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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ise of digital camera has been noticeable to its users. Particularly, noise of a barrel assembly 
module in zoom in/zoom out operation is recorded while taking a video. Reduction of barrel noise 
becomes crucial but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noise of digital camera due to its short history of 
use. In this study, experiment-based analyses are implemented to identify sources of noise and vi-
bration because of complexity and compactness of the barrel system. Output noise is acquired in var-
ious operation conditions using synchronization for spectral analysis. Noise sources of a barrel assem-
bly in zoom operating are first identified by the comparison with gear frequency analysis and the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oise and vibration is applied to confirm the generation path of noise. 
Analysis on noise transfer characteristic of zoom module is also carried out in order to identify the 
most contributing components. One of possible countermeasures of noise in zoom operating is inves-
tigated by an experiment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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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 측대파 주파수

Sxx(f) : x(t)의 오토 파워 스펙트럼

Syy(f) : y(t)의 오토 파워 스펙트럼

Sxy(f) : x(t)와 y(t)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2
xyγ (f) : x(t)와 y(t)의 일반 기여도 함수

1. 서  론

최근 삶의 질 향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

가 이루어졌으며 사용자들의 휴대성 및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디

지털 카메라는 슬림화, 경량화되고 있으며, 질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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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화를 위해 고배율, 동영상 기능 등의 기술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점차 사용자들의 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중 작동 소음

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출시되고 있는 디지털 카

메라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영

상 촬영 시 줌 기능(확대/축소) 또한 적용되고 있다. 
동영상 촬영 시 확대(zoom in)/축소(zoom out) 작

동 소음이 근접한 내부 마이크로폰으로 그대로 녹

음되게 된다. 녹음된 소음은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일반

적으로 작동 소음이 일정 수준의 레벨까지는 녹음

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상 경통(barrel)의 

경우 그 이상의 레벨을 나타내며 개선이 시급하다. 
세탁기, TV 등 다른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1~3)가 진행되어 왔으나 카메라 경통의 경우 소

음 ‧진동의 발생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통 작동 기구는 매우 복잡하고 대부분이 플라스

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원인 규명이 용이하지 않

다. 이 연구에서는 카메라 경통의 줌 작동 중 소음

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전달과정을 분석하여 효과

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디지털 카메라 경통의 작동 중 소음 ‧진동 측정을 

통해 소음 발생원을 규명하였다. 카메라 경통 시스

템의 작동 메커니즘 분석을 통하여 소음원으로 예

상되는 주요 부품을 선정하고 기어열(gear train)의 

주파수 특성을 도출하였다. 작동 중 소음을 평가하

기 위해 선정된 부품에서 진동과 출력 소음을 측정

하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출력 소음 특성의 파악

하고, 목적 주파수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목적 주파수에서 기여도 평가에 의한 소

음 ‧진동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 기여도 함수

를 이용하여 작동 중 진동과 근접 소음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고 소음원인 부품을 규명하였다.
줌 모듈 작동 구간에서 소음 전달 특성을 분석하

여 이를 고려한 저소음화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작

동 조건에서 측정된 작동 중 출력 소음의 특성 변

화를 관찰하여 관심 구간에서의 소음 전달 특성을 

규명하고 대책이 필요한 주파수 대역 및 기여가 높

은 부품을 규명하였다. 구조소음 저감을 위해 결합

부위에 고무 워셔(washer)를 사용한 실험으로부터 

그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2. 디지털 카메라 경통 시스템의 

소음 발생 메커니즘 규명

2.1 디지털 카메라 경통 시스템의 구성 및 
작동 원리

디지털 카메라의 줌 작동을 담당하는 부분은 경

통 조립품(barrel assembly)이다. Fig. 1은 경통 조립

품의 CAD 모델링의 외부와 내부를 보여주며, 경통 

시스템은 크게 경통(barrel), 줌 모듈, AF 모듈로 이

루어져 있다. 
카메라의 경통은 카메라 세트 밖으로 노출되어 확

대/축소(zoom in/zoom out)의 작동을 한다. 줌 모듈

은 줌 작동을 위해 경통을 회전시키기 위한 부품이

며 모터, 기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AF 모듈은 

맺힌 상의 자동 초점(AF, auto focus) 기능을 위한 

부품으로 AF 렌즈를 작동 시키며 모터, 기어로 구

동된다.
디지털 카메라 경통의 주기능은 확대/축소(zoom 

in/zoom out) 작동이다. 이 동작에 따라 경통의 렌

즈와 상이 맺히는 판 사이의 거리 변화를 통해 화

면의 확대 또는 축소가 실행된다. Fig. 2에 표시된 

것과 같이 줌 모듈은 줌 작동 시 경통(barrel)을 회

전 이동시키며, AF 모듈은 줌 작동 시 자동으로 초

점을 맞추기 위해 AF 렌즈를 상하 이동시킨다. 구

동원을 포함하는 부품은 줌 모듈과 AF 모듈이며 

모두 모터로부터 전기력을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

하여 동력이 발생되고 기어열을 통해 전달된다. 따

라서, 작동 중 소음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부품은 각 

모듈의 모터와 기어열로 주파수 특성 해석이 필요

하다. 줌 작동 시 줌 모듈이 작동하는 구간과 AF 
모듈이 작동하는 구간이 함께 나타나며 이 연구에

서는 작동 시간이 더 길며 사용자에게 더 문제시 

되는 줌 모듈 작동 구간 소음을 대상으로 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카메라세트에서 분리된 경통만을 구동시키기 위하

여 Fig. 3과 같이 총 8개의 작동 모드로 구성된 작동 

플로우(operation flow)를 구성하여 경통 시험기를 이

용하여 작동시켰다. 8개의 작동 모드 중 카메라의 확

대는 wide-tele 작동 모드와 같고, 축소는 tele-wide 
작동 모드와 같다. 소음이 녹음 되어 문제가 되는 줌 

작동인 wide-tele 작동 모드와 tele-wide 작동 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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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ectra of wide-tele noise acquired with synchronization (a) and without synchronization (b), (c) 

in 0~2.5 kHz band

AF module

Zoom module

  Barrel

Fig. 1 3D CAD of the barrel assembly(left) and in-
side the barrel assembly(right)

Fig. 2 Fundamental operation of zoom module and 
AF module of barrel assembly

Fig. 3 Division of operation flow by zoom control 
signal 

관심 모드로 선정하였다. 
작동 플로우를 통해 측정된 소음은 짧은 시간 동

안 변동하므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작동 소음과 측정한 데이터와의 동기화가 필수

적이다. 동기화를 위하여 Fig. 3과 같이 줌 모듈로부

터 제어 신호인 전압신호(ZM)를 받아 줌 모듈 작동 

구간을 구분하였다. ZM은 줌 모듈 작동의 시작과 끝

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소음 ‧진동 데이터를 취득하는 

Table 1 Overall sound pressure level and sound 
pressure level of peaks in the spectra of 
wide-tele noise with synchronization (a) 
and without synchronization (b), (c) in 
0~2.5 kHz band  

Time(s) (a) 2.85~4.10 (b) 2.55~3.80 (c) 3.75~5.00
Overall 

SPL 
(dBA)

52.9 50.7 52.2

Frequency 
(Hz) SPL(dBA) SPL 

(dBA)
Difference

(dBA)
SPL 

(dBA)
Difference

(dBA)
348 19.0 16.8 -2.2 18.8 -0.2
697 27.6 24.8 -2.8 27.5 -0.1
1044 41.5 39.7 -1.8 41.5 0
1185 34.4 33.5 -0.9 33.8 +0.6
1394 34.8 31.8 -3.0 34.1 -0.7
1535 33.9 33.0 -0.9 33.4 -0.5
1744 33.4 28.8 -4.6 33.6 +0.2
2092 24.9 22.0 -2.9 24.8 -0.1
2441 14.9 12.2 -2.7 14.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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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동시에 전압신호를 받고 이 전압신호로부터 

각 작동 모드의 시간을 파악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후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 시작 후 2.85초부터 1.25초 동안 wide-tele 

작동 모드가 작동하며 동기화를 적용하였을 때 소

음 주파수 스펙트럼은 Fig. 4의 (a)와 같다. 동기화

가 이뤄지지 않아 작동 모드의 시간 정보가 정확하

지 않으면 실제 현상과는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임의로 2.55초부터 측정이 먼저 시작된 경우 

(b)와 3.75초부터 시작된 경우 (c)의 스펙트럼을 비

교해 보았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기저레벨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총 음압레벨도 차이를 갖

는다. 또한 피크 주파수의 레벨을 비교한 결과 최대 

4.6 dBA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기화를 하지 않으

면 실제 작동 소음과는 다른 소음을 분석 할 수 있

기 때문에 정확한 소음원 규명 및 기여도를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현성 및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메라 경통의 측정에서는 

동기화가 필수적이다.

2.2 이론적 해석에 의한 기어열의 
주파수 특성 규명(4~6)

기어 소음은 주로 기어의 진동에 의한 것이며 진

동 특성은 이(tooth) 간의 물림에 의한 물림 타격음

의 맞물림 주파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어 

맞물림 주파수(gear meshing frequency; GMF)는 

식 (1)에 의해 구하여 진다.

m sf f Z= × (1)

여기서 fs는 축 회전 주파수(shaft frequency)이고, Z는 

기어의 잇수(number of teeth)이다. 기어 맞물림 주파

수의 배수성분인 하모닉 주파수(harmonic frequency) 
근처에는 맞물려있는 기어의 축 회전 주파수의 하

모닉 성분들로 측대파 주파수(side band frequency)
가 존재한다. 맞물림 주파수의 하모닉 성분과 측

대파 주파수, fsb는 귀로 듣는 소음에 강한 영향

을 미친다.

1 2 1 2, , 2 , 2 ,sb m s m s m s m sf f nf f nf f nf f nf= ± ± ± ±

(2)

기어 소음 이론을 바탕으로 줌 모듈 작동 구간에

서 줌 모듈 기어열의 주파수 특성을 도출하였다. 

Fig. 5 Schematic diagram of zoom gear train

Table 2 Predicted shaft frequencies and gear mesh 
frequencies of zoom module operating

Gear Pinion Gear A Gear B Gear C Gear D

Sub gear - 1st 2nd 3rd 4th 5th 6th 7th

Shaft 
freq. 
(Hz)

97 15 4.1 1.3 0.96

GMF 
(Hz) 291 116 33 11

Fig.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기어열은 줌 모터와 

웜기어, 헬리컬기어, 스퍼기어 종류로 된 총 5개의 

기어들과 기어열을 감싸고 있는 하우징(housing)으
로 이루어져 있다. 출력 소음에서 각 기어의 회전 주

파수, 기어 맞물림 주파수에서 피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진 부품의 소음, 마찰 소음 등이 함께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줌 모터 제어 시 설정된 목표 

정속 회전속도가 5800 rpm인 경우 기어열의 회전 주

파수 및 맞물림 주파수는 Table 2와 같다.

3. 실험 장치 및 방법

3.1 카메라 경통의 작동 중 소음 ‧진동 측정 실험
카메라 경통 조립품의 작동 중 소음 ‧진동을 측정

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카메라 경통 조립품의 자체 특성을 알기 위해 철제 

프레임에 실로 메달아 자유단 조건(free-free)에서 

측정하였다. 카메라 경통 소음이 비교적 크지 않으

므로 반무향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반사파의 영

향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은 바닥으로부터 50 cm 위

에 설치하였다. 마이크로폰(PCB 426E01)은 카메라 

세트상태에서 LCD 방향으로 5 cm 거리에, 가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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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ENDEVCO 27AM1-100)는 주로 진동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에 설치하였다. Fig. 7은 가

속도계 센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경통 작동을 위한 경통 시험기에서 동기화를 위

한 제어신호를 받았고 레벨트리거를 이용하여 측정

을 시작하였다. FFT Analyzer(Muller BBM PAK 
Mobile MK II)으로 제어신호와 소음 ․진동 신호를 

동시에 취득하였다.
또한, 기여도 평가를 위한 작동 중 진동과 근접 

소음 측정을 위해 동일하게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소음원으로 예상 되는 부품 별 진동 근접 소음을

Frame

50 cm

Barrel 
tester

LaptopFFT analyzer

Fig. 6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a) Front view          (b) Back view

Fig. 7 Measurement position of accelerometer(ⓐ bar-
rel, ⓑ zoom housing, ⓒ zoom motor, ⓓ AF 
housing, ⓔ AF motor, ⓕ barrel assembly 
housing) 

Table 3 Measurement position for correlation analysis
Label A B C D E

Measurement 
position

Zoom 
motor

Zoom 
gearbox

AF 
motor

AF 
gearbox Barrel

동시 측정한다. 소음원으로 예상되는 부품을 Table 
3과 같이 선정하였고, 근접 소음 측정을 위해 1/2 
인치 마이크로폰과 진동 측정을 위해 접촉식 단축 

가속도계를 사용하였다.

3.2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출력 소음 측정 실험
줌 모듈 단품의 출력 소음 측정을 위해 줌 모듈

을 분해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DC 모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모터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켜 

모터의 회전속도를 변화시켰다. 최소 0.6 V에서 최

대 3.0 V까지 0.3 V 단위로 증가하며 회전 방향(시
계/반시계)마다 작동을 시켰다. 실제 카메라 구동 

시 나타날 수 있는 회전속도가 모두 포함되게 범위

를 정하였다.
반사파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줌 모듈 단품을 흡음재 위에 올려놓고 마이크로폰

(PCB 426E01)은 카메라 경통 조립 상태의 출력 

소음 측정 위치와 같은 위치에 설치하였다. 전원  

Fig. 8 Measurement position for correlation analysis

Position of MIC

Absorption sponge Power 
supply

Fig. 9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for 
zoom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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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장치를 이용하여 작동시킨 후 FFT analyzer
(Muller BBM PAK Mobile MK II)로 소음 신호를 

취득하였다.
카메라 경통 조립품에서도 줌 모듈 단품에서 수

행했던 실험과 동일한 회전속도로 작동시켜 출력 

소음을 측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소음원 규명 및 소음 ‧진동의 기여도 평가
줌 모듈 작동 구간에서의 목적 주파수 선정을 위

해서 출력소음의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확

한 소음원을 규명하기 위해 wide-tele/tele-wide 작

동 모드에서 줌 모듈 작동 구간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1000 Hz까
지의 주파수 대역에서 피크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두 관심 작동 모드에서 모두 동일한 피크 주파수가 

관찰되었으며 총 음압레벨(overall SPL)이 더 큰 

wide-tele 작동 모드로 범위를 좁혀 연구를 진행하

기로 결정하였다.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Hz
-10

0

10

20

30
dB dB

(

(a) 0~16 kHz band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Hz
-10

0

10

20

30
dB dB

(

(b) 0~1 kHz band

Fig. 10 Spectra of zoom module operating in 0~16 
kHz band and 0~1 kHz band

관심 주파수 대역을 1000 Hz까지 설정하고 wide-
tele 모드의 줌 모듈 작동 구간에서 지배적인 피크

로 나타나는 주파수를 목적 주파수로 Fig. 11과 같

이 선정하고, 주요 부품에서 측정한 진동 스펙트럼

의 분석을 통해 모든 측정 위치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난 피크 주파수와 매칭됨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카메라 경통의 작동 중 소음은 직접적인 진동으로 

발생하는 구조기인에 의한 소음으로 판단되고 모터

의 진동, 기어 축의 진동, 기어의 충돌 등이 원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4에서 나타낸 것처럼 목적 주파수끼리 일

정한 크기의 배수성분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배수 성분으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은 기어 소

음의 특징 중의 하나로 앞서 예측한 기어열의 주파

수 특성과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제 작동 중 회전 주파수, 맞물림 주

파수 도출하기 위해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줌 모터의 순간회전속도를 계산하였다. 줌 모

듈이 작동하는 구간에서 줌 모터는 비교적 아주 짧

은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을 가지며 평균 5804 rpm
의 속도로 회전한다. 이를 토대로 기어열의 회전 주

파수 및 맞물림 주파수를 계산하여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4 Target frequencies of zoom module operat-
ing in wide-tele operation mode

Frequency difference 
(Hz)

Target 
frequency(Hz)

Frequency 
difference (Hz)

98  
130 228  

 286 114
 342

283
114 456
113 569  
112 681

280
113 794

 849 114
 908  

Table 5 Shaft frequencies and gear mesh frequencies 
of zoom module operating 

Gear Pinion Gear A Gear B Gear C Gear D
Sub gear - 1st 2nd 3rd 4th 5th 6th 7th

Shaft freq. 
(Hz) 98 15 4.1 1.3 0.96

GMF(Hz) 286 114 3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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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rdinary coherence function between noise and vibration of measurement position A

Pinion 기어와 기어 A의 맞물림 주파수(fm1)는 목

적 주파수 중 286/569/849 Hz와 각각 1배, 2배, 3배

로 매칭되며 기어 A와 기어 B의 맞물림 주파수(fm2)
는 목적 주파수 중 228/342/456/569/681/794/908 Hz
와 2~8 배수 성분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배수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 목적 주파수

인 98 Hz는 모터의 회전으로 인한 소음으로 판단되

며, 이론적 해석 결과와 비교를 통해 모터와 pinion, 
기어 A가 주소음원인 부품으로 규명되었다. 

한편, 줌 작동 중 소음 ‧진동간의 상관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일반 기여도 함수를 이용하였다. 일반 

기여도 함수(ordinary coherence function)는 측정한 

두 신호 사이의 선형적인 종속 정도를 나타내며 두 

신호 x(t), y(t)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의 제곱을 

각각의 오토 파워 스펙트럼으로 나눈 값이다(7,8). 기

여도 함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은 완전

한 선형 상관을 나타낸다.

Table 6 Matching gear mesh frequencies with target 
frequencies for zoom module operating

Target freq. 98 228 286 342 456
Matching 

GMF fs 2fm2 fm1 3fm2 4fm2

Target freq. 569 681 794 849 908
Matching 

GMF
2fm1,
5fm2

6fm2 7fm2 3fm1 8fm2

Table 7 Ordinary coherence function at fundamental 
target frequencies of zoom module operating

Position
Target 
freq.(Hz)

Zoom 
motor

(A)

Zoom 
gearbox

(B)

AF 
motor

(C)

AF 
gearbox

(D)

Barrel
(E)

98 0.8985 0.9286 0.9207 0.7574 0.9149

228 0.8850 0.9359 0.9256 0.8808 0.9116

286 0.9738 0.9402 0.8812 0.9681 0.9594

( )
( )

( ) ( )

2

2 xy
xy

xx yy

S f
f

S f S f
γ = (3)

진동과 소음 간의 일반 기여도 함수를 확인하여 

관심 주파수에서의 진동이 소음에 기인하는지 여부

를 파악할 수 있다.
줌 모듈 작동 구간에서의 측정 위치 별 기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심 주파수 대역에서 모든 위

치의 평균 0.7 이상을 나타냈고 그 중 줌 모터에서 

기여도 함수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목적 주파수

들 중 배수성분을 제외한 기본 주파수만의 기여도 

값을 Table 7로 나타내었다.
줌 모터와 줌 기어박스에서 도출한 기여도 값이 

기본 주파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소음원임을 다

시 확인할 수 있었고, 기여도 분석을 통해 대부분 

줌 모듈에서 발생한 진동이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

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줌 모듈 단품 

및 경통 조립품의 출력 소음 
특성 비교

줌 모듈 단품의 작동 중 소음은 회전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총 음압레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며 0.3 V 증가 시 시계방향회전은 약 2 dBA, 반시

계방향회전은 약 2.9 dBA씩 증가하였다. 같은 회전

속도에서는 시계방향 회전보다 반시계 방향회전이 

더 큰 총 음압레벨을 나타냈고 이는 회전방향에 따

라 모터의 축이 접촉하여 마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Fig. 12에 전압 증가에 따른 줌 모듈 단품의 소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회전속도 변화에 따라 소음 

스펙트럼을 비교하였을 때 4 kHz 이하의 대역에서 

각 회전속도에 대한 모터의 회전 주파수 및 맞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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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6 V                      (b) 0.9 V                       (c) 1.2 V 

(d) 1.5 V                      (e) 1.8 V                       (f) 2.1 V 

(g) 2.4 V                      (h) 2.7 V                       (i) 3.0 V 
Fig. 12 Noise spectra of zoom module operating only

(a) 0.6 V                    (b) 0.9 V                      (c) 1.2 V 

(d) 1.5 V                    (e) 1.8 V                      (f) 2.1 V 

(g) 2.4 V                    (h) 2.7 V                      (i) 3.0 V 
Fig. 13 Noise spectra of the barr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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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nstantaneous noise spectra of the barrel assembly

주파수가 현저한 피크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8 kHz 부근의 레벨이 회전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마찰에 의한 소음이나 

저주파 대역의 하모닉에 의한 공기기인 소음일 것

으로 판단된다.
줌 모듈 단품의 소음 특성이 경통에 조립되었을 

때 소음 스펙트럼의 전체적인 경향은 다르게 나타

났으며, 소음원이 규명되었던 약 1 kHz 이하의 피

크들의 주파수가 그대로 나타나지만 결합되면서 레

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Fig. 13에서 나타나듯이 모터의 회전속도가 높아지

면서 출력 소음 스펙트럼의 전체적인 기저레벨이 증

가하며, 음압 레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은 화살표로 표시된 약 1.2 kHz 부근과 5.0 kHz 
부근인 것을 확인하였다.

음압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은 1.2 kHz 
부근으로 사람의 청감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주파수 

대역에 속해 있으며 이 대역의 소음 주파수는 회전

속도 변화로 인해 주파수가 이동되지 않고 레벨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고, 구조적인 소음으로 

예상된다. 이 대역 소음의 원인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3 줌 모듈 작동 구간 내 전달 특성 
규명 및 저소음화

줌 모듈 작동 구간 소음이 구조적 소음인지 파악

하기 위해 약 1.6초 동안 발생하는 줌 모듈 작동 

구간을 0.2초 간격으로 나누어 순간적인 스펙트럼을 

Fig. 15 Noise spectra of barrel assembly before and 
after using rubber washer

구하였다. Fig. 14에서 파란색의 스펙트럼은 작동 

구간 전체 평균 스펙트럼이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스펙트럼은 각 구간을 평균한 순간적인 스펙트럼이

다. 작동 구간 동안 비슷한 경향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나고, 특히 1.2 kHz 부근 대역은 레벨의 변동이 

있지만 항상 제일 높게 나타났다. 줌 모듈이 작동하

면서 가진력으로 작용하여 경통 시스템의 고유 소

음 특성이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판단된다.
1.2 kHz 부근 대역은 구조소음으로 판단되고 줌  

모듈의 결합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소음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합 부위에 고무 워셔를 이용하여 절연

시키고 출력 소음을 측정하였다. 방진 고무를 알맞

게 잘라 사용하였고 두께는 1 mm로 선정하였다. 



실험적 방법을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 경통 줌 모듈의 소음원 규명 및 저소음화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제 21 권 제 11 호, 2011년/1083

Fig. 15를 통해 1.2 kHz 부근 대역 소음이 약 15 dBA 
이하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대역 소음은 결

합 부위의 진동에 의해 기인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줌 모듈 작동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목적 주파수로 선정되었던 피크 

주파수에 대한 레벨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어 치

형의 최적화, 기어 잇수 변경 등의 종합적인 재설계

가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접근을 통해 카메라 경

통의 줌 모듈의 소음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디지털 카메라 경통의 동기화를 적용하여 작

동 중 소음 ‧진동 측정을 통해 목적 주파수를 선정

하고, 소음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2) 소음 ‧진동 상관 분석을 위해 기여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줌 모듈은 줌 모터, pinion, 기어 A
에 의해 주로 소음이 발생함을 밝혀내었다.

(3) 줌 모듈의 저소음화를 위해 다양한 작동 조

건에서 줌 모듈의 소음 전달 특성을 해석하고 고무 

워셔를 이용한 실험적 개선안을 통해 구조기인 소

음의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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