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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차음성능 시험은 음원실에서 발생시킨 소음이 시

험편을 통해 수음실로 투과된 음압 레벨로부터 평가

할 수 있다. 수음실에서의 음압 분포는 차음성능 시

험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수음실 내부에 충분한 

음압의 확산을 얻을 수 있도록 반사판을 사용한다(1). 

차음성능 시험 시 반사판을 설치하여 난반사를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사판이 설치되는 방법과 위

치에 따라 측정되는 음압 레벨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사판을 이용하여 측정 할 

때 고려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음압 레벨의 변화

를 관찰하고자 한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잔향실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수음실 음압 분포 

측정은 반사판이 없는 조건에서 1회의 측정을 실시

하고, Fig.1에서 나타낸 가로 1 m, 세로 2 m, 두께 3

mm의 반사판 5개의 위치를 변화시키며 총 10가지 

설치 조건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Fig.2은 마이크로폰의 설치를 표현한 것으로 그림

과 같이 수음실에 12개의 마이크로폰을 설치하고 스

피커를 통해 음압을 발생시킨 후 1.1 m 높이와 1.6

m  높이 각각 두 지점에서 음압을 측정하였다. 

† 교신저자, 한국기계연구원 시스템다이나믹스연구실
E-mail : kbhkoj@kimm.re.kr
Tel : 042-868-7683, Fax : 042-868-7440

* 한국기계연구원 시스템다이나믹스연구실

측정 시 온도는 (26.5 ± 1) oC, 상대습도는 (54 ±

2) % R.H. 로 계측되었다.

Fig .1 Installation of Reflectors 

Fig .2 Installation Locations of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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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평균 음압 레벨은 참고문헌(2)에 따라 다음의 

중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하였다.

(100, 125, 160, 200, 250, 315, 400, 500, 630, 

800, 1 000, 1 250, 1 600, 2 000, 2 500, 3 150, 4

000 및 5 000) Hz. 

Table 1에 반사판의 설치 위치를 간략히 나타내

었다. 

Table 1 Installation Locations of Reflectors 
반사판 설치 위치 반사판 설치 위치

스피커
위치

(공통)
Case 0

(No Reflector)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Case 9 Case 10

3. 측정 결과

Table 2는 각 주파수별 음압 레벨의 최소값과 최

대값 및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 반사판의 

설치 조건에 따라 최소 0.5 dB 에서 최대 4 dB 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ig.3은 각 반사판 설치 위치에 따라 계측된 음압 

레벨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400 Hz 이상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1 dB 이하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

지만 400 Hz 미만의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Sound Pressure Levels and Difference 
Frequency 

(Hz)
Min Max Difference

단위 : dB ref. 20 μPa
100 60.8 61.9 1.1
125 67.4 69.2 1.8
160 72.7 74.7 2.0
200 71.2 75.2 4.0
250 72.8 74.5 1.7
315 73.4 75.5 2.1
400 73.7 74.6 0.9
500 7.2 73.9 0.7
630 73.6 74.3 0.7
800 73.3 74.2 0.8
1000 73.7 74.3 0.6
1250 73.7 74.3 0.6
1600 76.6 77.3 0.7
2000 77.1 77.8 0.7
2500 76.5 77.3 0.8
3150 76.8 77.6 0.8
4000 76.8 77.6 0.8
5000 81.1 81.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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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Average Sound Pressure Level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반사판 설치 위치를 통해 

잔향실 내 음압 레벨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측정을 

통해 그 변화를 확인 해 보았다. 측정 결과 반사판

의 설치 방법 및 위치에 따라 저주파수 영역에서 음

압 레벨이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차

음성능 측정을 위해서는 반사판 설치 위치 및 방법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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