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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열차의 속도 경쟁과 더불어 열차 내 승객들의 쾌적한 승차감을 위해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1]. 고속열차는 터널 및 슬라브 도상의 주행 시 실내소음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차량 외부 소음

이 철도차량의 벽체, 차량하부, 그리고 유리창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고속열차의 객실 부분별 투과손실의 민감도 해석 연구에

따르면 유리창의 투과손실 값이 다른 부분에 비해 10dB 이상 낮고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리창의 투

과손실을 증가시키는 것이 객실 전체 투과손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2]. 또한, 차세대고속열차 HEMU-430X

차체의 투과손실 시뮬레이션 결과[3]를 살펴보면 2중 유리창은 바닥 적층재 대비 117%, 측면 적층재 대비 140%의 중량으로 질

량법칙에 따라 유리창은 더 높은 투과손실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유리창은 바닥재 및 측면재에 비해 거의 모든 주파수 영역에

서 낮은 투과손실을 보이고 있어 실내소음의 저감을 위해서는 유리창의 차음성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행 중인 KTX 차량과 시운전 중인 HEMU-430X 차량은 강화유리 사이에 PVB(polyvinyl butyral) 필름을 적용한 접

합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PVB를 접합필름(interlayer film)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리창의 내충격성을 증가시켜 승객의 안전을 확

Abstract To improve th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laminated glass in high speed trains, it is beneficial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layer films and the acoustical performance. In addition to those

of conventional PVB (polyvinyl butyral), the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PVB derivatives and PC (polycarbon-

ate), which are candidates for interlayer films, were analyzed. We assumed that PVB-HEMU, which has a glass transi-

tion temperature (Tg) around room temperature and a large tan δ (loss tangent) value, can be made to damp efficiently.

The damping capability was tested utilizing sound transmission loss measurement and simulation under the identical

structure of laminated glass in high speed trains. We also built a database for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interlayer

film characteristics and acoustical performance; this was followed by the determination of sound transmission loss using

the intensity technique and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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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고속열차 객실 내 유리창의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연구로, 접합유리에 사용되는 고분

자 필름의 물성과 음향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PVB(polyvinyl

butyal) 필름 및 다른 단량체 비율을 가지는 PVB 유도체, 그리고 유리 사이 차음재로 사용가능 한 PC(polycarbonate)

의 동적기계적 특성을 분석(DMA)하였다. DMA 분석을 통해 상온에 가까운 온도범위에서 유리전이온도(Tg)를 가지며

tan δ(loss tangent)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난 PVB-HEMU 시편의 댐핑(damping)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고속철도 차량의 접합유리창과 동일한 구조에서의 투과손실 시험과 해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접합필름의

종류에 따른 유리창 투과손실 값을 투과손실 측정(인텐시티법)과 FE 해석을 이용해 도출하고, 고분자 필름의 물성과

음향성능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주요어 : 접합유리, 접합필름, 투과손실,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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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 줄 뿐 아니라 차음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리의 파형일치현상(coincidence effect)에 의한

일부 고주파수 대역의 낮은 투과손실을 보완하는데 효과적이다[4]. PVB 필름은 자동차 및 건축 분야에서도 내충격성 및 차음

성능 향상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기술로 상용화 된 제품이 없는 실정으로 필요 시 국외 제품을 도입해 적

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고속열차 접합유리에 사용되고 있는 PVB필름을 포함한 기타 PVB유도체 및 PC(polycarbonate) 고분

자필름의 차음성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고속열차 실내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접합필름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

록 한다. 유리창의 차음성능 향상과 관련 있는 고분자 필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PVB 유도체 및 PC 필름의 물리화학적 물

성과 음향학적 특성을 측정, 분석하여 그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고분자 필름의 물성을 동적기계분석(dynamic

mechanical analysis, DMA)등으로 조사하였고,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와 고분자의 저장 탄성률(storage

modulus, E'), 손실 탄성률(loss modulus, E")의 비인 tan δ(loss tangent=E"/E')값을 측정하여 음향해석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필름의 차음성능 해석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연구 활용에 적합한 접합필름의 물성조건을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고분자 접합필름 물성 분석

2.1.1 고분자 필름 시편 준비 및 시험방법

HEMU-430X 차량 유리창에 적용된 PVB 필름은 (주)국영G&M에서 제공 받았으며, PVB-A, PVB-B, 및 PVB-C는 VICTOR

CHEM Co., Ltd, PC 필름은 Whilkor Co., Ltd에서 제공한 샘플로 준비하였다.

핵자기공명 분석(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은 Varian사의 Unity Inova(300 Hz)를 사용하였다. NMR은 시료의 원자

핵이 갖는 고유의 회전(스핀)이 외부 자기장과 공명하는 현상이며 자기장이 소멸되면서 각각의 원자핵은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화합물 분자구조 유추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PVB-HEMU 필름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0.1g을 1mL의 N,N-dimethylformamide-d7에 녹여 사용하였다. 

DMA는 주기적인 응력을 시료에 적용시켜 발생되는 시료의 변형 및 힘을 이용하여 점성과 탄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얻어

진 저장탄성률(storage modulus, E')과 손실탄성률(loss modulus, E")의 비율인 tan δ(loss tangent) 값을 통해 유리전이온도를 유

추할 수 있으며 tan 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고분자의 점탄성 특성은 DMA를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에서 사인함수적으로 진동하는 응력(stress, σ)을 시편에 가하면 변형

(Strain, ε)을 측정할 수 있다. 점탄성 물질의 변형은 응력이 가해진 시점에 비해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위상 차이를 갖는 사인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 

σ = σ0 sin(ωt +δ) (1)

ε = ε0 sin(ωt) (2)

여기서 ω는 각 주파수이고 δ는 응력과 변형의 상대적 각 변위인 위상각, t는 시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고분자에 에너지를 주

었을 때 탄성으로 인해 다시 저장되는 에너지인 저장탄성률(E')과 점성특성으로 인해 잃는 에너지인 손실탄성률(E")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며 이들의 비율로부터 tan δ를 얻을 수 있다.

E' = (σ0/ε0) cos δ (3)

E" = (σ0/ε0) sin δ (4)

tan δ = E"/E' (5)

DMA 장비는 METTLER TOLEDO사의 DMA/SDTA861을 사용하였고 각 고분자 필름의 크기는 가로 5mm×세로 30mm이

며 상온(20oC) 질소 하에서 5oC/min의 승온 속도로 음향 성능 분석 범위인 100~2500Hz 주파수 영역을 측정하였다. 

열중량분석법(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은 Perkin Elmer사의 TGA7을 사용하였고 시료는 고분자 필름을 10mg을 취

하였다. TGA는 온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료 가열 시 온도에 따른 질량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며 시료의 조성 분석에 응용 가

능하다. 따라서 질소 조건 하에서 10oC/min의 승온 속도로 상온에서 600oC까지의 시편의 열분해 거동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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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고분자 시편 종류 및 화학조성

고분자 접합필름은 기존에 생산 및 상용화 된 것을 사용하였고 현재 HEMU-430X 차량에 적용된 PVB(이하 PVB-HEMU)를

기준 시편으로 하여 다른 단량체 비율을 가진 PVB 유도체와 가시광 영역에서 투과율이 높고 내충격성이 우수한 PC를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PVB의 경우 대개 비닐 아세탈(vinyl butyral), 비닐 수산(vinyl alcohol), 비닐 초산(vinyl acetate)기의 공중합체

로 이루어져 있고 제조 방법에 따라 다양한 비를 가지며 물성도 달라진다. 따라서 PVB-HEMU 외에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아세탈기, 수산기, 초산기의 비가 다른 PVB-A, PVB-B, PVB-C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PVB-A, PVB-B, PVB-C 공

중합체의 각 단위체(monomer) 비율은 VICTOR CHEM에서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PVB-HEMU의 경우 NMR을 이용하

여 단량체의 비율을 도출하였다.

2.1.3 열적 및 점탄성 특성 분석

진동 저감은 진동 에너지가 점탄성 물질에 의해 열 에너지로 소산되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댐핑(damping) 효과는 고분자의

분자 구조, 열역학적 상태 및 파동 주파수 등에 의존한다[5]. 특히 점탄성 특성을 가지는 고분자가 유리상태(glassy state)에서

고무상태(elastomeric state)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 즉 유리전이온도(Tg) 부근에서 댐핑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6,7]. 또한, 최근에는 댐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분자의 구조 변경 및 다른 전이온도를 가지는 고분자의 혼합을 통해 유리전

이온도 범위를 변화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10]. 유리전이온도는 DMA를 통해 시험온도에서 고분자에 에너지를 주었

을 때 탄성으로 인해 다시 저장되는 에너지(저장탄성률, storage modulus, E')에 대한 점성특성으로 인해 잃는 에너지(손실탄성

률, loss Modulus, E")의 비율인 tan δ의 변화를 통해 유추 가능하다. tan δ는 항상 유리전이온도 부근에서 가장 높은 피크를 보

인다. 본 연구에서는 1Hz에서 온도에 따른 tan δ 값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유리전이온도와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객실 내외온

도 범위와 일치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음향 분석이 이루어진 주파수 100~2500Hz 범위에서 Young’s modulus 값과 tan δ 값

의 크기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댐핑 효과를 분석하였다. 

Table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PVB-A, PVB-B, PVB-C의 경우 유리전이온도가 각각 78.4oC, 79.9oC, 87.9oC로 공중합체에서

butyral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80%) PVB-C가 88%의 butyral을 포함한 PVB-A, PVB-B에 비해 높은 유리전이온도를 보였

다. PVB-HEMU의 경우 33.95oC의 유리전이온도를 가지는데 이는 69%의 butyral 단량체의 낮은 비율 외에도 가소제 첨가의

영향이라 판단된다. Fig. 1의 TGA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PVB-HEMU는 200oC 부근에서 급격히 중량이 소실되어 다른

Table 1. Ratio of repeating units in PVB.

Repeating unit (wt%)
PVB

PVB-HEMU PVB-A PVB-B PVB-C

Vinyl butyral 69 88 88 80

Vinyl alcohol 30 11.5-13.5 11.0-13.5 18.0-20.0

Vinyl acetate 1 0-2.5 0-2.5 0-2.5

Table 2. Tg values from DMA measurement of tested samples at

1Hz frequency.

Sample Tg (
oC)

PVB-HEMU 33.95

PVB-A 78.4

PVB-B 79.9

PVB-C 87.9

PC 173.7

Fig. 1.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plots of PVB films at

10oC/min under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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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B 샘플과는 다른 열분해 거동을 보이고 가소제가 첨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PC는 PVB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인 173.7oC에서 유리전이온도를 보이며 단단한 강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상온(20oC)에서 100~2500Hz 주파수 영역의 tan δ 값의 변화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1600Hz 이하에서는 PVB-HEMU를 제

외한 나머지 고분자 필름은 0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데 반해, PVB-HEMU는 전반적으로 높은 tan δ 값을 보여 댐핑 효과가 우

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PC는 다른 고분자 필름에 비해 1000Hz 이하(100, 250, 500, 600, 800, 1000Hz)에서 tan δ 수치가 낮아

댐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0Hz와 2500Hz에서는 모든 필름이 1이상의 tan δ을 보이며 다른 주파수 영역과 큰 격

차를 보이나, 결과적으로 2000Hz 이하에서는 PVB-HEMU가 다른 시편에 비해 큰 tan δ 값을 보이며 우수한 댐핑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10]. 

2.2 고분자 필름 적용 접합유리의 음향학적 특성 분석 

PVB 필름을 포함한 기타 PVB유도체 및 PC접합필름의 물성분석을 통해 상온에 가까운 온도범위에서 유리전이온도를 가지

며 tan δ 값이 큰 PVB-HEMU 시편의 댐핑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접합유리 구조로 철도 차량 유리창과 동

일한 조건에서의 투과손실 시험과 해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평판의 투과손실 값은 시험체의 크기와 질량, 휨

강성, 손실계수 등에 따라 아래 그림(Fig. 2)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며[11], PVB 필름을 적용한 접합유리는 단일유리에 비해 댐

핑 효과로 coincidence region에서 투과손실 값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KTX나 HEMU-430X 시제차량 등 고속철도 차량에 적용된 유리창은 공기층을 사이에 두고 접합유리를 내외측 창으로 구성

해 단열 및 차음성능이 효과적인 복층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층유리 중 내측 접합유리를 기준으로 접합필름의

종류에 따른 유리창 투과손실 값을 투과손실 측정과 FE 해석을 이용해 도출하고, 고분자 접합필름의 물성과 음향성능 간 상관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Table 3. tan δ from DMA measurement of tested samples in a range of 100~2500Hz.

Sample 100Hz 125Hz 160Hz 200Hz 250Hz 315Hz 400Hz 500Hz

PVB-HEMU 0.470 0.442 0.447 0.348 0.387 0.244 0.379 0.372

PVB-A 0.016 0.025 0.012 - 0.012 - 0.082 0.043

PVB-B 0.024 0.012 0.013 - - - 0.059 0.048

PVB-C 0.028 0.010 0.022 - 0.021 - 0.101 0.065

PC 0.004 - - - 0.010 - 0.115 0.033

Sample 630Hz 800Hz 1000Hz 1250Hz 1600Hz 2000Hz 2500Hz

PVB-HEMU 0.324 0.357 0.296 0.101 0.253 4.400 1.949

PVB-A 0.021 0.035 0.030 - 0.121 1.905 3.460

PVB-B 0.028 0.036 0.040 - 0.142 7.225 1.678

PVB-C 0.044 0.061 0.052 - 0.158 2.731 6.600

PC 0.014 0.031 0.007 - 0.152 3.122 6.339

Fig. 2. Scheme of sound transmission loss for singl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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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인텐시티법에 의한 투과손실 측정

재료의 차음성능은 입사된 음과 투과된 음의 음압레벨차인 투과손실을 측정하여 평가하며, 투과손실 측정방법에는 잔향실법

과 인텐시티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와 구성 조건을 달리하여 제작된 접합유리를 대상으로 하여, 시편의 부위별 에너지

투과율이나 다중층으로 인한 불균일성이 투과손실에 미치는 영향 등 시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음향 인텐시티법

을 이용하여 투과손실(sound transmission loss)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시편의 투과손실은 Fig. 3의 차음성능시험실에서 ASTM E2249-02에 따라 음원실인 잔향실(체적 240m3, 차단주파수 100Hz)

내 확산음장의 공간평균음압(space averaged sound pressure)을 측정 후 아래 식 (6)을 이용하여 음원실의 인텐시티를 구하고,

수음실인 무향실에서 시편을 투과한 음의 인텐시티를 측정 후 아래 식 (7)을 사용하여 얻는다.

(W/m2) (6) 

여기서, 은 공간평균음압, ρ는 공기 밀도, c는 소리 속도이다. 

(7)

여기서, , 는 각각 음원실과 수음실의 인텐시티 레벨을 나타낸다. 

Fig. 3. Measurement setup for sound transmission loss of test samples.

접합필름의 종류에 따른 유리창의 잔향실법 투과손실 측정을 위해 복층유리 중 내측 접합유리를 기준으로 450×450(mm2)크

기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시편은 위 그림(Fig. 3)과 같이 잔향실과 무향실 사이 개구부에 설치되었다. 시편과 개구부 틈새로

음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실리콘과 유점토로 보강하였다.

HEMU-430X 시제차량의 유리창 내측 접합유리는 각각 4mm, 5mm두께의 강화유리 사이에 1.52mm 두께의 PVB 필름이 있

는 구성이며, PVB 필름의 차음성능 향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 구성 외에 Table 4와 같이 10mm 두께의 단층유리와 PVB

대신 물성이 다른 PC를 적용한 접합유리 시편을 제작하여 투과손실을 측정하였다. PC의 경우 고온 고압 상태에서도 유리에 접

착이 어렵기 때문에 OCA 접합필름을 이용해 접합하였으며, OCA 필름은 0.02mm로 매우 얇아 음향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무

시할 만한 수준이다.

(1) 단층유리 

단층유리 투과손실 시험 결과는 Fig. 4와 같이 300Hz 주변 저주파 대역에서는 시편의 강성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공진으

로 투과손실 저하가 확인되며, 시편을 개구부에 고정하는 지그의 강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10mm 두께의 단층유리에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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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fications of the test samples.

Test samples Constitution Thickness(mm)

Monolithic solid glass w/o film Tempered glass(10mm) 10.00

Laminated glass with 

PVB-HEMU
Tempered glass(4mm)+PVB-HEMU(1.52mm)+ Tempered glass(5mm) 10.52

Laminated glass with PC
Tempered glass(4mm)+OCA(0.02mm)+PC(1mm)+OCA(0.02mm)

+Tempered glass(5mm)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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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Hz에서 coincidence dip이 발생해 차음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2) PVB-HEMU 접합유리 

PVB-HEMU는 단층유리의 coincidence effect로 인한 차음성능 저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층유리와 PVB-

HEMU 접합유리의 주파수대역별 투과손실량을 비교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Fig. 4), 전 대역에서 단층유리에 비해 PVB

접합유리 기준시편의 투과손실량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1600Hz의 coincidence dip 대역에서 투과손실량이 3dB 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PC 접합유리

PVB를 대신해 PC를 적용한 시편의 경우 1000Hz 이상 고주파 대역에서 PVB-HEMU 접합유리에 비해 낮은 투과손실이 확

인되었다. 또한 같은 두께의 단층유리보다도 차음성능이 저하되어 있어 PC는 차음유리 접합필름으로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적

합하지 않다. 다만, 저주파대역에서 공진주파수가 더 낮아 300Hz 부근에서는 차음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투과손실 측정을 통해 HEMU 내측유리 기준의 약 10mm 두께 유리는 1600Hz 대역에서 coincidence dip이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하였고, PVB-HEMU 필름은 1600Hz 대역뿐 아니라 전 대역에서 투과손실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

서 고분자 필름의 물성 분석에서 유리전이온도가 상온에 가깝고 측정 주파수 영역에서 tan δ 값이 전반적으로 큰 PVB-HEMU

시편의 댐핑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한 바와 일치하며, 반대로 유리전이온도가 173.7 oC로 가장 높고 tan δ 값이 측정

주파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PC가 댐핑 성능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한 바와 일치한다. PVB-HEMU와 PC 시험결과,

고분자필름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음향학적 특성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FE 해석과 비교해 해석 기법을 검증하고

자 하며, 기타 PVB 유도체 필름의 물성 분석 결과를 활용해 그 차음성능을 아래에 서술한 바와 같이 예측하고자 한다. 

2.2.2 접합유리 차음성능 FE 해석

FE(Finite Element) 해석은 지멘스 Virtual. Lab 13.4를 이용하였으며, Fig. 5는 접합유리의 차음성능을 해석하기 위한 FEA 모

델을 나타낸 것으로 시험과 마찬가지로 HEMU-430X 내측 접합유리와 같은 구성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실제 차량의 일반객실

Fig. 4. Comparison of the sound transmission loss for monolithic solid glass, PVB-HEMU, and PC laminated glass.

Fig. 5. FEA modeling of laminated glass (left) and simulated sound transmission los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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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과 동일한 크기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잔향실법 투과손실을 구현하기 위해 잔향실의 음원은 0o~90o범위의 입사각

을 갖는 12개의 Plane wave로 구성되었으며, 한쪽은 소음원이 위치한 잔향실, 다른 쪽은 시편을 투과한 음을 측정하는 무향실

과 같은 조건으로 모델링하였다.

DMA 분석을 통해 측정된 100Hz~2500Hz의 1/3 octave 밴드 중심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별 각 필름의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와 mass density 등 FE 해석을 위한 인자는 Table 5의 값을 사용하였다. PVB 필름의 Poisson’s ratio는 모두 동

일한 값을 이용하였다. 먼저, 시험시편과 같은 크기의 모델 해석결과에서 약 1600Hz의 coincidence dip을 확인하여 해석 툴의

검증을 완료하였다. 

HEMU-430X 객실 내측유리 기준의 모델을 이용한 FE 투과손실 해석 결과를 통해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Hz 간격으

로 100~2500Hz 대역에서 다양한 접합필름에 대한 투과손실 값을 확인할 수 있다. 

(1) 단층유리 

단층유리는 전 대역에서 모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Fig. 6a), 이는 앞선 시험(Fig. 3)에서 개구부에 시편을 고정시키기 위해

전체 테두리에 실리콘과 유점토를 미량 사용해 댐핑 효과가 있었으나, 해석에서는 실리콘 및 유점토의 댐핑을 고려하지 않아

유리 강성으로 인한 모드가 모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00Hz 부근에서 coincidence dip으로 인한 투과손실 저하가 확

인되었으며, 시험결과와 비교해 해석모델은 실제 HEMU-430X 객실 유리창과 같은 크기로 모델링 되어 모델 크기에 따른 주파

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PVB-HEMU 접합유리 

PVB-HEMU를 적용한 접합유리 모델의 해석 결과는 다른 모델과 비교해 투과손실량이 가장 커 앞서 시험을 통한 차음성능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음성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시험에 비해 1300Hz coincidence dip이

눈에 띄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단층유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편 테두리의 댐핑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6b). 

(3) 기타 PVB 필름 접합유리 

PVB-A,B,C는 단일유리에 비해서는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PVB-HEMU에 비해서는 투과손실량이 낮은 것으로 해석

되었다(Fig. 6c-e). PVB-A,B,C 간 비교 시, 1500~2000Hz 부근에서 PVB-B의 투과손실 값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0 Hz에서의 높은 tan δ 값과 일치한다(Table 3). 그러나, 측정된 주파수 영역에서 PVB-A,B,C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차음성

능을 보이며 단량체 비율보다는 가소제 첨가 여부가 투과손실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PC 접합유리 

PC는 앞서 시험 결과와 유사하게 1000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 전반적으로 투과손실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Fig.

6f), 이는 단일유리와 비교한 투과손실 시험 결과와도 일치한다(Fig. 4).

Fig. 7은 PVB-HEMU 접합유리의 주파수별 진동모드를 확인한 것으로, 이를 통해 모델의 전반적인 동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

다. PVB-HEMU 필름의 FE 해석결과를 토대로 투과손실이 적은 주파수(320Hz와 1320Hz)에 대해 수직에 가까운 plane wave

로 인한 접합유리의 진동 모드를 확인하였으며, Fig. 6(b) 해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0Hz와 1320Hz 부근에서 coincidence

dip을 관찰할 수 있고 tan δ값 또한 주변 주파수에 비해 320Hz와 1320Hz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Table 3).

접합유리의 투과손실 값을 각 고분자 필름의 물성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FE 해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물성분석 결과 유

Table 5. Material properties for FEA.

Test samples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Mass density

(kg/m3) Real (Storage modulus, E') Imaginary (Loss modulus, E")

Glass 7.15e+011N/m2 1.401e+009N/m2 0.23 2500

PVB-HEMU * * 0.49 1.061 E+03

PVB-A * * 0.49 1.819 E+02

PVB-B * * 0.49 3.350 E+02

PVB-C * * 0.49 2.769 E+02

PC * * 0.37 1.594 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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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이온도가 상온에 가깝고 측정 주파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tan δ 값이 큰 PVB-HEMU가 투과손실량이 가장 크고, 유리전

이온도가 상온 범위에서 벗어나며 측정 주파수 영역에서 tan δ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PC는 투과손실량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접합유리의 투과손실 측정 결과(Fig. 4)와 마찬가지로 고분자필름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음향학적 특성 간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접합필름의 개발에서 고분자

의 물리화학적 설계 후 FE 해석을 통해 일차적으로 그 성능을 예측할 수 있어 기술개발 단계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Fig. 6. Sound transmission loss values of monolithic and laminated glass for different interlayer films; (a) Monolithic glass, (b) PVB-

HEMU laminated glass, (c) PVB-A laminated glass, (d) PVB-B laminated glass, (e) PVB-C laminated glass, and (f) PC lami-

nated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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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EMU-430X의 복층유리 중 내측 접합유리를 기준으로 접합필름의 종류에 따른 유리창 투과손실 값을 투과

손실 측정과 FE 해석을 이용해 도출하고, 고분자 접합필름의 물성과 음향성능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

다. PVB-HEMU와 PC 접합유리의 인텐시티법 투과손실 측정을 통해 고분자필름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음향학적 특성 간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유리전이온도가 상온에 가깝고 측정 주파수 영역에서 tan δ 값이 상대적으로 큰 PVB-HEMU 시

편의 댐핑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반대로 유리전이온도가 173.7oC로 가장 높고 tan δ 값이 전반적으로 작은 PC가 댐핑 성능이

가장 취약한 것을 관찰하였다. 더 나아가 고분자필름의 물성과 투과손실 측정을 통해 얻어진 음향학적 특성 간 상관관계가 있

음을 확인하고 이를 FE 해석과 비교해 해석 기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FEA 모델은 시험과 마찬가지로 HEMU-430X 내측 접

합유리와 같은 구성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실제 차량의 일반객실 유리창과 동일한 크기로 각 고분자 필름의 물성분석 결과를

입력하여 투과손실량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PVB-HEMU가 투과손실량이 가장 크고, PC의 투과손실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인텐시티법을 이용한 투과손실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분자필름의 유리전이온도 및 tan δ 수치와 FE 해석을 통한 차

음성능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상당히 일치하므로, 향후 접합필름의 개발에서

고분자 필름의 물성설계를 하고 FE 해석을 통해 일차적으로 차음성능을 예측할 수 있어 기술개발 단계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향후 PVB 유도체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유리전이온도와 tan δ 값을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고분자 필름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

를 수행하여 접합유리용 필름의 적용 조건에 따른 차음성능의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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