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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현대 고속철도는 주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중요하다. 차량을 경량화하기 위해서 프레임은 기촌의 스테

인리스 스틸 재질의 주름판에서 알루미늄 압출재로 대체되

었고, 최대 21% 정도의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1]. 하

지만 알루미늄 압출재의 차음성능은 같은 면밀도를 가진 일

반 평판보다 취약하다[2,3]. 김석현 등은[2] 알루미늄 압출 패

널을 등 방성의 등가패널으로 모델링하여 차음성능을 예측

하였다. Heckl[4]은 무한 직방성 패널에 대하여, 2개의 임계

주파수로 표현되는 투과손실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Xie

[5]는 압출 판넬을 대상으로 통계적 에너지 해석법을 이용

해 전역 모드와 국부 공진모드의 영향을 동시 에 고려 할

수 있는 SEA모델을 제안하였으며, 50~5,000Hz 대역의 음

향 투과손실을 예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알루미늄 압출재의 음향 투과손실을 유한

요소해석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압출재 코어 구

조를 solid-shell 요소로 자세히 모델링 하였으며, 투과된 음

의 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경계면인 반무한 음향공간의 방

사면에 Sommerfeld 경계조건[6]을 설정하였다. 음향투과손

실은 압출재 시편에 입사된 음향 파워와 투과하여 방사되는

음향 파워의 차이로부터 계산하였다. 압출재의 경계조건, 감

쇠손실계수가 투과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해석

방법의 신뢰를 검증하기 위하여 압출재 시편을 대상으로

ASTM E2249-02에 근거한 인텐시티 투과손실을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석기법은 알루미늄 압출재의 차

음특성을 설계단계에서 예측하고 특히 기존 모델들이 예측

하기 어려운 전체 공진모드에서 국부 공진모드로 넘어가는

주파수 대역(300~800Hz)에서 좀 더 정확한 차음성능을 예

측할 수 있었다.

2. 알루미늄 압출재의 투과손실 실험

2.1 대상 알루미늄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알루미늄 압출재 시편은 현재 운행중

인 고속철도차량의 바닥 프레임의 제원을 선정하였다. 사용

Abstract The frame elements of modern high speed trains are typically fabricated with extruded aluminum panels. How-

ever, the sound transmission loss (STL) of extruded aluminum panels is less satisfactory than flat panels with the same sur-

face density.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prediction of the sound transmission loss of extruded aluminum panels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The panel is model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he STL is calculated using a measure of Som-

merfeld radiation at the specimen surface, boundary conditions, and the internal loss factor of the material.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edicted value, intensity transmission loss was measured on the aluminum specimen according to ASTM

E2249-02. The proposed method of analysis will be utilized to predict th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extruded alumi-

num panels for railway vehicles in the design stage, and to establish measures for their improvement.

Keywords : Sound transmission loss, Finite element method, Extruded aluminum panel, Boundary condition, Damping loss

factor 

초 록 고속철도 차량의 프레임은 굽힘 강성이 높고 가벼운 알루미늄 압출재를 이용하고 있으나, 그 차음성능

은 동일 면밀도의 평판에 비하여 취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알루미늄 압출재의 음향투과

손실 값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압출재를 유한요소로 모델링하고 무반사 방사조건, 시편의 경계 조건,

재질의 감쇠손실계수 등을 사용하여 투과손실을 예측하였으며, 해석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압출재 시

편을 대상으로 ASTM E2249-02에 근거한 투과손실을 측정하였다. 제시된 해석방법은 철도차량용 알루미늄 압출

재의 차음특성을 설계단계에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 : 음향투과손실, 유한요소법, 알루미늄 압출재, 경계조건, 감쇠손실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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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압출재 시편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크기가 0.84m×0.84m

이며, 폭이 40~135mm인 사각평판들을 용접하여 제작되었

다. 시편의 단면형상을 Fig. 1에, 압출재 시편의 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투과손실 실험

투과손실의 측정은 1개의 잔향실(음원실)과 1개의 무향실

(수음실) 사이에 시편을 설치하고, ASTM E2249-02에 근거

하여 인텐시티 투과손실(Intensity transmission loss)을 측정

하였다. 이를 위하여 Fig. 2의 음원실과 수음실 사이의 개구

부(840mm×840mm)에 맞는 시편을 가공하였고, 시편 가장

자리의 기밀성 검사를 거쳤다. 음원실에서의 평균음압은 회

전형 마이 크로폰을 사용하여 공간 및 시간평균 처리하여 구

하였고, 수음실에서는 측정면상 m개의 부분 면적에서의 인

텐시티를 ASTM E2249-02에 명시된 스캐닝법으로 평균하

여, 측정면상의 평균 인텐시티 레벨 을 식 (1)로 구하였다.

(1)

윗 식에서 I0는 기준 인텐시티값 (1pW/m2), Sm은 측정면

면적(m2), Smk는 k 측정면 면적(m2), LIk는 k 측정면의 인텐

시티값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관심측정 면 Sm에 수직하는 인

텐시티 레벨(signed normal sound intensity level)을 식 (2)

로 구할 수 있다.

(2)

위의 측정 데이터를 식 (3)에 대입하면 인텐시티 투과손

실을 결정할 수 있다[6].

(3)

여기서, L1은 음원실의 평균 음압레벨을 의미한다. Table 2

과 Table 3에는 사용된 잔향실과 반무향실의 제원을 나타내

었다.

3. 알루미늄 압출재의 투과손실 예측

3.1 FEM 해석 모델

알루미늄 압출재의 차음 성능 해석을 상용 진동-음향 프

로그램인 FFT사의 ACTRAN을 이용하였다. 압출재 내부의

사각평판의 진동거동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각

사각평판의 너비 방향으로는 6~9개의 유한요소를 생성하였

고, 사각평판 사이의 결합부는 Fig. 3과같이 상대적으로 세

밀한 유한요소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조건으로 생성된 2D 격

자를 압출방향으로 끌어서 4,004개의 20절점 육면체의 solid-

shell로 모델링 하였다.

압출재 하부 확산음장 입사면에는 8개 절점을 가지는 사

각형 유한요소 1,078개로 구성되었으며, 확산음장 조건을 설

정하기 위해서 입사각이 90도 이내인 10가지 임의의 음압

장에 의한 각각의 해석을 수행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압

출재 상부의 음향공간은 압출재 구조물 상부의 T-홈이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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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 sectional shape of an extruded aluminum panel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extruded aluminum panel

Young’s modulus (E) 71.5×109N/m2

Mass density (ρ) 2800kg/m3

Poisson’s ratio (υ) 0.33

Panel height (h) 70mm

Plate thickness (Tp) 2.8mm

Core thickness (Tc) 2.6mm

Panel dimensions (Lx, Ly) 0.84m, 0.84m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reverberant room

Room volume 240.75m3

Cut off frequency 100Hz

Background noise 25.7dB(A)

Opening size 840mm×840 mm

Table 3 Specifications of the semi anechoic room

Room dimensions 13.8×9m×5m

Cut off frequency 80Hz

Background noise 18.6dB(A)

Fig. 2 Experimental set up for transmission loss measurement

Fig. 3 Description of the finite element meshes in the vicinity of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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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접 음향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T-홈 근처에

는 세밀한 음향요소를 설정하였으며, 시편이 놓여진 배플면

의 크기는 압출재의 4배 크기(1.6m×1.6m), 높이는 0.8m의

음향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반무한 음향공간을 나타내는 방

사면은 반사파가 없는 Sommerfeld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음향공간모델은 2,000Hz까지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대

14mm 크기의 11,393개의 20절점 육면체 요소로 만들었다. 압

출재 구조물과 음향공간 간의 structure-cavity coupling은 상

용프로그램이 제공하는 Weak cou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

조물의 절점의 변위를 계산하여 음향공간의 절점에 변위로

이용하고, 음향공간 절점에서 계산된 압력이 구조물의 해당

절점에서 하중으로 작용한다.

해당 시편의 음향투과손실 값은 압출재 하부에서 입사된

음향 파워와 상부의 음향 공간을 통과하여 외부로 방사된 음

향 파워를 각각 구하였고, 이 두 값의 차이로 음향 투과 손

실을 계산하였다.

3.2 경계조건의 영향

실험으로 구한 투과손값을 유한요소해석으로 정확히 예측

하기 위해서는 잔향실 시험에서의 시편 설치조건과 유사한

경계 조건을 모델링해야 한다. 수음실에서 본 시편의 설치

조건은 Fig. 5과 같이 시편 가장자리는 고무찰흙으로 실링

처리한 후, 12개의 고정 클램프로 가장자리를 눌러 고정시

켰다. 이러한 경계조건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Fig. 6과 같이 4가지 경계 조건을 고려하였다.

Clamped-clamped 조건(CL-CL)은 Fig. 6과 같이 4면의 경

계조건을 모두 구속하였으며, Clamped-free 조건(CL-FR)은

알루미늄 압출재의 압출되는 단면을 clamped 조건으로 설

정하였으며, Free-clamped 조건(FR-CL)은 압출재의 압출방

향과 평행한 면을 clamped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Free-free (FR-FR)조건은 외부 경계조건이 없는 경우이다.

4가지 경계조건에서의 차음성능 예측값과 실험에 의한 측

정값을 Fig. 7에 나타내었다. CL-CL와 FR-CL조건의 경우, 강

성 지배 영역인 저주파수 영역에서 측정값보다 훨씬 높은 투

과손실을 보이는 원인은 해석상의 시편의 경계에서 실제보

다 해석상에서 과도하게 구속하여강성을 필요이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강성지배영역에서 실지 측정

값은 FR-FR 조건과 CL-FR 조건 사이에 위치한다. 마찬가

Fig. 4 FEM model of an extruded aluminum panel Located

between semi anechoic acoustic chamber above and

reverberant field below

Table 4 Elements properties of FEM model for the specimen

Component
Number of 

elements

Elements 

topologies

Type of 

elements

Air cavity 11,393 Hexahedron-20 Acoustic fluid

Aluminum 

extruded panel
4,004 Hexahedron-20 Solid shell

Fig. 5 Installation of the specimen

Fig. 6 Proposed boundary conditions of the extruded aluminum

panel(upper left: clamped-clamped, upper right: free-

clamped, lower left: clamped-free, lower right: free-free)

Fig. 7 Magnitudes of Sound transmission loss of the extruded

aluminum panel with four boundary condition case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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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유로 CL-CL과 FR-CL조건의 해석결과에서 1차 공진

모드가 CL-FR조건에 비해서 630Hz 부근으로 이동하여, 해

당 주파수 영역에서의 투과손실 급락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CL-FR조건에서는 실험에서와 비슷한 250Hz 부근에서 1차

공진에 의한 하락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시편의 설치 조건

은 CL-FR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Fig. 1의 실제 시

편의 단면에서, 좌우 단은 모서리가 폐쇄 가공되어 CL경계

에 가깝고, 개방된 전후 양단은 FR 경계 조건에 근사한 것

으로 보인다. 630Hz 이후에서 투과손실의 급락이 반복되는

것은 국부모드의 공진효과에 기인하며, 많은 국부공진모드

때문에 질량 법칙치(직선)보다 투과손실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인다. 이 영역에서 측정값과 근접하는 해석값을 얻기 위

해서는 해석모델의 감쇠손실계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3 감쇠손실계수의 영향

4가지 경계조건 중 실제 실험결과와 가장 유사한 투과손

실 특성을 가지는 CL-FR의 경우를 선택하여, 감쇠 손실 계

수와 투과손실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선행연구[2]에 따

르면, 알루미늄 압출재의 투과손실은 시편의 크기 및 경계

조건에 영향을 받는 전역 모드 공진(Global mode resonance)

과 코어 주기단위의 국부모드 공진(Local mode resonance)

에서 하락한다. Fig. 8의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면,

125Hz 아래 저주파수의 강성 지배영역에서는 실제보다 강

한 구속효과로 해석치가 높은 값을 보인다. 그러나 250Hz

부근에서 투과손실이 하락하는 경향은 실험치와 일치한다.

전역 모드 공진 영역인 200~250Hz에서는 감쇠손실계수를

10%로 설정할 경우 실험치가 해석치와 가장 유사하며, 315

~1000Hz 영역에서는 감쇠손실계수를 5%로 설정할 경우 2dB

정도의 차이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속철도 차량에서 1000 Hz 아래의 주파수 영역이 실내

소음을 지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해석결과는 매

우 고무적이다. 위 해석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알루미늄 압

출재의 차음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쇠손실계수를 증가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코어부에 폼재를 충전시키거나 점

탄성 접착층을 압출재상/하판에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감쇠

손실계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실험적으로 추정

된 손실계수 데이터를 본 해석 모델에 적용한다면, 중요 주

파수 대역에서의 차음성능을 설계 단계에서 예측하고 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알루미늄 압출재의 제작시, 상

당한 시간과 고비용을 요구하는 금형 제작과 압출 공정을 거

치게 되므로 그 시편의 제작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도면 자

료만으로 중요한 주파수 대역에서 투과손실을 예측할 수 있

는 해석 모델이 결정된다면, 압출재 구조의 변경에 따른 차

음 성능의 개선효과를 예측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3.4 CL-FR 조건 압출재의 진동과 음향방사 특성의 

연관관계

알루미늄 압출재의 진동에 의한 음향 방사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해서, 대상 압출재의 진동모드 밀도와 투과손실이 저

감하는 주파수영역의 특정 모드형상을 ACTRAN으로 해석

을 수행하였다. 계산한 모드의 개수를 Fig. 9에 옥타브 밴드

별로 표시하였다. 모드의 개수는 국부 공진모드가 발생하는

600Hz 대역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이 진동에 의한 음

압방사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동일한 중량

의 평판 보다 차음 성능이 낮아진다.

해당 경계조건의 알루미늄 압출재의 공진이 일어나는 정

확한 주파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100~1000Hz 영역의 음향

투과 손실을 1/3 옥타브밴드 대신 Fig. 10에 협대역으로 계

Fig. 8 Sound transmission loss calculation of an extruded

aluminum panel with clamped-free boundary condition

with respect to damping loss factor of the panel

Fig. 9 Number of modes of the extruded aluminum panel in CL-

FR boundary condition case

Fig. 10 Sound transmission loss calculation of the extruded

aluminum panel with clamped-free boundary condition

with respect to damping loss factor of the panel

represented a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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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나타내었다. 압출재 구조물의 공진모드 대역에서 손

쉽게 음이 투과되며, 즉, 공진모드에서 음향 투과손실은 매

우 낮아지며, 투과되는 음향 파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러한 구조물의 공진모드가 발생하는 관심 주파수 230Hz,

390Hz, 590Hz을 선정해서 압출재의 진동모드와 방사되는 음

장의 형상을 살펴 보았다.

230Hz에서 대상 압출재는 전체적으로 진동하는 1차 공진

모드가 발생한다. 모드 형상은 Fig. 11과 같으며, 알루미늄

압출재 바닥면에 변형전의 삼각형 트러스 구조를 이루지 못

하는, 즉 많은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발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해당 방사되는 음장을 Fig. 12에 나타냈으며, 진

동 변형과 유사하게 소리는 중앙에서 크게 발생한다.

390Hz에서는 Fig. 13과 같이 좌측의 스트립에서 큰 크기

의 변위가 발생한다. 방사되는 음장도 Fig. 14과 같이 좌측

에서 우측으로 경사지게 소리가 전파된다.

590Hz에서는 Fig. 15과 같이 오른쪽 끝 스트립에서 국부

공진 모드가 발생한다. 따라서, Fig. 16에 보는 것처럼 공진

하는 스트립에서 대부분의 음이 방사된다. 저주파수에서는 전역모드가 생성되며, 고주파수 대역으로

가면서 압출재의 일부가 진동하는 국부 공진 모드가 다수 생

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국부 공진은 그 모드 밀도

가 높으므로 그 발생 영역에서는 많은 음향에너지가 투과되

어 알루미늄 압출재의 투과손실은 크게 하락한다. 주파수 대

역별 차음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공진

모드를 파악하여 구조적인 개선을 하여야 한다. 본 투과손

실 예측기법은 설계단계에서 차음성능을 예측하고 문제를 일

으키는 공진모드를 찾고, 구조적 개선 작업을 하는 데에 유

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다.

4. 결 론

고속전철 벽체에서 많이 이용되는 알루미늄 압출재의 차

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압출재 시편을 대상으로 투과

손실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시편의

진동,음향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출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알루미늄 압출재의 진동 특성은 폐쇄 가공면의 경계조

건은 완전지지(Clamped) 조건에, 개방 가공면은 자유(free)

경계의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CL-FR 경계조건의 경우가

실제 실험과 매우 유사한 투과손실 경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정확한 차음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영역별

감쇠손실계수 값의 조절이 필요하다. 전역 모드 공진 영역

인 200~250Hz에서는 감쇠손실계수를 10%로 설정할 경우 실

험치가 해석치와 가장 유사하며, 315~1000Hz 영역에서는 감

쇠손실계수를 5%로 설정할 경우 2dB 정도의 차이로 유사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지 금속 재질의 감쇠손실계수

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본 연

구에서 도출한 감쇠손실계수 값은 알려져 있는 알루미늄 재

료의 감쇠손실계수 값과 비슷하다.

3. 공진 주파수 대역의 알루미늄 압출재의 진동, 음향 해

석을 수행함으로써, 진동 형상과 소리가 발생하는 음장의 분

Fig. 11 Structural mode shape at 230Hz

Fig. 12 Sound radiation at 230Hz

Fig. 13 Structural mode shape at 390Hz

Fig. 14 Sound radiation at 390Hz

Fig. 15 Structural mode shape at 590Hz

Fig. 16 Sound radiation at 59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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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알루미늄 압출재의 구조

물 형상을 변경하여 특정 국부 공진모드에서의 차음성능을

개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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