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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high speed train has settled down as a fast and convenient environment-friendly transportation and 

it‘s need is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increased train speed leads to increased aerodynamic noise, which 

causes critically affects comfortability of passengers.  Especially, the pantograph of high speed train is protruded 

out of train body, which is the main factor for increased aerodynamic noise. Since aerodynamic noise caused 

pantograph should be measured in high speed, it is difficult to measure it and to analysis aerodynamic noise 

characteristics due to the various types of pantograph.  In this research, aerodynamic noise of pantograph is 

predicted by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 and FW-H (Ffowcs Williams-Hawkings) equation.  Also, Wind 

tunnel test results and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were compared. As a result, Simulation results predicting sound 

pressure level is very similar with wind tunnel test result.  This research will draw major factor in aerodynamic 

noise of pantograph and will be utilized for predict sound pressure level of pantograph.

1. 서 론

고속철도 차량은 빠르고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수요가 차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주행 시 발생 되는 공력소음은 주행속도가 300 km/h에 이르게 되면 난류의 박리와 와류발산 

등의 향이 커져 공력소음이 격하게 증가하게 되며 이는 탑승자의 편의성에 악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공력소음을 유발하는 표 인 요소로는 토그래 (집 장치)와 차간공간을 들 수 

있다. 특히, 고속철도의 토그래 는 철도차량 운행 시 필요한 기를 공 하는 장치로 구조물이 차량

의 외부로 돌출되어 있어 공력소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공력소음은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4∼6승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고속철도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토그래 의 향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감시키기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토그

래 의 소음 감을 해 부엉이의 소음 비행원리를 응용한 설계를 통해 신칸센 고속열차에 용하여 

팬터그래 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감시키거나 토그래   열차 방음 에 하여 설계를 수행하여 

FASTECH 360S 열차에 용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하지만 토그래 의 공력소음은 구조  

크기에 따라 소음 특성이 상이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측하기 어렵고, 측정 한 고속 주행 조건

에서 이루어 져야 하므로 측정조건을 만족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이 어려운 

고속 철도 차량의 토그래  공력 소음을 해석 으로 측하 다. 산유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 CFD)을 통해 토그래 의 유동해석을 수행 후, 음향근사기법(Acoustic Analogy)인 Ffowcs 

Wiliams -Hawkings (FW-H) equation을 용하여 공력소음을 측하 다. 한 해석 기법  격자 시스템 

등의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일본 철도기술연구소(이하 RTRI)에서 수행되었던 풍동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측 결과를 검증하 다. 본 연구는 토그래  소음 감을 한 기  연구로서, 토그래 의 공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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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측을 통해 추후 토그래  공력소음 주요 변수 도출  소음도 측에 활용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2. 풍동실험 장치를 이용한 고속철도 판토그래프의 공력소음 측정

2.1 풍동실험 장치

토그래 의 공력소음 특성을 악하고자 재 연구 인 차세 고속철도에 용될 토그래 를 

상으로 일본의 RTRI에서 풍동 시험이 수행되었다. 유동의 방향에 따라  토그래 의 Knee가 유동의 

앞에 치하는 Close knee case와 유동의 뒤에 치하는 Open knee case의 두 경우 모두 소음 측정을 

수행되었으며, 마이크로폰 치는 토그래 의 헤드 심에서 5000 mm 떨어진 치에서 공력소음

이 측정되었다. 그림 1은 소음측정을 한 풍동 실험 조건을 나타낸다.

(a) Top view (b) Side view

그림 1. Scheme of Wind Tunnel experiment setup

2.2 풍동실험을 통한 공력소음 측정 결과

그림 2는 실험을 통한 각 주 수별 음압분포를 나타낸다. 800 Hz 이하의 주 수 역에서는 토그래

의 기 임 부분에서 음압의 분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풍동실험 시 설치조건의 

향이 미치는 향이다. 반면, 1000 ∼ 2000 Hz 주 수 역에서는 토그래 의 헤드와 knee 부분

에서 음압이 집 되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음압분포가 집 되어 

있는 토그래 의 헤드와 knee 부분의 향을 집 으로 악하기 해 800 ∼ 2500 Hz 주 수 

역을 주요 심 주 수 역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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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ound pressure distribution of each frequency

3. 공력소음 예측을 위한 유동해석

3.1 유동해석 

3.1.1 모델링 및 격자

토그래 의 공력소음을 측하기 해 3차원 비압축성 유동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효율 인 

유동해석을 해 집 헤드와 Knee에 첨을 맞추어 형상을 단순화 하여, UG NX에서 모델링하 다. 그

림 3은 모델링 된 토그래 를 나타낸다.

(a) Front view (b) Side view (c) Top view

그림 3. Pantograph Model

그림 4는 토그래  주변 유동장을 풍동실험과 동일하게 모델링하 다. 한 Close knee와 Open 

knee의 향을 악하기 해 두 경우 모두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공력소음 해석을 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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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폰이 설치되어 있는 거리까지 모델링하 다. 공력소음해석을 한 유동해석은 심주 수의 장을 

고려하여 격자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고주 수까지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작은 격자와 타임

스텝이 요구된다. 따라서, 선정한 주요 심주 수의 상한 주 수를 고려해 격자크기를 2000 Hz의 장

보다 10배 이상 작도록 1 ∼ 34 mm의 범 로 설정하여 약 1,838,100개의 Tetrahedral 격자를 생성하

다. 그림 4 에서 볼 수 있듯이 격자의 수를 최 한 이고 계산 효율을 증 시키기 해 토그래 의 

칭 인 특징을 이용하여 칭되는 면에 Symmetric 조건을 설정하여 체 형상의 반만을 사용하여 

효율 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 다.

(a) Perspective view (b) Side view

그림 4. Flow field model around Pantograph (Close knee)

3.1.2 경계조건 및 지배방정식

공력소음해석을 해서는 일반 인 유동해석과는 달리 비정상 상이 지배 이고 소음원이 각 주 수

에 따른 소음 수 을 가짐으로 비정상해석이 수행되어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차량이 고속주

행 시 토그래 의 공력소음을 측하기 해 산유체해석 상용 로그램인 FLUENT를 활용하여 3차

원 비압축성 유동에 한 비정상(unsteady)유동해석을 수행하 으며, 효율 인 해석을 해 k-w  2 

equation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정상상태 유동해석을 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정상상태 해석의 기

조건으로 사용함으로써 수렴하는 시간을 단축하 다. 비정상상태의 정확한 난류 유동장을 악하기 해 

와류모사법(Large-Eddy Simulation; LES) 난류모델을 선정하 으며, 아격자 난류 성을 계산하기 

해 Smagorinski-Lilly 모델을 사용하 다.    공기의 유입속도는 풍동실험조건과 동일하게 350 km/h 

로 균일하게 설정하 다. 공기의 도는 1.225    으로 설정하 으며, 소리의 속도는 340m/s 로 설정

하 다. 음향 방사 에 지는 아주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고정 한 유동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2nd 

order implicit 시간이산화 방법을 사용하 으며, Double decision 모듈을 사용하 다. 심주 수 역의 

고려하여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임스텝을 4000 Hz의 주기의 2.5 배 이상 작도록 0.0001 

s 로 선정하 다. 한 flow time은 주 수인 100 Hz의 주기의 시간보다 3배 이상 길도록 0 ∼ 0.03 s

로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도표 1은 유동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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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Modeling and simulation run parameters

구 분 내 용

심주 수 100 ∼ 4000 Hz

주요 심 주 수 800 ∼ 2500 Hz

격자크기 1 ∼ 34 mm

격자 갯수 1,838,100 개

Timestep 0.0001 s

Flow time 0.03 s

4. 음향근사기법을 이용한 공력소음해석

4.1 음향근사기법

산해석을 이용해 토그래 의 공력소음을 도출하기 해 음향근사 (Acoustic analogy)기법을 사용

하 다. 음향근사기법인 FW-H (Ffowcs-Williams Hawkings) equation을 사용하 으며, 이 equation은 

continuity equation과 Navier-Stokes equation을 동 방정식의 형태로 발 시킨 것이기 때문에 유체문

제에 있어서 유용하다. FW-H equation은 소음의 발생 원인별로 표 되며, 두 개의 surface source 

(mo- nopole, dipole)과 하나의 volume source (quad- rupole)를 포함하고 있고, 소음항은 식 (1)과 같이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    ′    ′    (1)

식 (1)은 물체의 형상과 운동학  조건에 의존하는 thickness noise (monopole: ′)와 물체와 유체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loading noise(dipole: ′)  유동장에서 나타나는 비선형 동의 , 충격 , 

난류 등의 상으로 발생하는 quadrupole noise( ′) 세 개 항으로 구성된다. 이 게 각각의 발생 원인별

로 독립 으로 표 되기 때문에 소음의 원인을 쉽게 단할 수 있다. 이 에서 thickness noise 와 

loading noise는 면 분(surface integration)을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quadrupole noise 의 경우 체

분을 필요로 하게 되어 계산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한, quadrupole noise 의 경우 Ma수가 작은 경우 

공력소음에 미치는 향은 작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동해석 상용 코드인 Fluent의 

FW-H 모듈을 이용하여 thickness noise와 loading noise 만을 고려하여 소음해석을 실시하 다.

4.2 판토그래프 주변의 유동 특성 파악 및 소음도 예측

고속철도 차량의 토그래 의 소음원 특성을 악하기 해 토그래  주변의 유동특성을 악하

다. 일정한 속도로 진하는 물체는 일반 으로 표면 마찰력( 선성분)과 박리 상이나 와유동과 같이 

유체의 성운동에 기인하는 압력 항(법선성분)을 받게 된다. 특히, 고 이놀즈 수의 유동장에서, 법선

성분의 항을 결정하는 유동 상은 실질 으로 흐름의 박리 상과 한 계가 있는 난류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난류유동은 물리 으로는 물체표면으로부터의 주기 인 유동박리 상이 발생한다. 

주기 인 유동박리 역에서 와류가 아래 역에서 교차 으로 와류의 형태로 후류로 움직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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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기 인 와류 흘림 때문에 체 유동장은 기본 으로 비정상유동 특성을 갖게되며, 공력소음의 

소음원으로서 공력소음을 야기한다.  그림 5-a, b는 close knee case와 open knee case 모두 유동장을 

유동진행방향으로 자른 단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와류분포도가 크게 나온 헤드 부분과 knee부분

만을 도시화한 와류 분포도를 나타낸다. close knee case 와 open knee case 모두 헤드와 knee 부

분에서 비정상 유동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기성을 가진 와류흘림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유동 특성에 의해 소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단된다. 한, 헤드 부분에서는 유동이 흘러오는 

쪽의 앞에 치한 헤드 형상에 의해 와류흘림 상이 일어나게되고 후류로 이동한 와류가 다음 형

상에까지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헤드 형상에 따라 다양한 유동특성과 소음특

성을 발생될 것으로 상된다. 

time : 0.02 s time : 0.02 s

time : 0.03 s time : 0.03 s

time : 0.04 s time : 0.04 s

(a) close knee (b) open knee

  

그림 5. Fluid around pantograph flow

5. 판토그래프 공력소음 비교

그림 6-a, b 는 풍동을 이용한 close knee case와 open knee case의 소음측정 결과와 음향근사기법을 

이용하여 해석 으로 공력소음을 측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Close knee case는 풍동소음

측정 결과와 산해석 결과 값은 주 역인 250 ∼ 630 Hz 에서는 약 2 ∼ 4 dB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분석되었지만, 주요 심주 수 역인 800 ∼ 2500 Hz 에서는 1 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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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측되었다. open knee case는 심주 수 역 에서 약 2 ∼ 3 dB 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

든 역 에서 반 으로 약 1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며 매우 유사한 것으로 측되었다. 

(a) close knee case

(b) open knee case

그림 6. Comparison of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data

유동방향에 따라 Close knee case는 주 에서, Open knee case는 고주 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

다. 이는 토그래  모델링의 단순화에 따른 향과 해석모델의 한계에 기인한 향으로 단된다. 하

지만, 체 인 소음 해석 결과의 경향이 실제 풍동 소음 실험과 유사하며, 심주 수 역인 800 ∼ 

2500 Hz 에서의 매우 유사한 결과가 측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치해석과 소음 측기

법을 활용한 토그래 의 소음 측 결과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단되며, 토그래 의 

헤드와 knee 부분에서 소음원이 집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주요 심주 수 역

인 800 ∼ 2500 Hz 에서 그 향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측정이 어려운 고속철도 차량의 토그래 에서 발생하는 공력소음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 토그래 를 단순화하여 CFD를 이용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한 후, 음향근사기법인 Ffowcs 

Wiliams-Hawkings (FW-H) equation을 용하여 공력소음을 측하 다. 측된 결과에 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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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해 일본의 RTRI에서 수행된 풍동실험 결과를 통해 검증하 다. 유동해석을 통해 토그래

의 헤드와 knee 구조에서 비정상유동이 크게 발생되며, 이 구조물에서 소음이 크게 발생되는 것으

로 확인하 다. close knee case와 open knee case에서 발생되는 두 결과 값의 차이는 수치해석을 하

여 토그래  모델링의 단순화에 따른 향으로 단된며, 해석모델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

다. 추후 이를 보완하여 차이를 여나갈 계획이며, 본 연구를 통해 토그래  공력 소음 주요 변수 도

출  소음도 측에 활용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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