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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철도차량 주행 시 휠 레일 윤축 대차로부터- , ,

발생된 진동은 차 현가장치 및 센터피봇을1, 2

통하여 차체로 전달된다 전달된 차체 진동은 다.

양한 재질을 적층한 바닥구조를 통하여 승객에게

전달되며 이를, 저감하기 위해 바닥구조물의 진동

절연 설계가 필요하다.

복합재질의 혼합 적층판에 대한 진동해석을 위

하여 이영신(1)은 비선형 진동해석을 통한 적층판

거동을 검증하였고 김재호,
(2)는 복합 적층판에 대

한 해석모델을 수립하여 진동감쇠 특성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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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박용순.
(3)은 층 적층보에 대한 충격기법3

을 통하여 상대 두께 변화에 따른 감쇠특성을 확

인하였고 민경원,
(4)은 적층 고무베어링에 대한 특

성시험으로 동특성을 검토하였다 홍도관.
(5)은 복

합적층 허니컴 판구조물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하

여 형상별 고유진동수를 구하였고 우관제,
(6)는 철

도차량 부유 상구조에 대한 진동전달특성을 검토

하여 소음해석에 사용하였다. Yadav
(7)은 층 샌드4

위치 적층구조 해석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

를 검증하였다.

철도차량 바닥구조물의 진동전달특성을 위해서

는 차량 전체를 시험하여야 하나 설계단계에서,

차량시험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본 연구에,

서는 차량의 바닥구조물 시편을 제작하고 이를,

구성하는 단품과 구조물 시편의 동특성 시험을

통하여 바닥구조물의 재질별 진동전달 특성을 확

인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험편 바닥.

구조에 대한 진동특성을 계산하고 시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고 차량 전체에 대한 전산해석모델, ,

을 만들어 바닥구조물 재질별 철도 차량 량의1

학술논문< > DOI:10.3795/KSME-A.2009.33.11.1320

연결재료에 따른 철도차량 바닥구조의 진동전달

신범식 천광욱․ * 최연선․ **

(2009 7 15 , 2009 8 29 , 2009 9 8 )

Vibration Transmission of Railway Floor Structure
due to Connecting Materials

Bum-Sik Shin, Kwang-Wook Chun and Yeon-Sun Choi

Key Words: 철도차량 바닥구조 진동전Railway Vehicle( ), Floor Structure( ), Vibration Transmission(

달 연결재료), Connecting Material( )

Abstract

The sources of the vibration of railway vehicles in the cabin are usually bogie, axle, and wheel. The

vibrations are transmitted through the floor structures of railway vehicle. The floor structure is the

combination of bottom plate, plywood, and rubber. In this research the vibration transmission is

measured experimentally and analyzed numerically to find the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of the vehicle

floor structures. The result shows that the vibration characteristic of soft rubber is better than hard

rubber or wood as the connecting material between the bottom plate and the p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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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 structure (b) Plywood

(c) Soft rubber (d) Hard rubber

(e) Wood (f) Floor structure

Fig. 1 Floor structures of railway vehicle

진동전달 특성을 확인하였다.

바닥재 시험해석2.

바닥재 단품시편2.1

시편구성2.1.1

철도차량 바닥구조는 차체구조물 합판지지부, ,

합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품 중 차체구조물.

은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압출재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합판지지부는 연고무 경고무 나, , ,

무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합판시험은 두께. 18t

합판을 사용하여 단품시편 시험을 하였다. Fig. 1

은 시험대상 구성품과 바닥구조물이다.

단품 진동시험2.1.2

먼저 알루미늄 압출재를 대상으로 와 같Fig. 2(a)

이 하단부 중앙에 가진기를 설치하고 정현소인파,

를 주어 주요 모드응답을 확인하(sine sweep wave)

였다 는 시험 중 확인된 모드에 대하여 정. Fig. 2(b)

현가진을 통한 모드형상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Fig.

(a) Exciter (b) Mode shape

Fig. 2 Modal test of Al structure

(a) Experiment setting

(b) Transmission ratio

Fig. 3 Vibration Transmission of Al structure

Fig. 4 Impact test for the rubber and the wood

의 시험장치 개략도와 같이 백색잡음3(a) (white

으로 가진하고 상하부의 가속도를 측정하였noise) , ․
다 는 각각의 위치에서 측정된 신호를 바. Fig. 3(b)

탕으로 상하부 옥타브 별 진동전달비를1/3 (octave)․
나타낸 것이며 굵은 선은 평균 진동전달비이다 즉, .

진동전달비가 보다 작을수록 진동절연이 잘 되었1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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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mping ratio of the rubbers and the wood

단위( : %)

Mode Soft rubber Hard rubber Wood

1 1.39 1.21 0.44

2 2.74 1.35 0.03

3 2.21 1.42 0.05

4 1.35 0.72 0.10

Fig. 5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of the rubbers

and the wood

합판지지부 구성품은 연고무 경고무 나무 등, ,

이며 각각의 진동특성파악을 위하여 충격시험을,

하였다 는 충격시험 개략도이며 는. Fig. 4 , Fig. 5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바닥재 적층시편2.2

적층시편2.2.1

바닥구조물 적층시편의 진동전달비를 측정하기

위해 와 같이 시험장비를 구성하였다Fig. 6 . Fig.

는6(a) Al 압출재 고무 합판 등으로 구성된 바닥구, ,

조물이며 는 합판지지부를 설치한 것이다, Fig. 6(b) .

는 시험에 사용된 가속도계와 신호발생Fig. 6(c), (d)

기이다 시험은 알루미늄 압출재의 가진시험과 동일.

한 방법으로 하였다.

진동전달률2.2.2

는 연고무 경고무 나무 등의 합판지Fig. 7(a) , ,

지부 종류에 따른 진동전달시험 결과와 알루미늄

압출구조물의 진동시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알루미늄 압출구조물까지 전달

된 이상의 주요 진동은 합판지지부를 통400 Hz

과하면서 진동이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분에서 연고무와 경고무의100 ~ 400 Hz

진동전달비는 나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결 강성이 낮을 경우 구조물.

(a) Floor structure (b) The Wood

(c) Accelerometer (d) Function generator

and power amplifier

Fig. 6 Experimental set-up

(a) Rubber materials

(b) Rubber thickness

Fig. 7 Vibration transmission of floor structure

의 진동저감 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는. Fig. 7(b)

고무의 두께에 따른 진동전달시험 결과이다 시.

험결과 고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진동전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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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whole of Al floor structures

(b) FE model

Fig. 8 Floor structure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의 진동전. 100 Hz

달비가 보다 커진 것은 이하에서 주요1 100 Hz

모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차량에서는 시.

편과 모드형상이 달라지므로 진동전달비가 바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철도차량 바닥 구조의 진동.

전달은 바닥구조 전체에 대한 전산해석을 해 보

아야 한다.

전산시뮬레이션3.

바닥재 시편모델3.1

바닥구조물 적층시편에 대하여 과 같이Fig. 8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하였다 모델 생성 시 해.

석시간을 줄이기 위해 의 솔리드 모Fig. 8(a) (solid)

델을 와 같이 알루미늄 압출구조물과 합Fig. 8(b)

판은 쉘 로 구성하고 합판지지부는 솔리드(shell) ,

로 구성하였다 는 각 부분의 물성치를 나. Table 2

타낸다.

모드해석3.2

시편 가진응답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

구조물 각각에 대하여 모드해석을 하였다. Table

은 합판과3 Al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이다 해석결.

과 합판의 주요 고유진동수가 미만에 있, 100 Hz

으며 이로 인하여 시편 가진 시 미만 주, 100 Hz

요 가속도 응답의 원인이 합판에 기인한 응답임

Table 2 Material property

Model E(MPa)
3( / )kg mρ

Poisson's
ratio

Al plate 68900 2700 0.30

Plywood 8200 1450 0.30

Soft rubber 2 370 0.40

Hard rubber 80 825 0.35

Wood 8200 1450 0.30

Table 3 Mode frequency

Mode Plywood Al plate

1 43 109

2 52 164

3 57 249

4 65 255

5 72 309

6 81 378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d) 4th mode

Fig. 9 Mode shapes of the plywood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d) 4th mode

Fig. 10 Mode shape of the Al plate

을 알 수 있다 압출재의 고유진동수는 가진시험.

에서 확인한 주요응답과 유사하였다 는 합.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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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ibration of the floo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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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ibration transmission of the floor structures

판의 주요 모드형상이며 은 압출재 구조, Fig. 10

물의 모드형상이다.

시편 진동전달해석3.3

시편 가진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델을 구성

후 가진해석을 하였다 해석 시 가진력은 시험.

중 압출재와 가진기 사이 측정된 전달력을 입력

신호로 하였다 은 각각의 주요 응답별 바. Fig. 11

닥구조물 진동 형상이며 는 옥타브, Fig. 12 1/3

별 진동전달비를 시험결과와 비교한 것이(octave)

Fig. 13 FE model of railway floo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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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requency responses of car body

Fig. 15 Vibration mode of the car body

다 는 알루미늄 압출구조물 해석결과이. Fig. 12(a)

며 시험과 유사한 응답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는 합판 지지부 강성변화에 따른. Fig. 12(b)

응답결과이며 지지부 강성이 낮을수록 진동전달,

비가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일 차량 진동전달3.4

시편해석을 통하여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과 같이 단일 차량의 모델을 생성하였다Fig. 13 .

모델 생성 시 차량의 바닥구조물은 시편과 동일

하게 구성하였으며 차량의 모드를 반영하기 위,

해 바닥을 제외한 부분은 쉘요소로 해석하였다.

차량의 경계조건은 차 현가장치 연결부분에 강2

성요소를 반영하였으며 가진은 강체해석모델,
(8)의

차 현가장치에 작용하는 가진력을 바탕으로 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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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해석결과 와 같이 진동전달비가. Fig. 14

계산되었으며 시편해석과 동일하게 합판지지부,

강성이 낮음에 따라 진동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는 차량의 변위응답 형상이다. Fig. 15 .

결 론5.

철도차량의 진동을 흡수하는 차량바닥구조에

대하여 시편에 대한 시험과 전산해석 단일 차량,

전체에 대한 전산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합판지지부의 재질과 관계없이 이상- 400 Hz

의 고주파 영역 진동은 합판지지부에서 진동저감

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합판지지부 강성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 ,

수록 진동저감이 크게 나타났다.

진동전달해석 결과 시험과 동일하게 합판지-

지부 강성이 낮을수록 진동전달비가 낮았다.

시험과 해석을 통하여 철도차량 바닥진동을 예

측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또다른 철도차량 다,

층바닥구조 설계검증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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