸리에 

변환하여 시간-공간 영역에서의 분리된 표면 압력섭동 

신호를 획득하였다. 분리한 결과로부터 압축성 압력섭

동의 크기가 비압축성 압력섭동의 크기보다 매우 작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압력섭동이 열차의 구조

를 통해 내부로 전파되는 메커니즘의 차이로 인해 상

대적으로 매우 작은 크기의 압축성 압력섭동이 열차의 

내부 소음에 미치는 영항은 무시할 수 없으며(11), 추가 

연구로 실차의 HEMU-430X의 표면압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수치 기법에 음향학적 검증을 하고, 각각의 

압력섭동이 열차 내부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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