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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 case study for the reduction of excavator Radiated noise.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duction noise for the cooling fan and hydraulic line which is main noise source of the 
excavator. Recent, noise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equipment is becoming stricter. Compare to 
past excavator drivers requirements for noise level demanding are becoming more and more. 
Therefore, this progress i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the excavator.  
 

 

1. 서

 론 

최근 건설장비에 적용되고 있는 소음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운전자들 

또한 예전에 비해 굴삭기에 대한 소음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개발을 완료한 

차량의 경우 소음 문제는 장비의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미 양산 상태에서는 소음 개선을 위한 설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소음에 관련된 개선은 

시제품 차량에서 확실히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굴삭기 방사 소음의 

주성분은 냉각 팬 소음과 유압 펌프 소음으로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냉각 팬과 유압펌프 기여도를 확인하고 개선함에 

있어 차후에 다른 시제품 소형장비의 개발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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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삭기 외부소음 개선 과정 및 결과 

2.1 굴삭기 외부소음 개선 과정 

(1)유압 펌프 부근의 방사 소음 개선 

유압 펌프 부근의 소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Pilot Filter, 유압 블록, Steering Block 

등과 같은 Cabin에 바로 직결되거나 금속끼리 연결

되어있는 블록들 사이에 Rubber를 추가하여 구조 

기인 소음을 개선하였다. 유압 펌프의 소음은 2차 

성분의 1,2,차 성분중 기여도가 큰 성분에 대하여 

Side Branch를 장착하여 펌프 유압 소음을 개선 하

였다. Side Branch를 적용한 것은 Figure.1 과 같다. 

굴삭기 유압 시스템은 Figure 2. 과 같다.  

 

 
Figure 1 Installation of Sid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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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ydraulic System Noise 

 

 
Figure 3 Compare to before and after work  

1/3 Octave band 
 

 

(2) 냉각 팬 부근 소음 개선 

방사 소음에서 냉각 팬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

여도는 다른 부품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이는 

Cabin내 실내소음에서도 상당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 냉각 팬 Spacer 길이 

변경, 냉각 팬의 RPM 조정을 하였다. 언급된 개선

안은 장비의 냉각 성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

문에 공기 유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품인 

Radiator 와 oil cooler등의 주요 부품의 위치 최적

화를 통해 전면 및 전단 공기 유동을 개선 함으로 

냉각 효율을 유지 하였다. 

 

 

2.2 굴삭기 외부소음 개선 결과 

소형굴삭기 시제품장비에 개선안을 적용하였고 당

사 인증 기준을 근거로 측정하였다. 결과는 Figure 

3.와 같이 1/3 Octave로 개선 전후를 비교해 보았

다.  

 

3. 결  론 

본 시험은 사내 유압 굴삭기의 외부 소음 측정 표

준에 의거해 시험을 진행하였다. 개선 작업에서는 

굴삭기의 방사 소음 중 가장 큰 소음원인 유압 소

음과 냉각 팬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결과, 초기 

시제품 굴삭기 방사 소음 인증 시에 99.5 dB(A)에 

수치가 개선 후 97 dB(A)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차후 시제품 소형 장비에 대한 방사 소음이 문제가 

될 경우 언급한 개선 사항을 적용 시 효과를 볼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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