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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l noise level of a train running in tunnel is influenced by sound transmission coefficients 

of floor, side door, window and gangway as well as by the sound power levels of major noise 

sources. The structure of a gangway should be strong enough for the safety of passengers 

while it should be flexible enough for the movement of a train in curves. Due to this the sound 

transmission coefficients of gangways are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ose of carbody 

structure. The effect of the sound transmission coefficient of the gangway is studied in this 

paper in regards to the existence of end doors.

-----------------------------------------------------------------------------

 1. 서론

터널을 주행하는 전동차의 실내소음은 차륜과 레일의 접촉소음, 견인전동기와 드라이빙기어 등 주요 소음원

의 크기와 바닥구조, 출입문, 측창 및 갱웨이 등의 음향투과손실치에 영향을 받는다 (1, 2). 이중 차간 연결장

치인 갱웨이는 승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적절한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곡선부 통과를 위해서 유연해야 하는 이

중성이 있다 (그림1). 따라서 갱웨이는 구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향투과손실치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이 때

문에 터널 주행중 차량의 실내소음은 갱웨이의 음향투과손실치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터널주행중 실내소음이 80dBA 정도인 전동차에 대해 엔드도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갱웨이의 음향투과손실치가 실내소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2. 터널을 주행하는 전동차의 소음해석 모델

전동차와 터널은 상용 소음해석프로그램인 AutoSEA를 이용하여 그림2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전동차는 갱

웨이를 포함하여 10개의 cavity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도 다수의 cavity로 모델링하여 주요 소음원에서 발

생한 소음이 터널 내부에 전파되며 차체 외부에 입사되게 하였다. 차체 각 부위의 음향투과손실치와 실내흡

음률은 실제 측정치를 사용하였으며 해석에 사용한 차체 주요부위의 음향투과손실치가 그림3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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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갱웨이 형상

 

그림 2.  소음해석 모델 (상: 차량, 하: 터널)



그림 3.  차체 주요 부위의 음향투과손실치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전동차에서 음향투과손실치가 가장 낮은 부위는 엔드도어, 출입문 그리고 갱웨이이

다.  최근 사용하는 엔드도어는 전기식 엔진을 장착하여 승객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작동하는 대

신에 기밀성능은 크지 않다. 또한 출입문은 매 정거장 마다 문을 여닫아야 하는 기능적 특성상 완벽한 기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음향투과손실치가 타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루프와 사이드의 음향투과손실치가 가장 큰 것은 루프와 사이드가 내장판과 외판의 2중벽 구조로 되어있고 

외판 안쪽에 흡음재를 취부하고 흡음재와 내장판 사이에 공기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닥구조는 40미리 유니텍스 구조로 면밀도를 크게 함으로써 음향투과손실치가 사이드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향투과손실등급 STC17, STC27, STC37인 갱웨이를 사용하였고, 갱웨이부와 객실사이에 

엔드도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해석하였다. 

그림 4에 해석에 사용한 주요 소음원의 음향파워를 나타내었다. 드라이빙기어와 견인전동기는 각 단품에 대

해 인텐시티법으로 측정한 실제 측정결과이고 차륜과 레일의 접촉소음은 전용 해석프로그램인 TWINS 해석

결과와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이다. 



갱웨이 STC 등급 엔드도어 有 엔드도어 無
STC 17 80.0 85.3

STC 27 79.7 80.7

STC 37 79.6 79.7

그림 4.  주요 소음원의 음향파워

 3. 소음해석 결과

국내 A프로젝트에 사용한 견인전동기와 드라이빙기어의 소음도 및 차체의 음향투과손실치를 사용하고, 
갱웨이의 STC 등급을 변화시켰을 때 실내소음해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Table 1과 같다. 여기서 실내소

음은 소음도가 가장 높은 대차상부의 소음을 뜻한다. STC27급의 갱웨이에 엔드도어가 있는 차량이 터널

속을 80km/h로 주행할 때 측정한 실내소음도가 대차상부에서 80dBA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해석결과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Table 1: Internal Noise Levels (dBA; 80km/h, Tunnel)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엔드도어가 있을 때에는 STC17에서 STC37 까지 대차상부 실내소음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엔드도어의 음향투과손실치가 STC20 정도만 되면 갱웨이의 음향투과손실치와 

합쳐져서 가장 취약한 부위인 출입문의 음향투과손실치 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엔드도어가 없을 경우에는 갱웨이의 음향투과손실치가 실내소음에 미치는 영향은 커져서 STC17 짜리 갱



웨이는 STC27 짜리 갱웨이 보다 약 5dBA 정도 실내소음을 증가시킨다. 또한 STC37 짜리 갱웨이는 

STC27 짜리 갱웨이 보다 약 1dBA 정도의 실내소음저감 효과가 있다. 이는 엔드도어가 없을 경우에는 

갱웨이를 투과한 외부소음이 직접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STC17 등급의 갱웨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엔드도어가 없을 때가 엔드도어가 있을 때 보다 5dBA 이

상 실내소음이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STC27 등급 이상이 되면 엔드도어가 실내소음에 미치

는 영향은 1dBA 이하가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터널속을 8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엔드도어가 있는 전동차의 실내소음이 약 80dBA일 

때 갱웨이의 음향투과손실치를 보강하면 약 1dBA 정도의 실내소음저감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만일 주요 소음원의 소음레벨을 저감시키고 음향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위인 출입문의 음향투과손

실치를 강화하여 실내소음이 80dBA 이하인 차량을 설계한다면, 갱웨이의 음향투과손실치가 실내소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5. 결론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STC27의 갱웨이를 기준으로 STC를 10dB 감소시키면 엔드도어가 있을 때는 실내소음에 영향이 거의 

없지만, 엔드도어가 없을 경우에는 5dBA 이상 실내소음이 증가한다. 
(2) STC27의 갱웨이를 기준으로 STC를 10dB 증가시키면 엔드도어가 있을 때는 실내소음에 영향이 거의 

없지만, 엔드도어가 없을 경우에는 1dBA 정도 실내소음이 감소한다. 
(3) 엔드도어가 있을 경우에는 STC37에서 STC17까지의 변화는 실내소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엔드도어가 없는 경우에는 STC37에서 STC17까지 변할 때 실내소음은 5dBA 이상 증가한다.

이상의 결론은 터널주행중 실내소음이 80km/h에서 80dBA을 만족하도록 설계한 차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음원의 소음도를 더욱 줄이거나 출입문 등의 음향투과손실치를 더욱 크게 하여 실내소음이 80dBA 이

하가 되게 차량을 설계하게 된다면 갱웨이의 음향투과손실치가 실내소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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