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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ound transmission loss (STL) is investigated on the multi-layered windows used in the 
KTX-sancheon and next generation HEMU-400x high speed train. Using TLOSS, which is developed as a 
special purpose STL analysis program, STLs of the multi-layered glass windows are analytically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mass law result. Window specimens for the two train models are manufactured and 
intensity transmission losses are measured based on ASTM E2249-02. The problems in aspect of sound 
insulation are diagnosed on the two window model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rior noise in the high speed train.

1. 서  론
고속철도차량의 차음 구조 중에서 유리창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특히, 터널 통과 시 많은 양의 음향 파

워가 유리창을 투과하면서 실내 소음의 상승을 가져온다. 다른 적층 차음재의 차음성능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유리창의 차음성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면 등가적인 차음성능은 높아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KTX-sancheon과 개발 중인 HEMU-400x 고속 철도차량의 객실 일반창을 
대상으로, 이중창 구조에 따른 차음성능을 비교하고 그 효과를 실험적으로 평가한다.  기 개발된 다층재 전용 
투과손실 해석 프로그램인 TLOSS를 이용하여, 다층 유리창의 구조에 따른 투과손실을 해석적으로 구하고 실
험치 및 질량법칙치와 비교한다. 이를 위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ASTM E2249-02 에 따라 인텐시티 투과손
실을 측정한다. 두 모델에 대한  해석치와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차음성능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실내 
소음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 유리창의 제원

Fig. 1 (a)는 투과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고속철도 차량의 유리창 시편이다. (b)는 KTX-sancheon
의 일반창 구조로, 내측은 4mm 강화유리+0.76mm PVB 접착필름+4mm 강화유리로 구성된 접합유리이고, 
가운데에 16mm 공기층을 두고 있으며, 외측은 5mm 강화유리+1.52mm PVB 접착필름+6mm 강화유리로 구
성된 접합유리이다. (c)는 HEMU-400x의 일반창 구조로, 내측은 4mm 강화유리+1.52mm PVB 접착필름
+5mm 강화유리로 구성된 접합유리창이고, 가운데에 16mm 공기층을 두고 있으며, 외측은 5mm 강화유리+ 
1.52mm PVB 접착필름+6mm 강화유리로 구성된 접합유리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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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량 대비 차음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의 등방성 판재의 랜덤 입사음 질량법칙 식
(2.1, 2.2)을 이용하였다 (1). 

                                       log
  dB                                  (2.1)

                                  log dB           (2.2)            
                              

여기서, m은 패널의 면밀도, f는 주파수, 는 공기의 밀도, c는 음속, TLO는 수직 입사음 질량법칙이다. 질
량법칙에 의한 투과손실 예측에 사용된 제원은 Table 1과 같다.  

(a) Window specimen

          

(b) KTX-sancheon

            
(c) HEMU-400x

   

    Fig. 1 Structure of the normal window.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window structure (specimen size : 836mm x 836mm)
구  분 이  름 질 량 두 께 면밀도

(kg) (mm) (kg/m2)

Windows
KTX-sancheon normal window 34.09 37.28 48.78
HEMU-400x normal window 34.04 39.04 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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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과손실의 측정

3.1 측정 방법
차음성능 평가를 위하여 ASTM E2249-02에(2) 근거하여 인텐시티 투과손실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Fig. 2의 음원실과 수음실 사이의 개구부에 주름 강판 시편(840mm x 840mm)을 설치하고, 음원실에서의 평
균 음압과 수음실 측 시편상의 평균 인텐시티를 측정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음투과 손실을 결정하였다.

    

Fig. 2 Reverberant room for TL measurement.

ASTM E2249-02에 의하면, 측정면상의 M개의 부분 면적에서의 인텐시티 를 평균하여, 측정면상의 평
균 인텐시티 레벨을 식 (3.1)로 구할 수 있다.

                             
 
 




  




 


                             (3.1)

이로부터 측정면에 수직하는 인텐시티 레벨(signed normal sound intensity level)을 식 (3.2)으로 구할 수 
있다.

                                    log
                                     (3.2)

이상의 측정 데이터를 식(3.3)에 대입하여 인텐시티 투과손실을 결정하였다. 

                                  log   log                        (3.3)
 
 여기서, 은 음원실의 평균 음압레벨이고, 는 시편의 면적(m2)을, 는 측정면 면적(m2)을 의미한다. 

Table 2는 잔향실의 제원을 보인다. 흡음 처리된 수음실의 배경소음은 25dB(A)이고, 스캐닝 인텐시티 측정
법을 위한 음장 기준인 ASTM E2249-02 Annex A2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reverberant room

Room Volume 240.75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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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men size 840mm × 84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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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층재 투과손실 해석

적층재의 투과손실을 해석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Fig. 3의 다층판재의 입력 및 출력 임피던스 해석 모델을 
고찰한다. 층별 판재의 입력 및 출력 임피던스를 구한 후, 음압의 연속조건을 적용하면 전체 다층재의 임피던
스를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다층재의 입사파와 투과파의 파워 비를 계산할 수가 있다. 철도차량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층재는 강판, 알루미늄, 합판, 유리와 고무판 같은 비 투과성 판재와 유리면, 우레탄폼, 공기층의 
투과성 흡음층으로 구분된다. 투과손실해석을 위해서 층별로 임피던스와 음압관계를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판재의 입력 임피던스는 판재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Z I=Z T+Z S                                      (4.1)

여기서 Z s는 비 투과성 판재층의 임피던스이다. 입/출력 음압은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p T=p I [Z T/Z I]                                    (4.2)

식 (4.1)에서 비 투과성 등방성판재의 임피던스와 음압관계는 다음 식으로 기술된다.

                                      Z S = j(ωρ s-Bk 4
x/ω)                                  (4.3) 

    
한편, 다공성 흡음재에서의 임피던스와 음압은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1).
               Z I=Z o kk z

(1+Z ok/Z Tk z)e
jk zh+(1-Z ok/Z Tk z)e

- jk z h

(1+Z ok/Z Tk z)e
jk zh-(1-Z ok/Z Tk z)e

- jk z h
N⋅s/m         (4.4)

                   p T= p I
2 [ (1+

Z ok

Z Ik z )e
- jk z h+(1-

Z ok

Z Ik z )e
jk zh]   N/m 2              (4.5)  

위 식에서 복소 전파상수 k,k z와 흡음층의 임피던스 Z o는 흡음재의 종류(유동저항, 공극률, 구조계수)
에 따라 정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Delany-Bazely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유리섬유나 암면과 같은 다공
재를 대상으로 실험데이터를 통계 처리함으로써, 무차원 변수 C=

R 1

ρf
를 사용하여 k,Z o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3), 실험치에 비교적 잘 맞는 모델로 활용된다. 
  
                           C≥60,  k=- jk[-1. 466+ j0.212C]

1/2                   
                       Z o= ρc[ (C/2π+ j1.413)/ (-1.466+ j0.212C) 1/4]                    (4.6)

                      C≺60,  k=- jk[ 0.189C 0.618+ j(1+0.0978C 0.693)]            
                         Z o= ρc[ ( 1+0.0489C

+ 0.754
- j 0.87C

+ 0.731
)]                      (4.7)  

공기층의 경우, 유동저항 R 1=0으로 처리함으로써 다공재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의 해석이론을 통
하여, 입사파와 투과파의 파워비와 랜덤음 투과손실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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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τ
R(ω)=

⌠
⌡

π/2

0
τ(ω,φ)sin2φdφ                              (4.8)

                                   R random(ω)= 10 log
1

τ
R(ω)

                              (4.9)

  다층 유리창 같은 3층 다층재의 투과손실을 다음 순서에 따라 코딩하여 계산하였다.

1) 공기중 판재의 수신자 측의 출구 임피던스를 ΖΤ= ρ 0c 0/ cosφ로 설정한다.
2) 식(4.1)에 식(4.3)을 적용, ZI를 계산함으로써 경계면 2에서의 입력임피던스 Z 2

를 결정한다.
3) Z 2

를 ZT로 같은 방법으로 Z 3
를 결정한다.

4) Z 3
를 ZT로 하여 같은 방법으로 Z 4

를 결정한다.
5) 입사면상에서의 음압을 p 4= p I[2α/(α+1)]e

j( ωt- k xx- k zz)로 계산한다. 
   여기서,  α= Ζ 4/(ρ 0c 0/ cosφ)

6) 식(4.2)를 사용하여 역순으로 음압을 계산해 나감으로써, 최종 방사면상의 음압 p 1
을 계산한다.

7) 위 계산과정을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에서, 입사각 범위에서 반복 수행함으로써, 
   전달계수 τ(ω,φ)= p 21/p 2I  계산한다.
8) 다음의 식으로 입사각범위에 따른 필드입사음 및 랜덤입사음 투과손실을 계산한다.
    τ R(ω)=⌠

⌡

φ
lim

0
τ(ω,φ)sin2φdφ,   R random(ω)= 10 log

1
τ
R(ω)

     (4.10), (4.11)

3층 이상의 다층 판재에서도 층수에 따라 동일한 계산과정을 반복하여 해석이 가능하도록 전용코드를 작성
하였다.

Fig. 3 Sound transmission in the multi-layered panel

5. 측정 및 해석결과

  이중 유리창의 중량대비 차음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질량법칙을 사용하였고, 투과손실이 특별히 하락하
는 구간인 임계주파수와 이중창의 공진 대역을 검토하였다. 층별 임계주파수와, 이중 유리창의 공진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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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 유리창의 임계주파수 (1)

                                           



                                        (5.1)

- 이중 유리창 공진 주파수

                                        
  





                                  (5.2)

위식에서   : 음속,  유리의 종파속도,  : 유리두께, : 각 유리창의 면밀도, : 공기층 두께이다.
2 모델 시편의 임계주파수 및 공진 주파수는 Table 3 에 주어진다.

Table 3 Mass-air mass resonance frequency and critical frequency of 
the window structures for high speed trains

KTX-sancheon HEMU-400x
fo 142Hz 136Hz

fc 1303Hz 1163Hz

2중 유리창 시편에 대한 투과손실 측정결과를 Fig.4에 보인다. 두 모델 모두, 130Hz~150Hz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이중창 공진에 의하여 투과손실이 크게 하락한 결과, 질량법칙치에 비해 낮은 투과손실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투과손실과 동시에 측정한 유리창의 가속도 레벨에서 해당 주파수 대역의 높은 공진 피크로도 
확인된다. 그러나 많이 사용하는 200Hz 이후 중요 주파수 대역에서는 공기층 간격 효과로  질량대비 투과손
실이 높아진다. 두 모델 모두에서 문제점으로, 1100Hz~1300Hz에서 질량법칙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Table 
3의 층별 임계주파수에서의 일치효과 때문이다. HEMU-400일반창이 KTX-sancheon 보다 내측창이 약간 
두꺼워 면밀도가 6.7%정도 높아졌음에도, Fig.4 (c)의 두 모델의 차음성능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결과는 두께를 조금 증가시켜 면밀도를 약간 높이는 것이 투과손실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내기 어려움
을 의미한다. 해석에 의한 예측결과는 이중창 공진 효과가 과소평가되는 점과, 일치효과가 조금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점이 측정치와 다르다. 그러나 예측치는 전반적으로 측정치를 따라가므로, 향후 2중창의 
차음 설계단계에서 공기층 간격 및 구조 변경에 따른 투과손실 개선효과를 검토할 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a) KTX-sancheon

  
    (b) HEMU-400x

  

 

2261



(c) KTX-sancheon and HEMU-400x

   
(d) Vibration response of normal windows

Fig. 4 TL of the window structures

6. 결  론

KTX-sancheon과 HEMU-400x의 객실 일반창을 대상으로 차음성능을 평가하였다. HEMU-400x는 
KTX-sancheon보다 내측 유리의 두께를 1mm늘리고, PVB 두께를 0.76mm늘렸다. 투과손실 측정결과, 
300Hz~1000Hz 대역에서는 KTX-sancheon 유리창이 오히려 1.2dB 정도 높고, 1000Hz 이후에는 
HEMU-400x 유리창이 약 2dB 높게 나왔다.  결과적으로 중량을 6.7%정도 높였음에도 차음성능이 크
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는 질량효과만으로는 차음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측면재 
전체에 대한 유리창 차음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공기층 간
격 변화, 층수의 변화, 라미네이트 접착재의 변화를 통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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