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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저격

소총의 소음 수준을 파악하고 저격소총용 소음기의,

소음 저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XK-14

저격소총의 사격시험 시 소음기의 유무에 따라 저격

소총의 일정거리와 각도에서 음압레벨을 측정하여

방향에 따라 전파되는 사격음의 음압특성을 분석하

였다.

측정을 통해 저격소총의 거리별 사격음의XK14

음압레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특정 거리에,

서의 사격음의 음압레벨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장착된 소음기의 향상을 위한 중요 정보

를 얻을 수 있었다.

계측 결과2.

계측 절차 및 조건2.1
소음 측정 시험은 저격소총 시험평가절차서에 따

라 진행하였는데 시험평가절차서 중 본 소음 측정,

시험인 소음기 성능시험은 미육군 소화기 사격 시험

평가절차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총구 좌측,

높이 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되어5m, 1.6m

있다.

소음 측정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다 첫 번째 측정은 소음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번 두 정의 저격소총 각각에 대하여1,2

소음기 장착미장착 상태에서 번 사격 후 각각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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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소음레벨을 평균하였다(Over-all) .

두 번째 측정은 사격에 따른 거리 및 각도별 음

압을 계측하기 위하여 총구 좌측 지점과5m, 10m

전방 지점 후방 지점에서45° 5m, 10m , 45° 5m

측정을 실시하였다.

사격은 바닥이 풀로 덮여있는 개활지에서 실시하

였다 사격장은 우측이 산 경사면으로부터 약 여. 10

미터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계측결과 반사음의 영

향은 미미하였다.

측정은 동적응답이 까지인 마164dB B&K 4954

이크로폰과 을 이용하여 시험평가절차Pulse System ,

서에 따라 옥타브밴드 스펙트럼으로 중심주파수1/1

까지의 주파수 대역별 소음을 무보정 음압으16kHz

로 평가하였으며 측정당일 날씨는 맑았고 습도, ,

온도 풍속은 정도였다15%, 7 , 2.2m/s .℃

Table 1 Sound Pressure Level[dB]
of #1 and #2 Snifer Ri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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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ound Pressure Level of #2 Snifer Riffle

측정 마이크로폰에는 바람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을 장착했으며 가급적 바람이Wind Screen

잦아들 때 측정을 진행하도록 노력하였다.

계측 결과2.2
소음기의 성능시험 결과(1)

이번 측정 대상인 저격소총은 본체의 경XK-14

우 현재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수준이지만

장착된 소음기의 경우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은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본 실험은 두 단계로.

나누어 첫 단계에서는 소음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개

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이.

에 대한 결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번 두정의 저격소총 각각에 대한 소음측1, 2

정 결과는 과 같았다 측정 지점은 좌측Table 1 . 5m

지점이었다.

소음기의 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별 저감 성능(2)

분석

은 번 저격소총의 소음기 장착미장착에Figure 1 2 /

따른 옥타브밴드별 소음레벨을 도시한 것이다 참고.

로 번 저격소총의 결과는 번과 유사하기에 도시1 2

하지 않았다.

을 통해 소음기의 주파수대역별 저감 성Figure 1

능을 알 수 있는데 중심주파수 중간 주파수 대역에,

서 소음을 크게 저감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의 민감 주파수 대역 과도 어(1k~2kHz)

느 정도 일치하고 있으며 추후 저주파수 대역에 크,

게 둔감한 사람의 청감특성이 들어간 보정A

을 고려하면 소음기의 주파수별 저감(A-weighted)

Table 2 Sound Pressure Level[dB] according to the

Measuring Point and Silencer

특성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음기 장착후의 소음 특성은 상당한 고

주파수 이상에 좌우되고 있음이 에(8kHz ) Figure 1

서 확인되었음으로 앞으로 소음기 내 흡음재 삽입

등의 조치를 통해 고주파수 대역에서의 소음레벨을

낮추는 개선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3.

개발중인 저격소총의 사격 시 소음측정을XK-14

통해 저격소총의 소음특성과 장착되는 소음기의 소

음 레벨 및 옥타브밴드 주파수대역별 특성을 파악하

였다.

저격소총은 의 소음레벨을 갖고 있음105~107dB

을 알 수 있다 비교대상의 부재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으나 다른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을

통해 간접으로 파악해 본 결과 다른 소화기에 비해

비교적 소음레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격소총이 채택한 개방형 소음기 사용의XK-14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기의 저감 성능은 정도 됨을 알 수15~18dB

있었으며 주파수대역별 저감 성능은 125, 250, 500,

대역에서 소음을 크게 저감시키고 있음을1k, 2kHz

알 수 있었다 향후 소음기내 흡음재 삽입 등을 통.

해 고주파수 소음 저감 성능을 개선하면 더욱 큰 소

음 저감 성능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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