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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재생하는 주파수대역에 따라 분류하면

이하의 주파수 영역을 재생하는 우퍼3kHz

의 영역을 재생하는 미(woofer), 1kHz ~ 10kHz

드레인지 이상의 고주파음(middle range), 4kHz

을 재생하는 트위터 가청주파수영역의(tweeter),

음을 재생하는 풀레인지 이하(full range), 200Hz

의 저주파음을 재생하는 서브우퍼(subwoofer),

이상의 고주파음까지 재생하는 슈퍼트위터20kHz

(super 로 분류된다tweeter) .
(1) 또한, 차량용 우퍼스

피커는 차량의 문에 부착되어 일반적으로 이3kHz

하의 주파수 영역을 재생하고 있으며 과 같은Fig. 1

구조를 가지고 있다.
1,2)

스피커가 장착된 차량의 공간에 따라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느껴지는 음의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음장에 맞게 스피커를 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차량에 적용된 우퍼스피커

에 대한 비선형 특성과 음압특성을 비교하였다.

Fig. 1 The structure of woofer speaker

스피커의 비선형특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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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피커는 국내에 시판중인

차량에 장착된 우퍼스피커를 사용하였다 스피커의.

비선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와 같은Fig. 2

장비를 이용하여 스피커의 강성을 조사하KLIPPEL

였다 의 사인파 가 디스토션. 20~20kHz (sine wave)

분석기로부터 발생되고 이 신호는 파워모니터를 통,

해 증폭된 후 스피커에 입력된다 스피커에서 발생.

된 진동신호 및 전류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스피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measuring

system for the suspension system 3)

진동판을 움직이는 구동세기는 스피커에서 영구자

석에 의한 자기장과 보이스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

한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게 되며 스피커의 효율과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강성. ,

은 스피커의 진동계를 지지해주는 지지계의 강성을

의미하며 스피커의 왜곡 을 결정하게 되, (distortion)

는 인자이다 는 차종별 구동세기. Fig. 3, 4 (force

와 강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차종별 구동세기factor) .

와 지지계의 강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스피커의

공명주파수와 음압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스피커의 음압특성3.

스피커의 음압특성은 와 같은 실험장치를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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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백색잡음 을 음원으로 스피(whtite noise)

커로부터 발생되는 음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음압의 백색잡음에 대해 차량별로 상이한

음압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공간변화에,

따라 스피커의 설계인자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

다.

(a) Semi-Midsize Car

(b) Midsize Car

(c) Fullsize Car

Fig. 3 The force factor for various car model

(a) Semi-Midsize Car

(b) Midsize Car

(c) Fullsize Car

Fig. 4 The stiffness of suspension for various

car model

Fig. 5 Schematic diagram of measuring

system for the sound pressure
4)

Fig. 6 Sound pressure level for white noise

결 론3.

국내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스피커의 비선형특성과

음압특성을 조사하였다.

동일한 크기의 스피커에서 차종별 구동세기와 지

지계 강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발생되는 음압,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차량의 공간변화.

에 따라 설계인자가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차량내에서의 음질평가와의 상관성 연구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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