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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차량의 터널 소음을 위한 차음 전략

Sound Insulation Strategy for the Tunnel Noise in a High Speed Train

김석현*
·이호진·김정태

Seockhyun Kim·Hojin Lee·Jung-tae Kim

1. 서 론

2004년 KTX 개통 이후 국내의 고속철도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02년 최고속도 350km/h급 HSR-

350X차량이 개발되었으며, 현재 운행중인 KTX-sancheon의

상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4월부터는 설계 속도 430km/

h, 영업운전속도 370km/h을 목표로, 차세대 동력 분산형 고

속전철인 HEMU-430X의 개발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시운전

을 앞두고 있다[1]. 이러한 철도차량의 고속화 및 그에 따

른 경량화는 필연적으로 차실 내외의 소음을 증가시키고 실

내 정숙도를 악화시킨다. 특히 터널 내부에서는 폐공간에서

의 반사파로 인하여 차체외부의 음향 인텐시티가 급격히 증

가하여 실내소음의 증가를 가져온다. 터널 내 음장의 광음

향 해석 연구[2]에 따르면, 차량 바닥의 외부는 개활지 대

비 음압의 증가가 크지 않으나, 차량 측면의 외부는 개활지

대비 15dB이상 음압레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터널 내에서 실내소음의 급격한 증가는 Fig. 1에서와 같이

최근에 보고된 터널 내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소음 스펙트

럼으로부터 확인된다[3]. 터널 내에서의 실내소음은 개활지

대비 5~7dB 높게 나오며, 이러한 상황에서 터널내 실내 소

음 저감을 위해서는 측면재의 차음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소음원이 바닥과 지면 사이의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바닥 압출재의 차음성능을 높이는 연구는 많이 수

행되었다[4-6]. 그러나 아직 터널 내 음장의 변화를 고려하

여 측면의 차음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차량의 측면이 터널 내에서 급격

히 상승하는 외부 음압을 차단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

토하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고

속열차인 HEMU-430X의 측면 압출재, 적층재, 그리고 복층

유리창 시편을 제작하여, ASTM E2249-02에[7] 따라 인텐

시티 투과손실(Intensity transmission loss)을 측정한다. 바닥

압출재 및 적층재의 차음성능은 선행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측면재와 유리창의 투과손실로부터 측면의

평균투과손실을 산정하고, 바닥재와 비교한다. 최종적으로 측

면 적층재와 이중 유리창을 대상으로 차음성능의 향상을 위

한 층별 개선 방안과 적층방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a tunnel, interior noise of a high speed train increases by 5dB~7dB. The reason is that the sound intensity of

the acoustic field in the tunnel significantly increases by the reflected waves occurred in the closed space. Especially, the

incident acoustic power largely increases on the outside of the compartment side panel and large transmission of noise is

available through the side panel and the glass window. In this paper, the sound insulation strategy in the tunnel is proposed

for the next generation high speed train under development. Specimens of the aluminum extruded panels, layered panels and

double glazed window are manufactured and intensity transmission loss is measured according to ASTM E2249-02. Based

on the measured data, problems in th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are diagnosed and the sound insulation strategy is

reviewed on each panel and layered structures.

Keywords : Sound transmission loss, Tunnel noise in the high speed train, Aluminum layered panel

초 록 터널 내에서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소음은 개활지 대비 5dB~7dB정도 증가한다. 그 원인은 터널 내 차

체 외부의 음향 인텐시티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인데, 특히, 측면재의 외부에서는 개활지에 비해서 음향 인텐

시티의 증가가 가장 크다. 따라서 터널 내에서는 차체의 측면을 통하여 음향파워의 투과 전달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고속 철도차량의 터널 내 실내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종합

적인 차음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차체의 주요 차음재인 바닥 적층재, 측면 적층재 및 복층 유리

창의 시편을 제작하여 ASTM E2249-02에 근거하여 투과손실 측정한다. 측정 데이터에 근거하여 차음 성능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차음성능 향상을 위한 층별 개선 방안과 적층 구조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어 : 투과손실, 고속철도차량 터널소음, 알루미늄 적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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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음재의 구조

개발 중인 차세대 고속철도차량인 HEMU-430X는 경량화

를 위하여 Fig. 2(a)와 같이 차체의 모든 부분이 알루미늄 압

출재(Aluminum extruded panel)를 기본으로 하는 적층 구조

로 되어 있다.  Fig. 2(b), (c)에서와 같이 측면 압출재의 폭

은 50mm로, 바닥의 70mm보다 작다. 반면, 바닥 압출재는

코어 두께가 2.2mm~2.8mm인 반면, 측면 압출재는 2.2mm~

4mm로 더 두껍다. 그 결과 압출재의 면밀도는 측면 압출재

가 바닥 압출재 보다 오히려 높다.

Fig. 3(a)와 (b)는 압출재를 기본으로 구성된 적층재를 보

인다. 측면의 안쪽에 10mm 두께의 노멕스 허니컴(Nomex

honeycomb)이 50mm 두께의 유리면(Glass wool)을 사이에

두고 외측의 압출재와 적층되어 있다. 바닥은 압출재 위로

60mm 두께의 유리면층을 두고, 19mm 합판(Plywood)과 3mm

의 비닐계 커버가 접착되어 있다. 한편, 단열 및 차음 목적

으로 압출재 코어 내부에는 우레탄 폼(Urethane foam) 이 압

축 충전된다. Table 1은 차음성능의 기본 인자인 층별 면밀

도 값을 보인다. 표에서 “foamed” 및 “non foamed”는 우레

탄 폼을 충전한 상태와 비충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측면의

다른 중요한 소음전달 요소는 유리창이다. 객실 전후에 위

치하는 비상 탈출용 유리창을 제외한 모든 일반 유리창

Fig. 1 Interior noise of a high speed train in a tunnel (Passenger

compartment) [3]

Fig. 2 Aluminum extruded panel of HEMU-430X Fig. 3 Layered structures of HEMU-430X



고속철도차량의 터널 소음을 위한 차음 전략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4호(2012년 8월) 317

(Normal glass window)은 Fig. 3(c)에 보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강화 라미네이트 유리(Tempered laminated glass) 가

16mm의 공기층을 사이에 둔 2중창 구조로 되어 있다. 2중

유리창의 전체 폭(39mm)은 측면 적층재 폭(110mm) 의 약

1/3정도로 좁다. 그러나 Table 1에서와 같이 2중 유리창의 면

밀도는 측면 적층재의 1.4배 정도이고 바닥 적층재보다도 무

겁다. 결과적으로 단위면적당 무게는 2중 유리창, 바닥재, 측

면재 순으로 무겁다.

3. 투과손실의 측정

ASTM E2249-02에[7] 근거하여 인텐시티 투과손실(Intensity

transmission loss)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Fig. 4의 음원

실과 수음실 사이의 개구부(840mm×840mm)에 시편(836mm

×836mm)을 설치하고, 음원실에서의 평균 음압과 수음실 측

시편상의 평균 인텐시티를 측정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음

투과 손실을 결정하였다. 먼저 측정면상 M개의 부분 면적

에서의 인텐시티를 평균하여, 측정면상의 평균 인텐시티 레

벨을 식 (1)로 구할 수 있다.

(1)

이로부터 측정 면에 수직하는 인텐시티 레벨(signed normal

sound intensity level)을 식 (2)로 구할 수 있다.

(2)

이상의 측정 데이터를 식 (3)에 대입하여 인텐시티 투과

손실을 결정하였다.

(3)

여기서, L1은 음원실의 평균 음압레벨이고, Ss는 시편의 면

적(m2)을, Sm은 측정면 면적(m2)을 의미한다. Table 2는 잔

향실의 제원을 보인다. 흡음 처리된 수음실의 배경소음은

25dB(A)이고, 스캐닝 인텐시티 측정법을 위한 음장 기준인

ASTM E2249-02 Annex A2의 제 조건을 만족시킨다.

4. 차음성능의 평가

4.1 차음 현황

Fig. 5는 바닥재, 측면재 및 2중 유리창 투과손실을 비교

한다. 압출재 코어에는 압출재 중량의 6%에 상당하는 우레

탄 폼을 충전시킨 상태이다. Table 1에서 2중 유리창은 바

닥 적층재 대비 117%, 측면 적층재 대비 140%의 중량으로

가장 무겁다. 그러나 2중 유리창은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바

닥재에 비해 10dB 이상 낮은 차음성능을 보인다. 특히

130Hz 부근에서는 2중창 공진효과로 투과손실이 현저히 떨

어지고, 1000Hz~2000Hz에서는 층별 일치효과 때문에 투과

손실이 하락한다. 측면재는 유리창보다는 차음성능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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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ss data of panels

Layer components 

(specimen size: 836mm×836mm)

Surface density

(kg/m2)

Floor Al. panel (Non foamed) 27.03

Floor Al. panel (6% foamed) 28.76

Sidewall Al. panel (Non foamed) 30.38

Sidewall Al. panel (6% foamed) 32.21

Nomex honeycomb 3.43

Glass wool 2.23

Plywood + Floor cover 14.61

Layered Floor (6% foamed) 46.64

Layered Side wall (6% foamed) 39.07

Double glazed window 52.05

Fig. 4 Experimental set up for TL measurement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reverberant room

Room volume 240.75m3

Cut off frequency 100Hz

Background noise 25.7dB(A)

Opening size 840mm × 840mm

Fig. 5 STL of the layered panels and glass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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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00Hz 아래에서 바닥재에 비해서 10dB 정도 투과손실

이 낮다. 바닥재 대비 측면재와 유리창의 낮은 투과손실은

터널 내 실내 소음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터널

내 실내소음의 저감을 위해서 측면의 차음성능을 높이는 종

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적층재의 차음성능은 층별 차음성

능과 적층 방법에 지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측

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 방안을 찾고자 한다.

4.2 알루미늄 압출재

Table 1에서 알루미늄 압출재는 적층 구조에서 가장 면밀

도가 높다. 따라서 압출재의 투과손실은 전체 적층구조의 투

과손실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 Fig. 6은 바닥, 측면의 알루

미늄 압출재와 이중 유리창의 투과손실을 비교한 결과이다. 

2중 유리창은 300Hz 이후 바닥 및 측면 압출재에 비해 매

우 높은 투과손실을 보인다. 이는 역으로 알루미늄 압출재

의 열악한 차음성능을 반영하는데, 그 원인은 압출재 코어

부의 주기적 반복구조에 기인하는 다수의 국부 공진 모드

의 출현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5]. 그에 따르면, 바닥

압출재는 전체 굽힘 모드(global bending mode)가 발생하는

300Hz 부근과 많은 국부공진모드(local resonance modes)가

발생하는 600Hz 이후 투과손실이 상당히 하락한다. Fig. 7

은 바닥과 측면 압출재의 1차 진동모드를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결과이다. 해석에서 4변 모두 단순지지의 경계조건을 준

것이 시편의 설치 조건과 약간 다를 것이나, 200Hz~300Hz

에서 투과손실이 하락하는 것은 이 모드들의 공진 효과에 기

인한다. 그러나 실차에서는 판재의 크기가 훨씬 커지므로 이

러한 전체 모드의 공진점이 크게 낮아지는 유리한 측면이 있

다.

전반적으로는, 측면 압출재의 판 두께가 바닥 압출재의 2

배 정도 두꺼워 국부 공진주파수 대역이 상승하면서 측면 알

루미늄 압출재가 바닥 압출재보다 약간 높은 투과손실을 보

인다. 바닥이나 측면 압출재 모두 주기적인 코어 구조의 많

은 국부공진 모드가 차음 성능을 저하시키는 측면은 유사하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압출재 구조 개선과 함께 댐핑 증

대 방안이 필요하며, 뒤에서 다시 검토한다.

4.3 이중 유리창

이중 유리창은 Table 1에서와 같이 면밀도가 바닥 압출재

대비 약 190%, 측면 압출재 대비 약 170%로 매우 무겁다.

따라서 Fig. 6에서 이중 유리창이 더 높은 투과손실을 보이

는 것은 질량법칙(mass law)에 따르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중 유리창은 100Hz ~ 200Hz대역에서 차음성능이 현저히 떨

어지는 문제점을 보인다. 이는 2중창 공진(mass-air-mass

resonance) 효과에 기인한다. 2중창 공진주파수 f0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8].

(4)

여기서, ρ는 공기 밀도, c는 공기중 음속을, m1과 m2는 각

창의 면밀도를 의미하고, d는 공기층 간격이다. 또한, 2중창

의 층별 일치효과(coincidence effect)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계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8].

(5)

여기서 υ는 프와송비, E는 탄성계수이고, t는 판 두께를 표

시한다. 식 (4), (5)에 따라 계산한 이중창 공진주파수는

136Hz이고, Fig. 2(c)의 각 창의 임계주파수는 1062Hz와

1264Hz이다. 그 결과 Fig. 6에서 2중창 공진주파수에서 투

과손실이 크게 하락하고, 1000Hz 이후에서는 일치 효과에

의한 하락이 나타난다. 특히 이중창 공진효과는 두 압출재

보다 훨씬 무거운 2중 유리창이 200Hz아래의 저주파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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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L of aluminum panels and glass window

Fig. 7 1st global modes of the aluminum extruded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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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훨씬 낮은 투과손실을 보이는 직접적 원인이다.

4.4 기타 적층 요소

고속 철도차량의 기타 차음재로는 합판, 노멕스, 유리면층

이 있다. 이 요소들의 면밀도는 Table 1에서와 같이 합판, 노

멕스 허니콤, 유리면 순으로 무겁다. 측면에 사용되는 노멕

스 허니콤재의 면밀도는 바닥에 사용되는 합판의 1/4 정도

이며, 다공성재로 단열을 주목적으로 삽입되는 유리면은 면

밀도가 가장 작아, 그 자체의 차음성능은 매우 낮다. Fig. 8

은 이 요소들의 투과손실을 비교한 결과이다. 알루미늄 압

출재와 달리, 이러한 요소들의 투과손실은 1000Hz 아래에

서 질량법칙치(점선)보다 높게 나온다. 특히 노멕스 허니콤

재의 중량대비 차음성능은 매우 우수하여 강도와 차음성능

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재 사용하는 노멕스 허니콤층은 합판대비 1/4정도의

낮은 면밀도 때문에 합판보다는 투과손실이 상당히 낮게 나

온다. Fig. 6과 비교할 때, 합판이 1000Hz에서 알루미늄 압

출재와 비슷한 30dB의 투과손실을 보임에 비해서 노멕스 허

니콤재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 그 결과 측면의 적층재는 바

닥 적층재에 비해 차음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Fig. 5에

서 볼 수 있다.

Fig. 8 TL of plywood, nomex honeycomb and glass wool

5. 차음성능 개선방안

5.1 알루미늄 압출재

고속 철도차량의 경량화를 위해서는 알루미늄 압출재의 사

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압출재 코어 구조가 다수의 국부

공진 모드를 가지면서 투과손실이 급락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개선대책으로 코어 구조의 국부공진 주파수 대역을 높

이는 설계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6] 그 효과는 제한

적이었다. 압출 가공성 때문에 국부 공진 대역을 크게 높이

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변경된 국부공진 대역에서 여전히 투

과손실 하락이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폼재를 코어내에 충전시켜 댐핑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부공진

에 의한 투과손실의 하락을 막는 대책이 제시된 바 있다[6].

이러한 댐핑 증가효과는 압출재와 유사한 국부 공진이 문제

가 되는 주름강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압출재 중량의 6%에 상당하는 우레탄 폼

과, 일본 신간센 바닥에 적용하는 폼 모델인 ADF4060J 및

국산 고속철도 차량 바닥용 폼 모델인 ADF4060K를 충전

시켰을 때의 투과손실을 비교한다. Table 3은 시가지 모델

의 면밀도이다. Fig. 9는 바닥 압출재에 3가지 폼 모델을 충

전시켰을 때의 효과를 비교한다. 흥미로운 결과로, 폼 충전

은 300Hz 아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별 효과를 내지 못

한다. 그러나 500Hz 이후 압출재의 차음 성능 향상에 상당

한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생산 모델(ADF

4060K)이 500Hz에서 5dB, 1000Hz 이후 10dB 이상의 투과

손실을 증가시키는 점은 고무적이다. 차량의 측면에도 적용

한다면 상당한 차음성능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측면

용 충전 폼 모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본 연구에서는 6%

중량비의 일반 폼을 측면 압출재에 충전시켰을 때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Fig. 10(a)는 충전 전후의 투과손실이고, (b)는

투과손실과 동시에 측정한 충전 전후의 압출재 진동 가속도

스펙트럼이다. (a)에서 6% 폼 충전이 1000Hz를 전후하여

5dB 정도 투과손실을 향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b)에서

200Hz~300Hz에서 전체 공진에 의한 피크를 볼 수 있는데,

폼 충전에 의한 댐핑 증가효과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

나 700Hz 이후의 많은 국부공진 피크들은 폼 충전으로 그

레벨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볼 때, 폼 충전은 전체 모드

보다는 국부 진동모드의 댐핑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

 

Table 3 Specification of the foams

Type Density (kg/m3)
Mass ratio of foam and 

Al panel (%)

6% foam 16.11 6.35

ADF 4060J 55 11.64

ADF 4060K 126.21 27.52

Fig. 9 Foam filling effect on the floor aluminum extrude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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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전용 폼재를 적용한다면 훨씬 좋

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폼 충전은 압출재의 중량 증가를 가져오므로, 고

성능 댐핑재의 개발과 충전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중량대비

투과손실을 극대화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5.2 측면 적층 구조

Fig. 2를 보면 바닥 및 측면의 적층재는 알루미늄 압출재

가 합판이나 노멕스 허니콤재와의 사이에 유리면층을 두고

있는 이중벽 구조로 볼 수 있다. 이중벽의 투과손실에 대해

서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신뢰할 만한 예측모델이 제시되었

다[10-12]. 이중벽의 투과손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는 식 (4)로 결정되는 이중벽 공진주파수이다. 이 공진 주

파수를 기준으로 수직 입사음 투과손실은 다음의 이론식으

로 평가가 가능하다[13].

이중벽 공진주파수 아래에서는,

f < f0, TL0 = TL0(mt) (8)

이중벽 공진주파수 부근에서는,

, TL0 = TL0(mt, f ')+20log10 η (9)

이중벽 공진주파수 위에서는,

(10)

위에서 TL0(mt)는 2개의 층별 질량을 합친 등가 단층판의

투과손실을 의미하고, f', η는 판의 진공내 고유진동수(in

vacuo natural frequency)와 구조손실계수(structural loss

factor)를 의미한다. k는 파정수(wave number)이고, d는 공

기층 간격이다. 실제 사용하는 랜덤 입사음 투과손실은 위

의 수직입사음 투과손실로부터 아래의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다[8].

(11)

대부분의 철도차량 구조에서 이중벽 공진주파수는 매우 낮

으므로, 차음성능은 식 (9), (10)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식 (9)

에서 공진대역에서의 투과손실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손실

계수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중벽 사이에 폼이나 유리

면층을 충전하는 것은 이중벽 공진의 댐핑을 증가시켜 차음

성능의 하락을 막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용 주파수 대역은 이중벽 공진 주파수대역을

훨씬 상회하므로, 식 (10)에 근거한 차음 전략이 필요하다. 개

발중인 고속차량 모델에서 측면재와 바닥재를 비교할 때,

Fig. 6에서와 같이 압출재만의 투과손실은 측면이 더 우수

하다. 그러나 적층 후에는 Fig. 5에서 보듯이 측면의 투과손

실이 바닥보다 월등히 떨어진다. 터널 내 객실 소음이 문제

가 되는 1000Hz아래에서 특히 심각하다. 그 원인은 Table 1

의 층별 면밀도와 식 (10)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측면 노멕

스 허니콤의 중량이 바닥의 합판과 커버층의 1/4 정도로 너

무 가볍고, 층 사이의 유리면(glasswool)도 측면이 더 얇다.

따라서, 측면 적층재의 차음성능을 높이려면 압출재를 더 무

겁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보다는 가벼운 노멕

스 허니콤 층을 강화하고, 유리면 층 간격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식 (10)에서 노멕스 허니콤의 면밀도를 2배로 증

가시키면 6dB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Table 1에서 노멕스

허니콤재는 매우 가벼우므로 무거운 압출재를 강화시키는 것

보다 중량 증가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5.3 이중 유리창

Fig. 5에서 보듯이 2중 유리창은 가장 무거움에도 불구하

고 바닥재나 측면재 대비 투과손실이 크게 낮은 점과, 130Hz

부근에서 투과손실이 급락하는 점, 1200Hz 부근의 일치효

과에 의한 소폭 하락의 3가지 문제를 보인다. 전 주파수영

역에서 낮은 투과손실은 2중창의 공기층 간격이 바닥이나 측

면재에서보다 훨씬 좁은 것이 원인이며, 130Hz 부근의 급

락은 2중창 공진의 댐핑이 작은 것이 원인이다. 공기층에 댐

핑재를 채울 수는 없으므로 창과 창을 잇는 브릿지 댐퍼의

설치를 검토해볼 만하다. 한편, 라미네이트 유리창을 사용함

으로써, 1200Hz 부근에서의 일치 효과는 작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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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oam filling effect on the side aluminum extrude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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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중 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

제는 전체 주파수 영역에서의 차음 성능 향상인데, 식 (10)

에서 2중창의 투과손실을 전반적으로 높이려면 층별 투과손

실의 합에서 감해지는 20log10(2kd)항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이 항은 현재의 이중 유리창 간격에서는 500Hz에서 -11dB

정도 나온다. 따라서 창의 중량을 유지하여야 한다면, 공기

층 간격을 늘리는 것만이 투과손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 공기 층 간격이 2배로 되면 6dB의 투과손실 향상이 예

상된다. 뿐만 아니라 식 (4)에 따라 2중창 공진주파수도 30%

정도 감소하여 둔감한 저주파수 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 점

도 유리하다. 공기 층 간격을 그대로 둔다면, 각 창의 두께

를 2배로 늘려야 질량법칙에 따라 6dB의 개선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나 중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비현실적이다. 이러

한 2중창의 공기층 간격은 실내 공간 문제와 단열효과 측

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4 측면 평균 투과손실

측면에서는 적층재와 2중 유리창을 통하여 동시에 투과 전

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측면의 차음성능은 두 부분의 평

균투과손실(Averaged sound transmission loss)로 평가하여야

한다. 적층재와 유리창의 투과율을 τ1, τ2로 표시하고, 면적

을 각각 S1, S2로 표시하면, 측면의 평균투과 손실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8].

(12)

여기서 는 평균투과율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3)

Fig. 11은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의 객실 측면도로, 각 부

분의 면적을 사용하면 평균 투과손실을 구할 수 있다. Fig.

12에서 적층재 및 2중 유리창의 투과손실과 그 평균 투과

손실을 비교한다. 유리창이 적층재 대비 1/4정도의 작은 면

적을 가지나 평균투과손실은 두 부분의 투과손실의 산술평

균 정도로 나온다. 이는 식 (12)의 평균투과손실이 차음성

능이 취약한 부분에 더 크게 지배되는 결과이다. Fig. 5와

Fig. 12를 비교할 때, 측면의 평균투과손실은 바닥에 비해서

전 구간에서 7dB이상 열세를 보인다. 이는 터널 내에서는

바닥보다는 측면을 통하여 상당한 음향파워가 유입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3]에서도 터널 내에서는 실내 중앙

보다는 유리창 부근에서의 소음레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터널 내 실내

소음을 낮추기 위해서는 바닥의 차음성능 향상보다는 측면

의 차음성능을 높이는 것이 우선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술

한 바와 같이 2중 유리창과 적층 구조를 동시에 개선할 필

요가 있다.

6. 결 론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고속철도차량의 도면자료와 차음성

능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터널 내 실내소음 저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터널 내에서는 차량 측면 외부의 음향 인텐시티가 급

격히 증가하므로, 실내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바닥보

다는 측면의 투과손실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한다.

(2) 알루미늄 적층재와 이중 유리창으로 구성되는 측면의

평균투과손실은 바닥에 비해 전 주파수 영역에서 7dB이상

낮다. 그 원인은 측면 적층재와 2중 유리창 모두 바닥재에

비해 매우 낮은 투과손실을 보이기 때문이다.

(3) 2중 유리창은 130Hz 부근에서 이중창 공진으로 투과

손실이 급락하고, 얇은 공기층 간격 때문에 바닥 및 측면재

보다 무거움에도 가장 낮은 투과손실을 보였다. 

(4) 측면 압출재의 차음성능은 바닥 압출재보다 나쁘지 않

으나, 적층된 상태에서는 바닥 적층재에 비해서 측면 적층

재의 차음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 원인은 측면에 사용

되는 노멕스 허니콤 층이 바닥의 합판 및 커버 층에 비해

훨씬 가벼운 점과, 노멕스 허니콤과 압출재 사이의 유리면

층이 바닥의 유리면 층에 비해 얇은 데에 기인한다.

(5) 따라서 측면의 평균투과손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측면 적층 구조와 2중 유리창 구조의 개선이 동시에 필요

하다. 중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도록, 알루미늄 압출재보다

는 노멕스 허니콤재의 면밀도를 증가시키고 유리면 층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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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figuration of the side wall(Passenger compartment)

Fig. 12 Average STL of the sid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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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중 유리창의 공기 층 간격을

증가시키면 2중창 공진대역을 낮추고 전체 주파수대역의 투

과손실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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