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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lls of modern train cars are required to have higher transmission loss since modern train 

have had high speed and light weight. The method based on Reverberation Chamber like KS F 2808 

could be used to measure transmission loss. However, this method has difficulty in that constrained 

Standard of it requires extremely large facilities. Recently, the method based on Scale Reverberation 

Chamber is used as an alternative to Reverberation Chamber. The method of Scale Reverberation 

Chamber is known to be small and economical but it provides standing wave that directly influences 

measurement error. Therefore, this research is focus on predicting standing waves based on method 

of FFM and reducing measurement error by changing shape of chamber. 

 

1. 서

 론 

현대의 철도 차량 고속으로 운행된다. 고속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경량화가 요구되며, 고속 

철도의 경우 벽체의 재질이 강철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알루미늄재질은 일반적으로 강

철보다 차음 성능면에서 불리하다. 준수한 승차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재질로도 높은 차음 

성능을 요구한다. 벽체의 정확한 차음성능 시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벽체의 차음 성능의 평가 방법은 

KS F 2808과 같은 잔향실 법이 이용된다. 이러한 

규격에서는 대형 잔향실을 필요로 한다. 기계구조물

은 차음 성능이 30~40dB이상의 높다. 이러한 재료

를 대형 잔향실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

다.(1) 대형 잔향실의 경우 매우 설비가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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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기존건물에 만들기가 어렵다. 시험을 수행 

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편의 크기도 크다. 그래서 비

용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소형 잔향실은 

일반적인 사무실에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  

대형 잔향실은 건축 구조를 시험하기 위해 제안되 

보통 10m2정도의 시험편을 요구한다. 소형 잔향실

은 0.5m2 정도의 시험편을 요구하므로 경제적이다. 

잔향실은 외부와 밀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부는 

확산 음장을 만족하여야 한다. 확산음장은 음향 에

너지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음장이다. 이는 불균일한 

벽체에 음파가 여러 번 반사하면서 형성 될 수 있

다.(2) 하지만 소형 잔향실에서는 대형 잔향실 보다 

정상파가 형성되는 주파수가 높다. 이러한 정상파는 

차음시험에서 오차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최대한 

억제하여 차음 성능 평가에 적합한 음장이 형성되

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FEM 방법을 이용하여 소형

잔향실의 저주파수에서 생성되는 정상파의 형상 보

았다. 그리고 음원실 공간의 형상을 변경하여 정상

파의 크기를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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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이론 

잔향실 방법에서 투과 손실 측정은 음원실과 수음

실의 음압과 수음실의 흡음률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L = 𝐿1 − 𝐿2 + 10 𝑙𝑜𝑔 
𝑆

𝐴
            (1) 

𝐿1:음원실 음압(dB) 

𝐿2:수음실 음압(dB) 

S:시료의 단면적 (𝑚2) 

A:수음실 전체의 흡음률(𝑚2)   

 

투과 손실 시험 측정 이론 물체의 차음성능은 면

밀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입사 음장의 

음의 분포에 따라 수직입사, 랜덤입사, 필드입사에

서의 이론 차음성능 값은 다음과 같다. 

𝑅0 = 20 𝑙𝑜𝑔 (𝑚𝑓) − 20 log(
𝜌0𝑐

𝜋
)       (2) 

𝑅𝑑(𝑓) =  𝑅0(𝑓) − 10 log[0.23 𝑅0 (𝑓)]       (3) 

𝑅𝑓(𝑓) =  𝑅0(𝑓) − 5             (4) 

R0(f):수직입사 이론 차음값 

Rd(f): 랜덤입사 이론 차음값 

Rf(f): 필드입사 이론 차음값 

 

FEM을 이용한 투과 손실 해석을 위해서는 음향

격자와 차음재 격자를 연결 하여야 한다. 두가지 다

른 재질로 격자를 형성하면 서로 격자의 위치가 달

라 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상호 연결해주는 알고

리즘이 필요로 한다. 불평형 격자를 노드의 전사 기

술을 이용하여 음향 공간 격자와 차음재 격자 간에 

연결을 하게 된다. 

 
Figure 1 노드 전사 알고리즘 

 

Figure1과 같이 음향 격자에서는 차음재 격자에 

작용하는 음압 출력이 계산된다.  차음재 격자에서

는 음압 격자로 방사되는 출력이 계산된다. 각 격자

에서 계산된 음압 출력과 진동 방사 출력이 서로의 

격자에 전사된다. 전사된 지점과 크기를 보간 하여 

음향 격자와 차음재 격자가 연결된다.(3) 

3. 소형 잔향실 

3.1. 소형 잔향실의 구성 

소형 잔향실은 두개의 잔향실이 수직으로 위치한

다.  아래의 음원실은 10면체의 부정형으로 설계 되

어 있으며, 상부에 수음실은 6면체의 서로 평행 하

지 않는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 설비의 제원 

Table 1과 같다.  

공압으로 음원실이 움직여 사이에 음향 시편을 고

정한다. 음원실과 수음실에 마이크로폰 7 방향으로 

회전시켜 음압 값을 측정한다. 측정된 음압을 평균

을 내서 공간의 정상파의 영향을 줄이게 되어 있다. 

Figure 2는 소형 잔향 설비를 이용한 투과손실 측

정의 장비 구성이다. 

 
Table 1 소형 잔향설비의 특성치 

 

 
Figure 2 측정 장치의 구성 

  

Power Amplifier Noise Generator

 음원실 수음실 

체적 0.38m3 0.61m3 

표면적 2.97m2 4.38m2 

시편면적 0.7 x 0.6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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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제 장비의 문제점 

기존의 소형잔향실의 내부 음압은 충분히 잔향 공

간을 형성 하기 힘들다. 특히 400Hz 대역의 주파수

에서는 투과 손실 특성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 이는 

잔향공간의 공명 모드의 형상 때문에 측정 지점의 

음압과 시편에 작용 하는 음압이 다르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400Hz에서 이론치보다 과도하게 크게 나

타난 투과손실은 음원실의 음압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거나, 수음실의 음압이 실제 보다 작게 측정 

된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3 투과손실 측정치와 이론치 (AL 1t) 

3.3. 음압 분포 해석 

잔향실은 확산 음장을 제한된 공간내에 재현한것

이다.(4) 잔향실의 음향 성능 평가는 음장 내의 균일

한 음압 분포 여부와 잔향시간의 측정에 의해 가능

하다. 원형 잔향실 모델 

실제 잔향실 모델을 FFT사의 Actran 11.1을 이

용하여 10Hz부터 2 Hz 간격으로 1120 Hz 까지 해

석 하였다. Table 2은 해석 모델격자의 특성치를 나

타낸다.  

Table 2 FEM 해석 격자의 특성치 

 

Figure 4 실제 측정된 수음실과 음원실의 음압차

와, 해석적 방법을 이용한 음압 차이 이다. 두 그래

프 간의 개형은 유사 하지만 크기에 차이가 있다. 

이는 FEM 방법에서 정확한 댐핑의 영향과 벽체에 

도포된 제진제의 영향을 정확히 모델링 하지 못하

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ure 5,6는 소형잔향실의 

314Hz, 400Hz에서의 음압 분포 해석치를 나타낸다. 

314Hz에서는 음원실의 모드 평면이 측정점에 생성

되어 실제 음압 보다 작게 측정되었다. 400Hz 에서

는 수음실의 측정지점에 음압이 낮은 것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분균일은 투과손실 측정에 오차 요인으

로 작용한다. 

 
Figure 4 음원실과 수음실의 음압차이(AL 1t) 

 

 
Figure 5 잔향실 내부 음압 분포 해석결과(314Hz) 

 
Figure 6 잔향실 내부 음압 분포 해석결과(4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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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잔향실 개선 모델 제안 

잔향실의 음압 분포는 벽체의 형상에 영향을 받

는다. 일반적으로 잔향실은 부정형의 다면체로 만들

어진다. 설치 공간등의 문제로 부정형으로 잔향실의 

설계가 어려운 경우 벽체에 확산판을 설치하여 잔

향실의 음압 분표를 조정한다.(5) 소형 잔향실도 내

부의 형상과 확산판을 설치 할 경우 음압 분포를 보

았다.  

 
Figure 7 음원실 4 가지 음장 개선안 

 

Figure 7 에서는 음원실의 음압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서 4가지의 개선안을 만들었다. 1, 2번의 경우 

벽체의 외형을 변형 하였으며, 3, 4번은 내부에 확산

판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Figure 7은 Figure 6에서 제안된 4가지 개선안의 

315Hz에서 음압 분포를 보았다. 315Hz에서 생기는 

정상 음압이 2번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1번

은 정상파의 개형이 변형 되었으며, 3번의 경우 정

상파의 영향이 감소 하였다. 4번의 경우도 감소하였

지만 3번 보다는 영향이 작은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8 개선안의 내부 음압 분포(315Hz) 

 

결  론 

현대의 고속화 되고 경량화 되는 운송기기에 맞는 

경량, 고성능 차음재의 차음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대형 잔향실 보다 적합한 소형 잔향실 시험방법은 

고성능 흡차음재 성능 시험에 적합하다. 그리고 필

요한 시편이 작고, 크기가 작아 경제적이다. 하지만 

정상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400Hz 영역에서 발생한

다. 그래서 400Hz 이하의 차음성능 시험은 오차가 

많았다. 음원실 공간에 벽면의 형상을 변경 하거나 

내부에 확산판을 설치 했을때 음원실에서 생기는 

정상파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음을 FEM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 해 보았다.  

소형잔향실의 형상을 잘 설계 하면 좀더 잔향 공

간에 가까워 투과 손실 시험에 적합한 시험 장치를 

설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추후 잘 설계된 음원실과 수음실을 제작 하면 저

렴하고 신뢰성 있는 차음 시험 설비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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