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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dewall of the HEMU-400x consists of two parts. One is the multi-layered structure including 
aluminium extruded panel and the other is the double glazed window. When the train runs in a tunnel, the 
equivalent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the side wall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internal noise levels. In 
aspect of the sound insulation strategy, it is important to make two parts have similar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intensity sound transmission loss (ITL) is measured on the specimens of the two parts. Mass law 
deviation (MLD) is considered in order to compare th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the two parts in 
respect of the weight. Contribution of each part to the sound insulation is analyzed and the sound insulation 
strategy is investigated to reduce the interior noise.

1) 
기 호 설 명

   : 면밀도

   : 주파수

   : 공기밀도

   : 음속

   : 수직 입사음 투과손실

 : 랜덤 입사음 투과손실

1. 서  론

철도 차량의 실내소음은 바닥재, 측면재, 천정재 

및 유리창 등 차체의 판재가 외부 소음원으로부터 

입사되는 음향파워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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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차음재의 차음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인자는 면밀도(Surface Density)이다. 따라서 고

속화에 따른 차체의 경량화는 일반적으로 차음 성능

의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고속철도 차량의 실내 

정숙성을 위해서는 중량 감소가 가져오는 차음성능 

상의 문제점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고속열차인 HEMU-400x의 

측면재의 차음성능을 검토한다. 터널 통과 시, 반사

에 의한 많은 량의 음향 파워가 측면재를 투과하면

서 실내 소음의 상승을 가져온다. 측면재는 알루미

늄 압출재를 기본으로 하는 적층구조와 복층 유리창

의 두 부분으로 구별된다.  차음 전략상, 두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의 차음성능이 아주 낮으면 다른 부

분을 강화시켜도 측면재 전체의 차음성능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두 부분의 차음성능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부분의 투과손실을 비교 검토하여 개발중인 

차세대 고속 철도차량의 실내소음 대책에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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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두 부분의 시편

을 제작하여 ASTM E 2249-02(1)에 근거한 인텐시

티 투과손실(Intensity transmission loss)을 측정하여 

비교한다. 또한, 질량법칙편차(Mass law deviation, 
MLD)을 이용하여 중량대비 차음성능을 비교 분석

한다. 

2. 측면재의 구성

Fig. 1 (a)는 HEMU-400x의 측면 알루미늄  압출

재 시편이고, (b)는 압출재의 코어에 압출재 중량의 

6%에 상당하는 우레탄폼을 충진 시킨 시편이다.  
Fig. 2는 압출재를 기본으로 하는 측면 적층재의 단

면 구조이다. 객실 일반 유리창은 Fig. 3과 같이 두

께 4mm와 5mm, 5mm와 6mm의 낱장의 강화유리

가 각각 1.52mm의 PVB film(Polyvinyl butyral 
film)으로 접합되어, 그 사이에 16mm의 공기층을 

둔 구조이다. Table 1은 차음성능 평가에 필요한 층

별 제원을 보인다. 표에서와 같이 2중 유리창은 총 

두께가 측면 적층재의 약 1/3수준이나, 면밀도는 측

면 적층재 대비 약 140%로 유리가 더 무겁다. 본 

연구에서는 중량 대비 차음 성능에 초점을 맞추어, 
투과손실의 평가에 다음의 무한 등방성 판재의 랜덤 

입사음 질량법칙(Random incidence mass law)(2) 식 

(1), (2)를 사용하였다. 

   log
  dB             (1)

   log dB    (2)

(a) Aluminum extruded panel

(b) 6% foamed aluminum extruded panel
Fig. 1 Structure of the aluminum panel.

Fig. 2 Structure of the layered side panel.

Fig. 3 Double glazed window.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layers of side wall

Layer component specimens
(size : 836mm × 836mm)

Mass
(kg)

Thickness
(mm)

Surface
density
(kg/m2)

Aluminum extruded panel 21.23 50.00 30.08
Urethane foam

(6% of aluminum panel mass) 1.28 - -

Glasswool
(coated with aluminum film) 2.40 50.00 3.43

Nomex honeycomb 2.40 10.00 3.43
Non-foamed side wall

(Al. panel+Glasswool+Nomex 
honeycomb)

26.03 110.00 37.25

6% foamed side wall
(6% foamed Al. 

panel+Glasswoo+Nomex 
honeycomb)

27.31 110.00 39.07

Double glazed window 36.38 39.04 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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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과손실의 측정

차음성능 평가를 위하여 ASTM E 2249-02에 근

거하여 인텐시티 투과손실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

여 Fig. 4의 음원실과 수음실 사이의 개구부(840mm 
× 840mm)에 시편을 설치하고, 음원실에서 회전 마

이크로폰을 사용하여 평균 음압을 측정하였고, 수음

실 측에서는 인텐시티 프로브를 사용하여 시편상에

서의 평균 인텐시티를 측정함으로써 음투과 손실을 

결정하였다. ASTM E 2249-02에 의하면, 측정면상

의 평균 인텐시티를 식 (3)으로 구할 수 있다.

  

 
  




  W m   (3)

이로부터 측정면에 수직하는 인텐시티 레벨

(Signed normal sound intensity level)을 식 (4)로 

구할 수 있다.

   log
  dB    (4)

이상의 측정 데이터를 식 (5)에 대입하여 인텐시

티 투과손실을 결정하였다.

     log    log 
dB    (5)

Table 2는 잔향실의 제원을 보인다.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reverberant room
Room volume 240.75m3

Cut off frequency 100Hz
Background noise 25dB(A)

Opening size 840mm × 840mm

(a) Measurement method

(b) Reverberant room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TL Measurement.

4. 측정결과

4.1 측면 적층재
(1) 측면 알루미늄 압출재

측면 알루미늄 압출재 및 폼 충진 시편에 대한 

투과손실 측정 결과를 Fig. 5에 비교한다. 비충진 

측면 압출재는 1000Hz를 전후하여 질량법칙치 대비 

7dB 낮은 투과손실을 보인다. 그 원인은 이 대역에

서 발생하는 국부 공진 모드이다. 이러한 특성은 바

닥 압출재에서도 주파수 대역은 낮지만 유사하게 나

타났다.(3) 폼 충진 압출재의 경우 이러한 하락은 상

당히 완화되어 질량법칙 예측치에 근접한 투과손실

을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폼 충진이 국부공진의 댐

핑을 크게 증가시켜 발생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3) 투과손실과 동시에 측정한 진동가

속도를 나타낸 Fig. 6에서도 댐핑의 증가 효과를 확

인할 수 있다. 
2000Hz이후 투과손실이 떨어지는 것은 압출재 

코어부의 공명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

다.(4)  폼의 흡음효과는 이 대역의 투과손실도 개선

시키고 있다. 200Hz 아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질

량법칙치보다 투과손실이 매우 높게 나오나, 이는 

유한 시편의 구속효과이므로, 실제 측면재 처럼 커

지면 저주파수 대역의 투과손실은 크게 감소한다.
(2) 측면 적층재

Fig. 7은 Fig.2와 같은 측면 적층재의 총 투과손

실을 보인다. 측정치는 질량법칙 예측치를 크게 상

회한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비해 1000Hz대역에서  

15dB정도 이상의 높은 투과손실을 보이는 것은 노

멕스 허니콤과 50mm 두께의 유리면 층만큼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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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L of aluminum extruded panels.

Fig. 6 Vibration response of foamed aluminum 
extruded panel.

Fig. 7 TL of the layered side aluminum extruded 
panel.

을 두고 적층된 데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적층구조는 중량대비 우수한 차

음성능을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적층재에서 

폼 충진은 국부공진에 의한 취약대역에서 2~3dB 개

선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바닥재에서의 개선치와 비슷한 수

준이다.
(3) 이중 유리창

이중 유리창의 경우, 이중벽 공진(air-mass-air 
resonance)주파수 대역과 층별 임계주파수에서 차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유리창을 질량요소로, 사이의 공기층을 스프링요

소로 하여 발생하는 이중벽의 공진주파수 는 다

음과 같이 결정된다(2).

 

 




 
Hz      (6)

또한, 일치현상은 공기 중 음파의 파장과 판재의 

굽힘과 파장이 일치할 때 투과 및 방사가 잘 되어 

차음성능이 악화되는 현상이다. 일치현상이 시작되

는 임계주파수 는 식 (7)로 주어진다 (2).

 

 





Hz       (7)

이중 유리창에 대한 이중벽 공진주파수와 임계주

파수 계산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Mass-air-mass resonance and critical 
frequency of double glazed windows

10.52 mm
(4T+1.52T+5T+16T+5T+1.52T+6T))

10.52mm
(4T+1.52T+5T)

12.52mm
(5T+1.52T+6T)

 136.27Hz
 1264Hz 1062Hz

계산된 결과를 통해 임계주파수 부근에서 투과손

실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중벽의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도 투과손실의 하락이 예상된다.
이중 유리창의 투과손실 측정결과를 Fig. 9에 보

인다. 예상대로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이중벽 공진주

파수 부근에서 투과손실이 하락한다. 1000Hz 이후 

투과손실이  떨어져 질량법칙치에 2dB가량 못 미치

는 것은  일치효과에 기인한다. 그 주파수대역은 공

기층의 간극에 무관하고 유리창의 두께에 지배된다. 
즉, 식 (7)에서 임계주파수는 유리창이 두꺼울수록 

아래로 내려오고 얇아지면 위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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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L of double glazed window.

4. 부분별 차음성능 비교

측면 적층재와 이중 유리창의 투과손실을 Fig. 10 
(a)에서 비교한다. 이중 유리창의 중량은 Table 1에

서와 같이 측면 적층재대비 약 140%에 달한다. 따

라서 식 (2)의 질량법칙에 따른다면 이중 유리창이  

더 높은 투과손실을 보여야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중 유리창이 측면 적층재에 비

해서 상당히 낮은 차음성능을 보인다. 500Hz 이후 

유리창의 투과손실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1000Hz에
서는 5dB가량 낮으며, 2000Hz에서는 무려 12dB정

도가 낮다. 알루미늄 압출재와 노멕스 허니콤이 

50mm의 유리면 층을 사이에 두고 적층되었음에 비

해 2중 유리창의 공기층 간격은 16mm밖에 되지 않

는다. 또한,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이중벽 공진효과

가, 1000Hz 이후에는 각각의 라미네이트 유리창의 

일치효과가 차음성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중량대비 차음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질량법칙

편차(Mass law Deviation, MLD)를 Fig. 10 (b)에서 

비교한다. MLD가 양이면 중량대비 좋은 차음성능

을 의미하고 음이면 악화된 차음성능을 의미한다. 
Fig. 10 (b)와 같이 이중 유리창이 전 영역에서 측

면 적층재보다 낮게 나온다.
결론적으로 2중 유리창은 알루미늄 적층재에 비

해서 현저히 낮은 투과손실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

러한 큰 차이는 유리창의 투과손실을 올리지 않고, 
알미늄 적층재의 차음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은 전체 

측면재의  등가적인 차음성능을 개선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a) TL both side wall and window.

(b) MLD both sidewall and window 
Fig. 10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side wall 

and double glazed window.

5. 결  론

이중 유리창은 측면 알루미늄 적층재의 1.4배의 

중량임에도 불구하고, 차음성능은 크게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측면 적층재는 중량대비 차음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측면재의 

등가적인 차음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적

층재의 투과손실을 더 높이는 시도보다는 유리창에 

대한 차음 성능 개선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중 유

리창의 차음성능 악화 원인은  100Hz~200Hz 저주

파수 대역에서는 이중벽 공진효과이며, 1000Hz이후

의 하락 원인은 각 유리창의 일치효과로 밝혀졌다. 
유리창 공기층 간격의 증가, 3중 유리창의 도입 

가능성, 유리 두께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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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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