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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human listening is very sensitive to sound, a subjective index of a sound quality is required. Therefore, in 
the analysis for each situation, the sound evaluation is composed with sound quality factor. Many researchers 
spends their effort to make a more reliable and more accurate of sound in term of sound quality index for various 
system noise. The previous methods to evaluation of the SQ about vehicle interior noise ar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subjective SQ metrics by statistics and the estimation of the subjective SQ values by neural network. 
But these are so depended on jury test very much that they result in many difficulties. So, to reduce jury test weight, 
we suggested a new method using Mahalanobis distance for SQ evaluation. Threrefore, in this study Mahalanobis 
distance for the vehicle interior noise was derived using the objective SQ except jury test. Finnaly, the results of 
the SQ evaluation was analyzed discrimination between reference and abnormal group.  

 

1. 서 론 

최근 자동차 소음 저감 기술의 발달로 보다 조

용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기본적인 성능 평가 위주로 차량의 품질이나 판매

를 좌우했지만 생활수준의 향상과 환경에 대한 관

심의 증대로 인해 소음ᆞ진동과 같은 품질이 차량

수준을 결정하는 평가척도로 두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소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더 이상 단순한 크기와 수치적인 개념

이 아닌 소리가 얼마나 좋고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인간의 감성에 의존하는 음질이라는 새로운 소음

의 개념이 정립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2)   

일반적으로 차량의 실내 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소음 레벨 측정과 주파수 분석을 통해 소음

원과 전달경로를 규명하고(3), 이를 토대로 구조변

경이 이루어 진다. 하지만 음질 개선을 위해서는 

소음 레벨의 저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

다수의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

해 차량 제조업계 및 관련 연구자들은 차량 소음

을 수집하여 청음평가를 수행하고,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음질 인자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1960 년대 시작된 청감음향학(Psycho-

acoustics)연구는 1990 년대에 이르러 자동차 소

음의 음질개선에 널리 응용되기 시작하였고, 여러 

객관인자를 고려한 주관적 음질인자를 모형화하기

도 하였다.(4) 그 중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주관적 음질인자의 선형회

귀분석(5,6,7),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주관적음질 예

측(8)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방법들 모두 

장ᆞ단점이 있겠지만, 청음평가에 대한 비중이 대

단히 크게 작용한다. 청음평가는 주관적 음질평가

인 만큼 평가자의 성향과 환경적 영향으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고 있어 청음평가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

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이러한 청음평가의 비

중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음질평가 방법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특성인자간 상관관계를 고려해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마할라노비스 거리

(Mahalanobis Distance, MD)를 주행중 차량 실

내 소음의 음질 평가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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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halanobis Distance (MD)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는 

인도의 통계학자 마할라노비스에 의해 고안된 공

간개념의 척도이다.  

사람은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대상에 대한 패

턴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마찬가

지 개념으로 다차원의 단위공간으로서 마할라노비

스 공간을 정의하고 임의의 대상이 그 공간으로부

터 얼마나 떨어져있는가를 거리로 나타낸 것이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변수가 2 개 이상의 수많

은 특성인자에 대한 집단 사이에 분류를 측정하는 

것으로 각 변수 사이에 각 집단의 평균, 분산, 공

분산을 함께 고려하여 거리를 구하게 된다. 그 공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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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집단(정상그룹)내에 속하면 마할

라노비스 거리는 보통 0~2 정도의 범위 안에 존

재하며, 모집단의 여러 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해

당분야 전문가의 역할이다. 마할라노비스 공간에 

속하지 않은 시험집단(임의그룹)의 정도는 마할라

노비스 거리 크기에 비례하여 그 정도를 나타낸

다.(10) 
 

3. 실험 및 평가 

3.1 정상그룹 및 특성인자 선정 

(1) 정상그룹 정의 및 데이터 수집 
주행중 차량의 실내 소음의 음질평가를 위한 

판단 기준이 되는 표준 집단을 만들기 위하여 실

차 주행시험을 통해 소음을 녹음하였다. 시험차량

은 국내에서 생산된 3300cc 급의 신 모델 차량이

고, 녹음장비는 Head Acoustics 사의 Noisebook 

HMS.Ⅱ를 사용하였다. 측정위치는 KS A ISO 

5128 시험규격에 의거한 운전석 및 ± 0.15m 의 

위치에서 녹음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행속도는 

60km/h, 80km/h, 100km/h 의 등속주행 모드로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직선로에서 10 초간 측정하였

다.  

이를 통해 정상그룹의 데이터는 주행속도와 측

정위치의 조합에 따라서 총 12 개로 구성되었다.  

 

(2) 특성인자 선정 
음질 평가를 위해 고려한 특성인자는 A 가중 

음압레벨 이외에 대표적인 객관적 음질인자인 라

우드니스(Loudness), 샤프니스(Sharpness), 러

프니스(Roughness), 변동강도(Fluctuation)를 선

정하였고,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성인자 

별 인덱스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정상그룹의 주행

모드에 따른 12 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특성인자의 

항목에 맞게 분석한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내었

다. 
 

3.2 데이터의 표준화 
정상그룹 12 개의 데이터에서 분석한 5 개의 특

성인자는 각각 다른 결과값과 경향을 가지고 있으

므로 이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Table 

3 과 같이 표준화하여 정리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 values 

Characteristics Values Index 

SPL (dBA) 1Z  

Loudness (sone) 2Z  

Sharpness (acum) 3Z  

Roughness (asper) 4Z  

Fluctuation (vacil) 5Z  

 
Table 2 The character data of reference group 

 1Z  2Z  3Z  4Z  5Z  

1x  55.2 9.67 1.09 0.457 0.0308

2x  52.7 8.44 1.17 0.295 0.0362

ᆞ ᆞ ᆞ ᆞ ᆞ ᆞ 

11x  61.4 15.6 1.56 1.14 0.0336

12x  59.9 13.3 1.09 1.02 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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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tandardization data of reference group 

 1Z  2Z  3Z  4Z  5Z  

1u  -0.809 -0.825 -0.454 -0.987 -0.976

2u  -1.750 -1.4060 0.0249 -1.5351 0.8005

ᆞ ᆞ ᆞ ᆞ ᆞ ᆞ 

11u  1.6063 1.97 2.359 1.3215 -0.054

12u  0.9956 0.8883 -0.454 0.915 0.5702

 
 

3.3 상관행렬 구성 
각각 특성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표준화된 데이터 Table 3 을 바탕으로 각 특성

인자들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Table 4 에 정

리하였다. 상관행렬은 정상그룹을 나타내는 기초 

항목으로 추후 비정상 그룹의 식별능력을 확인하

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적용된다. 
  

3.4 마할라노비스 거리(MD) 계산 
앞에서 기술한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정상그

룹 12 개 데이터에 대한 마할라노비스 거리(MD)

를 계산하였다. 식(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정상

그룹의 특성과 표준화된 데이터, 특성인자의 상관

행렬를 이용하여 MD 를 계산한다. 

Table 5 는 정상그룹 각 데이터의 MD 를 나타

낸다. 이때 정상그룹 MD 의 평균은 0.9225 로 앞

의 2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0~2 범위 안에 존

재하여 정상그룹 선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

다.   
 
 

Table 4 The correlation matrix 

 1Z  2Z  3Z  4Z  5Z  

1Z  1 0.984 0.399 0.981 -0.172

2Z  0.984 1 0.524 0.958 -0.149

3Z  0.399 0.524 1 0.328 -0.095

4Z  0.981 0.958 0.328 1 -0.132

5Z  -0.172 -0.149 -0.095 -0.132 1 

 
 
 

Table 5 The Mahalanobis distance of reference group    

 

3.5 비정상 그룹의 선정 및 식별능력 확인 

(1) 비정상 그룹 정의 및 데이터 수집  
정상그룹의 데이터는 신 모델 차량의 소음 데이

터였다. 비정상 그룹의 시험차량은 2 종류의 차량

을 선정하였다. A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된 

1500cc 급의 준중형 차량으로 주행거리가 10 만

km 가 넘은 승용차이고, B 차량은 수입차량으로 

정상그룹 시험차량과 배기량이 동일한 3300cc 급

의 차량이다.  

실내 소음 측정을 위한 장비와 측정위치는 기존 

정상그룹의 경우와 일치한다. 그리고 선정된 특성

인자도 동일하다. 다만, 주행속도는 80km/h 등속

주행 모드만 비정상 그룹의 데이터로 적용하였다. 

 

(2) 특성인자의 식별능력 확인 
비정상 데이터에 대하여 정상그룹의 MD 를 계

산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Table 3 의 상관행렬을 이용하여 비정상 그룹의 

MD 를 계산하였다. Table 6 은 비정상 그룹의 특

성인자 별 계측값과 MD 를 보여주며, 정상그룹의 

MD 평균인 0.9225 와 비교하여 비정상 그룹의 

식별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B 차량의 MD 는 정상그룹에 대단히 근접함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정상그룹과 비교하여 음질 수준

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A 차량의 

경우는 정상그룹의 MD 와 큰 차이를 보여 확실한 

분별력이 확인되었다. 

A 차량의 각 특성인자 값은 정상그룹의 특성인

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계산하면서 수행한 

절차는 특성인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각 특성인자 

별 가중치가 적용된 방법으로 다변량 시스템의 하

나로 정량화 시킨 음질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Table 6 The character data and Mahalanobis distance 

of abnormal group    

 1Z  2Z 3Z  4Z  5Z  MD

A 69.5 27.4 1.62 2.09 0.0574 12.16

B 58.0 11.7 1.13 0.895 0.0365 0.856

 1x  2x  ᆞ 11x  12x  

MD 0.8839 1.0756 ᆞ 1.2839 0.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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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주행 중 

차량 실내 소음의 음질 평가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정상그룹을 선정하여 특성인자의 상

관 특성을 이용해 MD 를 계산하였고, 비정상 그

룹의 MD 와 비교 분석으로 새로운 음질 평가 방

법을 제안하였다.  

청음평가를 제외한 객관적 음질인자만 이용하

여 음질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음질 평가 방

법에 못지않은 타당한 결론을 얻었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도 제시했듯이, 국내차량과 수입차

량의 음질 평가 결과를 MD 의 비교를 통해 상호 

차량의 음질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

로 신차 개발 시에 유용한 음질평가 방법으로 대

두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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