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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소음 발생원 분석 연구

이광길†
․최승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4. 6. 접수 / 2011. 8. 20. 채택)

Noise Source Evaluation for Reciprocating Type Air Compressor

Kwang-Gil Lee†․Seung-Ju Choi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Received April 6, 2011 / Accepted August 20, 2011)

Abstract :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noise source for reciprocating type air compressors. The reciprocating type air 
compressors are widely used in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and many employees are affected and irritated 
by their noise during working.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noise source were made according to the ISO 
1680/1 and MIL-STD 7410-1 and noise evaluation of each part of compressors was made. Noise emitted from the 
intake and exhaust valve and the air receiver tank were dominant compared with those from other parts of com-
pressor. Noise from the motor and the revolution of crank mechanism was negligible relatively with the noise sources 
as mentioned above.
Key Words : reciprocating air compressor, lead wrapping technique, noise evaluation, elimination technique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주요 소

음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직업병 유소견자의 상

당수가 소음성 난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프레

스, 해머, 공기압축기 등 반복적인 고소음을 유발

하는 기계류에 의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고소음 발생 기계류의 하나인 공기압축기

의 주요 부위별 소음발생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공기압축기는 왕복동식과 스크류식으로 대별된다. 
스크류식은 매우 강렬한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기압축기가 흡음상자(Enclosure)로 차음

을 하거나, 격리된 압축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왕

복동식 공기압축기는 작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

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왕복동식 공

기압축기로 정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

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기압축기는 Table 1과 같

이 10여 개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소음저감에 대한 기술 인력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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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실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실태조사에 따

르면 공기압축기는 조사대상 52,700 개소 중 36,877
개소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어 제조업 사업장

Table 1. Number of Manufacturer

Description Number of manufacturer

Sum 10

Number of employee: 5~29 8

Number of employee: 100~299 1

Number of employee: 300~499 1
 

Table 2. Number of air compressors

No. of employee No. of firms No. of aircompressors

Sum 36,877 76,601

Less than5 1,553 1,964

5~29 25,419 42,046

30~49 4,509 9,944

50~99 3,099 8,607

100~299 1,771 7,453

300~499 260 1,955

500~999 154 1,862

1000~1999 67 912

Above 2,000 4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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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70.0%에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왕

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소음수준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 소음은 87.2 dB(A)이었으며 103.6 dB(A)에 이

르는 것도 있었다.

2. 연구대상 및 실험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왕복동식 공기

압축기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양을 선정하였다(전동기 용량 7.5Hp, 회전수 680 
rpm, 최대 압축압력 10 kg/cm2).

2.2. 평가기준

공기압축기 소음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SO 1680/1-1986(E) 및 미해군 

규격(MIL-STD 740-1)을 참고로 하여 Fig. 1과 같이 

5개의 측정점(pt. 1~pt. 5)을 선정하였다1,2).

Fig. 1. Noise measurement points on the air compressor.

Fig. 2. Comparison of spectrum between normal operation 
noise and background noise.

정확한 소음레벨의 평가를 위해서는 무향실(Ane-
choic Room)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

구의 목적이 상대적인 소음의 발생 정도를 평가하

는 것이므로 측정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 작업장

(실험실)에서 소음수준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KS 
B 6361 및 ISO 1680/1에 따라 측정장소로 사용된 

작업장의 환경보정값으로부터 소음원 자유음장의 

음향레벨을 산정하였다. 단, 소음측정값의 신뢰도

를 위하여 측정된 공기압축기의 소음레벨이 전 주

파수대역에 걸쳐 배경소음(Background Noise)보다 

10 dB 이상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으며 위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2.3. 실험방법

공기압축기에서의 압축압력의 증가와 소음의 관

계는 Fig. 3과 같이 압축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125, 
500 Hz 및 4000~10,000 Hz에서 소음이 5 dB(A) 이
상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측정시의 압력에 

따라 소음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압축기의 소음측정레벨의 일관성

을 위하여, 소음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압축압력 7 
kgf/cm2에서 각각 5회씩 측정하였다.

Fig. 3. Change of spectrum by the pressure of compressed 
air1.

2.4. 소음 발생원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기압축기의 소음을 평가하기 위

하여 주요 부품을 제거하는 제거법과 납 차음(Lead- 
W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납차음 방법은 주요 

소음원 전부를 납차음판(차음재)으로 감싼 후 소음

레벨을 측정하고, 각 소음원별로 순차적으로 차음

재를 1개소씩 제거해 나가면서 소음레벨을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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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직전 단계에서 측정한 소음레벨과 비교함으로써 
그 차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각 소음원이 독립적으

로 소음을 방사하고 있을 때 차음재를 제거함에 따

라 증가한 소음은 제거한 부위에 대한 소음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소음원에 대하여 부품의 제거 전후

와 차음 전의 소음 레벨을 Lbefore라 하고, 차음 후의 

소음레벨을 Lafter라고 하면, 특정소음원에 대한 방

사소음 레벨은 식 (1)과 같다.

  log    (1)

3. 결과 및 고찰

3.1. 흡기소음

먼저 흡기소음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소음감쇠특성이 큰 소음기(BAM, Big Auxiliarly Mu-
ffler)를 흡기구에 장착한 후 소음을 측정하였다.

Fig. 4. Big Auxiliarly Muffler(BAM) test for the intake noise.

Fig. 5. Evaluation of the intake noise at point 5.

BAM으로부터의 토출소음측정결과 Fig. 5와 같이 

흡기소음은 125~315 Hz 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흡기필터

흡기필터에 의한 소음저감량을 확인하기 위하

여 흡기필터가 장착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그리

고 필터를 제거한 후 측정하여 두 측정치를 비교

하였다. 흡기필터는 200~630 Hz 대역에서 10 dB(A) 
내외의 소음저감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Fig. 6과 같

이 확인할 수 있었다.

3.3. 전동기 및 V 벨트

V벨트를 제거하고 전동기에 의한 방사소음을 측

정한 결과 Fig. 7과 같이 64.5 dB(A)이었다. 이는 공

기압축기 소음인 80.2 dB(A)에 비해 현격히 낮은 값

으로 무시할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Noise reduction effect by the intake filter at point 5.

Fig. 7. Noise characteristics of motor at poi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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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oise characteristics of valve at point 5.

3.4. 밸브

밸브소음의 발생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8
과 같이 배기 및 흡기밸브를 제거한 후 소음을 측

정한 결과 Fig. 8과 같이 소음치가 69.4 dB(A)로 매

우 낮았다. 본 연구대상인 공기압축기의 소음이 

80.2 dB(A)로 측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소음의 대

부분이 밸브와 흡․배기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밸브를 제거했을 때의 소음레벨

과 전동기만 구동했을 때의 소음레벨 차는, 크랭크 

및 실린더 등의 구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소음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로부터 밸

브 소음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3.5. 공기저장탱크

공기저장탱크는 Fig. 9와 같이 납차음판으로 감

싼 후 소음 분석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0의 결과

를 보면 압축탱크에 의한 방사소음은 500~5,000 
Hz 주파수대역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다. 납차

음판으로 공기저장탱크를 감싼 후 실험해 본 결과 

소음이 2 dB(A) 정도 저감되었다. 본 실험결과로

Fig. 9. Lead wrapping test for analysis of noise contribution 
on the compressed air tank.

Fig. 10. Noise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compressed air 
tank at point 5.

부터 공기저장탱크의 소음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3.6. 실린더헤드 및 실린더블록

주요 소음원으로 판단되는 공기압축기의 실린더

헤드, 실린더블록, 배기파이프 및 크랭크케이스를 

Fig. 11과 같이 납차음판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감

싸고 소음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흡기소음의 주파

수분석을 위해 다시 BAM을 이용하여 흡기소음을 

제거한 후, 측정해 본 결과 Fig. 12와 같이 78.8 dB 
(A)의 소음이 74.9 dB(A)로 약 4 dB(A) 저감되었다. 
흡기소음이 포함될 경우 75.6 dB(A)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흡기소음이 포함된 상태에서 실린더헤드, 실린

더블록, 배기파이프의 순으로 납판을 제거하면서 

소음을 측정하였다.

Fig. 11. Lead wrapping test for the body of air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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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air compressor noise between normal 
operation and lead wrapping test at point 3.

Fig. 13. Air compressor noise with and without lead noise 
reduction plate of cylinder block at point 3.

그 결과 Fig. 13과 같이 6,000 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달리 소음의 증가

는 크지 않았다. 이로부터 실린더헤드, 실린더블

록, 배기파이프를 통한 방사소음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크랭크케이스에서의 소음 방사량

을 측정해 보아야 위의 납차음판 실험에 의한 소

음레벨의 변동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3.7. 크랭크케이스

크랭크케이스를 덮고 있는 납차음판을 제거한 후 
실험해 본 결과, Fig. 14와 같이 500 Hz 대역에서 

소음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소음이 약 2 
dB(A) 증가되었다. 원인을 추적해 본 결과 크랭크

케이스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덮개의 두께(t=4.5 
mm)가 본체의 두께(t=9 mm)보다 얇아 이를 통해 

소음이 많이 방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4. Air compressor noise with and without lead noise 
reduction plate of crank case at point 3.

Fig. 15. Summary of air compressor noise source.

4. 소음 발생원 분석

4.1. 차음 실험결과

Fig. 15는 위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주요 소음원을 공기전달소음과 구조

전달소음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공기전달

소음으로는 실린더헤드, 실린더블럭, 공기저장탱크 
등이며, 구조전달소음은 공기압축기 본체, 전동기 

등을 들 수 있다. Fig. 16은 공기압축기 본체 및 공

기저장탱크에 대한 Lead Wrapping(납차음판 2겹) 
전후의 소음측정결과이며 각 주파수 대역별로 비

교해 볼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실험결과로부터 약 

5~6 dB(A) 정도의 소음이 저감되었음을 확인하였

으며, 본 실험결과로부터 각 소음원에 대한 소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4.2. 소음 발생원 분석

소음 발생의 주요 부품이라 생각되는 부품의 

제거를 통한 소음 측정과 납 차음 실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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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6. Comparison of noise between before and after lead 

wrapping test (a) at point 2 and (b) at point 5.

Fig. 17. Contribution of each noise source.

각 소음원에 대한 소음의 발생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3절의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각 소음원에 대한 소

음의 발생 정도를 산정해보면 Fig. 17과 같다. 소음

을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밸브, 공기저장 탱크, 실
린더헤드, 실린더 블록 순임을 알 수 있다.

주파수 대역별로 각 부위별 소음을 정리하면 흡

기소음은 100~400 Hz의 대역에서 발생하며, 압축

탱크에 의한 방사소음은 500~8,000 Hz의 넓은 주파

수대역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밸브소음은 전

체 관심 주파수대역에 걸쳐 있어 가장 중요한 소

음원이며, 실린더헤드 및 실린더블록의 소음은 125~ 
300 Hz 대역과 4,000~8,000 Hz 대역에서의 주요 

소음원 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는 소음원과 그 특성을 매우 중요하다. 공기 압축

기의 소음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품을 제거하는 방

법과 납 차음 방법을 활용하여 시험해 본 결과 아

래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에서 소음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부위는 흡배기 밸브이며 전체 관심 주파

수 대역에 걸쳐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밸브에 의한 소음저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2) 압축탱크 소음의 경우 500~8,000 Hz의 주파수 

대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다. 공기저장탱크는 

구동부가 아님으로 소음과 관계가 적을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밸브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

관을 통해 공기압축기로 전달되고 탱크의 넓은 표

면이 떨림판이 되어 소음을 많이 방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흡기 소음은 100~400 Hz의 저주파수 대역에

서 발생하고 있어 소음성 난청에 미치는 영향은 적

은 편이다. 또한 흡기필터가 대기 중의 이물질을 걸

러주는 역할 이외에도 소음을 상당부분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실린더헤드 및 실린더블록의 소음은 125~300 

Hz 대역과 4,000~8,000 Hz 대역에서의 주요 소음

원 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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