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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hape optimization problem is formulated to optimally design aluminum sandwich panel, which 

is used for high speed railway vehicle. An aluminum volume used in the panel is selected as a 

design objective with constraints on the stiffness and the transmission loss value. The formulated 

shape optimization problem is solved for a well-selected initial shape. The stiffness and 

transmission loss value of the obtained optimal shape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previously -

reported panel. 

 

1. 서

 론 

고속 철도 차량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샌드위치 패

널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내부구조를 가져야 한다
(1). 최근에는 최적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샌드위치 패널의 강성을 높이면서 무게를 줄이는 

내구 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한순우(2) 

등은 철도 차량 차체의 경량화를 위하여 위상 최적

화와 치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장형진(3) 등은 최

적 설계 기법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압출구조와 샌

드위치 복합재를 사용한 모듈화 차체의 강성을 고

려한 경량화를 시도하였다. 

강성만 고려하여 설계된 고속 철도 차량의 패널은 

외부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잘 차단 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4). 따라서,철도차량 내부가 보다 

조용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샌드위치 패널이 외부

의 소음을 잘 투과시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김

석현(4) 등은 패널 내부의 주기적인 주름 단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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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국부 모드의 공진이 투과손실을 하락시키

는 것을 실험적으로 발견하였다. 그리고 국부 모드

의 공진주파수 대역을 변경시키기 위해 관심 주파

수 대역에서 주름구조의 사양을 변경시켜 패널의 

투과손실을 높였다(5). 따라서, 주름구조를 변경할 때 

코어의 개수와 치수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된다면, 강성과 차음 성능이 동

시에 개선된 알루미늄 샌드위치 패널의 설계 분야

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철도차

량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샌드위치 패널의 차음 

특성을 개선 시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

종 설계된 패널 구조와 현재 KTX에서 사용되는 알

루미늄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의 투과 손실을 비교

한다. 또한, 음향투과등급(Sound Transmission 

Class)도 평가하여,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한

다. 

2. 샌드위치 패널의 형상 최적화 

2.1 형상 최적화 문제 정식화 

Fig. 1은 철도 차량의 단면을 나타내며, 본 연구

에서는 철도 차량 옆면에 사용된 알루미늄 샌드위

치 패널을 2차원 모델로 단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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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section of KTX car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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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itial layout for shape optimization 

 

Fig. 2는 형상 최적화에 사용된 초기 형상을 나타

내며, 4개의 설계 변수를 정의한다.  형상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각각의 설계 변수에 적절한 범위

를 부여한다. 그리고 설계영역의 부피를 최소하기 

위해 설계 영역 중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영역의 부

피를 목적 함수로 설정한다. 제한조건으로 특정 주

파수의 투과손실 값이 일정한 값 이상이 되도록 설

정하고, 강성을 고려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값이 일정한 값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다. 이를 정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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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timal shape of aluminum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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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nsmission loss curve of the optimal shape 

 

2.2 형상 최적화 결과 

Fig. 3은 정식화한 형상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얻

은 최적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적화된 형상의 차

음 특성을 Fig. 4의 투과 손실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얻은 최종 형상을 기존의 KTX 알루미늄 샌드위치 

패널과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면, 강성 측면을 나

타내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값이 낮아졌고, 

투과 소음 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 손실 값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여 최적의 알

루미늄 샌드위치 패널 내부 구조를 결정하였다. 패

널 내부를 차지하는 금속의 부피를 목적함수로, 원

하는 컴플라이언스값과 투과 손실 값을 제한 조건

을 사용하였다. 이런 형상 최적화에 사용되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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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면 좀 더 

개선된 설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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