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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크게 세가지 

요인- 엔진, 배기계 그리고 타이어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60km 이상으로 정속 주행하고 있을 때 도로변 

보행자가 듣는 차량 소음의 80% 이상은 타이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타이어가 회전할 

때 타이어와 노면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여 차

량 외부로 방출되는 소음을 Tire Pass-by Noise 라

고 한다 

유럽에서는 Tire Pass-by Noise 에 의한 소음 공

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례로 Tire Pass-by Noise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05 년 10 월부터 OE 타이어를, 

2009 년 10 월부터는 REP 용 타이어의 소음을 규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조용한 타이어들이 유럽

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 규제치를 강화하려고 있

고 한편으로는 RR, Wet grip 과 더불어 타이어 소음 

성능을 등급화하고 그 등급을 타이어 상에 명시(라

벨 부착)하려는 시도도 구체화 하고 있다. 이에 타이

어 제조 업체는 강화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Tire pass-by noise 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어 규제는 Tire Pass-by Noise 뿐만 

아니라 Wet grip 과 RR 성능까지도 규제에 포함하고 

있어 Tire Pass-by noise 성능 개선에 많은 어려움

이 있고(Trade –  off 발생), Tire Pass-by Noise 테

스트는 실외에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

한 시험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인증 

노면 ( ISO10844 획득 노면 )에서 동일 타이어 간 

최대 5dB(A)까지 차이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테스트 조건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

확한 성능 평가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Tire 

Pass-by Noise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험 조건에 

따른 기여도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ISO13325 및 기타 Tire Pass-by noise 테스트 관

련 규정에 노면 상태, 대기 및 지면 온도 그리고 풍

속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차량에 대

해서는 축간 거리만을 정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

른 인자보다는 규제가 느슨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차량이 Tire Pass-by noise 성능에 미치는 기

여도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Tire Pass-by Noise 시험 조건 및 방법 

(1) 시험 조건 
Tire Pass-by Noise 시험을 위한 규제는 측정 장

치, 노면, 온도 및 풍속, 타이어의 하중과 공기압 그

리고 차량까지 타이어의 소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인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표 1 는 각 항목

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1 Tire Pass-by Noise 시험 조건 정의 

항목 정의 

노면 ISO10844 인증 노면, 1 년 주기 갱신 

온도  대기온도: 5 ~ 40˚ C, 지면온도 : 5 ~ 50˚ C 
풍속 5m/s2 미만 

하중 
평균 하중은 LI 의 75%, 개별 하중 LI 

70~90% 만족해야 함 

공기압 하중에 따라 주어진 식에 의해 결정됨. 

차량 

1)축간 거리: C1 ≤  3.5m, C2 이상 ≤  

5.0m 

2)소음 확산 억제 장치가 없어야 한다. 

3)방출된 소음을 차단할 장치가 없어야 

한다. 

4)하중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자

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정렬되어야 한다. 

5) 부가적인 소음 흡수 물질이 없어야 한

다 

6) 창문과 차 지붕은 닫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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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방법 
Pass-by Noise 테스트는 크게 Vehicle Pass-by 

Noise 시험과 Tire Pass-by Noise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Vehicle Pass-by Noise 시험의 경우 일정

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작 라인에서 full 가속하여 

시험구간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차량의 기여도가 매

우 크다. Tire Pass-by Noise 경우 주행 중 차량의 

기여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작 라인에 근접하기 전 

기어의 위치를 중립에 위치시키고 엔진을 off 한 상

태에서 탄력으로 시험구간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타

이어의 기여도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즉 

Tire Pass-by Noise 는 차량의 기여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축간 거리를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 다른 

조건 없이 선정하여 평가 하고 있다.  

2.2 차량별 Tire Pass-by Noise 결과 

(1) 테스트 결과 
차량에 따른 Tire Pass-by Noise 경향성을 분석

하기 위해서 Tire 2 종류(235/55R18, 235/50R18) 

와 5 개의 차량(승용차 2 대, SUV 2 대, Van 1 대)을 

이용하였다. 본 차량들은 ISO13325 규정에서 정의한 

축간 거리 3.5m 미만을 만족하고 차량 주위에 이물

질이나 발생된 소음을 차단할 장치가 없는 것들로 

테스트 방법은 Tire Pass-by Noise 시험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그림 1 는 Tire A 를 이용한 시험 결과

이며, 그림 2 는 Tire B 를 이용한 Tire Pass-by 

Noise 테스트 결과이다. 

테스트 결과 Tire A 를 이용하여 측정한 SUV, 

VAN 차량의 경우 max 0.5dB(A) 차이로 큰 차이는 

없으나, Tire B 를 이용하여 측정한 승용차 A, B 의 

경우 max 1.7dB(A)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일

반적으로 타이어에서 1dB(A) 소음 개선을 위해서는 

패턴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tread compound 변경 등   

major tuning 를 해야 개선이 가능한 수준으로 차량

의 기여도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ire Pass-by noise 테스

트 시 차량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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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ire Pass-by Noise 측정 결과 (Ti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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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ire Pass-by Noise 측정 결과 (Tire B) 

2.3 차량 effect 분석 

(1) Wheel Alignment 측정 결과 
Tire Pass-by Noise 시험 조건은 일반적인 사용 

조건이 아닌 타이어 최대 하중의 70~90% 이상의 

매우 severe 한 조건으로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suspension 구조와 spring 강성 및 기타 특성에 의

해서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표 2 는 

B 승용차에 대한 Alignment 측정 결과 이다. 측정 

결과 하중 전,후 타이어 정렬이 많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하는  

footprint 형상도 달라지면서 소음 성능이 변화한 것

으로 알 수 있다. 그림 3 는 B 승용차 후륜에서 측

정한 footprint 형상이다.  

 

표 2 승용차 B 에 대한 Alignment 측정 결과 

 Camber (각도) Toe (mm) 

 공차 하중 공차 하중 

FL -0.14 0.02 2.2 -1.2 

FR -0.37 -0.07 -3.1 -0.7 

RL -0.5 -2.41 -3.7 6.7 

RR -1.19 -2.29 1 6.1 

 

 
  그림 3. 승용차 B 후륜에서 측정 footprint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Tire Pass-by Noise 측정에 차량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차량의 따라 최대 1dB(A)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차량 선정

이 중요하며, 향후 정확한 측정을 위해 차량에 대한 

정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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