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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엔진 소음과 배기구 

소음, 타이어 마찰음 등 다양한 소음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실제 차량

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소음은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BSR (Buzz, Rattle, Squeak) 

소음으로서, 차량 내부에서 발생되어 탑승자에게 불

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BSR 소음은 크게 두 가

지 종류의 소음으로 나뉘어지는데, 연속적으로 발생

하는 지속성 소음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지속성 소음은 주파

수 분석 및 Zwicker’s loudness 를 포함한 음질 인자

를 기반으로 한 성가심 평가가 유효한 반면에 충격

성 소음은 지속성 소음의 성가심 평가 방법이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BSR 소음 중에서 충격성 소음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한 후 사람들의 성가

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였다. 

2. BSR 충격소음 평가 

2.1 지속성 소음과 충격성 소음의 분류 

트렁크 이음새와 파노라마 썬루프 등 차량 내부

에서 발생 하는 BSR 소음 샘플에 대한 음압 profile 

분석을 통해 지속성 소음과 충격성 소음을 분류하

였다. 이 때 분류 기준은 Fig. 1. 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소음의 반복 정도와 신호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

였으며, 소음이 발생하는 차량 내부의 위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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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d vehicle’s BSR noise for (a) Continuous 

noise, (b) impulsive noise 

 

지속성 소음이 발생하는 곳과 충격성 소음이 발생

하는 곳이 나뉘어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2 충격성 소음 인자 도출 및 성가심 분석 

충격성 소음으로 분류된 소음의 성가심 분석을 

위한 대표 인자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충격성 

BSR 소음이라고 분류된 소음 중 9개의 음원을 선정

하여 청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간 영역에서의 충

격성 소음 신호 분석을 통한 여러 가지의 인자를 

도출하고, 청감 실험을 통해 확인 된 각각의 소음에 

대한 성가심 지수를 도출 된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성가심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인자는 충격성 소음의 최대 소음 레벨을 나타내는 

Lmax와 시간에 따라 음압의 peak값이 점점 감쇠되는 

정도를 표현 하는 감쇠계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충격성 소음의 성가심을 결정하는 요인

은 최대 소음 레벨(Lmax)와 소음이 감쇠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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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SR 소음 중에서 충격성 소음을 

대표 할 수 있는 인자 정립 및 음질 평가를 통해 성

가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였다. 

충격성 소음을 대표 할 수 있는 시간 대역에서의 

인자 도출을 위해 신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여러 

가지의 인자 중 Lmax와 감쇠계수가 청감 실험을 통

해 도출된 충격성 소음의 성가심 지수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소

음의 최대 레벨과 감쇠되는 정도에 따라 충격성 소

음의 성가심 지수를 정량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충격성 BSR 소음에 대한 평가 방법을 통해 향

후 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청감적 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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