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4. 1)

425

Ear Simulator를 이용한 충격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고찰
송기혁○, 정성학*

○*국방과학연구소

e-mail:{songgh○, shc*}@add.re.kr  

A Empirical Review of the Measurement Method for the 
Impulse Noise Using Ear Simulator

Kee-Hyeok Song○, Sung-Hak Chung*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요   약 ●  

충격소음(Impulse Noise) 측정 시 지그(Ear Simulator)가 자체적으로 음압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그를 이용하

여 실내에서 충격소음을 측정하였다. 측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크로폰과 지그에서 동일조건에서 동시에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추가로 헤드&토르소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최대음압레벨과 1/3옥타브 밴드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측

정 방법에 따른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키워드: 이어 시뮬레이터(Ear Simulator), 헤드&토르소(Head and Torso), 충격소음 측정방법(Impulse Noise 
Measurement Method), 1/3옥타브밴드(1/3 Octave Band), 한계음압(Limited Sound Level)

I. 서 론

실내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의 특성에 관한 연구[1,2]의 일환으로 

귀마개의 성능 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위해 귀마개 삽입이 용이한 

지그(Ear Simulator)가 사용되었다. 귀마개 차감성능 연구에 앞서 

귀마개를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그 자체가 음압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폰(음압센서)
과 지그를 사용하여 동일 소음원에 대해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방법에 따른 차이점을 발견하여 현장 

활용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실험방법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측정방법 외에 지그를 이용한  충격소음 

측정방법을 비교하게 된 것은 동일 소음원에 대하여 최대음압레벨을 

측정하고 패턴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측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측정방법 간의 결과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그의 경우 통상 한계음압이 170 dB 이하를 

활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계음압이 185 dB인 고성능 음압센

서를 이용하여 지그를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음압센서

는 B&K 4944A로 동일하며 소음원에 대한 음압 측정위치도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시험에 사용된 마이크로폰과 

지그이다.

그림 1. 마이크로폰 & 이어시뮬레이터

Fig. 1. Microphone & Ear Simulator

 

결과분석을 위해 동일한 소음원을 대상으로 동일위치에서 헤드&토

르소를 통해 음압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2는 시험에 사용된 

B&K사의 헤드&토르소이며 헤드&토르소에 내장되어 있는 음압센

서는 B&K 4944A로 지그에서 사용된 음압센서와 동일하다.

그림 2. 헤드&토르소

Fig. 2. Head&To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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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결과

지그가 음압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

지 않은 상태의 지그와 마이크로폰에 대하여 각각의 음압을 측정하였

다. 마이크로폰에서 측정된 최대피크음압에 비해 지그에서 측정된 

최대피크음압은 3dB 이상 높은 값을 보였다. 측정된 각각의 음압데이

터를 FFT하여 1/3옥타브밴드 음압레벨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1/3 옥타브밴드 음압 비교(I)

Fig. 3. Comparison of 1/3 Octave Band(I) 

1/3옥타브 밴드 결과를 비교분석해보니 1kHz ~ 10kHz 대역에서의 

음압 크기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인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헤드&토르소를 통해 음압을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지그

에서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하였다(그림 4). 
이는 외형에 의해 반사파가 발생하여 생긴 결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충격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결과가 외형의 존재 유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1/3 옥타브밴드 음압 비교(II)

Fig. 4. Comparison of 1/3 Octave Band(II)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그(Ear Simulator)를 이용한 실내 충격소음 측정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마이크로폰과 지그에서 동일 소음원에 대해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한 데이터와 지그

에서 측정한 값을 비교하였다. 원인분석을 위해 헤드&토르소를 이용

하여 추가실험을 실시하였으며 1/3옥타브 밴드 분석을 통해 지그에서 

측정된 음압 패턴과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충격소음 측정 시 지그 또는 헤드&토르소와 같이 외형이 

존재하는 경우 반사파가 발생하게 되어 1kHz~10kHz 대역에서 음압

이 증가하며 그 결과 최대피크음압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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