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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 재개발 등 건설공사가 증가

하고 있다(1). 하지만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표시의무

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건설기계에 대해 까다로

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건설기계의 성능을 개선하

기 위하여 저소음, 저진동 설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2). 특히 고소음기계인 천공기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주 소음원이 되는 드리프터(drifter)의 재설

계, 로드(load)의 저진동화 그리고 천공 비트의 설계 

등 여러 가지를 통하여 소음을 줄이고 있으나 이는 

구조, 구동 메커니즘 설계 상 소음 저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공기 구동 시 발생되는 충격음

의 방사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막이 장착된 A
사의 선진 제품과 국내 S사의 천공기 구동 소음을 

비료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천공기의 소음 

저감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측정 방법

2.1 음향 파워

천공기의 소음은 환경부 고시 제2007-113호 “소
음발생건설기계 소음검사방법”에 의하여 음향 파워 

측정하여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3). 측정 방법은 그

림 1과 같으며 대상기계를 둘러싸는 가상의 반구 

표면 6지점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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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position of microphone

   l < 1.5 m ........ r = 4 m             
1.5 m ≤ l < 4 m ........ r = 10 m
   4 m ≤ l ........ r = 16 m    (1-1)

이중 측정 반경 r은 시험기계의 기본 길이 l에 따

라 식 1과 같이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반경 10 m 거리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장소는 

원 중심에서 측정거리(측정면의 반경)의 3배 거리 

범위 내에 음의 반사물체가 없는 평지로 한다. 

2.3 천공기의 소음 비교

그림 2(a)의 국내 S사 천공기와 그림 2(b)의 국외 

선진 A사 천공기의 발생 소음을 비교하였다. 이중 

국외 천공기는 소음 저감을 위하여 천공 시 방사되

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차폐막을 설치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천공기의 구동 시 

방사되는 소음, 국외 천공기의 경우 차폐막의 유/무
를 구분하여 구동 시 방사되는 소음 그리고 각각의 

운전자 위치에서의 소음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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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 machine         (b) A's machine
Fig. 2. Kinds of drilling machine for test

3. 결  과

3.1 음향 방사 소음 비교

본 연구에서는 엔진 최고 회전수에서 화강암 천

공 작업 시 발생하는 음향 파워와 운전자 위치에서

의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실험결과를 표 1에 나타내

었다. 방사 음향파워는 선진제품이 116.4 dBA로 국

내 제품보다 약 7 dB가 작게 방사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운전자 위치에서의 소음은 외국 제품의 경

우가 67.0 dBA로 국내 제품에 비하여 13 dB가 작

게 측정이 되었다.

Table 1. Test result about sound power and driver's 
SPL (LWA, dBA) 

S's machine A's machine

Sound power 123.3 116.4

Noise at driver 80.0 67.0

선진제품의 차폐막에 관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

여 그림 3과 같이 차폐막을 제거하고 같은 방법으

로 방사 소음과 운전자 소음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소음을 표 2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하여 차폐막은

          

(a) With shield     (b) Without shield
Fig. 3. S's drilling machine

방사 소음 관련하여 약 8 dB, 운전자 위치 소음 관

련하여 약 8.3 dB의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Test result for presence of shield (LWA, 
dBA) 

with shield without shield

Sound power 116.4 124.4

Noise at driver 67.0 75.3

4. 결  론

차폐막이 없는 선진사의 천공기는 국내 천공기와 

방사 소음 면에서 비슷한 성능으로 측정되었다. 그

러나 선진사 제품의 경우 방사 소음을 낮추기 위하

여 천공기 MAST 전체를 차폐막으로 차폐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 방사 소음을 약 8 dB 정도를 저

감하여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천공기의 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소음 저감 외에 차폐막을 

이용한 소음 저감 방법 또한 좋은 소음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았으며, 성능 향상을 위한 소음 저

감에 대한 한계 타파를 위하여 차폐막을 이용한 소

음 저감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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