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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최근 차량의 성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차량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소음과 

진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차량의 정숙성을 위한 

소음 진동 연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이러한 기

술적 발전은 파워트레인, 엔진 구동계 등에 의해 발

생하는 주요한 소음 문제를 크게 개선시켰다. 하지

만 이로 인해 기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품

간의 마찰, 유격에 의한 충격, 품질 문제 등으로 야

기되는 이음문제(Buzz, Squeak, Rattle)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 실내에서의 이음은 대표

적으로 대쉬보드나 시트, 도어 등에서 발생하며, 주

로 이웃한 부품 간의 유격으로 인한 충격음인 래틀 

노이즈가 문제 되고 있다. 특히 가벼운 차체와 재료

의 사용, 전자 및 통신장치 사용 등의 증가는 이러

한 소음발생 인자들을 증가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BSR 소음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사항을 제

시하는 요소이며, 차량개발과정에서 설계, 시험, 생

산, 판매 후 품질 만족도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었다.  

 BSR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

으나 공통적으로 초기 차량 설계 단계가 아닌 양산 

전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한 

이른바 ‘ Find and Fix’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BSR 소음원의 다양성, 발생 

메커니즘의 복잡성, 평가의 주관성에 기인하는 특성

으로 인해 정량적인 BSR 평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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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음압레벨을 줄이

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청감특성을 고려한 음질

(sound quality)의 측면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

며 음질평가 방법 또한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BSR소음을 평가하

고 청감실험을 통해 소비자들의 평가에 따른 기준

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 평가를 통한 소음 분류 

및 평가 인덱스를 작성하였다.  

2. 소음원 분류 및 평가 

2.1 판별분석 

 

(1) 소음원 선정 

 

소음원은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음을 선택하였다. 총 10 가지 종류이며 소음의 

음질 특성 비교를 위해 수음 위치에 상관없이 dB를 

30 dB 부터 80 dB 까지 음원의 크기를 변조하여 

총 80 개의 음원을 선정하였다.  

 

(2) 판별분석 

 

집단내 분산에 비하여 집단간 분산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독립변수들의 계수를 찾아내는 것이 

판별분석이다. 이때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을 

판별함수라고 하며 판별함수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1 1 2 2 n nZ W X W X W X= + + +  

 

Z 는 판별점수, Xi 는 독립변수 i, Wi 는 변수 i에 

대한 판별계수를 의미하며 위의 판별식을 계산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신호 샘플을 분류하였다. 정준

판별함수를 계산하였으며 소음원의 특징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인자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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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판별함수가 구성되었다.  

 

(3) 청감실험 

 

청감실험은 정상 청력을 지닌 20대 30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법 (paired comparison) 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평가는 성가심실험 

(annoyance test) 으로서 피실험자들이 느끼는 

차량 실내 이음의 성가심에 대해 음질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dB(A)가 같은 크기로 

변조되었지만 주기성이 존재하며 다양한 음질 

인자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 음원 10개를  

선정하였다. 

3. 결  론 

각 소음을 음질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 소

음을 가장 잘 구분하는 음질인자를 도출하였다. 또

한 판별식으로 구분됨에 따라 각 특징에 속하는 소

음이 Buzz인지 Squeak인지 Rattle인지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감실험실시 결과, 성가심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평가되었으며 향

후 연구를 통해 정확한 BSR 소음 평가 인덱스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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