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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은, 중,고주파 영역에서 투과손실을 측정 

하는 측정관을 개발하는데 따른 문제점의 하나로, 

지난 발표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된 5kHz 부근의 피

크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실험을 통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에서는 측정 유효주파수에 상응하는 관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된 측정관은 이 규정

에 따라 중,고주파 영역의 측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

해서 직경 15mm 로 결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특별히 

중,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투과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관의 개발에 대해서 언급하고, 측정관 개발에 

필요한 검증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논한다. 

측정관은 ASTM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

으며, 4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2. 문제점 

2.1 측정 및 분석 

투과손실 측정관은 1/3 옥타브의 중심주파수 

1kHz와 12.8kHz 사이 투과손실을 측정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으며, 내부 직경은 15밀리미터, 길이는 

약 500밀리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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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Configuration of Measurement 
 

Table 1 Dimension of the Measurement Tube 

 
 
측정관 한쪽 끝에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 음향

에너지를 방사하고, 속에는 4개의 근접 마이크로폰

을 측정 재료의 양면에 각각 2개씩 설치하여 진행

파와 반사파, 투과파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향에너지 방사를 위한 앰플리파이어가 외부에 연

결되어 있고, 마이크로폰 신호를 분석기에 연결하여 

투과손실을 직접 산출한다. (Fig. 1) 

HF Transmission Loss 
Tube (1kHz - 12.8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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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rmal Incidence Transmission Loss 
 
Fig. 2은 전형적인 투과손실 측정 결과를 나타내

고 있고,  5kHz 부근에는 측정관 자체의 고유 특성

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3. 검  증 

Fig.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측정관의 구조상 측정

되고 있는 점과 측정되어야 할 점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고

유주파수가 반영된 결과,  Fig. 2와 같은 원치 않는 

피크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Fig. 3 Concept of the Measure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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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Impedance Ratio 

이는 궁극적으로 관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마이크

로폰의 표면과 내경의 표면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이기도 하다. 

Fig. 4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검증한 실험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드러난 5kHz 부근에서 

원치 않는 피크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다른 샘플에 

의한 결과도 일의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ASTM에 의한 투과손실 측정관을 개발하였다. 측

정 범위를 중, 고주파수로 확대하기 위해서 관의 직

경을 줄이고, 마이크로폰의 간격을 더욱 좁게하는 

특별한 디자인이 요구되었다 

검증 결과, 관의 원호가 작아지는 문제점에 대응

하기 위해 마이크로폰의 위치에 특별한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측정관은 측정범위, 1kHz에서 

12.8kHz 사이의 투과손실을 비롯하여, 흡음률, 반

사율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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