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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Recently, the Next Generation High Speed Train(hereinafter HEMU-400X) which

has been developing is the power distribution type high speed train. The power is on

every each car and all bogies are installed on the front and rear of every car

comparison with KTX and KTX-Sancheon which are consist of power cars and

linkable bogies.

HEMU-400X can be designed much more seats than others because there are not

power car separately. However, that type has no advantage for vibration and noise due

to distributed power and more faster design spe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design of floor construction for preventing the vibration

from under the floor is considered.

---------------------------------------------------------------------------------

1. 서 론

현재 개발 중인 400km/h급 차세대고속전철은 동력 분산형 고속전철이다. 즉, KTX 및

KTX-산천의 동력차 및 관절대차로 이루어지는 차량편성과는 다르게 각 차량마다 동력이

분산되어 있고, 대차 역시 각 차량의 전위 및 후위에 각각 배치된다.

동력차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으므로, 승객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력원이 각

차량에 분산되어 있고, 설계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차량 대비 진동 및 소음에 불리한

구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차량하부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차량 바닥 즉,

차량 상구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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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열차에 있어서 상구조는 차량하부로부터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여, 좀

더 조용하고 보다 더 좋은 승차감을 구현 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상구조를 분석하고, 분산형 고속전철에

적합한 상구조 설계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2.1. 철도차량 상구조 비교

본 절에서는 철도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구조를 종류별로 간단하게 조사해 보

았다.

2.1.1. Unitex 구조

경량골재를 Epoxy Resin과 결합하여, Keystone Plate 상면에 도포한 후, Portland

Cement로 상도 처리하여 Floor Covering으로 마감하는 구조.

Resin은 화재안전성, 작업온도조건, 경화시간, 접착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초경량 골

재의 비율이 높을수록 Crack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경량 및 초경량 골재의 비율은 적절

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상도 후 사상시 국부적으로 얇아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도의

두께도 너무 얇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1. Unitex 상구조

2.1.2. Leveling Compound 구조

시멘트, Calcium Aluminate 등 무기 혼합물 Powder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얇게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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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eveling Compound 상구조

2.1.3. Floating Floor 구조

바닥상판과 Underframe 골조 사이에 Cushion Rubber를 삽입하여 방진/방음 효과를 얻

는 구조이다.

바닥상판과 구체골조 사이에 고무가 삽입됨으로서, 차량하부의 진동이 바닥상판에 전달

되는 것을 최소화한 구조로서,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보통 Silicone Foam(상구조 전체두께가 낮을 경우) 및 Solid Rubber(상구조 전체두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을 사용한다.

그림 3. Floating Floor 상구조(Silicone Foam)

37



그림 4. Floating Floor 상구조(Silicone Rubber)

2.1.4. KTX 및 KTX 산천 구조

Joist 목대 및 바닥합판이 적용된 구조로서, 바닥합판과 Joist를 Bolt로 고정하는 방식이

다. 이는, 하부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실내에 직접전달 하는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동감쇄에 있어서는 효과가 높지 않은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림 5. Joist 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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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세대고속전철 상구조 구성 및 특징

차세대고속전철 상구조 또한, 타차종과 비슷하게 단열재, 합판지지부, 합판 그리고 카펫

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구조 설계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단열재의 경우는 기존차량 대비 무게가 가벼운 소

재를 적용하였고, 합판지지부는 방진지지대를 설계하여, 기존과 다르게 승차감 향상 및 진

동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Floating 구조로 적용하였다. 또한 선접촉(Line Contact)으로

구성되는 Joist 구조에서 점접촉(Point Contact) 방식을 채택하여, 승차감 향상을 도모하였

다.

2.2.1. 단열재

단열재의 섬유는 콜타르 피치에서 생산된 탄소섬유로서 무독성(Non-Toxic) 폴리에스테르

접착제로 섬유를 접착하여 제작된다. 사용상의 목적에 따라 알루미늄 포일을 접합하여 사용

한다.

그림 6. 단열재 형상

차체 단열재는 단열성능과 흡음효과가 뛰어나야 한다. 또한 인장강도가 뛰어나 내구성 및

조직력이 좋아야 하며, 내수성과 내화학성 및 내진성이 좋고, 압축 복원력이 뛰어나 운반,

보관 및 취급이 용이 하여야 한다.

포름알데히드(HCHO),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 등 각종 오염물질 방출량이 거의 없고,

원료의 재활용 등이 용이한 친환경적인 제품 이어야 한다.

단열재는 초경량, 불연성을 가지며, 우수한 열전도율과 흡음 그리고 압축된 후 뛰어난 복

원성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다른 흡음 단열재와 달리 섬유자체의 발수성이 강하며,

짧고 곱슬하게 말린 섬유로 되어있다.

작업성이 뛰어나 칼 등으로 쉽게 작업이 가능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단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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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방진지지대

- Lower 및 Upper part 재질: SS400 (Zinc Plated)

- Rubber part: 진동감쇠와 내구성을 가지도록 개발된 고탄성 CR 고무

Rubber Part

Upper Part

Lower Part

그림 7. 방진지지대 형상

방진지지대는 Floor board의 연결부의 강제 결합에 의한 이음부의 결합강도를 확보하고,

동시에 차체로부터 Floor로 전달되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2.2.3. 합판

  합판의 기능은 차량 바닥상면에서 발생된 하중을 분산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바닥재를 

접착하고, 의자, 파티션 등의 실내부품을 고정 및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

합판은 OKUME 재질의 나무 판재와 OZIGO 재질의 나무 판재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며,

18mm 합판의 경우 최적의 강도를 위해 여러 가지 두께의 단판으로 구성된다.

(1mm, 1.7mm, 1.8mm, 2.2mm, 2.6mm 등의 조합)

2.2.4. 카펫

  카펫은 차량 실내 바닥에 Underlay와 합판 패널 위에 설치되어, 승객이 안락하고 편안하

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펫은 Underlay와 합판 패널 위에 벨크로(후크+아스트라한 모직) 천 띠를 사용해서 Grip

방식으로 설치 되도록 한다.

의자 하부에 설치되는 카펫의 경우는 의자 및 테이블의 받침대가 놓이는 부위를 절취 하

여 의자 및 테이블이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 될 수 있도록 한다.

통로에 설치되는 카펫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쉽게 제거가 가능 하도록 하고 의자 및 테이

블 등 바닥에 고정되는 기기의 탈거 없이 카펫을 교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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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은 차량 운행 중 직면할 수 있는 환경 조건들(먼지나 이용자의 신발 밑창, 오염 물질,

음식물 쓰레기, 탄산음료, 담뱃재 등의 외부 오염원)을 최대한 견딜 수 있으며, 방충처리 약

품은 인체에 무해하다. 또한, 바닥재는 설계나 특별처리를 통해 태양광, 해충, 40℃에서의 가

벼운 세탁, 마찰 영향에도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바닥재의 모든 절단부는 일어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벨크로 또는 Moulding 으로 마감 처

리한다.

2.2.5. 팽창폼

팽창폼은 알루미늄 압출재 차량에 있어서, Underframe의 중공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삽입

되는 단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차량 상구조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KTX-산천 및 차세대고속전철의 구체에는 소음 및 진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

한, 팽창폼이 설치되었다.

팽창폼은 윗면과 아랫면에는 경질 Urethane Foam이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연질 Urethane

Foam이 적용된 복층 단면구조로 구성된다. 차량의 각 사용 부위에 맞게 형상을 적절히 가

공한 후, 작업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PE Film으로 진공 성형 및 열압착하여 포장한다.

경질 Foam
연질 Foam

 

그림 8. 팽창폼 구조

그림 9. 팽창폼 구조(진공포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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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세대고속전철 상구조 설치

다음은 차세대고속전철 상구조에 대한 Sample 사진이다. 단열재는 차체의 진동을 감쇄

하기 위해서 재진매트를 부착하여, 차량에 시공하도록 설계되었고, 방진지지대는 작업성을

고려하여, 합판에 미리 고정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합판과 합판의 연결부는 합판간 단차

발생 방지 및 이상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결합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림 10. 상구조 Sample

3. 결 론

앞서 기술된 내용들과 같이 차세대고속전철은 시속 400km급 동력 분산형 차량으로서,

속도증가 및 각차량 전/후위에 배치된 대차로 인하여 차량하부로부터 발생하는 진동 및 소

음이 동력집중식인 KTX, KTX-산천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구조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리한 환경 내에서 상구조 설계를 개선하여 본 과제의 목표치인

UIC 513 승차감 지수 1.8을 만족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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