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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년 월 의 개통 이후 국내의 고속 철2004 4 KTX

도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년. 2007

부터는 국토해양부의 차세대 고속철도기술 개발‘

사업 이 최고 속도 급 동력분산형 고속철’ 400km/h

도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수행 중에

있다 철도차량의 고속화를 위해서는 경량화가.

필수적인데 고속철도 차량에는 알미늄 압출재를,

주 요소로 하는 적층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종래,

의 강 구조물을 상당 부분 경량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고속화 및 경량화는 필연적으로 소음 및

진동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 실내 정숙성 문제와,

외부 환경 소음문제를 발생시킨다 알미늄 압출재는.

과 같이 트러스 단위가 반복되는 단면 구조를Fig. 1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강성을 크게 높이나 동일한.

중량의 평판 및 기존의 주름강판에 비해서 차음 성

능이 매우 떨어진다 그 원인은 국부 공진 모드가.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국부 공진이 투과손실을

악화시키는 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는.

단면을 갖는 주름강판에서 먼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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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알미늄 압출재는 고속열차의 경량화를 위하여 기존의 주름강판을 대체하여 널리 사용된다 알미: .

늄 압출재는 고속열차 적층재 가운데 가장 큰 차음 기여도를 보이나 동일한 중량의 평판과 비교할 때, ,

국부공진 주파수 대역에서 투과손실이 크게 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차세대 급 고속철도 차량. 400km/h

용 알미늄 압출재를 대상으로 차음 문제를 검토하고 차음성능의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코어 구조를, .

변경시켜 국부공진 대역을 높이고 우레탄 폼을 코어에 충진시킬 때의 차음성능 향상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방법이 바닥 적층재의 총 투과손실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가를 평가한.

다.

Abstract: Aluminum extruded panels are widely used instead of corrugated steel panels for weight reduction in

high-speed trains. Of the layers in the train body, it makes the largest contribution to the sound insulation. However,

compared with that of a flat panel with the same weight, the TL of the aluminum extruded panel is remarkably

lower in the local resonance frequency band. We study aluminum extruded panels for next-generation 400-km/h trains.

We investigate the problem of sound insulation and propose a practical method to improve the sound-insulation

performance. The local resonance frequency region is increased by a modification of the core structure, and urethane

foam is placed in the core. The effect on the sound insulation is verified by experiments. Finally, the improvement

for the entire sound-transmission loss is estimated for the layered floor panels of express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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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 section of train body

(b) Aluminum extruded panel

Fig. 1 Aluminum extruded panel of a high speed train

Windle,
(1)

Zheng
(2)은 여러 종류의 주름 강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름단위의 국부

공진에 의하여 투과손실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

음을 규명한 바 있다 또한 등은 주기적 반. Kim

복 구조를 갖는 전동차용 알미늄 압출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투과손실이 하락하는 것을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으로 확인하였고,
(3,4) 직방형 등가

패널을 이용하여 근사적인 투과손실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5)

최근에는 통계적 에너지 해석법(Statistical Energy

을 통하여 전체모드 및 국부공진Analysis ; SEA)

모드 밀도를 사용하여 음 방사 및 투과특성을 예

측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6)

그러나 복잡한 압출재 구조의 많은 국부 공진

모드 데이터를 해석적으로 구하고 그 방사특성을

모델링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아직까지 어떠한,

해석방법도 국부공진 대역에서의 투과손실 하락

치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알미. ,

늄 압출재 시편은 금형 제작 및 가공 정밀도 등,

시편 제작이 쉽지 않아 차음성능의 실험적 검증

이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최고 시속 400km/h

의 차세대 고속 차량인 에 사용되는HEMU-400x

알미늄 압출재를 대상으로 차음성능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이 압출재의 초기 모델은 현재.

운행중인 고속 철도차량의 압출재KTX-sancheon

구조를 기반으로 중량을 조금 낮추고 약간의 치,

수를 조정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유한요소해석.

결과 초기 모델의 경우 코어 구조의 국부공진, ,

주파수 대역이 너무 낮아 사용 주파수 대역에서

의 차음 성능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부 공진 주파수 대역을 높이도

록 코어수를 늘리고 우레탄폼을 코어에 충진시,

켜 중량대비 차음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제

시하고 그 효과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 의 바닥재, KTX- sancheon HEMU- 400x

용 압출재 시편을 제작하였고, ASTM E2249-02

에 따라 인텐시티 투과손실을 측정하였다 최종.

적으로 개선된 압출재를 바닥 적층재에 적용할,

때 최종 차음성능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지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압출재 구조의 차음성능2.

선행 연구(4)에 따르면 알미늄 압출재의 투과손,

실은 와 같이 질량법칙 결과에 접근하다가Fig. 2

국부공진모드가 출현하는 주파수 대역 이후 급격

히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국부 공진모드란.

과 같이 코어의 단위 구조에서 부분적으로Fig. 3

심한 굽힘 변형을 보이는 모드로 그 주파수는,

시편의 크기나 경계조건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코어의 두께와 경사각 및 스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따라서 국부공진에 의한 차음성능 악화를 피하

기 위해서는 국부공진 주파수 대역을 가능한 높

여 질량법칙에 따르는 대역을 많이 확보하고 고,

주파수 영역으로 올라간 국부공진 대역에서는 흡

음재나 댐핑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하락폭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먼저 코어 수를 증가시켜 중량을 늘,

리지 않으면서 국부공진 주파수 대역을 상승시켰

다. 이후 우레탄폼을 압출재 코어에 충진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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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중량대비 차음성능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그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압출재 및 바닥 적층재의 총질량을 증가

시키지 않아야 하며 굽힘 및 비틀림 강성을 훼,

손시키지 않아야 하는 점이다.

국부공진이 코어 한 주기에서의 굽힘 변형에

지배되는 모드임을 감안한다면 주파수와 코어,

제원 사이의 관계는 보의 차 굽힘 변형 고유진1

동수 공식 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1) .
(7)

1 4

l

EI
f

l
α

ρ
= (1)

여기서 는 경계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모드

상수, 는 탄성계수, 는 단면 차 모멘트2 , 은

단위 길이당 질량, l은 단면상에서의 코어 길이이

다 코어가. × 의 사각단면을 가진다면 면적관,

성모멘트는  이고 질량밀도를, 라 하면,

  이므로 식 은 다음 식 와 같이 표시, (1) (2)

가능하다.

1 2

t E
f

l

α

ρ
= (2)

식 에 따르면 코어부의 보 길이(2) , l 을 감

소시켜 코어 수를 늘리면 국부공진주파수가 올라

간다 이 경우 중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코어. ,

두께를 약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코어 길이와 두께를 감소시킬 때 국부공진 주,

파수와 압출재 강성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파

악하기 위하여 의 단순 모델을 대상으로, Fig. 4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델 은. 1 KTX-

의 바닥 압출재를 기본 구조로 하여 상sancheon

하판의 레일을 제거하고 단순화시킨 모델이다.

각 모델의 상세한 제원은 에 주어진다Table 1 .

동일한 질량을 갖고 코어의 셀 수를 증가시킨,

개의 모델을 대상으로 차 국부 공진주파수와4 , 1

차 전체 굽힘 및 비틀림 모드 주파수를 비교 검1

토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하여. ANSYS v12.1

을 사용하였으며 의 제원을 갖는 해석용, Table 1

시편을 개의 판 및 고체 요소로 모델링 하27,600

였다.

개의 모델을 대상으로 차 굽힘 모드 차 비4 1 , 1

틀림 모드 그리고 차 국부 공진 모드의 주파수, 1

를 구한 결과를 에 보인다 횡축은 에Fig. 5 . Fig. 4

표시된 경사각 를 표시한다 은 해당 모A(°) . Fig. 6

드로 는 차 전체 굽힘 및 비틀림 모드이, (a), (b) 1

고 는 차 국부 공진 모드이다 에서 경, (c) 1 . Fig. 5

사각이 커지면 셀 수가 증가하고 코어의 한 스팬

길이가 짧아지므로 식 에 따라 국부공진 주파, (2)

수는 증가한다 전체 굽힘 모드 및 비틀림 모드.

의 진동수에서도 코어 셀 수의 증가는 미세하게

진동수를 상승시켜 시편의 강성을 훼손시키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코어의 셀 수를 증가.

시켜 트러스의 길이를 짧게 해 주면 중량 유지,

를 위하여 두께를 감소시켜도 굽힘 및 비틀림 강

성의 훼손 없이 국부공진 주파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께는 압출이 가능.

한 범위에 오도록 그 하한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Fig. 2 Transmission loss of aluminum extruded panel
(2)

Fig. 3 Local resonance mode of an aluminum extruded panel

Fig. 4 Modified models of the extrude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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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the simplified model

Fig. 5 Change of the natural frequency by core
modification

압출재의 차음 설계3.

전술한 단순 모델에 대한 해석결과를 근거로

의 압출재 구조를 재설계하였다HEMU-400x . Fig.

은 및 알미늄 압출재7 KTX-sancheon HEMU-400x

단면도이고 는 그 제원이다, Table 2 .

에 보이는 압출재의 초안Fig. 7(b) HEMU-400x

은 의 현행 차량의 압출재 모델(a) KTX-sancheon

과 유사한 구조로 단위의 폭1 (Lx 만 약간 길게)

설계되었다 초안을 대상으로 국부 공진 주파수.

를 해석하여 의 결과를 얻었다 초안은Table 3 .

압출재보다 약간 낮은 부터KTX-sancheon 357Hz

국부공진 모드가 출현하는데 그 원인은 코어 두,

께(tc 가 조금 얇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 .

(a) 1
st

bending mode

(b) 1
st

torsional mode

(c) 1
st

local mode

Fig. 6 1
st

resonance modes of the extruded panel

요 주파수 대역에서의 차음성능 악화가 예상된

다 실제로 이 로 주행할 때. KTX-sancheon 300km/h

측정한 실내 소음에서 아래 주파수 대역의500Hz

파워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8) 이

에 대한 대책으로 국부 공진대역을 훨씬 위로.

올리고 적절한 댐핑 처리가 필요하다, .

이에 의 해석결과에 근거하여 와Fig. 5 , Fig. 7(c)

같이 셀 수를 개 늘려 스팬을 줄이고 중량을2 ,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코어 두께를 약

간 감소시킨 후 반복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1

차 국부공진 주파수를 로 올린 최종 안을650Hz

에서와 같이 결정하였다Table 2 .

에서 최종 안은 압출재Table 2 KTX-sancheon

대비 가공 단위당 중량은 비슷하나 단위의 폭이,

조금 크므로 면밀도는 정도 감소되어 고속5.2%

화에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의 해석결과. Table 3

를 보면 최종 안은 초안에 비해 면밀도가 감소,

하였음에도 국부공진 주파수의 시작 대역이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모드의 진동수도200Hz ,

초안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이므로 중량대비,

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Model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Height (mm) 70 70 70 70

Width Lx (mm) 502 502 502 502

Length Ly (mm) 1500 1500 1500 1500

Plate thickness
tp (mm)

2.80 2.80 2.80 2.80

Core thickness
tc (mm)

2.60 2.28 2.00 1.76

Mass m(kg) 20.14 20.14 20.14 20.14

Span Sx(mm) 167.3 125.5 100.4 83.7

Core angle
A( ˚ )

38.7 46.7 53.3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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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arameter

KTX-
sancheon

HEMU
400x-
initial

HEMU
400x-
final

Height h (mm) 70 70 70

Width Lx (mm) 528 550 550

Length Ly (mm) 1500 1500 1500

Upper plate
thickness
tpu (mm)

2.8 2.8 2.9

Lower plate
thickness
tpl (mm)

2.8 2.8 2.3

Core thickness
tc (mm)

2.6 2.2 2.2

Number of core 6 6 8

Mass m (kg) 26.15 26.23 25.82

Surface density
mA (kg/m

2
)

33.02 31.80 31.30

Table 2 Specification of 1 unit floor extruded panel

Model

Parameter

KTX-
sancheon

HEMU
400x-
initial

HEMU
400x-
final

Unit size
(mm x mm)

528 x

1500

550 x

1500

550 x

1500

1st overall
bending mode (Hz)

244.4 243.9 248.0

1st overall
torsion mode (Hz)

271.6 263.9 270.5

1st local mode
(Hz)

379.1 357.1 654.4

Table 3 Overall and local resonance frequency of the
extruded panel

(a) KTX-sancheon

(b) HEMU-400x (initial)

(c) HEMU-400x (final)

Fig. 7 Aluminum extruded panels for high speed trains

투과손실 측정4.

측정방법4.1

ASTME2249-02
(9) 기준에 따라 의 잔향실Fig. 8

반 무향실 환경에서 인텐시티 투과손실을 측정하

였다 인텐시티 투과손실은 다음. 식 으로부터(3)

결정된다.

     log   log  (3)

여기서, 은 음원실의 평균 음압레벨이고, 

는 시편의 면적(m
2 을) , 는 측정면상의 평균 인

텐시티 레벨이고, 는 측정 면적을 의미한다.

는 잔향실의 제원을 보인다Table 4 . .

두 시편 모두 잔향실의 개구부 크기(840mm x

를 고려하여 의 크기로840mm) 836mm x 836mm

제작하였고 가장자리는 점토로 기밀처리 하였다, .

개구부에 맞도록 시편을 절단하고 가장자리를

밀봉 가공한 후 실측한 두 시편의 중량 데이타,

를 에 보인다 시편이Table 4 . HEMU-400x KTX-

대비 정도 가볍다sancheon 6% .

한편 중량대비 투과손실의 평가에는 다음의 필드,

입사음 질량법칙(Field incidence mass law)
(10) 식 (4)

를 사용하였다.

log


  (4)

여기서, 은 패널의 면밀도, 는 주파수 , 

는 공기의 밀도 및 음속이다.

측정결과4.2

두 압출재 시편에 대한 투과손실 측정결과를

에 비교한다 예상대로 질량법칙 추정치보Fig. 9 .

다 훨씬 낮은 투과손실을 보인다 이는 다수의.

국부공진 피크가 발생하는 데에 기인한다 저주.

파수 대역에서는 시편의 구속효과 때문에 투과손

실이 크게 측정되었으나 실제 바닥재의 크기에,

서는 구속효과가 크게 감소하므로 저주파수 대역

의 투과손실도 낮아진다.

의 중량 감소에도 불구하고6% , HEMU-400x

시편은 시편보다 아래에서KTX-sancheon 800Hz

는 투과손실이 다소 높다 그러나 국부공진 대역.

이 올라가면서 에서는1000Hz~2000Hz KTX-

모델에 비해서 차음 성능이 떨어지는sancheon

문제가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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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oom volume 240.75 m
3

Cut off frequency 100 Hz

Background noise 25.0 dB(A)

Specimen size 836mm × 836 mm

Mass of specimen
KTX-sancheon 20.1 kg

HEMU-400x 18.9 kg

Table 4 Specification of the reverberant room

Fig. 8 Measurement set up for TL

Fig. 9 Transmission loss of aluminum extruded
panels

차음성능의 개선5.

압출재 구조에서 국부공진 주파수대역을 올리

면 질량법칙 영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부공진 주파수대역을 사용 주파수보다 높이려

면 코어수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이는 여러 가,

지 현실 여건상 어렵다 무엇보다 압출 성형에서.

Fig. 10 Foam filled panels

Fig. 11 TL of foamed panels

의 두께의 한계가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실험. ,

결과와 같이 고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떨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국부공진의 댐핑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 다공.

재인 우레탄폼 을 이용하였다(Urethane foam) .

대비 압출재의 중량KTX-sancheon HEMU-400x

감소분만큼의 우레탄폼을 코어부에 충진시켰다.

은 압출재 중량의 및 에 상당하는Fig. 10 3% 6%

우레탄폼을 충진시킨 결과를 보인다 이 정도의.

우레탄 폼은 압출재에 비해서 매우 가벼우므로,

그 자체의 차음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압출재.

의 댐핑을 크게 증가시킨다면 차음성능 하락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의 댐핑 증가.

효과는 주름강판의 국부공진에서 확인된 바 있

다.
(11) 이 방법은 바닥 적층재의 두께를 변화시

키지 않으며 단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

은 의 비충진 압출재 중Fig. 11 HEMU-400x , 3%

량 폼 충진 압출재 그리고 충진재의 투과손, 6%

실 측정결과이다 아래에서는 별 효과를. 400Hz

보이지 않으나 국부공진 대역인 이후부터, 500Hz

는 차음성능이 이상 향상되었다 투과손실5dB .

측정과 동시에 측정한 패널상의 가속도를 Fig. 12

에 보인다 국부공진 주파수대역에서 피크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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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ibration response of foamed panels

Fig. 13 Foam filling effect on TL

Fig. 14 Structure of the layered floor panel.

기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볼 때 폼 충진은 국부,

공진 모드의 댐핑을 크게 증가시킨다.

은 폼충진 및 비충진 와Fig. 13 6% HEMU-400x

압출재의 투과손실을 비교한다KTX-sancheon . 6%

충진 시편은 시편보다 비슷한 중량임KTX-sancheon

에도 를 전후하여 정도의 투과손실 향상, 600Hz 5dB

효과를 보이며 이후 고주파수 대역에서도 상당한,

Table 5 Specification of the layers

Layer components

(size:836mm×836mm)

Mass

(kg)

Thickness

(mm)

Surface density

(kg/m2)

HEMU-400x

Non foamed Al. panel
18.89 70.0 27.03

HEMU-400x

6% foamed Al. panel
20.10 70.0 28.76

KTX-sancheon

Non foamed Al. panel
20.10 70.0 28.76

Glass wool 1.56 60.0 2.23

Plywood 8.07 19.0 11.55

Floor cover 2.14 3.0 3.06

Plywood+bond+cover 10.94 22.0 15.65

Layered panel 31.39 152.0 44.91

Layered panel 32.60 152.0 46.64

Layered panel 32.60 152.0 46.64

Fig. 15 TL of the layered floor panels

개선효과를 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폼 충진 압출재를 바닥 적층재에 적용

할 때의 총 투과손실을 평가하였다 는. Fig. 14 HEMU-

의 비충진 및 폼 충진 압출재와400x 6% KTX-

압출재를 적층시킨 바닥재이다 층별 제원은sancheon .

에 보인다 폼충진시에 전체 바닥 적층재Table 5 . 6%

의 중량 증가는 를 넘지 않는다 의 투과4% . Fig. 15

손실 측정결과를 보면 적층재에서도 폼 충진은,

이후부터 투과손실 향상 효과를 낸다 폼 충진400Hz .

된 적층재는 충진전에 비해 높은 투HEMU-400x 3~5dB

과손실을 보이고 동일한 중량을 갖는, KTX-sancheon

적층재보다도 높은 투과손실을 보여 중량대비2~3dB

차음성능 개선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 · ·574

결 론6.

및 바닥재용 알미늄KTX-sancheon HEMU-400x

압출재를 대상으로 음 투과손실을 평가한 결과,

국부 공진이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차음 성

능이 크게 하락하였다 압출재의. KTX-sancheon

경우 를 전후하여 차음성능이 상당히 떨어, 500Hz

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압출재는 코어 수를 단위당 개 더HEMU-400x 1 2

늘려 기존 코어의 스팬을 짧게 하였고 코어 두께

를 조금 감소시켰다 그 결과 압출. , HEMU-400x

재는 대비 중량을 정도 감소시KTX-sancheon 6%

켰음에도 국부공진 주파수를 이상 높였다, 200Hz .

그 결과 중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압HEMU-400x

출재의 투과손실은 에 비해KTX-sancheon 500Hz

아래에서는 약간 높게 나왔다 그러나. 1000Hz ~

에서 투과손실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2000Hz

여 대책으로 의 중량 감소분에 상당하는 우레, 6%

탄폼을 압출재 코어부에 충진시킴으로써 국부공,

진 대역에서의 투과손실을 높였다 압출재를5dB .

포함하는 전체 바닥 적층재에서도, HEMU-400x

바닥재는 폼 충진 후 의 차음성능이 개선, 3~5dB

되었다 폼 충진 바닥재는 동일한 중량을 갖는.

바닥 적층재에 비해서도 개KTX-sancheon 2~3dB

선된 차음성능을 보였다 향후 국부공진의 댐핑.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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