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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에 탑승한 인체는 주행중일때 뿐만 아니라 정

차중일때도 엔진연소폭발에 의한 진동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진동은 엉덩이와 시트사이의 접촉면을 

따라 전달되며 불쾌감과 불편함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노출시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한다(1). 

승용차량의 정차진동(idle vibration)은 소음진동기

술이 발전하고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

라서 승차감 평가에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앉은 상

태에서 인체가 느끼는 불편함은 진동 주파수에 따

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주파

수 가중곡선으로 ISO 2631-1(2)과 BS 6841(3)에 국

제규격으로 규정되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러한 주파수가중곡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불편함

의 역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여기서 불편함의 역치

(thresholds)란 인체가 불편함을 느끼는 최소한의 

자극강도를 말한다. 역치는 두 자극이 서로 다르다

고 식별하는 차이역과 자극의 유무를 파악하는 최

소한의 자극크기인 절대역치로 나눌수 있다. 역치 

측정은 국제표준으로 ISO/FDIS 13097-1(4)에서 정

의되어 있다. 역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방

법으로는 계단형방법(Staircase method)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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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Dixon(5)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역치 측정의 오

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자극수

준의 변화폭을 더 작게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Levitt(6)는 변화폭 적용 규칙을 변경시킨 방법을 이

용하여 인체의 청감실험에 적용하였다. 또한 통계적

으로 기존에 Dixon 이 제안한 방법보다 30%정도의 

오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방법은 

Three Down-One Up 방법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약물의 임상실험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Three Down-One Up 방법은 인체진동에서 역치를 

측정 할 때 널리 사용되고 있다. Morioka(7,8)등은 

Three Down-One Up 방법을 이용하여 스티어링휠

을 통하여 전달되는 진동과 시트의 전후 좌우 상하

방향의 진동의 등안락선도를 측정한 결과 역치는 

주파수에 의존적이며 2~315Hz 범위에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역치의 크기가 커졌으며 10Hz 이

상의 주파수에서는 상하방향의 진동이 수평방향의 

진동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4Hz 이하의 주파수

에서는 상하방향의 진동이 수평방향의 진동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스티어링휠을 통하여 전달되

는 진동의 역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상

하방향은 5Hz 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2Hz 에서 전후, 좌우방향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 Mansfield(9)등은 Three Down-One Up

방법을 이용하여 진동의 크기를 구별하는 상대역치

(difference thresholds)를 측정한 결과 기준신호의 

11.8%에서 14.1%의 크기가 변하면 크기의 차이를 

감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orioka(10)등은 손가

락이 진동을 느끼는 역치를 베케시 방법과 Three 

Down-One Up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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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베케시 방법은 계단형 방법에 비해 역치가 

3~6dB 정도 높게 측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전신진동

에 대한 불편함의 역치를 측정한 연구이외에도 차

량이 Bump 등을 통과할때 느끼는 불폄함을 모사하

여 Ahn(11)등은 0.5~16Hz 의 Shock 진동에 대한 불

편함을 연구한 결과 0.65Hz 이하의 주파수와 인체

의 공진영역인 5, 6Hz 에서 상대적으로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같은 크기의 진동

에 대하여 저주파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며 고주파

로 갈 수록 불편함의 정도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변화에 따른 인체가 불편함

을 느끼는 가속도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형 

승용차량의 아이들 진동 주파수인 15~40Hz 범위에

서 5Hz 의 단위로 6 가지 주파수를 선정하여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하여 주파수에 따른 불편함의 절대

역치(absolute discomfort thresholds)를 실험적으

로 구하였다. 이 논문에서 정의한 불편함의 절대역

치는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특정주파수에서 불편

함을 느끼게 되는 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또한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ISO 2631-1 의 주파수 

가중함수와 비교하여 보았다. 

2. 실험방법 

2.1 피시험자 

피시험자는 부산시내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13 명의 택시기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는 Table 1 에 나타내었

다. 피시험자 구성은 하루에 아이들 진동에 노출되

는 시간 및 차량의 배기량이 비슷하고 운전경력이 

긴 택시기사들을 섭외함으로서 불편함의 절대역치

가 일관성있게 평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모델의 비는 Fig. 1 에 나타내었으

며 운전경력 및 차령, 운전시간은 Table 2 에 나타

내었다. 

실험에 참가한 피시험자들은 실험 전 평가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

다. 또한 작동음으로 인한 평가 오차를 줄이기 위하

여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평가자들은 실험 

전 평가 감각을 익히기 위하여 2~3 가지 주파수에 

대한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충분히 감각을 익히도록 

함과 동시에 실험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주파수 사이에 휴식시간을 두어 피

시험자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도

중 피시험자가 불편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

면 현재 주파수는 건너뛰고 데이터를 삭제한 후 다

음 주파수를 먼저 평가하고 실험후반에 해당 주파

수에 대한 불편함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2 실험장치 

이 연구에서는 승용차량의 아이들 진동 주파수 범

위인 15~40Hz 주파수범위내에서 5Hz 단위로 6 가

지의 정현파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NI 사의 

Labview 를 이용하여 신호를 발생시켰다. 이 신호

는 증폭기를 통하여 단축가진기 IMV i-220 에 입력

되어 진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때 가진크기는 

0.035m/s2r.m.s.부터 증가 혹은 감소시키게 된다. 

가진기의 상세사양은 Table 3 에 나타내었다. 가진

기 상부에 장착된 1 축가속도계는 저주파에서 안정

적인 특성을 가지는 Straingage type 의 ICP 가속도

계를 사용하였으며 Labview 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하게 된다. 여기서 1step 당 피시험자가 진동에 노

출되는 시간은 8 초이며 신호분석에 이용된 신호는 

초기와 말기의 과도신호를 제외한 6 초 동안의 신호

를 유효한 신호로 제한하였다. A/D 변환된 가속도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mployed 

in the experiment 
Item Average SD Max/Min 

Weight 
(kg) 

74.8 10.2 94.0/61.0 

Height 
(cm) 

171.5 5.8 184.0/163.0 

Age (yr) 48.8 4.1 54/41 

 

Table 2 Driving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mployed in 
the experiment 

Item Average SD Max/Min 
Driving 

career (yr) 
21.2 10.2 32/14 

Taxi driver 
career (yr) 

15.1 5.8 30/5 

Driving 
hours per a 
day (hr/day)

13.1 4.1 16.5/9 

Age of 
vehicle (yr)

4.5 2.1 8/1 

Table 3 Specification of vibration shaker generating sin 

wave 
Model IMV Corporation i220 
Type Electro-dynamic 

Rated force 5.6 kN 
Frequency range 3 ~ 3,300 Hz 

Maximum displacement 51 mm p-p 
Maximum payload 2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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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ehicle models ratio operate by subjects employed 

in the experiment 
 

신호는 Intel 사의 Fortran 을 이용하여 제곱평균값

(root mean square)으로 계산하였다. 가진기 상부

에 장착되는 시트는 단단한 나무재질로 제작하여 

피시험자가 착석하였을 때 거부감이 적게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시험자가 이 연구에서 정한 착석

자세에서 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이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작하여 교환하는 방식

으로 제작하였다. 시트의 등받이 및 착석자세는 불

편함 평가에 중요한 인자 중 한가지 이나, 본 연구

에서는 착석자세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2.3 실험절차 

피시험자가 실험에 참여하기 이전에 실험에 대한 

목적과 실험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실험에 앞서 주머니속의 소지

품은 책상에 올려두도록 하였으며 겉옷과 신발을 

벗은 후 시트에 착석하도록 하였다. 이때 착석자세

는 허벅지가 평평한 시트에 편한하게 접촉되는 

average thigh contact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또한 피시험자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허리

를 곧게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손은 무릎위에 가지런히 올리도록 하고 자발적인 

음직임을 하지 않도록 주문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불편함의 절대역치를 실험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3down-1up 방법을 이용하였다. 피

시험자는 상수직방향진동에 7 초간 노출된 후 해당 

크기에 대한 진동의 불편함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평가의 기준은 “ 승용차량의 아이들 상태의 진동이

라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  또는 “ 승용차량의 

아이들 진동 상태에서 이 정도의 진동에 한시간 정

도 노출되면 피곤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 불

편하다” 라고 알리고 “ 승용차량이 아이들시 이 정

도의 진동은 불편함이 없다” 라고 느껴지면 “ 불편

하지 않다” 라고 구두로 알리게 하였다. 피시험자가 

구두로 불편함을 평가하면 실험자는 가진크기의 증

가나 감소는 다음의 규칙을 적용하였다.  

1. 입력된 가진크기에 대하여 피험자가 “ 불편하

지 않다” 라고 하였을 때 실험자는 가진크기

를 3dB 증가시킨다. 

2. 입력된 가진크기에 대하여 피시험자가 불편함

이 있다고 하면 실험자는 가진크기를 변경하

지 않는다. 

3. 위의 2 번 규칙이 두번 반복되면 실험자는 가

진크기를 3dB 감소시킨다. 

또한 반전이 6 번 일어났을 때 실험을 종료하도

록 규칙을 정하였다. 실제 실험에 적용된 예시는 

Fig 2 에 나타내었다. 이떄 각 모드의 가속도 값은 

Table 4 에 나타내었다. 실험이 진행 될 때 주파

수의 순서는 피시험자가 주파수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정하였다. 

 

 
Fig 2 Illustration of test protocol (●=’comfort’ 

response, X=’discomfort’ response). Responses 
used in the analysis are box. 

 
Table 4 Acceleration values of mode number 

Mode number
Acceleration

(m/s2 r.m.s.) 
Acceleration

(dB) ref.10-6 

1 0.025 88 

2 0.035 91 

3 0.050 94 

4 0.071 97 

5 0.100 100 

6 0.141 103 

7 0.200 106 

8 0.281 109 

9 0.400 112 

10 0.56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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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방법 

차량의 아이들시 불편함의 절대역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진기에 3down 1up 규칙에 의한 신호를 

발생시키고 가진기 플렛폼과 일체로 장착된 강체

시트의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Fig 2 에서 첫

번째와 두번째 반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속도값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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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631-1 의 주파수가중곡선과 비교하기 위하

여 13 명의 피시험자 데이터의 중간값을 구하고 이

를 2 차 선형보간을 적용하여 등감각곡선을 구하였

다. 이로부터 구한 등감각곡선을 ISO 2631-1 주파

수 가중함수와 비교하기 위한 변환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88.1log20)( 15 
i

k a

a
fw   (2)

여기서 ia  는 i 주파수에서 구해진 등감각곡선의 

값을 의미하고 1.88 은 주파수가중곡선을 선형보간

하여 15Hz 의 값을 더하여 실험으로 구한 주파수가

중곡선과 2631-1 의 가중곡선을 15Hz 에서 일치시

켰다. 

3. 실험결과 

3.1 불편함의 절대역치 

승용차량의 아이들 진동영역대인 15Hz 에서 40Hz

까지 5Hz 단위의 주파수(15, 20, 25, 30, 35, 40Hz)

에서 강체시트의 수직방향 진동에 대한 13 명의 피

시험자를 대상으로 등감각곡선 측정실험을 한 결과

를 Fig.3 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주파수에 대하여 피

시험자들의 개별 데이터는 X 로 표시하고 이들의 중

간값을 O 로 표시하였다. 이 중간값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회사에서 승용차량의 아이들 진

동의 크기가 100~110dB 정도로 기준을 맞추고 있

는데 이 실험의 결과 아이들 진동영역대에서 이 기

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시험자

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

으로 주파수 증가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진동의 

크기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진동의 크기가 동일할 때 저주파에서 상

대적으로 더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3.2 ISO 2631-1 주파수가중곡선과의 비교 

Fig. 4 는 이 연구에서 측정한 등감각곡선을 이용

한 주파수 가중함수와 ISO 2631-1 의 주파수가중곡

선을 비교한 그림이다. ISO 2631-1 의 주파수가중

곡선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실험으로부터 구한 주파

수 가중함수는 점선으로 비교하였다. 주파수가중곡 

선은 단순히 주파수별 상대적인 가중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15Hz 의 값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dB 스케

일로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보면 ISO 2631-1 에서 규정된 주파수

가중곡선보다 이 실험에서 구한 주파수가중함수의 

기울기가 완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험에 참가

한 피시험자가 주파수 변화에 대하여 더 민감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ISO 2631-1 에서 주파

수가중곡선을 규정 할 때 서양인을 기준으로 측정

한 결과라 여겨진다. 따라서 ISO 2631-1 의 주파수 

가중곡선은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Fig 3 Absolute discomfort thresholds for 13 subjects (X : 

individual values, ● : median values, ▬ : regress line) 
 

 
Fig 3 Comparison of ISO 2631-1 and experiment 

frequency weighting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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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파수의 증

가에 따라 20~30Hz 에서는 그 차이가 점점 커졌으

며 30~40Hz 사이에는 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실험에 참가한 피시험자는 ISO 2631-1

에 비하여 20~30Hz 주파수에서 진동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수직방향 전신진동에 노출된 인체

가 승용차량의 아이들 진동영역에서 주파수의 변화

에 따라 운전자에게 주는 불편함을 평가하기 위하

여 13 명의 택시운전시가를 피시험자로 선정하여 

등감각곡선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이들 진동영

역대에서 주파수의 크기가 낮을수록 진동에 대하여 

피시험자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고 국제표준인 ISO 2631-1 의 주파수 가중곡선과 

비교한 결과 실험에 참가한 피시험자가 주파수변화

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피시험자를 이용하여 

한국인에 맞는 주파수가중곡선을 제시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체의 반응특성(Apparent mass, Apparent 

eccentric mass)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Griffin, M. J., 1990, Handbook of Human 
Vibration, Elsevier Academic Press, London. 

(2) ISO 2631-1, 1997,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body 
vibration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eneva. 

(3) BS 6841, 1987,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body Mechanical 
Vibration and Repeated Shock, UK. 

(4) ISO 13091-1, 2001, Mechanical vibration - 
Vibrotactile Perception Thresholds for the 
Assessment of Nerve Dysfun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Sweden. 

(5) Dixon, W. J. and Mood, A. M., 1948, A 
Method for Obtaining and Analyzing Sensitivity Data,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43, pp. 109~126. 

(6) Levitt, H., 1970, Transformed Up-down 
Methods in Psychoacoustic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America, Vol. 49, pp. 467~477. 

(7) Morioka, M. and Griffin, M. J., 2009, 
Equivalent Comfort Contours for Vertical Vibration 
of Steering wheels : Effect of Vibration Magnitude, 
Grip Force, and Hand Position, Applied Ergonomics, 
Vol. 40, pp. 817~825. 

(8) Morioka, M. and Griffin, M. J., 2006, 
Magnitude-Dependence of Equivalent Comfort 
Contours for Fore-and-Aft, Lateral and Vertical 
Whole-Body Vibration,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298, pp. 755~772. 

(9) Mansfield, N.J. and Griffin, M. J., 2000, 
Difference Thresholds for Automobile Seat Vibration, 
Applied Ergonomics, Vol. 31, pp. 255-261. 

(10) Morioka, M. and Griffin, M. J., 2008, 
Absolute Thresholds for the Perception of Fore-and-
aft, Lateral, and Vertical Vibration at the Hand, the 
Seat, and the Foot,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314, pp. 357~370. 

(11) Ahn, S. J., 2010, Discomfort of Vertical 
Whole-body Shock-type Vibration in the Frequency 
Range of 0.5 to 16Hz,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Vol. 11, pp. 909~916.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