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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름 강판의 주름은 강판의 중량당 굽힘 강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러나 주름 강판은 같

은 중량을 갖는 평판보다 낮은 차음 성능을 보인다. 특히, 특정한 주파수대역에서는 투과손실이 크게 

감소한다. 이 문제의 주 요인은 주름단위에서의 국부적 공진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주파수대역에서 다

수의 국부적 공진모드가 발생하고 모드밀도가 급속히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 투과손실과 모드 밀

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중량의 증가 없이 주름 강판의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드 밀도의 측면에서의 설계전략을 제시한다.

Abstract: Corrugation of a corrugated panel dramatically increases the bending stiffness per weight. However, 
corrugated panels show lower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than that of the flat plate having the same weight. 
Especially, in a particular frequency region, the sound transmission loss significantly decreases. Main reason of 
the problem is known as the local resonance. A number of local resonance modes occur above a certain 
frequency band and modal density rapidly increas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relation of the sound 
transmission loss and the modal density. Finally, we propose a design methodology in terms of the modal 
density to improve th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the corrugated panels without weight increase.

1. 서 론

  요철 구조의 주름 강판은 건축 구조 및 수송기

계의 적층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이다. 특히 주름 강판은 중량대비 굽힘 강성이 

매우 높아 철도차량의 경량화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굽힘 강성의 큰 증가효과와는 반대로, 주
름 강판의 차음 성능은 동일한 중량을 갖는 평판

에 비해서 불리해 진다. 그 원인으로, 굽힘 강성

의 큰 증가는 임계 주파수(Critical frequency)대역

을 소음원 주파수 영역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일치

효과(Coincidence effect)를 발생시켜 차음성능을 

하락시킨다.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름 구

조는 단위 주름에서 굽힘이나 비틀림 변형을 보

이는 국부적 진동모드(Local modes)를 다수 발생

시킨다. Cordonnier-Cloarec 등(1)은 알루미늄 주름 

강판에 대해 고주파수 영역에서 차음 성능의 감

소 가능성을 확인 하였으며, Windle 등(2)은 건축 

차음재용 주름구조에서 국부공진이 발생될 때 

투과손실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관련하여 Kim 등(3)은 다수의 국부적 공진모

드를 갖는 주름 강판의 투과손실을 예측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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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ugated steel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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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in design variables

Model S1 S2 S3
Height [mm] 27 27 27
  [mm] 836 836 836
  [mm] 836 836 836

Plate Thickness [mm] 1.2 1.2 1.2
Surface density [kg/m2] 12.3 12.6 13.1

Length [mm] 60 50 40
Angle [°] 20 20 20

Young's Modulus 2 x E11 Pa
Mass density 8,000 kg/m3

Table 1 Specification of Corrugated steel panels

론 모델을 제시하였고, 주름의 제원을 변경하여 

국부공진대역을 조절함으로써 차음에 유리한 구

조설계(4) 및 댐핑(damping) 처리 방법(5)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국부적 공진에 의한 차음 성능의 하락

은 주름 강판과 유사한 주기적 코어 구조를 갖는 

알루미늄 압출재에서도 발생한다.(6) 이와 관련하

여 Kim 등(7)은 차음에 유리한 압출재의 구조 설

계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부적 공

진에 의한 투과손실 하락이 어느 주파수 대역에

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

한 답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차음

이 문제가 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상당히 많은 수

의 국부적 모드가 발생하는데다가, 국부적 모드

들이 전체 모드(Global modes)와 서로 연성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름 강판을 대상으로 주파수에 

따른 모드 밀도의 변화를 조사하고, 모드 밀도와 

국부공진 모드의 출현대역 및 차음 성능 하락 구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 연구결과는 주름 강판

의 차음 성능 하락 구간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

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2. 주름 강판의 모드 밀도

2.1 주름 강판의 제원

Fig. 1은 3가지의 주름 간격으로 제작된 철도차

량용 주름 강판 시편을 보인다. Fig. 2와 Table 1
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름 강판의 두께와 높이가 

구속되는 현장의 사용 환경을 감안하여 주름간격

( )을 세 가지 경우로 하고 주름의 경사각도(), 
높이(), 두께()는 유지하였다. 그 결과 수송기계

에서 중요한 면밀도(Surface density)는 Table 1에서

와 같이 유사하다.

2.2 모드 밀도

모드 밀도는 모드의 수(N)를 주파수 대역폭

(∆)으로 나눈 값으로 식 (1)로 정의된다. 단순지

지(Simply supported)된 등방성 평판의 경우, 주파

수 에 따른  모드밀도는 식 (2)로 구할 수 있

다.(8)

 

                             (1)

 

 




 ″
 

 
 ″




       (2)

는 평판의 단면적,  ″은 평판의 면밀도, 과 

는 평판의 x,y 방향의 길이이다. 평판의 굽힘 

강성 는 아래 식 (3)으로 정의된다.

  
                        (3)  

 는 등방성 평판의 두께, 는 평판의 포아송 

비(Poisson's ratio), E는 영률(Young's modulus)이
다. Fig. 3은 Fig. 1의 시편과 동일한 크기와 두께

를 갖는 등방성 평판에 대하여 식 (2)와, 유한요

소 해석을 수행하여 구한 모드밀도를 비교한 결

과이다. 유한요소 해석에는 ANSYS 15.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평판

을 모델링 하여 와   방향으로 각각 50등분

으로 메쉬를 사용하였으며, 단순지지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치는 100 Hz의 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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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al density of flat panel

(a) 1st Global mode (161.78 Hz)

(b) Local mode (2204.7 Hz)
Fig. 4 Vibration modes of a corrugated panel Fig. 5 Modal density of corrugated steel panels

로 주파수를 표시하되, 표시된 주파수를 중심주

파수로 하는 1/3옥타브 대역폭에 대한 평균 모드

밀도 값을 산출하였다. 평판의 경우 전 주파수 

대역에서 모드 밀도가 대체적으로 완만하다. 저
주파수 대역에서는 모드 수가 작고, 1/3옥타브 대

역폭도 좁아 해석과 이론식의 모드 밀도 평균치

에 차이를 보이나, 고주파수대역으로 올라가면서 

모드 수도 많아지고 대역폭도 넓어져 평균화된 

모드 밀도는 해석과 이론치가 접근한다. 
그러나 주름 강판의 경우에는 모드 밀도를 이

론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 평판과 달리 주름단

위에서 변형을 보이는 다수의 국부적 모드들이 

발생하고 이들이 전체 모드와 연성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으로 주

름 강판의 모드 밀도를 산출하였다.
  Fig. 4는 Table 1의 S1모델에 대한 유한요소 해

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단순지지 조건하에서 발

생하는 주름 강판의 전체 모드와 국부적 모드를 

보인다. 전체 모드는 판 전체의 굽힘이나 비틀림 

변형을 보이며, 공진 주파수는 판재의 주름 제원

뿐만 아니라, 크기와 경계조건에 지배된다. 반면, 
국부적 모드는 전체적인 변형보다는 주름단위에

서의 변형이 심한 모드로, 공진 주파수는 판재의 

크기나 경계조건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
름의 제원에 지배된다. 통상적으로 저 주파수대

역에서는 전체 모드 특성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주파수대역이 높아지면 국부적 공진 모드가 출현

한다. 국부적 공진 모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주

파수대역은 주름의 제원에 따라 다르며 전체 모

드와 다소 연성되기도 한다. 이전의 연구(4,5)에서

는 주름 단위의 변형이 두드러진 모드를 국부적 

공진 모드로 주관적으로 판정하여 국부적 공진 

모드가 처음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을 투과손실의 

하락 주파수대역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부적 모드가 출현하게 되면 

모드 밀도가 크게 증가하는 점에 착안하여 모드

밀도의 변화와 음 투과손실 사이의 관계를 검토

하였다. 
Fig. 5는 3개의 시편을 대상으로 유한요소 해석

으로 산출한 주름 강판의 모드 밀도를 보인다. 
1000 Hz 아래에서는 3개의 시편이 비슷한 모드 

밀도를 보인다. 이는 평판의 모드 밀도 변화와 

비슷한 경향이다. 그러나 1000 Hz 이후 평판과 달

리 모드 밀도가 급증하는 주파수 대역이 관찰된

다. 이러한 급증 대역은 시편에 따라 다른데, 주
름 간격이 S1에서 S3로 짧아지면서 최대 모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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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s Models
Signal generator 35670A (HP)

Loud speaker 801 (B&W)
Omni-directional speaker Type 4296 (B&K)
Diffuse field microphone Type 4942 (B&K)

Rotating microphone boom Type 3923 (B&K)
Intensity probe Type 3595 (B&K)
Signal analyzer Type 3560 (B&K)

Table 2 Measurement devices

(a) Measurement method

(b) Reverberant room
Fig. 6 Experimental set up

Room Volume 240.75 m3

Cut off frequency 100 Hz
Background noise 25.7 dB(A)

Opening size 840 mm × 840 mm

Table 3 Specification of the reverberant room

Fig. 7 Sound transmission loss (STL) of corrugated 
steel panels

도를 보이는 대역이 1600 Hz, 2200 Hz, 3200 Hz로 

높아지고 있다. 전체 모드만으로는 이와 같은 급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국부적 공진모드 

출현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3. 음 투과손실과 모드 밀도

Table 2는 측정에 사용된 장비이다. ASTM 
E2249-02(9)에 따라 음원실의 스피커에서 발생하

는 백색랜덤소음에 의한 확산음장(White noise)의 

음향 인텐시티()를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

정하고, 수음실의 측정면상 M개의 부분 면적에서

의 평균 인텐시티( )를 인텐시티 프로브를 스캐

닝하여 30초간 측정하였으며, 식 (4)에 적용해 투

과손실(TL)을 산출하였다. 

   log  log       (4)

여기서 는 시편의 면적(836 x 836 mm)을, 
은 측정면 면적(836 x 836 mm)을 의미한다. Table 
3는 잔향실의 제원을 보인다. 흡음 처리된 수음

실(Receiver room)의 배경소음은 25 dB(A)이고, 잔
향실은 인텐시티 측정기준인 ASTM E2249-02 
Annex A2의 제 조건을 만족시켰다.

Fig. 7은 음 투과손실의 측정결과이다. 투과손

실은 세 경우 모두 각각 2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급락하면서 직선으로 표시된 필드입사음 질량법

칙(Field incidence mass law)치보다 떨어진다. 200 
Hz 아래의 저주파수 대역의 하락은 세 시편 모두 

공통적인 현상으로, Fig. 4(a)에 보이는 1차 굽힘 

진동모드의 공진에 기인한다. 주름 강판의 크기

가 같음과 동시에 주름 간격의 차이가 작으므로 

전체 공진모드의 1차 주파수는 대동소이하다. 실
제 차량에서는 주름강판이 본 연구의 시편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전체 모드의 공진 주파수는 

훨씬 낮은 대역으로 내려가므로, 전체 모드의 공

진은 차음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1000 Hz 이후에서 나타나는 투과손실의 

급락이다. 철도차량의 주요 소음원 대역은 대략 

2000 Hz 까지로 고주파수대역으로 가면서 소음원

의 파워는 작아진다.(10) 따라서 이 대역에서의 투

과손실의 하락은 고주파수 소음의 차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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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

(b) S2

(c) S3

Fig. 8 Modal density and STL of corrugated steel 
panels

야기할 수 있다. 투과손실의 급락 대역은 S1에서 

S2, S3로 가면서 높아져 전술한 모드 밀도 변화

와 관련성을 보인다. Fig. 8은 투과손실과 모드 

밀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이다. 흥미로운 결과

로, 세 가지 주름 강판 모두 모드 밀도가 최대로 

되는 주파수대역에서 주름강판의 투과손실이 급

락하고 있다. 이 결과는 최대 모드 밀도 대역을 

구하면 주름 강판의 투과손실이 폭락하는 대역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시편에서는 주름 

간격 이외의 다른 조건은 유지되었다. 따라서 주

름 단위의 굽힘 변형에 의한 국부적 공진의 주파

수는 주름간격이 짧아지면서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모드 밀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대역이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1에 주어진 주름간격의 

변화는 전체 모드의 공진주파수에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시편 전체의 굽힘 강성을 

유지하면서 주름 단위의 국부적 강성은 크게 증

가시켜 모드 밀도가 급증하는 주파수 대역을 고

주파수 영역으로 올릴 수 있었다.

4. 결 론

평판의 모드 밀도는 주파수에 따라 큰 변화가 

없으나, 주름 강판에서는 변화가 심하고 주파수

가 증가하면서 모드 밀도가 급증하는 주파수대

역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주름 단위에서 변형

을 보이는 많은 수의 국부적 공진모드가 나타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부적 공진모드가 음파에 

의하여 가진될 때 큰 공진으로 차음성능이 떨어

진다. 주름 강판의 투과손실을 측정한 결과, 모드

밀도가 최대가 되는 주파수대역과 투과손실이 하

락하는 주파수대역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로부터 주름 강판의 설계 단계에서 유한요소

해석으로 모드 밀도를 계산하면, 음 투과손실이 

급락하는 대역을 예측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변경을 통하여 투과손실의 급락대역을 소음

원 주파수대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름 간격의 변화만으로 중량

을 유지하면서 최대 모드 밀도 대역을 높여 차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주름의 두께

와 높이 등 다른 설계인자들을 변화시키는 경우

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모드 밀도의 변화를 예측하

여 차음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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