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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railway vehicle's improvements on speed and weight has caused interior noise, the passenger's convenience 
fell dramatically. Therefore many on-going researches are dedicated to reduce interior noise. In this study the 
analytical prediction of interior noise reduction has done through filling up the empty space using form and to 
modify the floor structure, which contributes highly with interior noises. Using Statistical Energy Analysis(SEA), 
the interior noise of the vehicles without the form filling on the floor structure and the vehicles with form filling 
and also a modified structure has been predicted. The selected percentage of form filling was 0, 50, 100% and 
through this research the analysis of noise reduction by form filling has been made. When floor structure has been 
filled with form, approximately 2 dB of noise reduction was observed and the difference of noise reduction level 
with 50 and 100% form filling was predicted to be very little. Through this study, the expectation of interior noise 
reduction in high speed trains is considered high.

1. 서 론

고속철도는 빠르고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누적 이용 고객이 2억 명에 이르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고속화 경량화 연
구가 활발히 연구 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동력 분산형 고속 철도 차량은 최고 시험 속도 430 km
를 목표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고속 철도의 주행 속도가 증가 할수록 공력 소음이 크게 증가 하게 
되며 이에 따른 실내 소음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량화에 따른 구조물의 재질이 
철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어 질량 법칙에 의해 구조물의 차음 성능이 크게 떨어져 실내 소음도는 더
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탑승자에게 편의성 차원에서 악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실내 소음 규제에 의한 속도 제한 구간이 존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 기준은 시속 370 km 로 주행 시 개활지에서 72 dB(A), 터널 통과 시 77 dB(A)인데 이는 미국의 
American Public Transit Association이 제시한 시속 300 km 주행 시 개활지에서는 70 dB(A), 터널 
통과 시 80 dB(A) 기준에 비해 더 엄격한 수준이다.(1) 따라서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소음에 대한 연구
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 저감 연구의 일부로서, 실내소음 기여도가 가장 큰 바닥 구조
물의 구조를 변경 후 알루미늄 구조물의 공동에 차음재의 종류인 우레탄 폼을 충전시킴으로서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을 저감 시키고자 하였다.(2) 첫째로 구조 변경을 통하여 승객의 대화 영역에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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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500 Hz의 차음 성능을 개선하여 대화 영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고속철도 차량 바
닥 구조물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강성을 유지하며 약 6 %의 질량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로 구조 변경된 알루미늄 압출재 공동에 질량 감소분에 해당되는 우레탄폼재를 충전 함으로 800 Hz 이
상 주파수 대역에서 차음성능을 더욱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 저감 효과는 통계적 에너지 해석 기법 상용 소프트웨어인 VA ONE을 이
용하여 해석적으로 수행 하였다. 실내소음 저감효과 예측에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는 해석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주행하는 KTX-산천의 실내 소음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매우 유사한 소음도를 갖는 것으로 예측되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 방법을 통하여 실내 
소음 저감 효과 예측의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 구조물 구조 변경 전과 변경 후 전체 실내 소음은 유사하였지만 승객의 대화 영역인 500 Hz 대
역에서 약 3 dB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500 Hz 대역의 차음 성능 개선과 더불어 1000 
Hz 대역에서 차음 성능이 크게 저하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800 Hz 대
역 이후부터 차음효과가 뛰어난 우레탄폼을 알루미늄 압출재의 공동에 충전하여 차음성능 저하 현상을 
보완하였다. 결과적으로 구조 변경 및 폼재 충진을 통해 약 3 dB의 실내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이는 추후 개발되는 고속철도 차량에 적용 시 실내 소음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본  론

2.1 고속철도 차량의 바닥 구조물 구조 변경

본 연구에서는 기존 KTX-산천 차량의 바닥 구조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차음 성능을 개선시키고자 하
였다. 그림 1은 변경 전과 변경 후 고속철도 차량의 바닥 구조물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강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코어의 개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a) KTX-산천

(b) HEMU-400x (improved model)
그림 1. Aluminum extruded panels for high speed trains

바닥 구조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재원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코어의 두께는 
약 0.5 mm 감소 하였으며 질량은 약 6 % 감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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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바닥 구조물 구조 변경에 따른 구조물의 사양
Model

Parameter KTX - sancheon HEMU - 400x
Height h (mm) 70 70
Width Lx (mm) 528 550
Length Ly (mm) 1500 1500

Upper plate thickness  tpu (mm) 2.8 2.9
Lower plate thickness  tpl (mm) 2.8 2.3

Core thickness  tc (mm) 2.6 2.2
Number of core 6 8
Mass m (kg) 26.15 25.82

Surface density  mA (kg/m2) 33.02 31.30

그림 2는 바닥 구조물의 차음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 변경 후 500 Hz에서 차
음성능이 증가하였으며 1000 Hz에서 차음성능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Transmission loss of floor panel

2.2 고속철도 차량의 바닥 구조물 폼재 충전 

본 연구에서는 구조 변경을 통하여 승객의 대화 영역에 방해가 되는 주파수 대역의 차음 성능을 개선
하고자 차음성능을 저하시키는 국부 공진 모드를 고주파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림 2와 
같이 500 Hz 대역의 차음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1000 Hz 성분의 차음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
게 되었다. 따라서 100 Hz 대역의 차음성능 개선 대안으로 차음 효과가 뛰어난 폼재 충전을 통하여 이
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진 문제는 효과적인 댐핑의 증가를 통하여 해결된다. 그러나 국부
적 공진은 주름단위의 국부적인 변형에 기인하므로, 많은 주름의 댐핑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폼재의 압축 충전은 주름 내부의 모든 면에 폼재가 압축 밀착되므로, 주름 하나 하나
의 변형을 구속하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댐핑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3은 구조 변
경된 알루미늄 압출재에 폼재 충진 모습을 보여준다. 폼재 충진은 0, 50, 100 %로 분류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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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oam filled panels.

그림 3과 같이 폼재를 0, 50 와 100 % 충전시킴으로서 차음성능 개선 효과를 실험적으로 살펴 보았
다. 차음성능 평가를 위하여 ASTM E2249-02에 근거하여 투과손실(Intensity transmission loss)을 측
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4의 음원실과 수음실 사이의 개구부(840mm×840mm)에 주름 강판 시편
(836mm × 836mm)을 설치하고, 음원실에서의 평균 음압과 수음실 측 시편상의 평균 인텐시티를 측정
하여 투과 손실을 결정하였다.

Fig. 4 Experimental set up for TL measurement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투과손실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폼 HEMU-400x의 비충
진 압출재, 3% 중량 폼 충진 압출재, 그리고 6% 충진재의 투과손실 측정결과이다. 400Hz 아래에서는 
별 효과를 보이지 않으나, 국부공진 대역인 500Hz 이후부터는 차음성능이 5dB 이상 향상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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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폼재 충전을 통한 차음 성능 개선 효과

2.3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 저감효과 예측

동력 분산형 고속철도 차량의 재질은 철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어 차음 성능이 차음 성능이 떨어지
게 된다. 따라서 실내 소음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바닥 구조물을 변경하여 실내 소음을 저감 시키고
자 하였다. 그림 6은 통계적 에너지 해석 기법 상용 소프트웨어인 VA ONE에서 모델링 된 동력 분산형 
고속철도 차량을 보여준다.(5) 

그림 6. 동력 분산형 고속철도 차량 모델링 [VA ONE]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 예측 방법은 선행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2) 그림 7은 바닥 구조물의 구
조를 변경 하였을 경우 동력 분산형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도 변화를 보여준다. 고속철도 차량의 
경우 바닥구조에 대한 실내 소음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실내소음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
체 소음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500 Hz 와 1000 Hz 에서 실내소음도가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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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바닥 구조 변경에 따른 실내 소음도

그림 8은 구조 변경에 따른 실내 소음도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8. 구조 변경에 따른 실내 소음도 차이

동력 분산형 고속철도 차량 바닥 구조물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1000 Hz 에서 실내 소음도가 KTX-
산천 차량에 비해 최대 4.69 dB 높아 졌으며, 500 Hz 의 경우 3.41 dB 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예측 되었다. 따라서 폼재 및 흡음재를 통하여 이를 개선 하고자 하였다. 흡음재는 KTX-산천과 동
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폼재는 각 각에 대하여 실내 소음도를 예측하였다.

그림 9. 구조 변경에 따른 실내 소음도 차이 : 적층재 및 폼재 충진 [350 K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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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흡음재 적층 및 폼재 충전에 대하여 실내 소음도 저감 효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는 폼재 
50 % 충전 시 실내 소음 예측 결과이며 100 % 충전 시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 예측되었다. 개활지 구
간과 터널 구간 주행 시 모두 유사하게 약 2 dB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내소음 기여도가 큰 바닥 구조물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서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소음
도를 저감 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고속철도 차량은 재질이 철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어 차
음 성능이 차음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차량 바닥 구조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흡
차음재로 소음의 유입을 막기 어려운 500 Hz 의 차음 성능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질량을 약 6 %감소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내 소음 예측 결과 500 Hz 성분이 약 3 dB 저감 하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추가적으로 6 % 질량 감소분에 해당되는 폼재를 바닥 구조물 공동에 충전하여 차음 성능을 더욱 향
상 시켰다. 흡차음재 적층 및 폼재 충진을 통해 KTX-산천 차량에 비해 약 2 dB의 실내 소음 저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실내 소음 기여도가 가장 큰 바닥 구조를 변경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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