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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호 설 명

 : 확장계수

       : 현재 영상

 : 1차원 영상 픽셀의 변화량

 : 2차원 영상 픽셀의 변화량

   : 배수 확대 결과 영상

 : 시간 에서 1차원 영상 픽셀값

 : 시간 에서 2차원 영상 픽셀값

 ′ : 1차원 확대 결과 영상

 ′ : 2차원 확대 결과 영상

      : 이전 영상

      : 현재 영상 픽셀값과 이전 영상 픽셀값 

차이

1. 서  론

진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면 구조물의 건정성을 평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모든 구조물

에 센서를 부착하여 진동을 측정하는 것은 비효율적

인 면이 많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하여 진동을 측정

하는 방법(1~3)과 사람의 시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객

체의 작은 움직임을 확장시켜 보여주는 모션확장 기

법이 연구되어지고 있다(4~7). 또한 모션확장을 이용한 

상용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8). 모션확장 기법은 영

상처리 기술의 하나로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물의 미세한 진동을 확장하여 영상으로 보여준

다. 모션확장 기법을 이용하면 구조물 전체에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먼저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에서 이상이 있는 부

† Corresponding Author ; Member, SAE-AN ENGINEERING CO., 
Principal Researcher
E-mail : jhs200@sae-an.co.kr

* SAE-AN ENGINEERING CO., Researcher

‡ Recommended by Editor Jung Woo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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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진동의 시각적 확대를 통한 인지성 향상
Visual Extension of Object Vibration to Enhance Recognition

전 형 섭† · 손 기 성* · 채 경 선* · 박 재 석* · 김 세 오*

Hyeong-Seop Jeon†, Ki-Sung Son*, Gyung-Sun Chae*, Jae-Seok Park* and Se-Oh Kim*

(Received May 26, 2020 ; Revised July 14, 2020 ; Accepted October 20, 2020)

Key Words : Vibration(진동), Camera(카메라), Vibration Extension(진동 확장), Video Signal(영상신호)

ABSTRACT

Thus far,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measuring structural vibration using camera image signal. 

Recently, a study on motion extension using camera image has been introduced. Motion extension 

technology helps in the visual recognition of structural vibration. In conventional motion extension 

technology, signals are processed in the frequency domain to solve the noise problem in the spatial 

domain. However, the major limitation of this technology is its high calculation time in the fre-

quency domai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otion extension technique in the spatial domain. 

This proposed method is robust against noise and has high speed of operation. The motion extension 

technique is explained and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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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진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면 건전성 평가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모션확장 기술은 EVM(eulerian video magni-

fication)과 PBM(phase based magnification)이 대표

적이다(4,5). EVM방법은 공간영역에서 영상의 밝기 

변화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PBM방법은 EVM방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상에서 진폭과 위상을 추

출하여 밝기 값과 이동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움직임

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높은 품질의 결과 

데이터를 보이고 있으나 2차원 영상데이터의 주파수

변환, 시계열 주파수 분석 및 처리 등의 연산 과정을 

거처야 하므로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진동결함을 인지하기 위한 모션 확장 기법은 

구조물의 이상진동이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카메라 

영상으로 바로 판별하기 위하여 빠른 영상처리 알고리

듬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방법과 같은 주파수 영

역에서의 영상처리가 아닌 영상의 원래 형태인 공간

영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논문은 구조물의 진동에 대해 사람의 눈으로 충

분히 인지 가능한 시각적 변위확장을 위한 공간영역

에서 노이즈에 강하고 연산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새

로운 모션확장 알고리듬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여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2. 진동 시인성 향상 방법

구조물 진동 모니터링 영상의 진동 시인성 향상을 

위한 공간영역 기반에서 영상처리 하는 방법을 설명

한다. 카메라 영상의 현재 영상과 이전 영상을 비교

하고, 진동변위가 발생되었다면 진동변위를 설정배수

만큼 확장한다. 확장시킨 영상 결과는 시각적 인지가 

불가능한 구조물의 미세진동을 시각적으로 즉시 인지

할 수 있다. 

2.1 공간 영역 기반 영상처리 방법

기존 EVM방법은 공간영역에서 영상의 밝기 변화

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장계수 값을 밝기 변화값에 곱하여 증폭시키면 

어두운 쪽은 더 어둡게 밝은 쪽은 더 밝아지게 된다. 

따라서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값을 크게 하

면 할수록 실제 형태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이즈에 취약하고 미소진동을 확대할 경우 

(a) Conventional method (EVM)

(b) Propose method

Fig. 1 Pixel intensity of one-dimension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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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품질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

 Fig. 1(b)는 기존 방법의 문제점인 왜곡 현상을 해

결하기 위하여   확장계수 값에 따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변위 발생 방향으로 배수로 변위를 확

장하는 방법이다. 기존 방법에서    일 때, b≈c라

고 가정하였으나 이상적인 경우 b=d, a=c라고 할 수 

있다. 카메라를 통하여 빠르게 취득한 영상에서 물체

의 이동량은 매우 적게 나타난다. 는 시간 에

서 1차원 영상 데이터의 픽셀값으로 정의한다. Fig. 2

에서 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한 픽셀값은 이

전 영상의 주변 값으로부터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는   ,  , 

   중 하나로부터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시간 에서의 취득한 영상을  , 이전 영상을 

 , 각 픽셀에서의 변화량을 라 하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Fig. 3에서 현재 영상와 이전 영상의 주변값

의 차이값을 각각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은 현재 영상 픽셀값과 이전영상  픽셀값의 차

이, 는 현재 영상 픽셀값과 이전 영상 픽셀값과

의 차이 그리고 는 현재 영상 픽셀값과 이전 영상 

  픽셀값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식 (2)의   

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현재 영상의 값

이 이전 영상의 주변 픽셀 중 어느 픽셀로부터 이동

했는지를 결정한다.

 ′












   if   Min

  if   Min

   if   Min

(3)

식 (3)에서 이 가장 작으면 현재 영상 값이 이

전 영상  의 위치에서 이동, 가 가장 작으면 현

재 영상 값이 이전 영상 의 위치에서 이동 그리고 

가 가장 작으면 현재 영상 값이 이전 영상  

의 위치에서 이동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결정된 픽

셀 위치에서의 현재 영상 픽셀값과 이전 영상 픽셀값

과의 차이를 현재 영상 픽셀에 더해 줌으로써 

실제 진동 변화량을 확대 변화시킨 결과 영상  ′

를 구할 수 있다. 

영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Fig. 4와 같이 2차원 영

역에서 픽셀의 움직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4)

Fig. 2 One-dimensional image data

Fig. 3 Select the shifted pixel in the reference image Fig. 4 Two-dimensional imag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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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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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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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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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Min


⋯



 if   Min⋯ 

 if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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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



 if 
 Min


⋯



 if 
 Min


⋯



 if 
 Min


⋯



(6)

1차원에서 식 (1) ~ (3)을 이용하여 진동 변화량을 

확장하여  ′를 구하는 방법과 같이 2차원 영역에

서 식 (4) ~ (6)을 이용하면 2차원 공간에서 움직임 확

대 결과 영상  ′를 구할 수 있다. 

2.2 진동변위 확대 처리과정

배수의 진동변위 확대 처리 과정을 Fig. 5에서 보

여준다. 현재시간 에서 이전 영상을 , 현재 영상을 

라 할 때 진동 변위량 2배 확대 함수를 

라 하고 배수 확대 결과 영상을  라 하면, 

Fig. 5와 같이 처리 과정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배수 

확대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는 시간 에서의 변화

량을 산출하는 것을 나타내고, ⊕는 시간 에서의 영

상에 변화량을 더해주는 것을 나타낸다. Fig. 6은 진

Fig. 5 Process for vibration extension

 

Fig. 6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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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변위를 확대하는 전체적인 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연속적인 영상을 취득하여 이전 영상 과 현재 영상 

를 이용하여 픽셀의 변화량을 산출하고 현재 영상

에 픽셀의 변화량을 더해주어 2배수 변위를 확장한

다. 이 과정을   확장계수만큼 반복 수행을 함으로써 

최종적 변위 확장 영상인 를 만들면 시각적 변

위 확장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

3. 실  험

구조물 진동은 모션확장 기법을 통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진동을 확장하여 보여줄 수 있다. 제

안된 모션확장 기법을 실험실 실험과 현장 실험을 통

하여 검증하였다. 실험결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전체

영상의 모션확장 된 결과 대신 일부분(선, 부분영역)

을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결과로 나타내었다. 

3.1 실험실 진동확장 실험

Fig. 7과 같이 가진기를 이용하여 외팔보를 5 Hz로 

가진하는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제안한 모션확장 

기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성능평가를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 영상은 

640×480, 30 frame/s 연속영상을 취득하면서 =5를 

적용한 진동확장 알고리듬을 처리하였다. Fig. 8은 카

메라를 이용하여 5 Hz로 가진되어지는 외팔보의 영

상을 취득하여 시간에 따라서 진동 확장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Fig. 9에서 진동 확장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을 이용한 진동변위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검증을 하였다(3). Fig. 9는 진동확장을 위한 제안방법

의 사용전과 후의 진동 변위와 주파수를 보여준다. 

결과를 통하여 진동 변위가 확장되어 시각적으로 확

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진동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2차원 영상에서 모션확장 결과이다. 카메

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한 진동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변위 확장 결과의 일부분을 캡쳐한 

영상이다. Fig. 10(a)는 이전영상, Fig. 10(b)는 현재 

영상을 보여준다. 이전 영상과 현재 영상을 확인하면 

미세하게 외팔보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방법인 모션확장 기법을 적용하면 Fig. 10(c)에서와 

같이 Fig. 10(b)인 현재 영상보다 상승폭이 확장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취득과 동시에 미세진동이 확장된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1 frame 당 평균 처리시간이 중요하다.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5를 적용한 1 frame 당 

처리시간을 측정한 결과(영상 입출력 포함) 0.023초

(a) Picture

(b) Outline of experimental setup for vibration extension

Fig. 7 Experimental setup for motion extention

Fig. 8 Vibration extension result of vib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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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따라서 현장에서 영상취득과 동시에 바로 

진동확장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 

노이즈 문제점이 있는 기존 EVM 방법과 노이즈에 

강하지만 많은 연산을 해야 하는 PBM 방법의 문제

를 개선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였다. 기존 EVM 방

법(4)에서 공개한 eulerian motion magnification C++ 

소스와 제안한 방법을 비주얼 C++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같은 영상에 적용한 결과를 Fig. 11에서 보여준

다. EVM 방법에서 특정 성분을 증폭하는 bandpass 

filtering은 제안한 방법과 동일한 실험 조건을 위하여 

설정하지 않았다. Fig. 11(b)와 Fig. 11(c)는 Fig. 11(a) 

원영상을 각각 EVM 방법과 제안한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640×480 영상을 30 frame/s 연속영상을 취

득하면서 =5로 확장한 결과 제안 방법이 기존의 

EVM 방법 보다 노이즈에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연산처리 속도 측정결과(영상 입출력 포함) 

EVM 방법보다 제안한 방법이 0.013초 빠르게 나왔

다. 640×480 영상에서 제안 방법의   확장계수 1회 

반복 연산 수행시간은 0.0025초로 측정된다. 또한 영

상 입출력 수행시간은 0.01초이다. 따라서 =8일 때 

영상 입출력 포함한 전체 수행시간은 0.03초이므로 

30 frame/s 연속 영상을 실시간으로 8배까지 확장 수

(a) Vibration displacements

(b) Auto power spectrum

Fig. 9 Extension result of propose method

(a) Previous image

(b) Current image

(c) Vibration extension image

Fig. 10 Vibration extension result of 2D image

(a) Original image

(b) EVM method (c) Propose method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EVM and propos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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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노이즈에 강하지만 

연산처리속도가 문제인 기존 PBM 방법(5)을 향상시

킨 참조논문의 개선된 PBM 방법(6)의 실험결과를 참

조하면 EVM 방법이 가장 빠른 연산속도를 보여준

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이 노이즈에 강한 PBM 방법

과 연산처리속도가 빠른 EVM방법의 장점을 모두 적

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는 제안된 방법

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온 고압 누설 실험 장치를 이

용한 실험을 하였다. 순간 누설을 발생할 수 있는 장

치로서 누설 발생시 배관 진동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 영상은 640×480, 30 frame/s 연

속영상을 취득하면서 =5를 적용한 진동확장 알고리

듬을 처리하였다. Fig. 12는 누설이 발생하는 순간 진

동이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보여준다. 누설이 순간적

으로 발생할 때 생기는 배관의 이상 진동을 확인할 

수 있다.

3.2 회전체 미세 진동확장 실험

회전체 실험 장비를 이용한 미세 진동이 있는 회전

체 진동확장 실험을 진행하였다. 3.1 실험실 진동확장 

실험과 동일하게 카메라 영상 640×480, 30 frame/s을 

취득하면서 =5 진동확장 알고리듬을 처리하였다. 

Fig. 13에서의 결과와 같이 시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

는 미세진동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변화된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3.3 현장 배관 구조물 진동확장 실험

실험실에서 적용한 모션확장 기법을 현장에 적용 실

험하여 검증하였다. Fig. 14의 영상은 기존에 진동변위 

측정을 위하여 발전소에서 영상 640×480, 100 frame/s

로 촬영되어진 고온 고압 현장 배관이다. 촬영 영상은 

시각적으로 진동 변화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

안한 알고리듬에 =5를 적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진

동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결과를 잘 보여주었다.
Fig. 12 Vibration extension result of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pipe

Fig. 13 Fine vibration extension result of rotor Fig. 14 Vibration extension result of field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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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장 전동기 구조물 진동확장 실험

제안된 방법을 현장 검증하기 위하여 Fig. 15와 같

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환기시스템 전동기 

진동 촬영을 진행하였다. 영상 데이터를 공간영역에

서 처리하여 모션 확장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현

장에서 촬영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구조물의 진동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카메라 영상 640×480, 30 frame/s을 취득하면서 =5 

진동확장 알고리듬을 처리하였다. Fig. 16에서의 결과

와 같이 진동 변위를 확장함으로써 시각적으로는 쉽

게 진동을 인지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4. 결  론

구조물의 이상 진동을 측정하여 건전성을 판별할 

수 있다. 구조물 전체에 센서를 설치하여 진동을 측

정하는 작업은 효율성이 좋지 않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공간영역에서의 모션확장 기법은 기존 방법보다 

연산량이 적은 장점으로 인하여 촬영과 동시에 판별

하기 어려운 구조물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확장하여 

보여줄 수 있었다. 따라서 구조물 전체에 센서를 사

용하지 않고 모션확장 기법을 이용하면 이상 진동이 

발생하는 부분을 판별할 수 있다. 구조물의 건전성 

판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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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정온한 생활환경

의 기대 수준 증가로 인해 소음 진동 민원은 환경 관

련 전체 민원 중 약 50 %를 차지하고 있다(1). 환경소

음의 대표적인 소음원으로 분류되는 공사장 소음의 

경우 생활소음 민원 중 76 %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고(1), 20 Hz ~ 80 Hz 저주파 대역의 음압레벨이 높은 

소음 특성을 나타낸다(2). 기존 연구(3)의 설문조사 결

과 에어컨 소음의 경우 피 설문자의 절반 이상이 실

외기 소음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외기 

소음은 100 Hz 이하 저주파 대역에서 높은 음압레벨

을 갖는 톤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주

파 소음 위해성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저주파 

소음은 주의력저하(4)와 수면에 영향을 주고(5,6), 휴식

† Corresponding Author ; Member, School of Architec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ail : jkryu@jnu.ac.kr

* Member, Dept. of Architectural and Civil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Recommended by Editor Hong Seok Yang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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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ew single number quantities (SNQs) based on 1/3 octave band sound pressure lev-
els and low-frequency noise criteria were proposed to evaluate low-frequency noise in indoor spaces. 
The suitability of the proposed SNQs (Dmax and Dsum) was assess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with 
other existing SNQs (LCeq and LZeq) and confirmed by an auditory experiment conducted for con-
struction and air-conditioner outdoor unit noise to be infiltrated from outdoor to indoor spac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posed SNQ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existing SNQs in the range of 
0.81 to 0.95. The auditory experiment also revealed that the proposed SNQs had a high correlation 
with subjective annoyance in the range of 0.81 and 0.89 out of the total range of presentation lev-
els, and a similar correlation with existing SNQs for each presentation level. The proposed SNQs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major frequency bands in terms of annoyance and help assess and estab-
lish countermeasures at the site of the low-frequency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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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중력에 방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국

내에서는 측정 및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저주

파 소음 측정, 관리 및 평가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7). 
저주파 소음의 심리 음향학적 연구로서 순음(pure 

tone)을 바탕으로 20 Hz ~ 200 Hz 대역의 가청 역치 

및 수인 한계가 조사된 바도 있다(8). 이런 저주파 소음 

연구 및 국외의 기준 고찰 등을 통해 국내의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을 2018년 환경부(9)에서 제시하였으

며, 저주파 소음이 1/3 옥타브 대역별 음압레벨(12.5
Hz ~ 80 Hz)을 어느 한 주파수 대역이라도 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국
외의 경우도 저주파 소음의 평가 기준은 주로 1/3 옥
타브 대역별 음압레벨로 제시되고 있으나(5), 이러한 

주파수 대역별 평가 기준은 일반 환경소음에 활용 중

인 단일수치평가량과 같이 측정결과를 직관적으로 파

악하기 어려우며, 기준 초과 정도에 따른 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 정도를 평가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한편, 
환경소음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LAeq는 WHO(세계보

건기구) 등 많은 기존 문헌 및 연구(10~12)에서 저주파 

소음 평가에 적합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저주파 대역 성분이 포함된 소음과 동일한 주관적 

크기와 신경쓰임을 갖는 일반 소음의 LAeq는 최대 7 dB
~ 8 dB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동일 LAeq에서 

광대역 소음(broadband noise)과 저주파 대역(10 Hz
~ 250 Hz)이 지배적인 소음을 비교하였을 때 저주파

가 지배적인 소음의 신경쓰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12). LAeq의 경우 저주파 성분의 주관적 반응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국내

외에서 활용 중인 주파수 대역(1/3 옥타브 대역) 기반 

저주파 소음 평가 기준은 소음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저주파 소음의 단일수치평가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저주파 소음

의 단일수치평가량을 제안하였다. 실내로 유입되는 

저주파 소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지수 간의 상

관성 분석과 청감실험을 통해 제안된 평가지수의 적

합성을 평가하였다.

2. 저주파 소음원

이 연구는 기존 연구 문헌에서 저주파 소음으로 

지적된 공사장 소음(1)과 실외기 소음(3)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음원 녹음의 경우 공사장과 실외

기 소음 모두 소음계(Rion NL-52)를 사용하였다. 
공사장 소음은 지반정지공사, 기초공사,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의 공사장 소음 건설기계

를 대상으로, 실제 건설 현장에서 주변의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 건설기계로부터 거리 10 m 떨어진 

지점과 높이 1.2 m에서 음원을 녹음하였다. 송풍기

의 경우 출력 40 W ~ 900 W, 압축기 출력 1.06 kW
~ 900 kW의 실외기를 대상으로 건물 외부 지상에 

설치된 실외기 정면 거리 1 m 떨어진 지점에서 실

외기 팬 중앙지점과 동일한 높이에서 녹음하였다. 
공사장 소음과 실외기의 소음을 각각 10개의 종류로 

녹음을 실시하였고, 두 소음 모두 정상소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독일(13)의 경우 LCeq값에서 LAeq값을 뺀 

값을 저주파 소음을 판단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각각의 녹음 음원을 주파수 분석 후 총 

20개의 음원 중 LCeq값에서 LAeq값을 뺀 값이 12 dB
~ 26 dB 범위에서 다양하게 분포하는 음원 6개를 선

정하였다. 음원은 4종류의 실외기 음원과 지반정지공

사에서 사용하는 다짐기(road roller)와 콘크리트 공

사에서 콘크리트 믹서(concrete mixer)의 공사장 소

음으로 구성하였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실내

로 유입될 때 중, 고주파 대역의 성분이 파사드(창
호 등)에 의해 일정 정도 차단된다. 이런 주택 실내

에서의 저주파 환경소음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음원 

편집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14)에서 측정한 14개 공

Fig. 1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low frequency 
noise from outdoor unit, road roller, and con-
crete mixer (at 60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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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 파사드 투과손실의 주파수 대역별 평균값

(Dn,w = 45 dB)을 바탕으로 프로그램(adobe audition 1.5)
의 graphic equalizer를 이용하여 음원을 필터링하였

다. 기존 연구에 제시되지 않은 100 Hz 미만 대역에 

경우 100 Hz 대역과 동일한 차단성능을 적용하였고,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31.5 Hz 이상의 대역만 음

원을 편집하였다. Fig. 1은 편집 음원이 60 dBA일 

때 음원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각 음원의 경우 

공동주택의 외부소음 기준(65 dBA)(15)과 내부소음 기

준(45 dBA)(15)을 고려하여 음원을 40 dBA, 50 dBA, 60 dBA
로 구성하였고, 음원 길이는 전체 소음원 모두 5초

로 통일하였다.

3. 단일수치평가량 제안

3.1 제안 단일수치평가량의 정의

국내의 저주파 소음 평가 기준을 이용한 단일수치

평가량 제안을 위해 국내 저주파 소음 평가 기준(9)의 

12.5 Hz ~ 80 Hz 대역의 기준값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저주파 소음이 국내 저주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

경쓰임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 가정하였고, 그 초과 값

에 기반을 둔 2개의 새로운 단일수치평가량을 제안하였

다. Fig. 2와 같이 9개의 주파수 대역(12.5 Hz ~ 80 Hz)
에서 저주파 소음이 평가 기준을 초과한 값을 식 (1)
과 같이 Di라고 하였고, 계산 값이 0보다 작거나 음수

가 될 경우는 0으로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주

파 소음원이 저주파 소음 평가 기준을 초과하는 값 중 

가장 큰 값을 식 (2)와 같이 Dmax라고 하였으며, 식 

(3)과 같이 Di값의 합계를 Dsum이라고 하였다.

  noise   criteria (1)

max  Max  (2)

sum 
  



 if  ≤     (3)

3.2 단일수치평가량 간의 상관계수

국내의 저주파 기준을 이용하여 새롭게 제안한 단일

수치평가량(Dmax, Dsum)과 기존에 평가지수 간의 상관

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단일수치평

가량과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기존 단일수치평가

량으로 주파수 분석 시 분석값 보정을 하지 않는 LZeq

와 등청감곡선 70 phon에 해당하는 곡선에 해당하는 보

정 값을 이용한 LCeq를 사용하였다. Table 1은 평가 방

법 간의 상관계수를 전체레벨 범위(40 dBA ~ 60 dBA)
와 각각 음압레벨(60 dB, 50 dB, 40 dB)별로 분석한 

Fig. 2 Examples to find Di to indicates value ex-
ceeding the low-frequency noise criteria at 
each octave band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ingle number 
quantities of low-frequency noise (All, 60 dBA, 
50 dBA, 40 dBA)

All Dmax Dsum LZeq LCeq

Dmax - - - -
Dsum 0.86 - - -
LZeq 0.94 0.90 - -
LCeq 0.95 0.90 0.99 -

60 dBA Dmax Dsum LZeq LCeq

Dmax - - - -
Dsum 0.73 - - -
LZeq 0.84 0.97 - -
LCeq 0.84 0.95 0.99

50 dBA Dmax Dsum LZeq LCeq

Dmax - - - -
Dsum 0.92 - - -
LZeq 0.93 0.93 - -
LCeq 0.93 0.93 0.99 -

40 dBA Dmax Dsum LZeq LCeq

Dmax

Dsum 0.97
LZeq 0.82 0.90
LCeq 0.81 0.89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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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레벨 범위에서 분석한 결

과 Dmax와 LZeq 및 LCeq 각각 상관계수는 0.94 및 0.95
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또한, Dsum의 경우는 

LZeq와 LCeq를 비교하였을 때 상관계수가 모두 0.90으

로 Dmax보다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전체레벨 범

위에서 각각의 단일수치평가량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10 dB 간격의 증가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계

수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음압레벨별로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Dmax와 LZeq 및 LCeq의 상관

계수의 범위는 각각 0.82 ~ 0.93 및 0.81 ~ 0.93이었고, 
Dsum의 경우 각각 0.90 ~ 0.97 및 0.89 ~ 0.95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새롭게 제안한 평가 방법이 

기존 평가 방법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감실험 

4.1 실험방법

청감실험은 제시 음원에 의한 신경쓰임을 평가하

였다. 실험은 공동주택 외부에서 발생하여 주택 내부

로 유입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평가임을 설명한 후 

“실내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의 상황을 가

정하여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제시된 하나의 음원을 

들은 후 “신경쓰이지 않는다(0) ~ 신경쓰인다(10)”의 

11점 척도(16)를 이용하였다. 또한, 실험은 18개(6개 

음원 × 3개의 음압레벨)의 음원을 무작위로 재생하였

고, 피험자의 반응의 일관성 확인을 위해 5분 휴식 후 

2회 반복 시행하였다.
실험은 정상 청력을 갖는 20 대~ 30 대 11명(남: 9명, 

여: 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청감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2회 반복 평가 결과 신경쓰임 반응에 일관성이 없

는 피험자 2명을 제외하였다. 피험자 전체의 신경쓰임 

평균과 개별 피험자의 값과의 상관계수는 모두 0.8 이
상으로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청감실험은 배경소

음이 15 dBA, 잔향시간(500 Hz와 1 kHz 옥타브 대역 

평균 0.31초, 63 Hz와 125 Hz, 250 Hz의 옥타브 대역 

평균 0.68초)을 최소화한 청감실험실(H ⨯W: 2.7 m⨯
4.4 m = 11.9 m2)에서 한 명씩 지정된 위치에서 청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전 청감실험실에서 재생되는 

음원은 Fig. 1과 같이 동일한 주파수 특성을 갖게 하

기 위해 헤드&토르소를 이용하여 음원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감실험실의 룸모드(room mode) 조사결과, 저
주파 대역의 40 Hz, 63 Hz에서 피크와, 50 Hz 대역에

서 딥이 발생하여 원음원 주파수 특성 따른 음압레벨

을 보정 하였다. 청감실험 진행 시 피험자에게 중고주

파 대역(100 Hz 이상 대역)을 위한 개방형 헤드폰

(Sennheiser HD 600)과 저주파 대역(18 Hz ~ 250 Hz)을 

위한 우퍼 스피커(GENELEC 7070A)를 사용하여 음

원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4.2 실험결과

(1) 음압레벨별 저주파 소음의 신경쓰임 정도

저주파 소음의 음압레벨(LAeq)별 신경쓰임 결과를 

Fig. 3과 같이 사분위로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40 dBA
의 경우 신경쓰임은 최소 2.0점에서 최대 5.4점으로 

나타났고, 50 dBA의 경우 최소 4.8점에서 최대 7.1
점, 60 dBA의 경우 최소 7.3점에서 최대 9.3점으로 

나타났다. 음압레벨이 40 dBA에서 60 dBA로 증가할

수록 동일 음압레벨에서의 저주파 소음의 신경쓰임 

정도의 범위가 3.4점에서 2.0점으로 줄어들었다. 저주

파 대역이 탁월한 소음의 주관적 반응을 평가하는 것

은 음압레벨(LAeq)이 동일함에도 저주파 소음의 신경

쓰임 정도가 차이가 최대 3.4 점까지 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LAeq로 저주파 소음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음압레벨 변화에 따른 신경쓰임 정도와 

단일수치평가량과의 상관분석 

저주파 소음 평가에 적합한 단일수치평가량을 도

출하기 위해 전체레벨 범위(40 dBA ~ 60 dBA)에서 

Fig. 3 Subject’s annoyance by low-frequency noise at 
each sound pressure level (boxes: quartile, 
bars: max and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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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소음의 신경쓰임과 단일수치평가량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는 4개의 단일수치평가량과 

신경쓰임 정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저주파 소

음 음원을 단일수치평가량으로 변환 한 결과 Dmax 경
우 최소 0 dB에서 최대 31 dB까지 분포하였고, Dsum

값의 경우 최소 0 dB에서 최대 124 dB까지 가장 넓은 

Fig. 4 Relationship between single number quantity and annoyance (at all presentation level range)

Fig. 5 Relationship between single number quantity and annoyance (at 60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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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레벨로 분포하였다. LZeq의 경우 최소 53 dB에서 

최대 91 dB까지 분포하였고, LCeq는 최소 51 dB에서 

86 dB까지 분포하였다. 단일수치평가량과 신경쓰임 

정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의 상관계

수는 전체레벨 범위(40 dBA ~ 60 dBA)에서 Dmax의 

경우 0.88, Dsum은 0.8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Zeq와 

LCeq의 경우 각각 0.85와 0.88의 상관계수 값이 나타

났다. 단일수치평가량의 상관계수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작은 차이지만 Dmax의 상관계수가 0.89로 가장 높

았고, LCeq, LZeq, Dsum 순서로 상관계수가 높았다.

(3) 음압레벨별 신경쓰임 정도와 단일수치평가량과의 
상관분석 

전체레벨 범위(40 dBA ~ 60 dBA) 에서의 저주파 

소음의 신경쓰임 정도와 단일수치평가량과의 상관분

석결과는 10 dB 간격의 증가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상관계수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음압레

벨(dBA)이 고정된 상황에서 각각의 음압레벨별로 신

경쓰임과 단일수치평가량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가지 단일수치평가량의 음압레벨별 상관분석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60 dBA에서는 Fig. 5와 Table 2와 
같이 상관계수가 Dmax의 경우 0.71, Dsum은 0.78, LZeq는 

0.86, LCeq은 0.89로 나타났고, 50 dBA에서는 Dmax의 

경우 0.58, Dsum은 0.58, LZeq는 0.57, LCeq은 0.49로 

나타났으며, 40 dBA에서는 Dmax의 경우 0.28, Dsum은 

0.46, LZeq는 0.48, LCeq은 0.50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제안한 평가지수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단

일수치평가량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연구에서 제안한 단일수치평가량 중 Dmax값에 비해 

Dsum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음원 제시레벨에 따른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단일수치평가량의 경우 제시 레벨이 증가할

수록 상관계수 또한 증가하였다.

5. 토  의

5.1 단일수치평가량과 저주파 소음의 

신경쓰임과의 상관성 

저주파 소음원의 신경쓰임과 음압레벨별 분석결과 

Fig. 3과 같이 LAeq가 동일함에도 신경쓰임 정도에 차

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eq 대안으

로 활용 가능한 LCeq의 경우 이 연구에서 저주파소음

에 대한 신경쓰임과의 상관계수가 전체 음압레벨 범

위에서 0.88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
압레벨별 상관성 분석에서도 대부분 가장 높은 상관

계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LCeq와 신경쓰임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17)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단일수치평가량(Dmax, Dsum)과 

LCeq와의 상관성 분석결과 전체레벨 분석과 음압레벨

별 분석 시 0.81 ~ 0.95 범위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

냈다. 또한, 청감적인 관점에서도 제안된 단일수치평

가량(Dmax, Dsum)과 신경쓰임 정도와의 상관계수는 전

체레벨 범위에서 0.81 ~ 0.89로 모두 높은 값을 나타

냈다. 음압레벨별 신경쓰임 정도의 따른 단일수치 평

가량의 상관분석의 경우 60 dBA에서 0.71 ~0.78의 비

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다만, 음압레벨의 낮

아질 때(40 dBA) 신경쓰임 정도와의 상관계수가 낮아

졌는데, 이는 저주파소음의 음압레벨이 낮아질수록 피

험자의 청감반응의 폭이 좁게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향은 LCeq와 LZeq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냈는데, 향후 저소음레벨에서의 저주파소음 

평가방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제안 단일수치평가량의 활용성 

상기 환경소음 평가에 단일수치평가량으로 활용되

Table 3 Dmax and Dsum of low frequency noise (at 
60 dBA)

Noise Dmax Dsum

Outdoor unit 1 22.7 27.9

Outdoor unit 2 30.5 98.2

Outdoor unit 3 18.7 55.8

Outdoor unit 4 16.5 31.7

Road roller 22.8 59.0

Concrete mixer 26.0 123.8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ingle number 
quantity and annoyance (60 dBA, 50 dBA, 
40 dBA)

Sound level Dmax Dsum LZeq LCeq

60 dBA 0.71 0.78 0.86 0.89

50 dBA 0.58 0.58 0.57 0.49

40 dBA 0.28 0.46 0.48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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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Aeq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주파 소

음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이 이 연구에서

도 밝혀졌다. LCeq 경우 이 연구결과 저주파 소음평가

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저주파 소음의 평

가, 원인 파악 및 대책수립을 위한 주요 주파수 대역 

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단일수치평가량(Dmax, Dsum)은 저주파 대역의 

주파수 대역 음압레벨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그 결

과를 국내외 저주파 소음 평가기준과 비교를 통해 산

정하였다. Table 3은 저주파 소음이 60 dBA 일 때 

Dmax, Dsum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저주파 소음

을 평가함에 있어 Dmax는 저주파 소음 평가기준을 초

과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최대값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Dsum의 경우 저주파 소음이 기준 평가 대역에

서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활

용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저주파 소음을 평가

하기 위한 새로운 단일수치평가량(Dmax, Dsum)를 제안

하였고, 실내로 유입되는 저주파 소음원(공사장, 실외

기 소음)을 대상으로 다양한 단일수치평가량 간의 상

관성 분석과 청감실험을 통해 제안된 평가지수의 적

합성을 평가하였다. 단일수치평가량 간의 상관성 분

석결과, 제안된 단일수치평가량은 기존 단일수치평가

량(LCeq, LZeq)과 0.81 ~ 0.95 범위로 높은 상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감실험에서도 제안된 단일수

치평가량은 신경쓰임과의 상관계수가 전체 제시 레벨 

범위에서 0.81과 0.89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제시

음압레벨별 상관계수도 기존 평가지수인 LCeq와 유사

한 값을 나타냈다. 청감실험 결과, LCeq 또한 저주파 

소음의 신경쓰임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저

주파 소음 평가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

파수대역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주

파수 대역의 도출이 가능한 제안된 평가지수(Dmax, 
Dsum)가 민원 현장에서의 원인 파악 및 대책수립에 

보다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결과는 제한된 저주파 소음원 및 제시 음압

레벨(40 dB, 50 dB, 60 dB)을 대상으로 상관성 분석

과 청감실험을 진행한 결과이므로, 향후 일반화를 위

해 다양한 음압레벨 및 음원에 대한 연구와 저주파 

소음원이 존재하는 민원 현장 등에서 제안된 평가지

수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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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predicting and improving the response of the engine mount us-

ing hybrid modeling technique and Bayesian optimization. The hybrid modeling technique based on 

the FRF based substructuring (FBS) theory can improve the accuracy of results and reduce the re-

quired time and cost compared to full-FE analysis using both experimental and finite element results. 

Using FBS theory, a transfer function of complex system can be changed to transfer function of sev-

eral simple substructures. At this time, the hybrid modeling technique replaces the transfer function 

of a specific substructure with the result of FE analysis. Using this method,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effect of the design change in the entire system by changing the CAD model design for the 

substructure applied to FE analysis. Furthermore, an optimal design is proposed by applying the 

Bayesian optimiz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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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은 서스펜션, 차량 바디, 파워트레인 등 여러 

부분구조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이

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FE 해석을 통해 동특성

을 분석할 경우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각 부분구조물들 사이의 결합특성에 의해 그 정확도

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지금까

지 frequency response function based substructuring 

(FBS) 이론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FBS이론은 전

체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간단한 각 부분구조물의 전

달함수들 조합으로 표현 가능케 한다. FBS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은 시험을 통

해 얻은 전달함수와 FE 해석을 통해 얻은 전달함수

를 복합해 전체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예측하는 기법

으로, 결합된 전체구조물을 full-FE 해석으로만 진행

하는 것에 비해 실제 시험 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

과의 정확도가 높으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FE 해석이 적용되는 부분구조물의 설계

변경 시 부분구조물에만 대한 CAD 모델링과 FE 해

석 결과로 전체구조물의 전달함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이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는 차량 개발 초기 단계에 부분적인 설

계변경에 대해서 실제 물리적 모델제작 없이 최적의 

설계변경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엔진 알

터네이터의 진동에 의한 엔진 마운트에서의 응답 개

선을 목표로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낸 마운트의 응답 값들을 베이지안 최

적화를 이용해 최적의 설계변경 방향을 제시한다. 

2.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

2.1 FBS 이론  

FBS 기법은 여러 개의 부분 구조물이 결합된 복잡

한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결합되는 지점에서의 dis-

placement compatibility와 force equilibrium 성질을 

이용해 부분구조물들의 전달함수로 표현하는 이론이다. 

식 (1)은 두 개의 부분구조물 A, B가 결합되어 전체구

조물을 이룰 때의 FBS 이론 식을 나타낸 것이며(1~3), 

Fig. 1은 각 부분구조물 A, B가 결합되어 하나의 전

체구조물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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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항은 부분구조물 A와 B가 강체결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0으로 수렴한다. 

2.2 알터네이터의 ODS와 Waterfall 분석

엔진을 이루는 여러 가지 부품 중 알터네이터의 경

우 상대적으로 중량이 무거우며 엔진바디에 브라켓으

로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알터네이터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엔진 마운트를 통해 결국 차량 바디로 전달된

다. 즉, 알터네이터의 진동으로 인한 엔진 마운트의 

응답을 줄이면 차량 바디로 전달되는 진동을 줄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알터네이터의 진동 특성과 관심

주파수대역 설정을 위해 엔진의 operational de-

flection shape (ODS) 분석을 진행하였다(4). 엔진 

RPM을 700부터 4000까지 증가시킨 결과를 기반으

로 알터네이터의 진동 크기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Fig. 1 A two-substructure coupl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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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400 Hz 부근 대역에서 알터네이터의 Z

축 방향 움직임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Fig. 2는 알터

네이터의 operational analysis를 토대로 얻어진 wa-

terfall 결과이다. ODS와 waterfall 분석을 통해 하이

브리드 모델링 기법 적용 시 개선시켜야 할 엔진 마

운트의 관심 주파수대역을 350 Hz ~ 500 Hz로 설정

하였으며, Z축 방향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알터네

이터 브라켓의 Z축 방향 구조강성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알터네이터 브라켓의 경우 cantilever 

beam의 형상을 띄기 때문에 굽힘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 그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다. 

 
2.3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의 신뢰성 판단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부분구

조물의 전달함수로 계산된 전체구조물의 전달함수가 

실제 전달함수를 적절하게 예측하는지와 Fig. 1에서 

부분구조물 B를 FE 결과로 대체하였을 때 얻어진 하

이브리드 모델링의 결과가 full-FE 해석으로만 분석

하였을 때 얻어진 결과에 비해 개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부분구조물 A의 경우 엔진바디와 마운트가 

포함된 구조물이며, 부분구조물 B의 경우 알터네이터

와 알터네이터 브라켓이 포함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Fig. 3은 부분구조물의 시험 결과를 이용해 계산된 전

체시스템의 전달함수와 전체구조물을 실제 측정한 결

과를 비교한 것이다. Fig. 3을 보면 관심 주파수대역

인 350 Hz ~ 500 Hz에서 예측한 전달함수 레벨과 피

크가 유사하며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에 

이용되는 식 (1)의 유효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식 (1)

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면 부분구조물의 시험 값을 

FE 해석 결과로 대체하여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으

로 예측한 결과의 신뢰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Fig. 4

는 실제 측정결과, full-FE 해석결과, 하이브리드 모

델링 기법으로 얻어진 


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 적용 시 full-FE 

해석으로 얻은 


에 비해 실제 측정결과를 더 

잘 묘사한다. 이는 하이브리드 모델링의 경우 전체구

조물의 전달함수를 계산할 때 실제 측정값이 사용되

기 때문이다. Table 1을 보면 full-FE 해석과 하이브리

드 모델링 기법 적용 시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였다. 

 

Fig. 2 Waterfall result of alternator in Z-direction

 

Fig. 3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calculated 
 


in Z-direction

 

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al, hybrid modeling 
and full-FE analysis  


in Z-direction

Table 1 Comparison of the time required to calculate 
 



Analysis method Required time for calculate  


Full-FE 39 600 s

Hybrid modeling 3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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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FE 해석은 


를 얻기 위해 총 11시간이 

소요되나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을 이용할 경우 이

의 0.76 %에 해당하는 5분 정도가 소요된다. 전체구조

물의 전달함수를 예측하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장점은 부분적으로 FE 해석이 적용된 부분구조물의 

설계변경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할 수 있다. 이

는 실제 물리적 모델 없이 많은 경우에 대해 




를 예측 할 수 있으며 3장에 소개될 베이지

안 최적화를 적용하여 알터네이터 브라켓의 구조강성 

변경을 최적화 시키기 위한 초석이 된다.

                                         

2.4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 적용

앞서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하

였으므로 FE 해석이 적용된 부분구조물 B에서 알터

네이터 브라켓의 구조강성을 변경하여 전체구조물의 

진동 응답 레벨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하였다. 구조

강성 변경 대상은 알터네이터 브라켓이며 ODS분석

을 통해 400 Hz 대역 부근에서 Z축 방향의 움직임이 

큰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Z축 방향의 움직임을 억제

하기 위해 가상의 rod를 덧대었다. Fig. 5는 기존 브

라켓과 구조강성 변경한 브라켓을 나타낸 것이다. 

Rod는 총 9개가 사용되었으며 모두 Z축 방향의 움직임 

억제를 고려하여 위치를 설정하였고, 지름은 7.5 mm, 

10 mm, 12.5 mm, 재질은 기존 브라켓과 동일한 alu-

minum alloy 그리고 steel인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Table 2는 각 재질의 물성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는 aluminum alloy rod를 사용하였을 때 각 rod의 

지름에 대해 관심 주파수 대역에서 전체 응답레벨 변

화와 기존 브라켓에서의 전체 응답레벨을 비교한 것

이며, Fig. 6은 aluminum alloy rod의 두께 변화에 따

라 전체구조물의 


를 예측한 것이다.

Table 4는 동일한 두께 조건으로 steel rod를사용하

였을 때 전체 응답레벨을 비교한 것이며, Fig. 7은 steel 

rod의 두께 변화에 따라 전체구조물의 


를 예

측한 것이다. 이를 통해 브라켓 구조강성 변경 시 엔

진 마운트의 응답 레벨을 개선 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aluminum and steel

Material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Structure
damping

coefficient

Mass
density

[kg/mm3]

Aluminum
 alloy

71 0.33 0.03 2.7e-06

Steel 210 0.29 0.02 7.9e-06

Table 3 Comparison of overall response level (applying 
aluminum alloy rod, 350 Hz to 450 Hz)

Diameter of rod
[mm]

Overall response 
level (original 

bracket)
[dB]

Overall response level
(modified bracket)

[dB]

7.5

119.4

114.7

10 111.4

12.5 108.8

Table 4 Comparison of overall response level (applying 
steel rod, 350 Hz to 450 Hz)

Diameter of rod
[mm]

Overall response 
level (original 

bracket)
[dB]

Overall response level
(modified bracket)

[dB]

7.5

119.4

110.2

10 108.0

12.5 105.7

(a) Original (b) Modified

Fig. 5 Alternator bracket

 

Fig. 6 Comparison of  


in Z-direction accord-

ing the diameter of aluminum alloy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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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지안 최적화

3.1 베이지안 최적화 이론

베이지안 최적화는 지능적 샘플링 과정을 통해 주

어진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알고리듬이

다. 특히 목적함수를 모르거나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black-box optimization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

결할 수 있으며, 최근 기계학습, 딥러닝 등 인공지능 

알고리의 hyperparameter를 효과적으로 튜닝할 수 있

어 크게 각광받고 있다(5). 베이지안 최적화의 핵심 아

이디어는 최소한의 탐색으로 최적값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관측된 정보를 기반으로 미지의 

목적함수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surrogate model을 

이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식 (3)과 같이 베이지안 선

형 회귀 모델을 이용하였다.

  ϕ ϵ (3)

여기서 ∈ 는 input 벡터, ϕ   → 는 feature 

map, ∈ 은 weight 벡터, ϵ은 을 따르는 

노이즈이다. 이 연구에서는 식 (4)와 같이 feature 

map의 inner product가 width가 인 가우시안 커널

에 해당하도록 정의하였다(6). 

 ϕϕ′ exp

‖ ′‖

 (4)

학습된 surrogate model로부터 빠르게 최적점을 탐

색하기 위해서는 최적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위

치를 탐색하는 함수가 필요하며, 이는 acquisition 

function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

용되는 expected improvement(EI) 함수를 이용하였

고 이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7). 

 max   (5)

여기서 는 현재까지 조사한 관측값 중 최대 함

수값을 의미한다. EI를 이용한 acquisition function은 

현재까지 탐색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포인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추정하며, 해당 포인트

의 관측을 통해 surrogate model이 갱신된다. 이러한 

반복적 학습의 과정을 거쳐 효과적으로 global opti-

mum값을 찾아낼 수 있다.

3.2 베이지안 최적화를 이용한 알터네이터

브라켓 구조강성 최적화

앞서 9개의 rod를 이용해 브라켓의 구조강성을 변

경할 경우 중량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

다. 따라서, 적은 rod의 개수로도 효율적인 엔진 마운

트 응답 저감을 위해 베이지안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

였다. 9개의 rod 중 임의의 4개 rod를 선정한다고 가

정하면 126개의 독립적인 경우를 가지는 조합이 나온

다. 이 논문에선 각 조합을 구분하기 위해 임의로 

No. 1 ~ No. 126까지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의 

수를 모두 시행하기엔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필

요하기 때문에 베이지안 최적화를 활용해 최소의 조

합만을 검증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었다. 최초 임

의의 5개 조합을 input으로 하여 surrogate model을 

학습한 뒤 acquisition function을 통해 다음 5개 조합

을 추천받는다. 추천받은 5개 조합의 응답레벨을 다

시 input으로 하여 같은 학습과정을 반복한다. Fig. 8

은 최초 설정한 임의의 5개 조합(random input 1)에 

대해서 5번의 학습을 통해 가장 낮은 응답 레벨을 갖

는 조합을 확인한 것이며 필요한 검증 데이터의 수는 

126개 중 약 20 % 정도인 25개의 데이터에 불과하

다. Fig. 9은 input으로 사용될 임의의 조합을 다르게 

설정하여(random input 2) 학습을 진행한 결과이다. 

Random input 1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조합수의 약 

16 % 수준인 20개 조합의 검증만으로도 최적의 조합

을 찾을 수 있었다. 104.7 dB를 가지는 최적의 조합 

Fig. 7 Comparison of  


in Z-direction ac-

cording the diameter of stee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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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의 검증을 위해 126개의 조합을 모두 하이브리

드 모델링 기법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

은 응답레벨을 갖는 최적의 조합임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Fig. 10은 최적의 조합인 No. 12의 rod 위치를 

묘사한 것이다.

4. 결  론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FE 해석

으로만 전달함수를 계산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가 높

아지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여러 가지 구

조변경에 따른 전체구조물의 전달함수 변화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

는 ODS 분석을 통해 엔진 마운트 응답에 영향을 미

치는 구조물과 관심 주파수대역을 설정하였다. 이후 

FBS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링을 엔진

구조에 적용하였고 알터네이터 브라켓의 CAD 모델 

변경을 통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엔진 마운트의 

응답을 예측하고 개선하였다. 이후 머신러닝의 일부

인 베이지안 최적화를 통해 엔진 마운트의 응답을 개

선시키기 위한 알터네이터 브라켓의 최적화된 구조강

성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설계변경

시 어떤 부분의 강성 및 구조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비단 

엔진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

으며, 차량의 NVH문제 해결 및 차량개발의 선행단계

에서 개발에 필요한 소요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시

킬 수 있을 것이다(8,9).

후  기

이 연구는 현대자동차 및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

계공동연구소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INTER- 

NOISE 2020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References

(1) Tsai, J. S. and Chou, Y.-F., 1988, The 

Identification of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Single 

Bolt Joint,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125, 

No. 3, pp. 487~502.

(2) Ren, Y. and Beards, C. F., 1995, On Substructure 

Synthesis with FRF Data,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185, No. 5, pp. 845~866.

(3) Liu, L., 2003, A Frequency Response 

Function-based Inverse Substructuring Approach for 

Fig. 8 Learning steps to find the optimal combina-
tion (using first random input)

Fig. 9 Learning steps to find the optimal combina-
tion (using second random input)

Fig. 10 Optimal modified bracket (No.12)



Seong Ho Kang et al. ; Engine Mount Response Improvement Using Hybrid Modeling and Bayesian Optimization

552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546~552, 2020

Analyzing Vehicle System NVH Response, Ph.D. 

Dissertation, The Univerity of Alabama, Alabama, USA. 

(4) Jin, S. and Pai, P. F., 2000, Locating Structural 

Defects Using Operational Deflection Shapes, Journal of 

Intelligent Material Systems and Structures, Vol. 11, No. 

8, pp. 613~630.

(5) Snoek, J., Larochelle, H. and Adams, R. P., 2012, 

Practical Bayesian Optimization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Proceedings of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5, pp. 2951~2959.

(6) Rahimi, A. and Recht, B., 2008, Random Features 

for Large-scale Kernel Machines, Proceedings of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5, 

pp. 1177~1184.

(7) Jones, D. R., Schonlau, M. and Welch, W. J., 

1998, Efficient Global Optimization of Expensive 

Black-box Functions, Journal of Global optimization, 

Vol. 13, No. 4, pp. 455~492.

(8) Cuppens, K., Sas, P. and Hermans, L., 2001, 

Evaluation of the FRF Based Substructuring and Modal 

Synthesis Technique Applied to Vehicle FE Data,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Moal 

Analysis 3, pp. 1143~1150.

(9) Liu, L. and Lim, T. C., 2003, Application of 

FRF-based Inverse Substructuring Analysis to Vehicle NVH 

Problems, SAE Transactions, Vol. 112, pp. 2006~2012.

Seong Ho Kang received a B.S. de-

gree from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7. 

He is currently a M.S. candidate in 

Acoustic and Vibration Lab.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re-

search interests include Hybrid 

CAE/CAT modeling method.

Sung Soo Yang received a B.S. de-

gree from Sung Kyun Kwan 

University in 2018. He is currently 

a Ph.D. candidate in Acoustic and 

Vibration Lab.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

clude Acoustic materials.

Yeon June Kang received a B.S. 

and M.S.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8, 1990. 

He then receive his Ph.D. degree 

from Purdue University in 1994. He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de-

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since 1997. His research include Acoustical Materials, 

Automotive NVH and Sound quality.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553~562, 2020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제30 권 제6 호, pp. 553~562, 2020
https://doi.org/10.5050/KSNVE.2020.30.6.553 ISSN 1598-2785(Print),  ISSN 2287-5476(Online)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553~562, 2020
┃

553

1)

기 호 설 명

 : 풍하중

 : 풍압

c : 풍력 계수

 : 풍압이 작용하는 면적

 : 풍속

 : 날개통과주파수

No. Blades : 대형팬 날개 개수

RPM : 대형팬 구동 RPM

1. 서  론

전투환경에서 운용되는 안테나는 고정된 시설에서 

운용되는 고정식 위성 통신 안테나와 차량에 장착되

어 전술적 운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동식 위성 통신 

안테나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동식 위성 통신 안테

나는 다양한 전투 상황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고 고정

식 안테나에 비해 가혹한 환경에서 통신 성능 및 구

조 건전성을 만족해야 하므로 매우 엄격한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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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팬 구동 환경에서의 이동식 위성통신 안테나

진동 저감 방법론
Methodology of Vibration Reduction for Satellite Communication Antenna

in Large Fan Operating Environments

이 은 호* · 전 종 익** · 정 의 봉** · 박 노 철†

Eun-Ho Lee*, Jong-Ik Jeon**, Eui-Bong Jeong** and No-Cheol Park†

(Received September 4, 2020 ; Revised November 11, 2020 ; Accepted November 24, 2020)

Key Words : Antenna System(안테나 시스템), Dynamic Characteristics(동특성), Vibration Reduction(진동 저감),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ABSTRACT

A large offset antenna, which is used as military satellite communication terminal, is generally op-
erated in extremely harsh environments. As a very large reflector is mounted, the reflector has to 
undergo communication performance tests for external forces such as wind vibrations. Wind vibration 
tests have been replaced with artificial wind tests conducted using large fans because of space and 
cost constrai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performance through vi-
bration reduction for the excitation force caused by artificial wind. In this study, the frequency char-
acteristics were verified by analyzing the excitation force caused by artificial wind, and a vibration 
reduction methodology was presented based on the finite element model which was verified via 
experiments. This study suggested a general vibration reduction approach for large offset antennas 
and is expected to be useful in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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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되고 이동∙수송∙인도∙운용 조건에서 열∙진동∙충
격∙일사∙화학 등의 다양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진다(1~3). 
MIL-STD-188-164에 따르면 대형 offset 안테나가 

야지에서 구동할 때 antenna pointing loss가 2 dB이

하로 제한하고 있다(4). Antenna pointing loss는 최대 

피크 비콘수신레벨에서 외력에 의해 변화된 비콘수

신레벨 차이를 나타낸다. 비콘 신호는 위성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전송하는 신호로 지표면에 위치한 위

성 통신 단말의 안테나에서 비콘 신호를 수신하여 비

콘수신레벨의 최고점을 지향한다. 따라서 비콘수신레

벨은 안테나의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써 간

접적으로 위성 통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비콘수

신레벨이 낮아지면 위성 통신 상태의 불량이 발생하

고 허용된 비콘수신레벨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통신 

두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안테나 구조물의 통신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외력을 분석하고 개

선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5~7). Kim, 
S. H. et al.(8)은 대형 다물체 복합 안테나 구조물의 

통신성능을 저하시키는 외력으로 풍속조건에 노출된 

구조물의 진동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아 안테나의 정

밀 지향 성능에 악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풍속조건에

서 안테나 구조물의 성능을 현실성 있게 평가하기 위

한 방법으로 대형팬을 통한 인공바람 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부적인 부재의 

강성 보완으로 안테나 진동에 의한 지향각 편차 감소 

및 안테나 통신 성능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풍속 환경에서의 유사한 대형 안테나 구조물의 

취약한 고유모드를 정의하고 안테나 통신 성능 향상

을 위한 설계 관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9).
이 연구는 풍속조건에서의 이동식 대형 안테나의 통

신 성능 향상을 위하여 전투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속환경을 Table 1로 정의하여 약 27 m/s이하의 풍속

조건에서 구조물 진동 저감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풍속조건에서 안테나 구조물의 진동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풍속조건을 모사한 대형팬의 인공바람을 이용

한 시험을 수행하였고 인공바람의 가진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여 안테나 통신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형팬 

구동 조건 및 가진주파수 대역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가진력이 구조물에 작용할 때 안테나 구조물의 

진동에 취약한 고유 동특성을 확인하고 형상 변경 및 

구조 개선을 통하여 일반적인 대형 offset 안테나 구조

물의 진동 저감 방법론을 도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

였다. 대형 안테나 구조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진동 저

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해석 모델에 대한 실험적 검증을 

통하여 이 연구 과정의 유효성을 확보하였다.

2. 대상 시스템 및 풍속 환경 분석

2.1 유한요소해석 모델 구축

이 연구의 대상인 이동식 위성 통신 안테나는 Fig. 1
과 같이 전체 높이 약 3.3 m에 직경 약 2 m의 반사판

으로 구성된 안테나 시스템으로 각종 구동 장치, 제

어 장치, 신호 증폭기 등의 전자장비가 다수 장착되

어 있으며 부재를 체결하는 다양한 연결 블록 및 볼

트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다. 안테나 시스템

은 크게 안테나의 지향을 위하여 고각 및 방위각을 

조절하고 및 전체 구조물을 지지하는 페데스탈장치, 
위성 신호를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주는 반사판 조립

체 및 반사판에 의하여 전달된 신호를 수신하는 급전

혼 조립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효과적으로 이동식 

위성 통신 안테나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구축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부품에 대하여 생략 및 단순화하

였다. 먼저, 구조물의 전체적인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구멍, 필렛, 볼트 등을 생략하였다. 그리고 안

테나의 고각 및 방위각을 조절하는 페데스탈장치의 

Table 1 Wind speed condition of operation environment

Wind speed definition Operation concept

Operating

20 m/s Averaged
wind speed

Normal
communication

27 m/s Instantaneous
wind speed

Poor communication 
quality

Non-operating 40 m/s Averaged
wind speed Stowed

 
Fig. 1 Schematic diagram of antenn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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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을 생략하고 반사판 조립체와 급전혼 조립체를 

연결하는 샤프트는 실린더 서포트 경계조건으로 단순

화하였다.
추가적으로 안테나 반사판과 각종 탑재 장비는 강체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질량 관성 효과만 고려하

기 위하여 점질량으로 모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유한요

소해석 모델은 총 238 772개의 요소와 총 265 842개의 
절점으로 구축하였다. 구축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Fig. 2와 같다.
이 연구는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

기 때문에 구축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신뢰성과 유

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 이동식 위

성 통신 안테나에 대하여 모드 시험을 수행하여 시스

템의 주요 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확

보하였다. 모드 시험 결과와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모

드해석 결과를 Table 2와 Fig. 3에 비교하였다. 시험 

결과 1차모드는 11.46 Hz로 반사판 조립체와 급전혼 

조립체의 역위상 굽힘모드, 2차모드는 17.64 Hz로 급

전혼 조립체의 굽힘모드, 3차모드는 23.55 Hz로 급전

혼 조립체의 비틀림모드가 발생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1차모드 11.08 Hz, 2차모드 15.98 Hz, 3차모

드 25.71 Hz이고 모드형상은 시험 결과와 동일하여 

시험과 해석의 오차가 10 %이내로 구축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2.2 인공바람의 가진력 분석

Offset 안테나는 외부 노출형으로 거대한 접시형 

반사판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일반

적으로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풍하중의 크기는 식 (1)
과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10).

   (1)

∝  (2)

식 (1), 식 (2)에서 풍하중의 크기는 풍속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대형팬과 같이 회전익에 의해 발생하는 풍하중의 주

파수 특성은 식 (3),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11).

 

No BladesRPM
Hz  (3)

Harmonic ×  (4)

식 (3), 식 (4)에서 대형팬의 구동 RPM과 날개 개수

에 의하여 가진주파수가 결정되고 기본 가진주파수의 

배수로 하모닉 성분의 가진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대형팬 풍속데이터시트를 

참조하여 대형팬 구동 RPM에 따라 보간한 풍속값과 

날개 개수가 3개인 대형팬의 구동 RPM에 따른 1차 
날개통과주파수 계산값은 Table 3과 같다. 인공 바람

에 의해 발생하는 가진력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파악

하였고 실제로 바람에 의해 안테나 시스템에 작용하

는 가진력과 안테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형팬의 인공바람을 차량에 

탑재된 안테나에 가해주는 풍속시험을 수행하였다. 풍
속시험 set-up과 가속도계 부착위치를 Fig. 4에 나타냈

다. 풍속시험 시험은 대형팬 구동 RPM을 1600 r/min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antenna system

Table 2 Dynamic characteristics of antenna system

Mode Mode shape
Natural frequency [Hz] Error

[%]EXP. FEM

1 Main & sub ant. 
Bending (OOP) 11.46 11.08 -3.32

2 Sub ant. bending 17.64 15.98 -9.41

3 Sub ant. twist 23.55 25.71 9.17

 

Fig. 3 Mode shapes of antenn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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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200 r/min까지 변화시켜가며 반사판 조립체 및 

급전혼 조립체에 부착한 가속도계에서 진동 응답을 

측정하는 가변풍속시험을 수행하였고 측정된 가속도

의 주파수성분은 Fig. 5와 같다. 외팔보 형태로 진동

하는 급전혼 조립체 구조물의 끝단부에서 측정한 

Fig. 3과 Fig. 5의 주파수 응답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구동 RPM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진동 응답 주

파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약 

2400 r/min 이후부터 초저주파 대역의 응답이 발생한

다. 이는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력의 크기가 증

가하여 구조물의 강성 한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강

체운동으로 판단된다. 2600 r/min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응답이 발생하는데 이는 모드해석을 통하여 확인

한 결과, 143.8 Hz의 in-plane모드와 굽힘모드가 혼합

된 형태의 모드 형상을 가지는 고유 모드의 유효질량

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주파수의 가진력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의 응

답 피크 주파수와 대형팬 구동 RPM에 따라 이론적

으로 계산한 날개통과주파수를 Table 4에 비교하였

다. 구조물의 응답 주파수와 날개통과주파수가 최대 

5.57 % 이내로 일치하는 것을 통하여 대형팬을 통한 

풍속시험시 안테나 구조물의 진동을 발생시키는 가진

력의 주요 주파수 성분은 날개통과주파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인공 바람 시험 풍하중의 주요 

가진주파수 특성을 확인하였다.
Table 3 Wind speeds and blade pass frequencies 

according to RPMs of fan

Large fan drive 
RPM

Wind speed
[m/s]

1st blade pass frequency
[Hz]

1600 18.7 80

1800 20.8 90

2000 23.5 100

2200 26.7 110

2400 29.9 120

2600 32.5 130

Table 4 Comparison of peak response frequency and blade 
pass frequency

Large fan 
drive RPM

Frequency of 
peak response 

[Hz]

1st blade pass 
frequency

[Hz]
Discrepancy

[%]

1600 75.78 80 5.57

1800 94.51 90 -4.77

2000 105.3 100 -5.03

2200 116.0 110 -5.17

2400 126.9 120 -5.44

2600 135.4 130 -3.99

 

Fig. 4 Experimental set-up and locations of accel-
erometers

Fig. 5 Frequency responses of antenna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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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동 저감 목표 주파수 선정

안테나 시스템의 진동 저감 목표는 대형팬에서 발

생하는 공기력이 충분히 안테나 구조물의 진동을 발

생시킬 수 있는 크기의 가진력이어야 한다. Fig. 6에 

대형팬 구동 RPM 변화에 따른 X대역 및 Ka대역 안

테나 비콘수신신호의 변화를 나타냈다. 대형팬 구동 

RPM이 증가함에 따라 안테나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

하중의 크기가 증가하여 구조물의 진동 응답이 증가

한다. 따라서 안테나의 지향 성능이 저하되고 비콘수

신레벨의 변동성이 커지고 레벨이 낮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X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대

역을 가지는 Ka대역 비콘수신레벨의 빔폭각이 작아 

풍하중에 의한 진동에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에 대형팬 구동 RPM에 따른 각 대역의 비콘 

수신 레벨 평균값을 정리하였다. 약 1600 r/min이후

부터 Ka대역 비콘수신레벨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여 

약 2000 r/min에서 비콘수신레벨이 2 dB이상 열화된

다. 따라서 약 1600 r/min 이상으로 대형팬이 구동할 

때 안테나 구조물을 충분히 가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의 전투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

속환경 기준과 풍속에 따른 안테나 비콘수신레벨을 

고려하여 진동 저감 목표를 1600 r/min ~ 2200 r/min
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대형팬 제조사 풍속데이터시

트 기준 약 18.7 m/s ~ 26.7 m/s의 풍속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전투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속조건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충분히 

안테나 구조물을 가진하여 안테나 성능을 저해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선정하였다.
대형팬에서 발생하는 공기력은 날개통과주파수 특

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동 저감 목표인 1600 r/min
~ 2200 r/min에 해당하는 날개통과주파수 80 Hz ~
110 Hz 가진력 성분에 대하여 대형팬의 구동 오차, 
외부 자연풍에 의한 불확실성 및 대형팬과 안테나 구

조물간의 거리에 대한 보수적인 평가 등의 이유로 주

파수 범위를 10 % 확대하여 72 Hz ~ 121 Hz 주파수 

범위에 대한 진동 저감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3. 풍속 환경 하의 진동 저감 방법론

대상 시스템은 대형 구조물로 직접적인 시험을 수

행하는 것보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진동 저감 방

법론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

이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장비들이 체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2.1절에서 검증된 유한요

소해석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기반으로 풍속 환경 

하의 진동 저감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3.1 가진주파수 회피

풍속 환경 하의 진동 저감 방법으로 안테나 시스템

의 구조 변경을 통하여 구조물의 취약 고유 모드를 

대형팬 구동시 발생하는 가진주파수 범위에서 회피시

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진동 시스템의 

임의의 변수에 대한 고유치의 변화는 변수에 대한 강

성행렬과 질량행렬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12). 즉, 
구조 변경에 대한 구조물의 강성행렬과 질량행렬의 

변화 크기에 따라서 고유진동수의 변화량을 결정할 

수 있다. 구조 변경을 통한 가진주파수 회피에 앞서 

안테나 시스템의 진동 저감 목표 주파수 대역에서의 

Table 5 Averaged beacon levels according to RPM

Large fan 
drive RPM

[r/min]

X-band 
beacon 

level avg. 
[dB]

Reception 
level drop

[dB]

Ka-band 
beacon 

level avg. 
[dB]

Reception 
level drop

[dB]

Idle -50.32 - -29.77 -

1200 -50.28 -0.04 -29.78 0.01

1400 -50.27 -0.05 -30.05 0.28

1600 -50.26 -0.06 -30.61 0.84

1800 -50.30 -0.02 -31.27 1.5

2000 -50.34 0.02 -31.86 2.09

2200 -50.60 0.28 -35.32 5.55

2400 -51.87 1.55 -48.26 18.49

2600 -52.33 2.01 -52.18 22.41

Fig. 6 Beacon levels according to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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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특성을 확인하였다. 대형팬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

력은 특정 풍속에 해당하는 구동 RPM에 따라 날개

통과주파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조물은 특정 

주파수의 정현파 가진을 받아 진동이 발생한다. 따라

서 구축한 유한요소해석모델을 기반으로 조화해석을 

수행하여 가진주파수에 따른 구조물 응답을 확인하였

다. 해석조건은 안테나 구조물에 대하여 정방향(안테

나 반사판 정면)으로 풍하중이 작용할 때를 조건으로 

하여 동일 방향으로 1 g의 가속도를 인가하였고 급전

혼 조립체 끝단의 응답을 추출하였다. Fig. 7과 Fig. 8
은 진동 저감 목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조화 응답 및 

주요 피크에서의 급전혼 조립체 거동 형상이다. 69
Hz의 비대칭 굽힘모드, 106.5 Hz의 비대칭 비틀림모

드 및 98.5 Hz, 102 Hz, 113.5 Hz, 119 Hz의 비대칭 

면내 변형 모드 형태의 거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거

동은 진동 저감 목표 주파수 대역에 있는 응답으로 

대형팬 구동시 발생하는 공기력에 대한 취약 모드이

므로 구조 변경을 통하여 해당 모드 고유진동수를 변

경하여 가진주파수를 회피하였고 안테나 구조물의 진

동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1) 저주파 대역 회피

상대적으로 저주파대역에 있는 취약 모드인 69 Hz
의 모드는 가진주파수 대역보다 더 낮은 주파수로 회

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강성을 

감소시키거나 질량을 증가시켜 고유진동수를 더 낮은 

주파수로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가혹한 환경에서 운

용되는 특성상 구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질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경하였

다. 임의의 구조 변경이 서로 다른 모드의 고유진동수

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상이하고 특정 모드의 질량행

렬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고유진동수 변화 폭이 크

다. 즉, 상대적으로 저주파 대역의 취약 모드에 질량효

과가 크게 작용하고 상대적으로 고주파 대역의 취약 

Fig. 7 Frequency response of antenna system

Fig. 8 Vibration shape of antenna system by fre-
quency

Fig. 9 Kinetic energy of 69 Hz mode and location of 
added mass

Fig. 10 Change of frequency response according to 
added tip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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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에는 질량효과가 작게 작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

정하여 질량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Fig. 9와 같이 

취약 모드인 69 Hz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발생하는 위

치를 확인하였고 해당 위치에 질량을 추가하였다. 운

동에너지가 최대로 발생하는 위치에 대하여 질량을 다

양하게 추가하였을 때 취약모드의 변화를 Fig. 10에 나

타냈다. 추가되는 질량이 클수록 69 Hz의 취약 모드 

고유진동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저주파대역의 취약모드의 운동에너지가 최대 지

점에 질량을 추가했기 때문에 고주파 대역의 취약 모

드의 고유진동수 변화 폭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주파 대역 회피

상대적으로 고주파대역에 있는 취약 모드인 98.5 Hz, 
102 Hz, 106.5 Hz, 113.5 Hz, 119 Hz의 모드는 가진

주파수 대역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회피하는 것이 효

율적이다.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키거나 질량을 감

소시켜 고유진동수를 더 높은 주파수로 회피할 수 있

지만 질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구조물의 부재를 제

거하거나 재료 물성을 변경시켜야 하므로 비효율적이

다. 따라서 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경

하였다. 저주파 대역 회피 방법과 마찬가지 논리로 

상대적으로 고주파대역의 취약 모드에 강성효과가 크

게 작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강성을 보강해야 

한다. 따라서 Fig. 11과 같이 취약 모드인 98.5 Hz, 
102 Hz, 106.5 Hz, 113.5 Hz, 119 Hz의 최대 변형에

너지가 발생하는 위치를 확인하였고 해당 위치에 대

하여 강성 보강용 판재를 추가하였고 기존의 side 
block 길이를 증가시켜 강성을 보강하였다. 변형에너

지가 최대로 발생하는 위치에 대하여 강성을 보강하

였을 때 취약모드의 변화를 Fig. 12에 나타냈다. 강성

이 보강됨에 따라 106.5 Hz의 비대칭 비틀림모드가 

사라지고 98.5 Hz, 102 Hz와 113.5 Hz, 119 Hz의 비

대칭 면내 변형 모드가 109 Hz와 129 Hz의 단일 모

드로 고유진동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고주파대역의 

취약모드의 변형에너지가 최대 지점의 강성을 보강했

기 때문에 저주파 대역의 취약 모드의 고유진동수 변

화 폭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약 고유 모드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발생하는 위

치에 질량을 추가하고 동시에 최대 변형에너지가 발

생하는 위치에 강성을 보강하였을 때 두 효과가 커플

링되어 각 효과가 상쇄되는 한계가 있지만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최대 에너지 발생 위치에 질량 추가 

및 강성 보강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으로 주파수 

이동을 시킬 수 있다.

3.2 구조물 진동 수준 저감

대상 시스템의 동특성을 가진주파수 범위에서 회

피시키는 방법 외에도 가진주파수 대역의 전체적인 

주파수 응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시스템의 진동을 

저감할 수 있다. 주파수 응답 피크를 제거하거나 전

체적인 구조물의 진동 수준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댐퍼를 설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댐퍼는 특정한 고정된 위치

Fig. 11 Potential energy of 98.5 Hz, 102 Hz, 106.5 Hz, 
113.5 Hz, 119 Hz mode and parts of re-
inforcement

Fig. 12 Change of frequency response according to 
stiffness reinforcement



Eun-Ho Lee et al. ; Methodology of Vibration Reduction for Satellite Communication Antenna in ...

560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553~562, 2020

와 구조물을 연결하여 구조물의 진동에너지를 소산시

킨다. 하지만 군용 offset 안테나는 이동중 또는 강풍 

시 안테나 반사판을 접고 필요 상황에서만 운용한다. 
그리고 정지 궤도 위성을 따라서 실시간으로 지향 및 

추적하여 통신해야 하므로 반사판의 고각과 방위각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댐퍼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간적 

제약과 구동환경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적절한 댐

퍼 설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offset 안
테나의 급전혼 조립체는 U자형 구조물로 저차 모드

는 급전혼 조립체의 굽힘모드 및 비틀림모드가 발생

하고 고차모드에서 면내 변형 모드가 발생한다. 이 

연구의 대상 안테나 시스템의 진동 저감 목표 주파수

대역은 고차 모드가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Fig. 8
과 같이 in-plane 변형 모드가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면내 변형 모드에 의해 상대 변위(속도)가 최대인 위

치를 선정하여 Fig. 13과 같이 급전혼 조립체 양단의 

사이드 블록에 댐퍼를 설치하였다. 댐퍼는 일반적인 

차량에 사용되는 사양인 6000 Ns/m의 댐핑 계수를 

적용하여 해석상에 댐핑 요소를 사용하여 구현하였

다. 댐퍼 추가에 따른 주파수 응답을 Fig. 14에 나타

냈다. 각 피크가 제거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것으로 댐퍼 설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로 군용 차량에 적용되는 댐퍼의 성능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야지 및 비포장로를 설계기준으로 포함하

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비하여 댐퍼의 성능이 우수하

게 설계된다. 따라서 실제 군용 차량에 적용되는 고

성능의 댐퍼를 적용하면 더 높은 진동 저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3.3 최적 진동 저감 개선안

앞서 언급한 가진주파수 범위 회피 및 전체적인 구

조물 진동 수준 저감 방법을 조합하여 최종적인 진동 

저감 개선 안을 도출하였다. 69 Hz의 굽힘 모드를 회

피하기 위하여 해당 모드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발생

하는 위치에 3 kg의 질량을 추가하였고 전반적인 진

동 수준을 저감하기 위하여 U자형 구조물의 상대 속

도가 최대로 발생하는 위치에 댐퍼를 설치하였다. 그
리고 고주파 대역의 비대칭 in-plane 모드 및 비틀림 

모드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동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모드의 최대 변형에너지

가 발생하는 위치에 강성 보강재를 추가하였다. 강성 

보강을 통하여 고주파 영역의 응답 주파수를 더 고주

파 영역으로 옮기고 국부적인 강성 차이로 인하여 산

재해 있는 응답 피크를 단일 피크로 변환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구조물의 강성이 증가하Fig. 13 Location of damper installation

Fig. 14 Change of frequency response according to 
damper installation

Fig. 15 Change of frequency response according to 
final structur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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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동일한 하중 조건에서 전체적인 응답의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진동 저감 개선안

을 적용하였을 때 주파수 응답은 Fig. 15와 같다. 다

수의 주파수 응답 피크가 제거되었고 전체적인 주파

수 응답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진

동 저감 개선안을 실제 안테나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풍속 20 m/s 이하의 정상 운용 조건에서의 구조물 진

동 감소 및 통신 성능 개선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군용으로 사용되는 거대한 이동식 offset 위성통신 

안테나의 바람에 대한 안테나 통신 성능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간, 장비 및 비용적인 이유로 대형팬을 통

하여 인공바람을 가하여 충분히 보수적으로 대체 시

험을 수행한다. 이러한 풍하중이 가해지는 환경에서 

거대한 접시형 반사판이 장착된 안테나는 진동에 매

우 취약하다. 이 논문에서는 풍속시험을 통하여 인공

바람에 대한 가진력을 분석하였고 대형팬을 통해 발

생하는 공기력은 회전익에 의한 날개통과주파수 특성

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정현파 형태의 가진력에 대

하여 유효성을 검증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기반으로 

진동 저감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대형팬에 의한 공기력은 날개통과주파수 특성을 

가지므로 구조물을 충분히 가진할 수 있는 구동 

RPM에 대한 가진주파수 대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를 바탕으로 진동 저감 목표 주파수를 선정한다.
• 가진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응답을 분석하여 비교

적 저주파 대역의 취약 모드에 대한 최대 운동에너지

가 발생하는 위치에 질량을 추가하여 고유진동수를 

낮추어 가진주파수를 회피한다.
• 비교적 고주파 대역의 취약 모드에 대한 최대 변

형에너지가 발생하는 위치의 부재 및 체결 부품의 강

성을 개선하여 고유진동수를 높여 가진주파수를 회피

한다.
• 최대 운동에너지 및 최대 변형에너지 발생 위치는 

각각 구조물의 질량행렬과 강성행렬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위치이므로 취약 고유 모드의 고유진동수를 

변화시키는 최적의 구조 변경 위치로 선정할 수 있다.
• Offset 안테나의 U자형 급전혼 조립체의 고차모

드는 일반적으로 면내 변형 모드가 발생하므로 공간

적/구동환경적 제약을 고려하여 최대 변위(속도)가 발

생하는 위치에 댐퍼를 설치한다.
• 취약 고유 모드의 고유진동수를 변화시켜 가진력

의 주파수를 회피하는 방법과 전체적인 진동 응답 수

준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조합하여 최적의 진동 저감 

구조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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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공동주택의 발코니 배수소음에 대한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1) 발코니 배수

소음 저감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기존 공동주택을 대

상으로 발코니 배수소음의 주요 발생부분을 파악한 

결과, 배수관 하부 드레인 부분에서 발생소음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기존 공동주택의 발코니 배수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서 차음시트가 부가된 플라스틱 재

질의 드레인 커버를 제작하여 그 저감성능을 파악하

였다(3). 그간의 연구를 통해 최대 배수소음이 12 dB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드레인 커버의 배수관에 대한 

탈착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는 등, 발

코니 배수소음 저감에 대한 드레인 커버의 적용가능

성을 확인하였다(4~6).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발코니 드

레인 커버 연구의 최종단계로서, 실제 기존공동주택

에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즉, 드레인 커버

의 실증에 관한 것이다. 

첫머리에서 밝혔듯이 기존 공동주택의 발코니 배

수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요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발코니 배수소음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드레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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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te conditions around the drainpipe in the existing apartment houses were ver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construction conditions, and each house was in poor condition due to repair and damage. 

If the conditions around the drain pipe are good, the reduc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drain cover 

is up to 16.8 dBA. The characteristics of drainage noise in the lower and upper floors showed that 

the peak level of the noise in lower floors was lower than that of the upper floors; however, the 

duration of drainage noise was longer than that of the upper floors, indicating that the lower floor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balcony drainage noise compared to the upper floors. As most resi-

dents positively judge the performance and effect of the balcony drain cover and their willingness to 

purchase the drain cover is very positive, they believe that the promotion and distribution of the 

drain cover will significantly help in reducing the balcony drainage noise in existing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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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공동주택에 차음성능을 담보하는 

드레인 커버를 실증하여 배수관 소음 차단효과를 파

악하고 실제 거주민의 배수소음에 대한 저감효과를 

검증 및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연구내용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실증에 적용된 드레인 커버는 이전의 커버를 기

초로 차음재 부착 등의 저감성능을 보완하여 제작되

었다.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배수관의 주변 상태, 이

에 따른 드레인 커버 적용상의 문제점, 실제 현장에

서의 드레인 커버 저감효과, 그리고 거주민의 드레인 

커버 설치의 효과와 저감량에 따른 인식 변화 정도 

등을 파악해보았다. 이러한 기존공동주택 발코니 배

수관에 대한 드레인 커버 실증 연구결과는 기존 공동

주택의 발코니 배수소음 저감을 위한 드레인 커버의 

실제 현장적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의 진행을 살펴보면, 먼저 목업실험(mock-up 

test) 등을 통해 기존공동주택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드레인 커버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동시에 실증

대상 주택을 섭외하여 발코니 배수관 주변상황을 파

악하였다.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실험은 20개호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드레인 커버 적용에 따른 저감

량과 그 효과에 대한 거주민이 반응을 조사분석하였

다. 그리고 실증에 적용된 드레인 커버의 발코니 배수

소음 저감효과와 드레인 커버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

점, 거주민의 저감효과에 대한 반응 및 드레인 커버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파악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배수관 주위 상태

드레인 커버 실증 적용 기존 공동주택은 G시의 주

택공사 아파트 20세대이다. 15층 편복도식 구조이며 

1990년 7월 입주한 공동주택으로서, 발코니 배수관은 

역시 2006년 이전 설치된 구형의 상태이다. 발코니 

배수관은 2006년부터 국내 공동주택에 신형 발코니 

배수드레인이 설치되었기에 이시점을 기준으로 신형

과 구형으로 구분된다(3). 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배수

관은 상층의 발코니 배수와 옥상층의 빗물 수직배수

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실증 20세대는 실증을 원하는 세대를 무작위로 선

택하였다. 따라서 이 세대가 기존 공동주택 전체의 

상황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케이스별로 배수

관 및 주변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Fig. 2는 해당주거 발코니 배수관 주위 상태의 하나

의 예이다. Fig. 2의 왼쪽 사진을 보면, 드레인 부분을 

파란색 비닐로 감싸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의 방증이다. 비닐로 감싸놓은 이유

를 거주민에게 물으니, 배수관에서의 냄새와 벌레 그

리고 상층부에서 물이 내려올 때의 시끄러움 때문이

라고 한다. 드레인 커버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부각

되는 부분이다. 오른쪽 사진은 비닐을 제거한 후의 

상태로서 바닥부분의 타일이 훼손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단 바닥이 편평하지가 않다. 드레인 커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바닥의 상태이다.

Fig. 3은 배수관 주위 바닥상태의 다른 예이다. 입

주한지 만 30년이 되어가는 주택이어서 발코니 부분

에 대한 수선과 변경으로 다종다양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사진과 같이 타일을 깐 경우도 있고, 목재 바닥

을 시공한 경우, 시멘트로 마무리한 경우, 발코니 바

닥을 2단으로 구성한 경우로 다종다양하였다. 거주민

Fig. 1 Apartment plan subject to empirical applica-
tion

 
Fig. 2 Status around the balcony drainpi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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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에 따라 바닥상태가 애초의 시공상태에서 달

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앞서 보았듯이 배

수관 드레인 부근의 바닥도 편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

았다. 따라서 드레인 커버를 기존 배수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드레인 커버와 바닥간의 메꾸어지지 않

은 틈으로 인해 소음 및 냄새 저감효과가 떨어질 개

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외벽과 배수관 드레인의 사이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 각 호별로 애초 시공상의 차이 

때문으로 외벽과 배수관 사이의 간격에 넓고 좁음이 

있었다. Fig. 4의 왼쪽 사진은 드레인 덮개의 내부 및 

외부 부재를 모두 적용하여 시공한 예이다.

이것은 외벽과 배수관 사이의 공간이 2가지 부재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예이다. 그런데 오

른쪽 사진은 외벽과 드레인 사이의 간격이 좁아 2중 

드레인 커버 중 외부 부재를 설치하지 못하고 내부 

부재만 설치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실제 기존공동주

택 현장은 드레인 커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폭

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2중으로 제작된 드레인 커버를 모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현장의 조건이 개

개호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드레인 커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기존 공동주택 배수관 적용 드레인 커버

지난 연구과정을 통해, 실제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드레인 부분에 실증할 커버를 최종 설계 및 제작하였

다. 드레인 커버의 재질은 물이 사용되는 배수공간이

기 때문에 녹방지, 경량성 및 사용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최종 

적용모델은 차음성능의 보완을 위해 차음재 1 mm를 

목과 외부부재의 안쪽면에 설치하였다. 플라스틱 부

재의 두께는 5 mm이다. 

Fig. 5의 (a), (b) 사진은 실증에 적용된 드레인 커버

의 내부 부재이다. (a)는 차음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

이고 (b)는 부재의 목부분에 차음재를 부착한 상태이

다. 이는 배수관과 밀착할 수 있게 하며 해당부분의 

소음 누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도모한다. (c)는 외부 부

재이며 역시 차음재가 부착된 상태이다. (d)가 내부 및 

외부 부재가 조립된 상태이다. (d)의 사진에서, 목부분

에는 발코니 배수관과의 고정을 위한 패킹이 있으며 바

닥부분은 고무부재로 가장자리를 두르게 하여 드레인 

커버가 바닥면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Fig. 3 Status around the balcony drainpipe 2

 
Fig. 4 Status around the balcony drainpi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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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레인 커버는 조립식으로 고안되어, 커버설치

에는 나사 및 본드 등의 부착재는 전혀 필요없으며 

다른 공구없이 맨손으로 기본 배수관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보니, 조립상의 문제

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설치 

현장의 바닥부분이 편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에 

대한 보완이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Fig. 6는 Fig. 5의 (d)와 (b)의 부재가 현장의 배수구 

공간에 밀착된 상태에서 측정된 저감 특성이다. 단일 

평가 저감량은 양 조합간 4 dBA의 차이가 발생하며, 

내부 및 외부 부재가 조합된 (d)의 성능이 전주파수 

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부재

가 보강됨으로서, 그림에서와 같이 저음역대와 중음역

대에서 차음성능이 향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조사, 실험 개요 및 결과

이 연구의 조사 및 실험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

분된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이다. 거주자 일반사항과 발코

니 배수소음에 대한 인식정도 그리고 드레인 커버의 

소음개선효과 등에 대한 조사이다. 이를 통해 배수관 

드레인 커버에 실증 전후에 대한 거주민의 반응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층별 발코니 배수소음 특성조사이다. 최

상층 등에서 발코니 배수가 발생할 경우, 층별로 배수

소음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상층부와 하층부의 

배수소음 지속시간 등의 특성 파악을 통해 어느 층이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발코니 배수관 드레인 커버 적용 실험이

다. 20개호를 대상으로 실증 드레인 커버를 배수관에 

적용하여 소음 저감효과를 파악하였다. 실제 적용시 

어느 정도의 저감효과를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4.1 설문조사

설문 항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 거주민 일반사항 및 주거소음 인식’에서는 거주민 

정보와 외부 및 내부소음 발생정도에 대한 인식정도

를 조사하였다. ‘2. 발코니 소음 인식 정도’에서는 평

소 발코니 소음이 어느정도 신경쓰이는지, 방해받는 

활동은 무엇인지, 자주 들리는 공간 등에 대한 조사

이다. ‘3. 배수관 덮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발코

니 드레인 커버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의 

구매 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4. 배수관 덮개 소음 개

선 인식조사’에서는 배수관 덮개의 적용 전후 소음 

인식 변화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드레인 

덮개의 소음저감효과를 알게된 후 다시 구매의사 변

화정도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드레인 커버를 실

증 적용한 20개호의 주민 20명에 대하여 면대면으로 

실시되었다. 

Table 1은 ‘1. 거주민 일반사항 및 주거소음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60대 이상

이 고령자가 70 %로서 다수였다. 내부 및 외부 소음에 

대한 인식은 ‘보통’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

(a) (b)

(c) (d)

Fig. 5 Drain cover applied to existing apartment house

Fig. 6 Reduction characteristics due to drain cover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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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내/외부 발생소음에 대

해 특이한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2. 발코니 소음 인식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이 조사는 평소 생활과정에서 거주민이 느

끼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발코니 배수소음에 대하여 

‘매우 신경쓰인다’와 ‘신경쓰인다’의 비율이 65 %로서 

발코니 소음이 거주상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해받는 행동으로는 수면과 TV 시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발코니 인접실이 TV가 놓여있

는 거실과 침실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배수관 소음

이 신경쓰이는 실 역시, 거실(39.3 %)과 침실(25 %)로

서 나타났다. 역시 발코니 배수관과 가까이 위치한 

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배수관 덮개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인 Table 3을 

보면, 배수관 덮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반에 

못미치고 (40 %) 있으나 이의 구매의사는 90 %에 이

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

진다면, 기존 공동주택의 발코니 배수관 드레인 커버 

수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Table 4는 ‘4. 배수관 덮개 소음 개선 인식조사’결

과이다. 이 설문은 설문대상자가 발코니 배수관 드레

인이 보이는 거실에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실험과정

을 보면서 설문에 응한 것이다. 배수관 드레인 덮개

의 효과를 보면, ‘매우 시끄럽다’와 ‘시끄럽다’가 전

Table 1 Residents' general aspects and recognition of 
residential noise

Category Freq. % Category Freq. %

Age

10’s 1 5

Sex

Male 6 30

20’s 0 0 Female 14 70

30’s 0 0 Sum 20 100

40’s 2 10

House
hold 

member

1 5 25

50’s 3 15 2 9 45

60’s 4 20 3 4 20

70’s 5 25 4 2 10

80’s 4 20 5 0 0

No reply 1 5 6 0 0

Sum 20 100 Sum 20 100

External
noise

Extremely 2 10

Internal 
noise

Extremely 2 10

7 35 6 30

Moderate 3 15 Moderate 4 20

4 20 4 20

Never 4 20 Never 4 20

Sum 20 100 Sum 20 100

Table 2 Balcony drain noise recognition

　Category Freq. % Category　 Freq. %

Drainge
noise

Extremely 3 15

Bothered 
room

Living 
room

11 39.3
10 50

Main 
room

7 25Moderate 7 35

Small 
room

1 3.60 0

Front door 0 0Never 0 0
Bathroom 0 0Sum 20 100

Kitchen 2 7.1

Activities 
interrupted 

by 
noise 

(multiple 
choice)

Rest 2 8.7

TV 5 21.7 Multi-
purpose 

room
0 0

Reading 1 4.4
Balcony 5 17.9Sleep 7 30.4

Etc. 0 0Etc. 0 0
None 2 7.1None 8 34.8

Sum 28 100Sum 23 100

Table 3 Survey results of the perception on drain cover

　Category　 Freq. % 　Category　 Freq. %

Drain
cover

Know 8 40

For
purchase

Yes 18 90

Do not 
know 12 60 No 1 5

Sum 20 100
Do not 
know 1 5

Sum 20 100

Table 4 Survey results the recognition of noise im-
provement in drain cover

Category　　 Freq. % Category　　 Freq. %

Without 
a

cover

Very 
Noisy 6 30

With 
a

cover

Very 
Noisy 0 0

Noisy 12 60 Noisy 1 5

Ordinary 2 10 Ordinary 7 35

Quiet 0 0 Quiet 11 55

Very 
Quiet

0 0 Very Quiet 1 5

Sum 20 100 Sum 20 100

Purchase
willing

Stronger 9 50

Amount 
that 

can be 
paid

0 ~
10 000 

won 
3 15

10 000
~ 20 000 9 45

Weaker 1 5.6
20 000

~ 30 000 7 35

Same 8 44.4
30 000 

won above 0 0

No answer 1 5
Sum 18 100

Sum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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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응답의 90 %였는데 시공 후에는 5 %로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보통이다’와 ‘조용하다’는 응답이 90 %

로서 거주민의 청감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등으로 드레인 커버의 

저감효과를 확인한 후, 구매의사가 강해진 거주민이 

50 %였다. 구매의사가 동일한 40 %까지 합하면, 거

주민의 90 %가 구매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수드레인 커버의 효과에 거주민이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2 층별 발코니 배수소음 특성

층별 발코니 배수소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옥상

에서 10 L의 물을 배수하면서, 각 층에서의 배수 소음

특성을 조사해보았다. 해당실험은 배경소음이 37 dBA

정도로 확보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이 실험은 동일 

라인 전체 주거를 섭외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주

거의 발코니가 아닌 공용 복도측에 조성된 배수관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배수소음이 귀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시간이력을 

측정하였다. 이는 실험자가 임의로 정한 사항이다. 측

정층은 1층, 4층, 7층, 10층, 13층, 15층(최상층)으로 

6개층이다. Table 5 및 Fig. 7의 결과는 측정 시간중

의 최대 레벨 값(LAmax)이다 따라서 배수중의 순시 레

벨 및 주파수 특성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측정장비

는 SINUS(Apollo)를 활용하였으며, 마이크로폰은 배

수에 따라 발생하는 물튀김으로부터 안전하고 배수소

음이 최대로 측정될 수 있는 위치인 배수관 옆 20 cm 

정도에 위치시켜 측정하였다. 

Table 5를 보면, 4층의 경우가 78.5 dBA로서 가장 

낮으며 10층이 89 dBA로 측정되어 가장 높다. 일단 

최대 최소의 차가 10.5 dBA로 나타나 층별로 배수소

음 레벨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대레벨은 중간층(10층, 7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배수의 속도가 이 부분에 이르러 최대를 보이고 아래

로 내려갈수록 관벽과의 마찰저항으로 인해 배수 낙

하속도가 줄고 순간 최대배수량이 적어지게 되어 이

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배수가 이

루어지면 관벽에 붙어있다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데, 이러한 배수의 시간지연효과 등으로 시간에 따른 

순간 최대배수량에 층별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5층은 

옥상층의 배수위치와 가까운 관계로 레벨이 높은 것

 

Fig. 7 Drainage drain and microphone

Table 5 Drain noise level by floor (max)

Fl. BGN 1F 4F 7F 10F 13F 15F

dBA 37.3 79.6 78.5 85.2 89.0 79.2 85.4
 

Fig. 8 Drain noise characteristics by floor (maximum 
hold)

 

Fig. 9 Drainage noise time history characteristics by 
floor (15th, 1s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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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짐작할 수 있다. 

Fig. 8은 각층별로 전체 측정시간 중의 최대레벨 주

파수 특성이다. 저음역 및 고음역대역의 레벨이 중음

역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레인 커버 설계시 저음역 및 고음

역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 데이

터는 측정시간대의 최대 레벨 측정치로서 순시치와는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Fig. 9는 15층과 1층 배수음의 시간이력 그래프이

다. 시간변화에 따라 배수소음 레벨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파악해보고자 한 것이다. 측정은 배수소음이 인

지되는 시점부터 120초 동안 지속하였다. Fig. 9를 보

면, 소음이 인지되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피크가 발생

하는 시간이 15층과 1층에 약 10초 정도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층의 최대 피크레벨이 15층에 

비해 약 4.5 dBA정도 줄어들었다. 이는 위층에서의 

배수음이 배수관을 타고 내려오고 있으며 1층으로 배

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배수관벽에 붙은 배수 때문

에 1층에서는 15층에 비해  순간 최대 배수 통과량이 

적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9에서 주목할 것은 1층의 배수소음 레벨이 거

의 100초 동안 50 dBA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 15층은 25초 내외에서 50 dBA이하로 배수소음이 

내려가는데 비하여, 1층의 경우는 90초가 지난 경우

에도 60 dBA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층은 15층에 비해 최대 피크레벨은 낮으나 50

dBA를 넘는 배수소음 지속시간이 100초 정도를 유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1층에서

의 배수소음이 거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위층에서의 배수빈도를 참작해

보면, 저층부는 위층 배수빈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

에 없으므로 드레인 커버 등의 대안마련이 저층부에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Fig. 10은 Fig. 9에 10층 데이터를 얹은 것이다. 10층

의 피크 배수음 발생에 2초, 3초의 시간지연이 있으며 

40초 정도까지는 15층에 비해 배수소음레벨이 높으나 

그 이후부터는 15층과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11의 그래프는 15층, 1층 및 7층의 시간이력 

데이터이다. 역시 피크레벨의 시간지연 현상을 볼 수 

있다. 7층의 양상은 10층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

고 있다. 1층의 최대 피크레벨이 다른 층에 비해 낮은 

것은 1층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다른 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는 30초 동안의 각층별 배수소음 데이터이

다. 층이 내려갈수록 피크레벨도 점차 뒤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수소음 인지 후 최소 30초 이상

은 50 dBA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 실

내소음 적정수준이 40 dBA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층에 대하여 발코니 배수소음이 신경쓰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Fig. 10 Drainage noise time history characteristics by 

floor (15th, 10th, 1st floor)

Fig. 11 Drainage noise time history characteristics by 
floor (15th, 7th, 1st floor)

 

Fig. 12 Drain noise time history characteristics (30 
seconds) of the entir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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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발코니 배수관 드레인 커버 실증

Table 6은 드레인 커버 설치 전후의 발코니 배수소

음 레벨, 저감량과 거주민의 체감 효과 그리고 구매

의사 변화 및 드레인 커버 적정 구매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는 드레인 커버 적용에 따른 저감량을 기

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다. 저감량을 보면, 최

대 16.8 dBA (No. 1)이고 최소 5.3 dBA (No. 20)로 나

타난다. 그 편차가 무려 11.5 dBA에 이른다. 동일한 

드레인 커버를 현장에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호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

서 ‘2.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배수관 주위상태’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별 현장조건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차음성능이 크게 개선된 No. 1 및 

No. 2 주택의 경우는 바닥부분이 편평하여 설치된 드

레인 커버가 잘 밀착될 수 있는 조건의 상태였다. 반

면에 예상되듯이 개선의 정도가 다른 주택의 경우에 

비해 낮게 측정된 No. 19 및 No. 20 주택의 배수관 

주위는 바닥이 패어있거나 굴곡이 심하여 드레인 커

버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바닥과 드레

인 커버를 최대한 밀착시키고 수건 등을 사용하여 틈

을 보완하려고 하였으나 바닥과 드레인 커버의 틈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배수관 

드레인 커버를 적용하게 될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배

수관 주위의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양호한 드레인 

커버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바닥의 편평화 작업 등

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Fig. 13은 드레인 커버의 효과가 제대로 구현된 

 

Fig. 13 Drain noise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drain cover (No. 1)

 

Fig. 14 Drain noise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drain cover (No. 20)

Table 6 Before and after installing the drain cover, the 
level of drain noise by case, etc.

No. Existing
Drain 
cover

Reduced 
amount

Reduction 
effect

Purchase
willing

Cost
(10 000 

won)

1 75.7 58.9(all) 16.8 1 Same 1-2

2 75.8 59 (all) 16.8 1 Same 1 below

3 86.6 70.4(all) 16.2 2 Stronger 1-2

4 73.7 57.8(all) 15.9 3 Stronger 2-3

5 78.3 63.2(all) 15.1 2 Same 2-3

6 82.4 68.2(in) 14.2 3 Stronger 1 below

7 74.8 60.7(all) 14.1 3 Stronger 1-2

8 78.1 64.7(all) 13.4 1 Same 2-3

9 78.5 65.7(in) 12.8 0 None 1 below

10 79.3 66.7(in) 12.6 1 Same 1-2

11 71.6 59.2(all) 12.4 3 Stronger 1-2

12 75.1 63.8(in) 11.3 1 Stronger 1-2

13 73.4 63.1(all) 10.3 2 Stronger 1-2

14 74.2 64.2(in) 10 2 Same 1-2

15 72 62 (all) 10 2 Stronger 2-3

16 77 67 (all) 10 4 Stronger 2-3

17 76.9 67.3(all) 9.6 2 None None

18 77.8 69.9(in) 7.9 1 Same 2-3

19 73.8 68 (in) 5.8 0 No 
answer

1-2

20 71.3 66 (all) 5.3 2 Same 2-3

Avg. 76.3 64.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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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주택의 배수소음 특성 그래프이다. 드레인 커

버 설치 전후의 음압레벨을 살펴보면, 전주파수 대역

에서 배수소음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상대적으로 중고음역의 저감효과가 저음역에 비

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드레인 커버의 효과가 여실

히 반영된 경우이다. 

반면에 Fig. 14는 드레인 커버를 적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 

드레인 커버와 바닥사이의 틈이 문제로 작용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1000 Hz 대역 부근에서는 드레인 

커버가 있는 경우의 레벨이 약간 크게 측정되었는

데, 이는 옥상층에서 물을 배수할 때의 배수형태가 

드레인 커버 설치전후에 전적으로 동일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배수관

내에서 배수가 몰리느냐 흩어지느냐 그리고 배수가 

배수드레인의 어느 부분에 튀느냐에 따라서 배수 건

별로 측정된 레벨이 약간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6에서 저감량을 기준으로 보면, 16개 세대가 

10 dBA이상의 저감효과를 보이고 있다. 배수관 주변 

상황이 양호한 7개 세대는 14 dBA 이상의 성능을 보

이고 있어 배수관 주위조건이 드레인 커버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레인 커버 내부 및 외부 부재를 모두 적용한 경

우가 저감량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건상 내부 부

재만 적용한 경우는 최고 14.2 dBA (No. 6)의 저감량

을 보이고 있다. 전체 저감량 평균이 12 dBA로 나타

나 드레인 커버 적용에 따른 발코니 배수소음 저감효

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거주민이 드레인 커버를 적용함으로서 느끼는 개

선효과는 평균 1.8로 나타나 5단계 척도 활용시 약 2

단계의 심리적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실제 저감량과 거주민의 개선효과의 상관

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드레인 커버의 소음 저감효과를 체험한 거주민의 

구매의사 변화를 살펴보면 20명 중 9명의 의사가 강

해져 드레인 커버의 배수관 적용에 대해 거주민은 긍

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감효과를 3

단계 이상으로 답한 세대의 구매의사가 강해지는 경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매비용은 1만 원 ~2 만 원

대가 9명이고 3만 원까지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주민

은 7명으로 파악되었다. 

5. 결  론

지난 연구과정을 통하여 기존 공동주택의 발코니 

배수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배수관 소음 주요 발생부

위 파악하였고 드레인 커버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최종적으로 개발된 드레인 커버를 기존 공동주

택에 실증하여 적용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밝혔다.

그 결과 기존 공동주택의 배수관 주위 현장 조건은 

애초의 시공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개개호

별로 수선 및 훼손 등으로 배수관 주위의 상태가 양

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

대로 된 드레인 커버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선

행적으로 배수관 주위에 대한 편평화 작업 등의 보완

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작업이 담보되

지 않는다면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드레인 커버

의 성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배수관 주변 상황이 양호한 경우, 드레인 커버의  

적용에 따른 저감량이 최대 16.8 dBA로 나타나 그 

효과가 매우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저층부와 상층부의 배수소음 특성을 파악해본 결

과, 저층부의 피크레벨이 상층부에 비해 낮으나 배수

소음 지속시간이 상층부에 비해 길게 나타나 저층부

가 상대적으로 상층부에 비해 발코니 배수소음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수의 발생빈도

까지 감안한다면, 저층부의 발코니 배수소음에 대한 

대처방안 요구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주민은 발코니 배수소음 드레인 커버

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드레인 커버 구매의사도 강하므로 드레인 커버에 대

한 홍보 및 보급이 뒤따른다면 기존 공동주택의 발코

니 배수소음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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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건설 중인 기장연구로(KJRR; Kijang research 
reactor)에 적용될 하부설치 제어봉구동장치(BMCRDM)
가 개발되었으며, KEPIC END 2000 (IEEE-344)의 요

건에 따라서 내진시험이 수행되었다(1~3). KEPIC END 
2000의 요건에 따르면, BMCRDM(bottom mounted 
control rod drive mechanism)은 건설 부지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최대 지진(안전정지지진, safe 
shutdown earthquake)(4) 중 그 안전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시험에서는 실제 

설치 환경이 충실히 모사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이

러한 설치 환경 모사를 위한 지지구조물(이하 지그)
의 설계 요건, 설계, 제작, 시험 및 FE 모델링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내진시험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안전기능은 안전정

지지진 중 ①제어봉(CAR; control absorber rod)이 

요구되는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낙하해야 하며, ②구

조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초기 설계 및 시험 계획

2.1 BMCRDM의 소개 

시험대상체인 BMCRDM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형상을 가지며, 원자로의 아래층에 설치된 구동

† Corresponding Autho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enior Researcher
E-mail: josun@kaeri.re.kr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Recommended by Editor Young Cheol Huh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하부설치 제어봉구동장치의 내진시험 지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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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ottom mounted control rod drive mechanism (BMCRDM) for Kijang Research Reactor has been 
developed and its safety functions during safe shutdown earthquake events should be verified by con-
ducting tests according to KEPIC END 2000. Furthermore, the test object should be supported such 
that it simulates the intended service supporting. BMCRDM is supported by its reactor which has two 
natural frequencies in the horizontal direction under the cutoff frequency of the earthquake. Therefore, 
a seismic test jig with those two same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should be designed and 
menufactured for the test. This paper explains how the test jig is designed, modelled, tested, and 
manufactured. FE models are generally modified based on test results. However, this is quite challeng-
ing because the jig should be designed and manufactur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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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비접촉 방식으로 extension shaft를 구동한다. 
Extension shaft는 층간을 지나 원자로 내부로 연결된 

긴 봉이며, 이에 연결된 CAR의 위치에 따라 원자로

의 출력이 제어된다. 
BMCRDM의 하부는 구동부로서 두꺼운 콘크리트

로 이루어진 하부격실의 바닥과 천장에 고정된다. 
Extension shaft를 통해 구동부와 연결되는 CAR은 

원자로내부에서 안내관에 의해 수평방향으로 지지 되

며, CAR은 안내관과 마찰을 줄이기 위한 roller를 내

재하고 있다. 따라서, BMCRDM의 지지부는 총 세 

곳으로 하부격실의 바닥, 천장 및 원자로 내부에 위

치한 안내관이 이에 해당한다.

2.2 지그의 설계 요건

내진시험 지그의 필요한 기능은 ①시험대상체의 

실제 설치 환경을 충실히 모사해야 하며, ②가진대에 

설치되어 가진 될 수 있어야 한다. 
BMCRDM 구동부의 지지위치는 콘크리트 하부격실 

바닥과 천장이며, 하부격실은 지진하중의 최대 가진주

파수(= 40 Hz) 이내에서 충분한 강성을 가진 강체로 가

정한다. BMCRDM 상부에 위치한 CAR은 원자로 내

부의 안내관에 의해 수평방향으로 지지되고, 안내관은 

40 Hz 이하에서 x-방향으로 23.8 Hz 및 28.3 Hz의 두 

고유진동수를 가지며, y-방향으로는 21.8 Hz 및 28.7 Hz
에서 고유진동수를 갖는다(5). 첫 번째 고유진동수에서 

안내관은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구조물

과 in-phase로 거동하는 굽힘 모드 형상을 갖는다. 두 

번째 고유진동수에서는 Fig. 2(b)와 같이 원자로구조물

과 안내관이 out-of-phase로 거동하는 굽힘 모드 형상

을 보인다. 각 모드의 유효질량은 전체질량의 약 25 %
와 15 %에 해당하는 원자로의 주요모드이며, CAR 지
지부의 주요 특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내진시험 지그

의 설계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구동부가 설치되는 하부는 40 Hz 이하에서 강

체 거동할 것

(2) CAR을 수평 지지하는 안내관은 오차 ±10 % 
범위 내에서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2개의 고

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가질 것

2.3 지그 초기 설계 및 시험 계획

시험 결과에 맞추어 해석 모델을 개선하는 것은 많

Guide
tube

Reactor Structure

(a) In-phase mode

Reactor Structure

Guide
tube

(b) Out-of-phase mode
Fig. 2 1st & 2nd mode shape of reactor in y-direction

 

Fig. 1 Constitution of BMCR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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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목표 고

유진동수를 갖도록 지그를 설계 및 제작해야 하는 굉

장히 도전적인 문제이다. 또한, 내진시험 지그에는 

BMCRDM의 설치/해체/계측/관측/방수 등을 위해 많

은 수의 볼트 및 방수재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원자

로 내부 형상을 모사함으로 인한 끼움 조립, 물의 영

향 등의 모델링에 많은 불확실 요소가 존재한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 내진시험 이전에 지그의 

고유진동수 측정 시험을 3회 계획하였으며, 매 시험

의 결과에 따라 해석 모델을 개선하고 지그의 설계 

변경을 계획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2.4 지그의 초기 설계 

시험대상체인 BMCRDM은 그 길이가 7 m 이상이

다. 2.2절에서 기술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면 내

진시험 지그는 그 중량이 너무 커져서 국내에서 가용

한 가진대에서는 시험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내

진시험에서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tension 
shaft의 길이를 약 3 m에서 1 m 정도로 축소하고 다른 

부품은 본품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내진시험을 

계획하였다. Extension shaft는 하부격실의 구동부와 

CAR을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하며, 다른 구조물과의 

간섭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한 시험은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내진시험 지그의 설계 형상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 크기는 약 3.1 m × 3.6 m × 5.8 m이며 질량

은 시험체 포함 약 4 톤이다. 
주로 I형강으로 제작된 bottom structure는 강체 요

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강되었다. Room 
top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하부격실의 천장과 원자

로 바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를 grid 형상으로 

설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짐과 동시에 경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Bottom structure와 room top으

로 둘러싸인 공간에는 시험 대상체인 BMCRDM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볼

Dummy 
FFA

Shortened 
extension shaft

CAR

CRDM

CRDM upper 
support structure 

assembly

CRDM lower 
support structure 

assembly

 

Fig. 3 BMCRDM with shortened extension shaft

Simulated 
RSA

Bottom 
structure

Room top

Reversed cover

CAR/SSR Guide tube

UGS

Grid plate / Hold-up spring

Outlet plenum
5.8m

3.1m

(a) Section view

(b) Iso view
Fig. 4 Design of seismic test jig



Jong-Oh Sun et al. ; Design of Seismic Test Jig for Bottom Mounted Control Rod Drive Mechanism

576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573~580, 2020

트 조립식으로 설계되었다.
Room top 상부에는 원자로구조물 및 CAR 안내관

을 모사하는 simulated RSA가 위치한다. Simulated 
RSA 내부에는 Fig. 5에 나타낸 사각 형상의 CAR 안
내관이 Grid Plate의 사각홈에 아주 작은 간극을 갖고 

삽입되는데, 둘 사이에는 안내관의 열팽창 및 조사성

장을 흡수할 수 있는 hold-up spring이 삽입된다. 안

내관의 최상단에는 reversed cover가 설치되어 안내

관 최상단을 simulated RSA의 상단과 연결시킨다. 
Reversed cover가 둘 사이를 연결하는 스프링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형상을 조정함으로서 안내관

과 simulated RSA의 out-of-phase 모드 고유진동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simulated RSA의 구

성품인 UGS와 Outlet plenum은 Fig. 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사각단면의 외부에 I형강 형태의 보강재를 

설계하였다. 그 목적은 simulated RSA 굽힘모드의 

고유진동수 변경이 필요할 때, 해당 부분을 제거하거

나 추가 보강하여 고유진동수를 조절하고자 함이다. 

2.5 지그의 FE 모델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지그

의 유한요소 모델을 Fig. 7과 같이 구성하였다. 2차 

요소인 Solid186와 Solid187요소로 구조를 구성하였

으며, 같은 2차 요소인 Fluid220과 Fluid221로 내부

의 물을 모델링하였다.
구성품 간의 볼트 조립부들은 볼트 및 플랜지의 크

기 정보로부터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은(6) 볼트 인

장력에 의해 예압력이 가해지는 플랜지부의 면적을 

계산하고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lt-frusta에 해

당하는 면적에만 bonded 접촉 조건 또는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사각형 단면을 갖는 Fig. 5의 CAR 안내관 하부의 

측면은 grid plate 내부 측면과 no separation 접촉 조

건을 부여하였고, 안내관 하부의 hold-up 스프링은 

정적 해석을 통해 스프링 상수를 구한 후 스프링 요

소로 반영하였다. 
모드해석을 수행하여 고유진동수를 계산하고 Fig.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평방향으로 simulated RSA와 

그 내부의 CAR 안내관이 in-phase 모드와 out-of-phase 
모드를 갖을 수 있도록 설계 변수들을 조정하였다. 
여기서, in-phase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simulated RSA 
외부 보강재의 형상 변경을 통해 조정할 수 있고, 
out-of-phase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reversed cover의 

형상 변경을 통해 각 시험의 중간에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Fig. 10에 표현된 x방향 모드 형상과 동

(a) Guide tube (b) Hold-up spring & grid plate

Fig. 5 Guide tube, hold-up spring and grid plate

(a) UGS (b) Outlet plenum
Fig. 6 Section view of UGS & outlet plenum

 

Fig. 7 FE model for seismic test 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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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y방향 또한 동일한 두 가지 모드를 가진다. 이
와 관련된 설명은 3.1절에서 추가 기술한다.

3. 모드 시험 및 FE 모델 수정

최종적으로 내진시험 지그가 원하는 고유진동수를 

갖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그의 FE모델을 정확하

게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를 수정해 나가야 한

다. 따라서 이 시험에 앞선 3번의 예비 모드시험 목적

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내진시험 지그

의 유한요소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3.1 1차 시험 및 모델/설계 수정

BMCRDM의 내진성능시험은 내진성능평가기관으

로 등록된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 수행되었

고, 이 내진시험에서는 KEPIC END 2000의 요건에 

따라 6자유도 가진대에서 수평-수직 동시 가진을 해야 

한다. 그러나, 1차 모드시험은 수평 방향으로만 가진이 

가능한 3자유도 가진대와 수평-수직 가진이 모두 가능

한 6자유도 가진대에서 두 번 수행되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원에서 선행했던 다른 시험의 경험에 기반한다. 
지진방재연구센터의 3자유도 가진대는 튼튼한 철골 

구조물 위에 4개의 음압 베어링이 위치하며 가진 테이

블을 아래로 강하게 끌어당긴다. 동시에 수평으로 4개

의 유압 피스톤이 설치되어 구동하여 수평 3자유도를 

제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직방향으로 충분히 강한 

강성을 가진다. 반면에 6자유도 가진대는 오직 유압 

피스톤 4개가 가진 테이블을 수직방향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가진하며, 수평 방향으로 또 다른 4개의 유압 

피스톤이 가진 테이블과 연결되어 수평방향으로 가진

하는 방식이다. 6자유도 가진대의 특성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테이블, 유압 피스톤 및 제어기 등의 다양

한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본 연구팀은 선행 시

험의 경험을 통해 6자유도 가진대가 시험체에 충분한 

고정경계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예상하였다. 따

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진대에서 1차 시험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Fig. 8 Bolt-frusta model

(a) Bolt-frusta between bottom structure & room top

(b) Bolt-frusta between bottom structure 
& shaking table

Fig. 9 Example of bolt-frusta application

(a) In-phase (b) Out-of-phase
Fig. 10 1st & 2nd mode shape of seismic test jig (section 

view, in x-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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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진동수 측정 방법은 수평 방향으로 sine sweep 
신호로 가진대를 가진하고 Fig. 11에 나타낸 위치에서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가속도를 계측하였다. 그 후, 
1번 계측 위치의 신호를 reference로 하여 주파수 응답

함수를 계산한 후, 고유진동수를 찾아내었고 그 결과

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세한 고유진동수 탐

색 방법은 3.4절에서 기술한다. 지그의 해석 결과가 목

표치(원자로의 해석 결과)보다 낮도록 설정한 이유는 

해석보다 시험의 고유진동수가 더 낮게 나올 것이라는 

경험적 예측하에 목표치보다 의도적으로 높은 고유진

동수를 갖도록 지그를 초기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3자유도 가진대에서의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si-

mulated RSA가 전체적으로 변형하는 in-phase 모드

(Fig. 10(a))의 고유진동수는 해석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6자유도 가진대에서 측정된 고유진동

수는 10 % 이상 작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6-자유도 

가진대가 충분한 고정 경계 조건을 제공해 주지 못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

그의 FE모델에 시험이 수행될 6-자유도 가진 테이블

의 질량과 질량관성모멘트 및 이를 수직 지지하는 유

압피스톤의 강성을 모델에 추가하였고, 유압피스톤의 

강성값을 조정하여 in-phase 모드의 고유진동수를 조

정하였다. 가진 테이블 자체는 충분한 강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질량과 관성모멘트 특성만 

반영하였고, 앞서 설명한 유압 피스톤 및 제어기 등

의 영향을 강성값으로 해석에 반영한 것이다.
Out-of-phase 모드를 살펴보면 해석 결과에 비하여 

시험에서 현저히 낮은 고유진동수를 보였으며, 그 원인

으로 안내관의 하부 모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이 되었다. 초기 FE 모델에는 안내관과 grid plate의 측
면에 수직방향으로 미끄러짐이 가능한 no separation 
접촉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해당 접촉을 제거하고 

holdup spring의 특성만을 스프링 요소로 반영하였을 

때, 시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해당 특성은 

원자로의 유한요소 모델에도 동일하게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2번째 모드시험에서는 목표치(원자로의 고

유진동수)가 수정이 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한요소 모델을 수정하였으

며, out-of-phase 모드의 고유진동수를 높이고자 reversed 
cover의 설계를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하였다.

3.2 2차 시험 및 모델/설계 수정

2차 시험은 6자유도 가진대에서만 수행되었다. 

 

#5

#1

#2

#3

#4

#7

#6

#8

#10

#9

Fig. 11 Location of 3-axial accelerometers

Table 1 1st modal test results

X-direc. [Hz] Y-direc. [Hz]
Mode 
shape In-phase Out-of-phase In-phase Out-of-phase

Reactor FE 
model 23.8 28.3 21.8 28.7

Jig FE 
model 26.1 29.6 24 30.4

3-DOF 
shaker 25.25 17.25 24 16.5

6-DOF 
shaker 22.25 16.75 22 16.5

Table 2 2nd modal test results

X-direc. [Hz] Y-direc. [Hz]
Mode 
shape In-phase Out-of-phase In-phase Out-of-phase

Reactor FE 
model 22.0 25.3 19.2 28.8

Jig FE 
model 24.5 32.4 22.9 39.8

6-DOF 
shaker 22.0 28.75 21.5 39

Table 3 Final modal test results

X-direc. [Hz] Y-direc. [Hz]
Mode 
shape In-phase Out-of-phase In-phase Out-of-phase

Reactor FE 
model 22.6 25.4 20.1 28.6

6-DOF 
Shaker 21.0 24.0 20.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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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결과로부터 수정된 원자로 FE 모델의 해

석 결과값과 내진시험 지그의 해석 결과 및 2차 모드 

시험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지그와 

원자로의 해석 결과가 서로 다르게 설계된 이유는 

CAR의 질량 유무 때문이다. 최종 내진시험에서는 시

험대상체가 설치되지만, 예비 모드시험에서는 시험대

상체를 설치할 수 없었다. 따라서, BMCRDM의 

CAR을 질량으로 반영한 지그의 FE 모델을 원자로의 

고유진동수와 일치시킨 후, 실제 시험 결과는 CAR의 

질량이 없는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지그의 해석 결과와 시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0 % 오차를 약간 벗어나지만 약간의 설계 수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3 3차 시험 및 모델/설계 수정
3차 시험에서는 2차 시험 때 CAR을 단순 질량으

로 모델링한 것이 적절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시험

대상체인 BMCRDM은 내진시험에 선행되어야 하는 

성능, 피로 및 수명 시험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모

드시험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를 적

절히 모사하는 dummy 시험체를 제작하여 지그에 설

치하고 3차 모드시험을 수행하였다. 
Dummy 시험체를 포함한 지그의 모드해석 결과는

CAR을 단순 질량으로 가정한 경우와 차이가 있었다. 
Dummy 시험체를 포함한 3차 모드시험 결과를 바탕

으로 dummy 시험체의 구동부 측과 extension shaft
의 접촉 모델링 방법을 결정하였고, 최종 시험에 사

용될 내진시험 지그의 설계를 최종확정하였다.

3.4 최종 모드시험

최종 내진시험에서 BMCRDM이 설치된 내진시험

기의 모드시험이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행되

었다. 해당 시험의 자세한 과정 및 결과는 부산대 지

진방재연구센터의 내진성능검증 시험 보고서(7)에 자

세히 수록되어 있다. 
내진성능검증 시험 이전 최종 모드시험이 수행되었으

며, Fig. 11에 나타난 위치에 3축 가속도계를 설치하였

다. Fig. 1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5번 위치는 내진시험 

지그 내부에 위치한 안내관에 설치된 3축 가속도계이다. 
6자유도 가진대에 각각 x방향 및 y방향으로 sine 

sweep 신호로 가진 후 공진주파수를 관측하였다. x방
향에 대한 시험을 예시로 설명하면, 1번 가속도계의 

계측 신호를 reference로 하여 계산한 주파수 응답함

수의 크기 및 위상을 Fig. 14에 나타내었고, 지진방재

센터에서 도출한 모드형상을 Fig. 15에 도시하였다(7).

(a) Before (b) After
Fig. 12 Design change of reversed cover

 

Fig. 13 Photo of seismic test jig with BMCRDM

 

Fig. 14 Frequency response function (ref. ac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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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시험 지그 최상단(4번)과 지그 내부 안내관(5번)
에서 계측된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21 Hz와 24 Hz에 공

진주파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21 Hz에서는 

4번과 5번 위치의 위상차가 없으나, 24 Hz는 두 위치

의 위상차가 180° 발생하는 out-of-phase 모드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지진방재센터에서 도출한 Fig. 15의 모

드형상에서 위상차는 확인할 수 없지만, 콘크리트 하부

격실을 모사하는 bottom structure가 충분히 강하게 설

계되었고, simulated RSA는 Fig. 1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모드형상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 및 y방향의 모드시험 결과와 목표치인 원자로 

FE 모델의 고유진동수는 Table 3에 정리한 바와 같으

며, 목표치의 10 % 오차 이내의 고유진동수를 갖도록 

내진시험 지그가 설계되었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기장연구로에 적용 예정인 하부설

치 제어봉구동장치의 내진시험을 위한 내진시험 지그

의 설계, 모델링,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을 기술하였다. 내진시험기는 원자로의 실제 설치 환

경인 원자로의 동적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시험을 통해 목표한 고유진동수 및 모

드형상이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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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IL-STD-167-1A는 함정탑재장비의 진동에 대한 미 

해군 표준서로, 진동의 유형을 TYPE I(환경 진동) 및 

TYPE II(내부 가진 진동)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대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1,2).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TYPE II 유형은 회전장비의 밸런싱 상태에 따른 진동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회전장비가 장착하고 있는 

회전체의 종류에 따라 강성회전체 진동기준과 탄성회전

체 진동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MIL-STD-167-1A는 강성회전체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탄성회전체 기준을 대신 적용하

여 시험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1). 그렇다보

니 실무에서는 G1.0~G2.5와 같이 엄격한 수준을 요구

하는 강성회전체 기준의 시험 대신 탄성회전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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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STD-167-1A is a test method standard for mechanical vibrations of shipboard equipment. This 

standard classifies vibration into two types which are Type I environmental vibration and Type II in-

ternally excited vibration. This study is focused only on the Type II internally excited vibration. 

Type II further classifies its vibratory criteria into two types, that is, which are Rigid rotor vibration 

and Flexible rotor vibration. Rigid rotor's criterion limits the maximum vibratory level by means of 

the maximum allowable residual unbalance. In contrast, flexible rotor's criterion limits by means of 

maximum allowable vibratory displacement. According to MIL-STD-167-1A, machinery with rotors 

which are unable to meet the rigid rotor’s criterion shall be balanced in accordance with the flexible 

rotor’s criterion instead, and its vibratory displacement shall meet the flexible rotor’s criterion. 

However, this standard does not clarify how equivalent are these criteria. Therefore, several tests 

have been performed under Flexible rotor's criterion without knowledge of relationship between flexi-

ble and rigid rotor criterion.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riteria using experimental method, and to determine a method to improve flexible rotor’s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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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시험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이 표

준서가 두 진동기준 간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의 대체

적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두 기준이 상대적으로 동등

한 수준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준서는 진동기준들의 상대적 관계에 대해서 명

시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두 진동기준이 동등한 수

준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상대적 관

계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회전체에서 기인한 진동이 구조를 통해 전달되

어 발생하는 구조소음(structureborne noise)의 계측값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회전체 진동변위 계측값

은 여전히 탄성회전체 기준치를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 탄성회전체 진동기준은 매우 관대한 수준으

로 설정된 것으로 의심되며, 기준치로서의 적합성을 재

검토하여 필요시 기준치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MIL-STD-167-1A의 TYPE II 내부 

가진 진동의 강성회전체 진동기준과 탄성회전체 진동기

준의 상대적 관계를 실험적으로 분석했다. 강성회전체 

기준에 따라 실험장비의 불평형을 변화시키고 그때의 

진동변위를 계측하여 탄성회전체 기준과 비교하는 방식

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탄성회전체 

진동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고찰하였고, 최종적으로 탄

성회전체 진동기준의 개선안을 도출 및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회전체 불평형

MIL-STD-167-1A 및 ISO 1940-1의 정의에 의하면 

회전체 불평형이란 회전체의 회전중심과 질량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진

동 및 원심력이 베어링에 인가되는 상태를 말한다(1,3). 

모든 회전체는 제작 오차나 재료 불균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불평형 상태를 갖는다. 회전체가 과도한 

불평형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전할 경우 과진동에 

의해 베어링과 같은 부품의 파손이나 용접부 균열 등

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전체 불평형으로 인한 진동의 허용 기준을 정의하

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2 MIL-STD-167-1A의 진동기준

(1) 강성회전체 진동기준

이 표준서는 회전체 불평형으로부터 기인한 내부 

가진 진동의 허용기준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회전체를 

강성회전체와 탄성회전체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

의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치를 제시한다. 강성회전체는 

1면 또는 2면 교정에 의해 밸런싱을 조정할 수 있는 

회전체를 말하는데, 1면 또는 2면 교정은 회전체상 교

정작업을 수행하는 평면이 1개 또는 2개임을 의미한

다. 이 표준서에서는 회전체의 직경에 대한 길이의 비

율 및 회전수에 따라 1면 또는 2면 밸런싱을 수행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밸런싱 머신을 사

용하여 회전체 밸런싱을 수행하며, 그 후에 계측한 잔

류불평형량이 식 (1)에서 계산한 최대 허용 잔류 불평

형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1)

여기서 U는 최대 허용 잔류 불평형량(maximum al-

lowable residual unbalance, 단위: oz-inch 또는 

g-mm), G는 평형품질등급(balance quality grade, 단

위: mm/s), W는 회전체의 중량(단위: lbs 또는 kg), N
은 장비의 최대 회전수(단위: r/min)를 의미한다. 이 표

준서에서는 회전수에 따라 평형품질등급 적용을 구분

하고 있는데, 회전수가 1000 r/min 미만일 경우 G2.5

를 적용하고 1000 r/min 이상일 경우 G1.0을 적용한

다. 단, 저소음 요구 장비의 경우 회전수와 관계없이 

G1.0을 적용한다. 한편, 최대 허용 잔류 불평형 U 값

은 개념적으로 불평형량이 회전체의 회전중심으로부터 

어느정도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평형품질등급에 의해 정해지는 회전체의 허용 불평형 

편심량(specific unbalance) e와 회전체의 유효질량 m
의 곱으로 표현하여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3~5).

   ×  (2)

식 (1)의 평형품질등급 G값은 밸런싱의 정밀도를 등

급별로 구분하는 값으로 그 적용 방법은 ANSI S2.19 

및 ISO 1940-1의 내용을 준용한다. 평형품질등급 G값

이 작을수록 더 정밀한 밸런싱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

하며 가장 정밀한 품질등급인 G0.4부터 2.5배 단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3,6). 평형품질등급 G값은 최대 

허용 잔류 불평형량 U의 계산결과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연구의 실험에서도 강성

회전체 관점에서 실험장비의 평형 상태를 조절하기 위

해 평형품질등급 G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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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성회전체 진동기준

한편, 탄성회전체는 강성회전체를 제외한 모든 회

전체를 말하며 다면 교정에 의해서 회전체 평형을 조

정할 수 있다. 탄성회전체의 경우 장비 프레임에 회

전체를 포함한 모든 부품을 장착 및 조립 완료한 완

제품 상태에서 진동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진동 

계측위치는 베어링 하우징에서 최대 변위가 발생하는 

방향이며, 회전주파수에서의 편진폭 변위(displacement 

single amplitude, 이하 ‘진동변위’)를 계측하여 평가

한다. 진동변위 값은 Fig. 1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

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3 MIL-STD-167 시리즈 비교

MIL-STD-167 시리즈의 2005년 최신 개정판(1), 

1954년 초판(7), 1974년 1차 개정판(8)의 회전체 진동

기준을 비교해보면, 강성회전체의 경우 Fig. 2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1974년 개정판의 기준치가 가장 보수

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함정탑재장비 회전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00 r/min 이상의 고속 회전구간

에서는 1974년 개정판이 2005년 개정판보다 1.5배 엄

격한 기준치를 보인다. 탄성회전체의 경우에도 Fig. 3

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1974년 개정판 및 현행 2005

년 개정판의 기준치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1000 r/min 

이상의 고속 회전수에서는 1974년 개정판의 기준치

가 조금 더 보수적이다.

종합적으로 1974년 개정판이 가장 보수적인 기준치

를 보였고 현재 적용중인 2005년 개정판은 1974년판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

적으로 발전하는 함정탑재장비 제작기술 및 성능과는 

반대로 30년 만에 나온 개정판에서 오히려 진동기준을 

더 완화한 것은 다소 이상한 부분이나, MIL-STD-167 

시리즈에서 기준치 변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행 강성회전체 기준

치와 탄성회전체 기준치를 실험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상호간 어느 정도의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코자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과연 현행 탄성회전체 진동변

위 기준치가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찰하

고자 한다. 또한 실험 및 분석 결과로부터 현행 탄성회

전체 진동변위 기준치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함정탑재

장비 진동기준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진동기준 비교실험 계획

3.1 실험 시스템

(1) 실험장비 구성

실험장비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 

 

Fig. 1 Vibratory limit for flexible rotor in displace-
ment single amplitude (logarithm scale)

 

Fig. 2 Comparison chart of rigid rotor criteria in all 
MIL-STD-167 series (linear scale)

 

Fig. 3 Comparison chart of flexible rotor criteria in 
all MIL-STD-167 series (logarithm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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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분석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계 모의 실험장

치를 사용했다. 서보모터(모델: MDME102G1G, 최대

회전수: 3000 r/min), 탄성커플링, 회전체(질량불평형 

디스크 포함), 베어링 조립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상

은 Fig. 4와 같다. 진동변위 측정 대상인 회전체는 Fig. 4

의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며, 회전체에 장착된 질량

불평형 디스크를 통해 실험장비의 평형 상태를 조정

하면서 진동변위를 계측했다. 진동변위 계측 위치는 

회전축이 설치된 베어링 하우징 상부면으로, Fig. 4에 

표시된 measurement point 표시 지점이다. 참고로 이 

실험의 목적상 회전체 불평형으로부터 기인한 진동을 

계측 및 분석하여야 하므로 축정렬불량(misalignment) 

등과 같은 불평형 외 다른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진

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성마운트 대신 이 시

험장비 전용 마운트 블록을 사용하였다.

(2) 계측장비 구성 및 계측범위

계측에 사용한 주요 장비는 데이터 수집장치(B&K, 

Pulse 3053-B12)와 가속도계(PCB, 352A02)이며, 데

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는 B&K사의 Pulse Labshop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함정탑재장비는 정속운전 장비인

데 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험장비는 변속운전 

장비이다. 따라서 이 실험장비를 사용하여 함정탑재

장비의 정속운전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실험장비를 대

표할 수 있는 하나의 운전속도를 하나 선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속도를 탐색하기 위해 서보모터의 회전수

를 300 r/min부터 3000 r/min까지 60 r/min 간격으로 

변속하여 총 45개 회전수에 대해 진동변위 값을 계측

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전주파수 5 Hz부터 50 Hz까지

의 변화를 1 Hz 단위로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이 실

험장비는 1440 r/min 및 2940 r/min에서 높은 수준의 

진동을 발생시켰는데, 그 중 최대값은 항상 1440 r/min

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목적상 실험장비

의 대표 운전속도를 1440 r/min으로 선정하였으며, 

결과 분석 역시 1440 r/min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참고로 3000 r/min을 초과하는 회전수에 대한 실험은 

실험장비의 최대 정격 회전수가 3000 r/min인 관계로 

안전 및 장비보호를 위해 수행하지 않았다.

3.2 실험절차 및 구성

(1) 실험절차

식 (1) 및 식 (2)를 활용하여 실험용 불평형 질량 (m)

을 계산하고 이를 질량불평형 디스크에 부착하여 회전

체의 평형 상태를 악화시킨 상태에서 진동변위 값을 

계측하였다. 이 절차를 300 r/min부터 3000 r/min까지 

60 r/min 간격으로 총 45회 반복 실시하며 이때 계측

된 최대 진동변위 값을 현행 탄성회전체 진동기준과 

비교함으로써 강성회전체 진동기준과 탄성회전체 진

동기준의 상대적 관계를 검토하였다. 실험을 통해 유

의미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평형품질등급 G값을 변

동시켜 회전체의 평형 상태를 악화시키며 진동변위 

계측을 반복하였다.

일반적으로 회전체의 밸런싱을 교정할 때에는 주

로 회전체의 최외곽면 또는 그 부근에 교정질량을 부

착하거나, 또는 회전체 상 편심위치의 최외곽면을 깎

아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점을 참고

하여 이 실험에서의 불평형 질량 m의 부착위치는 디

스크의 최외곽면으로 선정 및 통일하였다.

(2) 실험구성

실험은 Table 1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성하였다. 

 

Fig. 4 Test equipment for experiment

Table 1 Test configuration and contents

Test Contents

Test 0 • Test for initial condition setting※ After field balancing job finished

Test 1

• Test at G1.0 condition※ G1.0 when N ≧ 1000 r/min※ G2.5 when N < 1000 r/min※ Using maximum allowable residual unbalance 
value calculated by means of MIL-STD-167-1A's 
rigid rotor criteria

Test 2 • Test at G2.5 condition for all r/min

Test 3 • Test at G6.3 condition for all r/min

Test 4 • Test at G15.6 condition for all 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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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든 실험의 초기상태이자 기준상태를 설정하기 

위하여 실험 0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장비에 대한 현

장 밸런싱 작업을 수행한 후 회전수 별 진동변위 값

을 계측하였고 그 결과를 이 실험의 초기상태로 설정

하였다. 향후 실험1~4의 결과를 분석할 때 초기상태

의 진동변위 수준을 함께 표시하여 실험1~4의 진동

수준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실험1~4의 경

우 각 실험별로 평형품질등급 G값을 한 단계씩 낮추

어 적용함으로써, 회전체의 평형 상태를 변동(악화)에 

따른 진동변위 값을 계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실험 결과

(1) 실험 1. G1.0 조건 실험

MIL-STD-167-1A 강성회전체 진동기준이 규정하

는 최대 허용 잔류불평형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실험

용 불평형 질량 m을 계산한 뒤, 이를 질량불평형 디

스크에 장착한 상태에서 회전수별 진동변위 값을 계

측하였다. 1000 r/min 미만에서는 G2.5를 적용하고 

1000 r/min 이상에서는 G1.0을 적용하였다. 최대 진

동을 발생시키는 1440 r/min 기준으로 볼 때 이 실험

은 G1.0를 적용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Fig.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동변위 수준은 초기상

태보다 모든 회전수에서 증가하였으나 현행 탄성회전

체 기준치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1440 r/min에서의 진동변위는 8.6 μm로 기준치 25.0 μm 

대비 약 34.5 % 수준에 그쳤다. 즉, 현행 탄성회전체 

기준치와 65.5 %의 격차를 보인다.

(2) 실험 2. G2.5 조건 실험

실험 2 에서는 1000 r/min 이상의 회전수에 대해서

도 G2.5를 일괄 적용하여 실험장비 평형 상태를 한 

단계 악화시킨 상태에서 진동변위 수준을 재측정 및 

비교했다. 결과는 Fig. 6과 같다. 1440 r/min에서의 진

동변위 값은 11.8 μm로, 기준치 25.0 μm 대비 47.2 % 

수준에 그쳤다. 즉, 현행 탄성회전체 기준치와 52.8 %

의 격차를 보인다.

(3) 실험 3. G6.3 조건 실험

실험 3 에서는 모든 회전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G6.3을 적용하여 실험장비 평형 상태를 한 단계 더 

 
Fig. 7 Result of test 3: vibratory displacement @ 

G6.3 condition (linear scale)

 
Fig. 8 Result of test 4: vibratory displacement @ 

G15.6 condition (linear scale)

 
Fig. 5 Result of test 1: vibratory displacement @ 

G1.0 condition (linear scale)

 
Fig. 6 Result of test 2: vibratory displacement @ 

G2.5 condition (linear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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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킨 상태에서 진동변위 값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는 Fig. 7과 같다. 1440 r/min에서의 진동변위 값

은 18.5 μm로 기준치 25 μm 대비 74.1 % 수준까지 

올라왔다. 현행 탄성회전체 기준치와는 25.9 %의 격

차를 보인다. 탄성회전체 기준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실험1 및 실험2의 결과에 비해 상당히 근접

한 수준을 보였다.

(4) 실험 4. G15.6 조건 실험

실험 4에서는 모든 회전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G15.6을 적용하여 실험장비 평형 상태를 한 단계 더 

악화시킨 상태에서 진동변위 값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는 Fig. 8과 같다. 1440 r/min에서의 진동변위 값

은 31.0 μm로 기준치 25 μm를 24 % 초과하였다. 현

행 탄성회전체 기준치와의 격차 역시 24 %이며, 모든 

실험결과 중 가장 작은 격차를 보였다.

4.2 결과 분석

(1) 두 진동기준의 상대적 관계 분석

실험을 통해 두 진동기준은 상호 동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두 진동기준이 상호간 동등한 수준이

라면, 강성회전체 기준의 최대 불평형 상태로 장비를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진동변위는 탄성회전체 기준의 

최대치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1에서 계측한 진동변위 값은 탄성회

전체 기준선의 약 34.5 %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현행 표준서의 강성회전체 진동기준과 탄성

회전체 진동기준은 상호 동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 1~4의 결과 중 탄성회전체 기준치와 가

장 근접한 결과는 G15.6을 적용한 실험4의 결과였는

데, 이는 강성회전체 밸런싱 품질을 G15.6 수준으로 

수행했을 때 비로소 두 진동기준간 격차가 최소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험 4의 결과는 탄성회전체 기준치

를 초과하였으므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고려한다면 두 진동기준간의 격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평형품질등급은 G6.3이다. 현행 표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강성회전체 밸런싱 품질이 G1.0~G2.5 

수준임을 고려하면, 현행 탄성회전체 진동기준이 매우 

관대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진동기준 적합성 고찰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진동기준

은 30년 전인 1974년판 기준보다 더 완화된 수준으

로 설정되어있다. 또한, 강성회전체와 탄성회전체로 

구분한 두 진동기준은 상호 동등하지 않고 오히려 두 

진동기준 사이에 상당히 큰 괴리가 존재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진동기준은 기준치로서의 적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함정탑재

장비에 대한 진동기준의 발전을 위해 현행 진동기준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탄성회전

체의 기준치가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

이 확인되었으므로 탄성회전체 진동변위 기준을 시급

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 탄성회전체 진동 기준치 개선안

(1) 개선안 도출 방식

진동 기준치 개선안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으면

서도 현행 기준치보다는 엄격한 수준으로 설정하되, 

MIL-STD-167-1A TYPE II의 두 진동 기준치 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노력했

다. 이를 위해 진동 기준치 개선안은 ISO 1940-1에서 

Table 2 Guidance for balance quality grades for rotors in 
a rigid state (Quoted from ISO 1940-1:2003)

Machinery types
: general examples

Balance 
auality grade

Magnitude
of G

[mm/s]

• Agricultural machinery
• Crushing machines
• Drive shafts (propeller shaft)
• (etc)

G15.6 15.6

• Machinery (general)
• Fans, gears, pumps
• Motors and generators 
 of speed up to 950 r/min
• (etc)

G6.3 6.3

• Compressors
• Gas (or steam) turbines
• Steam turbines
• Motors and generators 
 of speed above 950 r/min
• (etc)

G2.5 2.5

• Audio and video drives
• Grinding machine drives
• (etc)

G1.0 1.0

• Gyroscopes
• Spindles and drives 
 of high precision systems
• (etc)

G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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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평형품질등급 G값의 적용기준과 이 연구의 

실험 1~3의 결과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설정 및 제안

하고자 한다.

ISO 1940-1 에서는 강성회전체용 최대 허용 잔류불

평형량 계산 시 주요 장비별로 평형품질등급 G값을 차

등 적용하도록 Table 2의 분류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

다. 표에 의하면 G1.0의 경우 그라인더와 같은 고속 정

밀기기에 적용하고, G2.5 역시 압축기, 터빈 등과 같은 

고속 회전장비에 적용하며, G6.3은 팬, 기어, 펌프 등 

일반적인 회전기계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함정탑재장비는 일반 회전기계류에 해당

하며 ISO 1940-1이 권고하는 평형품질등급은 G6.3 이

다. 또한 이 연구의 실험결과로부터 두 진동기준이 상

호간 동등한 관계에 근접할 수 있는 평형품질등급 역

시 G6.3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탄성회전체 

진동기준치 개선안은 평형품질등급 G6.3을 적용한 실

험3의 결과를 활용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G1.0 및 G2.5를 적용한 실험1 및 실험2의 

결과를 활용한 개선안도 도출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기준치 개선안 설정 방식은 각 실험의 결과로부터 

얻은 진동변위의 최대값까지 현행 탄성회전체 진동기

준치를 일괄 낮추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때 진

동변위 최대값은 실험장비가 최대 진동을 발생시키는 

1440 r/min에서의 진동변위 값을 기준으로 삼았다.

(2) 개선안 도출 및 비교

실험결과로부터 도출한 진동 기준치 개선안들을 

Table 3 및 Fig. 9와 같이 정리하였다. 개선안 1안~3

안은 각각 평형품질등급 G6.3, G2.5, G1.0 상태에서 

계측한 최대 진동 변위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행 

탄성회전체 진동 기준치의 74.1 %, 47.2 %, 34.6 % 

수준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개선안 2안 및 3안의 경우 기존 기준치에 비해 과

도하게 낮아진 관계로 부적절한 기준치가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G1.0~G2.5 수준의 품질평형등급은 달성

하기 쉽지 않고, 각 부품마다 G1.0~G2.5 수준을 달성

한 후 설치 및 조립 등의 후속공정을 거친 뒤에는 해

당 등급을 다시 재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

다(9). 반면, 품질평형등급 G6.3과 연동하여 도출한 개

선안 1안의 경우 기준 기준치 대비 74.1 %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3) 개선안과 실제 데이터의 비교 검증

추가적으로 기준치 1안~3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함정탑재장비들의 진동 시험 데이터와 

비교 검증을 수행했다. 비교 검증 시 사용한 시험 데

이터는 총 273건이며, 모두 현행 탄성회전체 진동변

위 기준치에 합격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대부분의 함

정탑재장비는 유도전동기 종류에 따라 장비 회전수가 

900 r/min, 1200 r/min, 1800 r/min, 3600 r/min 등으

로 고정되어있으므로 비교 데이터는 이 4가지 회전수

를 기준으로 종합하였으며 각 회전수에 대응하는 기준

치 개선안 값과 비교하였다. 데이터와 개선안 1안~3안

의 비교 결과를 Table 4 ~ 6에 정리하였다.

비교 검증한 결과, 2안 및 3안 적용시 전체 시험 데

이터 중 약 7.3 % ~ 10.6 % 가 불합격하고 1안 적용시 

단지 2.9 %만 불합격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장비는 3600 r/min 고속으로 작동하

는 장비인데, 2안 및 3안 적용시 약 22 % ~ 29 %가 불

합격하는 현상을 보여, 장비 제작 및 납품을 위한 진동

시험에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1안 적용시 3600 r/min 

Table 3 Improvement proposals for flexible rotor's vi-
bration criteria

Proposal
(balance quality 

grade)

@1440 r/min Ratio to 
existing 

limit
Existing

limit
Proposed

limit

Proposal 1
(G1.0)

25.0 μm 18.5 μm 74.1 %

Proposal 2
(G2.5) 25.0 μm 11.8 μm 47.2 %

Proposal 3
(G6.3)

25.0 μm 8.6 μm 34.6 %

 

Fig. 9 Improvement proposals for flexible rotor's vi-
bration criteria (linear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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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서도 약 8.5 % 만 불합격하는 현상을 보여, 상

대적으로 파급효과가 적으면서도 발전적인 방향의 개

선을 요구하는 안으로 볼 수 있다.

(4) 최종 개선안 선정

ISO 1940-1 의 평형품질등급 적용기준에서 함정탑

재장비와 같은 일반 회전기계류에 대해 G6.3 등급 적

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실험에서도 G6.3을 

적용했을 때 강성회전체 및 탄성회전체 진동기준간의 

괴리가 최소화되었고, 실제 시험데이터와 비교했을 

때에도 G6.3을 적용한 개선안 1안이 가장 합리적인 

수준임을 확인하였기에,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G6.3을 사용한 개선안 1안을 탄성회전체 진동기준 

개선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함정탑재장비 사업에 따라서 G1.0 및 G2.5와 같은 

고품질 등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 개선안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이 개선안은 ISO 1940-1에서 일반 

회전기계류로 분류한 장비 및 3600 r/min이하의 장비

에 대해서 검증하여 제안한 것이므로, G1.0 및 G2.5 

등급이 요구되고 고속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실험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압축기 및 

가스터빈 등의 고속회전 장비의 경우 ISO 1940-1에

서 G2.5 등급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3600 r/min

을 초과하는 고속 회전 장비에 대해서는 G2.5를 사용

하여 도출한 개선안 2안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으로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겠다.

따라서 최종적인 탄성회전체 진동기준 개선안은 

Fig. 10과 같이 3600 r/min (60 Hz)이하의 회전수에는 

개선안 1안(G6.3 기준)을 사용하고, 3600 r/min을 초

과하는 고속 회전수에서는 개선안 2안(G2.5 기준)을 

사용하여 설정하였다. 단, 함정탑재장비 사업별로 

3600 r/min을 초과하는 고속회전 장비를 요구하거나 

G1.0 및 G2.5등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

험을 통해 검증된 기준치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5) 개선안 적용의 제한사항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한 개선안은 몇 가지 제한사항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반화하여 모든 함정

탑재장비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첫째, 이 연구에

서는 하나의 장비만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

Table 4 Verification for proposal 1 (using actual test data)

Rot.
speed

(r/min)

Proposed
limit

Data
(ea)

Failed
(ea)

Failed
ratio

900 22.2 μm 34 0 0.0 %

1200 22.2 μm 75 0 0.0 %

1800 14.8 μm 105 3 2.9 %

3600  7.4 μm 59 5 8.5 %

Total 273 8 2.9 %

Table 5 Verification for proposal 2 (using actual test data)

Rot.
speed

(r/min)

Proposed
limit

Data
(ea)

Failed
(ea)

Failed
ratio

900 14.2 μm 34 0  0.0 %

1200 14.2 μm 75 1  1.3 %

1800  9.4 μm 105 6  5.7 %

3600  4.7 μm 59 13 22.0 %

Total 273 20  7.3 %

Table 6 Verification for proposal 3 (using actual test data)

Rot.
speed

(r/min)

Proposed
limit

Data
(ea)

Failed
(ea)

Failed
ratio

900 10.4 μm 34 0  0.0 %

1200 10.4 μm 75 2  2.7 %

1800  6.9 μm 105 10  9.5 %

3600  3.5 μm 59 17 28.8 %

Total 273 29 10.6 %

Fig. 10 Final improvement proposal for flexible ro-
tor's vibration criteria (logarithm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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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함정탑재장비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

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서보모터를 사용하여 모든 회

전수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중에서도 실험장

비가 가장 높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1440 r/min을 분석

의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함정탑재장비는 

고정된 회전수로 운전하는 장비이며 주요 회전수는 

900 r/min, 1200 r/min, 1800 r/min, 3600 r/min으로 이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회전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3600 r/min을 초과하는 고속회전 장비에 대해

서는 실험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고 MIL-STD-167-1A 

TYPE II 탄성회전체 진동기준의 일반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함정탑재장비를 대표할 수 있는 

다종 및 다량의 장비에 대한 실험적 분석을 통해 신

뢰성 높은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이 연구는 함정탑재장비용 진동 시험 및 평가 표준

서인 MIL-STD-167-1A의 TYPE II 내부 가진 진동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특히 강성회전체의 최

대 허용 잔류불평형 기준과 탄성회전체의 진동변위 

기준간의 상대적 관계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현행 탄성회전체 진동기준의 개선안을 도

출하였다.

현행 탄성회전체 진동기준 수준과 강성회전체 진

동기준 수준은 그 격차가 상당히 크며, 특히 탄성회

전체 기준치는 강성회전체 기준에 비해 관대하게 설

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기준간의 괴리를 좁히고 

함정탑재장비 진동기준을 발전시키기 위해 실험결과

를 토대로 탄성회전체 진동변위 기준의 개선안을 제

안하였다. 개선된 기준치는 3600 r/min 이하의 경우 

G6.3 등급과 연동하여 현행 기준치의 74.1 % 수준으

로 조정하였고, 3600 r/min 초과하는 회전수의 경우 

G2.5 등급과 연동하여 현행 기준치의 47.2 % 수준으

로 조정하여 강화시켰다.

강화된 기준치 개선안을 함정탑재장비에 적용할 

경우 함정탑재장비들의 진동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

론이고, 회전체 진동으로부터 기인하여 구조물을 통

해 전달되는 구조소음이나, 구조소음으로부터 전파되

는 수중방사소음과 같은 요소들까지도 간접적으로 개

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MIL-STD-167 표준서 시리즈는 1954년 제정 이래

로 약 20년~30년 마다 개정되었다. 표준서의 각 진동 

기준들은 그 시대의 탑재장비 설계·제작기술과 진동 

계측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설정되었으리라 사료된다. 

현재는 2005년 개정판이 나온 이후로 약 15년이 지

난 시점으로, 함정탑재장비 및 진동계측 기술의 발전

현황을 되짚어보고 과거보다 더 발전적인 수준의 개

선안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탄성회전체 진동변위 기준치 개선안은 실험 및 ISO 

1940-1 강성회전체 평형품질등급 기준을 연동하여 

설정한 값이며 과거 수년간의 실측 데이터와 비교함

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한 것으로, 향후 함정탑재장비 

진동 기준 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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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차량 승차감 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반능동 MR 댐퍼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Carlson, J. D. et al.(1)은 스카이훅 

제어기를 구현한 차량용 MR 댐퍼를 제안하여 댐퍼

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Spencer, Jr. B. et al.(2)은 

지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MR 댐퍼를 제안

하였고, 이론적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Wereley, 
M. N. et al.(3)은 반능동형 MR 댐퍼를 제안하고 히스

테리시스(hysteresis) 감쇠력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실험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에 

Choi, S. B. et al.(4)은 실린더형 MR 댐퍼를 제안하고, 
quarter car model에 HILS(hardware-in-the-loop sim-
ulation) 및 강건제어기를 적용해 제안된 댐퍼를 장착

한 차량의 승차감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의 MR 댐퍼의 경우 차체 속도에 따라 감쇠력

이 급격하게 작용할 때 자기장이 생성 되면 승차감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락업(lock-up)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MR 
댐퍼에 부가유로를 추가하여 락업 현상을 방지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MR 댐퍼가 제안되었다. 제안된 

MR 댐퍼의 피스톤로드 주변에는 자기장이 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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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유로를 갖는 MR 댐퍼의 퍼지 제어성능 및 승차감 평가
Fuzzy Control Performance and Ride Comfort Evaluation of MR Damper 

with Additional Flow Path

전 경 호* · 정 유 섭* · 한 영 민** · 오 종 석†

Kyungho Jeon*, Ruseob Juong*, Young-Min Han** and Jong-Seok Oh†

(Received September 15, 2020 ; Revised November 5, 2020 ; Accepted November 24, 2020)

Key Words : MR Damper(MR 댐퍼), Additional Flow Path(부가적인 유로), Skyhook Control(스카이훅 제어), 
Fuzzy Control(퍼지 제어), Performance Evaluation(승차감 평가), Sensitivity Analysis(민감도 분석)

ABSTRACT

Recently, with the increasing demand to improve the ride comfort of passengers, studies on the 
Magnetorheological(MR) dampers that improve the ride comfort have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Among these studies, study on the MR damper with additional flow path is being focused due to its 
good ride comfort and driving performance. However, there are no studies related to sensitivity anal-
ysis and fuzzy control. Particularly, to determine the design parameters of passenger vehicle, sensi-
tivity analysis is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driving performance according to 
various driving conditions, fuzzy rule and design direction are discussed. After constructing the dy-
namic control system using MATLAB and Simulink,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ensitivity 
analysis and fuzzy control i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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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가 유로가 존재하여 피스톤의 상하운동에 따라 

MR 유체가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자기장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는 간극과 부가 유로 두 

곳을 통해 MR 유체의 유동이 가능하고, 자기장을 인

가할 때는 부가 유로를 통해서만 MR 유체의 유동이 

발생하게 되어 부드러운 감쇠력인가가 가능해졌지만
(5,6) 이러한 부가유로를 갖는 댐퍼를 장착한 차량의 설

계를 위한 민감도 분석이나 부가유로의 특징에 기인

한 퍼지 제어기가 연구된 바가 없기에 이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 및 퍼지제어성능을 평가하였다. 특히, 퍼
지 제어를 통해 승차감을 포함한 각 차량 성능의 변화

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더 나아가 각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C-class hatchback의 각종 파라미터값을 

기준값으로 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Matlab / si-
mulink를 이용하였다. 승차감 평가는 ISO2631 평가 

기준에 근거해 승차감 평가를 수행했으며 제안된 MR 
현가장치에 대한 퍼지 제어기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랜덤로드 환경을 생성해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고자 한다.

2. 평가 방법

이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평가하게 될 차량 성능과 평

가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차량의 제원은 Table 1과 같이 

C-class hatchback의 값을 사용하였고 도로는 ISO 
2631-1에서 규정한 E-class 랜덤로드로 설정하였다.

승차감의 경우에는 식 (1)과 같이 ISO 2631-1의 

규격에 따라 가중치된 sprung mass의 가속도 값인 

Wacc의 RMS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ISO 2631-1은 

전신진동에 노출된 인체에 대하여 진동 인지 가능성 

등의 현상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노출된 운전자의 안

락감에 대한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측정 및 평가방

법을 규정하고 있다(7,8).

    ×   (1)

여기서  는 차량 수직 변위를 나타낸다.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는 S평면에서의 차량 수직 가속

도를 나타내며 가중치 함수인 와 곱해져 가중치

된 가속도 값 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주행 안정성을 보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unsprung 

mass의 거동값,  (tire deformation)값은 아래 식 (2)
에 의해서 계산되며 타이어 접지에 영향을 주어 RMS값

이 작을수록 선회시의 주행안정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gnd smDisp (2) 

여기서 은 변형이 되지 않은 상태의 타이어 반지름, 
smDisp는 지면으로부터 unsprung mass의 중심까지

의 거리고 gnd는 지면에서 타이어 밑면까지의 거리

를 나타내는 가진 변위이다. 진동 제어성능을 보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Sprung mass의 각속도와 수직 

속도값은 Pitch velocity와 CG velocity의 RMS값에 

의해 계산된다.

Table 1 C-hatchback parameter

Parameter Value
Sprung mass M 1270 kg

Unsprung mass mf, mr 35.5 kg
Spring stiffness kf, fr 28 500 N/m
Damping coefficient c 1850 Ns/m
Damper response time 7 ms

Tire radius r 0.335 m
Tire stiffness ktf, ktr 268 000 N/m
CG to front wheel 1.02 m
CG to rear wheel 1.9 m

Vehicle tread 1.7 mFig. 1 Confgiguration of MR damper with bypass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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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링 

차량의 제원 값은 Table 1의 값과 같이 차량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 carsim에 내장되어있는 C-class 
hatchback 차량의 각종 파라미터 값을 가져왔고 차량 

모델은 풀카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식 (3)과 같은 상

태 공간 방정식을 simulink에 구현하였다.

X′= AX + BU + L
Y = CX + DU (3)

여기서 ABCD는 상태공간방정식을 이루는 행렬들이

며 L은 도로가진을 나타내고 제어입력 U는 이 연구

에서 댐퍼의 자기장 입력에 따른 추가적인 감쇠력을 

뜻한다(9). 

4. 민감도분석

이 장에서는 앞서 소개된 부가유로를 갖는 MR 댐
퍼를 장착한 차량의 제원 값 결정을 위해 민감도 분

석이 수행되었다. 민감도 해석은 설계 변수를 조금씩 

변화시킬 때의 시스템 응답의 변화를 계산하여 실시

하였으며(10) 이 연구에서는 Table 1에 제시한 기존의 

설계 파라미터를 각각 ±(10, 20, 30, 40, 50) % 만큼 

변화시켜 시스템의 성능이 변화양상을 오차형태로 구

하였다. 오차로 나타낼 수 있는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식 (4)으로 나타낼 수 있다.

Error var              (4)

여기서 Error는 Table 1에 제시된 기존 파라미터에 

대한 RMS값을 라고 하고 기존 파라미터 대비 

10 % ~ 50 % 변화한 파라미터에 대한 RMS값을 

var이라 할 때 식 (4)을 통해 계산하여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 시스템 응답의 RMS값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부가유로를 가지는 MR 댐퍼 시스

템의 다양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

하여 각 성능에 대해서 다양한 파라미터가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승차감과 관련된 가

중치된 가속도의 경우 sprung mass의 질량인 M이 지

배적이고 핸들링 성능과 관련된 타이어 변형량은 un-
sprung mass의 질량인 m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차량 진동제어 성능과 연관된 차량 

각속도와 수직속도는 각각 감쇠계수 c, 스프링상수 k
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차량을 설계할 때 원하는 성능을 달성하

기 위해 파라미터 값을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차

량을 설계할 때 감쇠계수 c를 제외한 M, m, k의 값은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반능동 댐퍼와 같이 추가적인 

제어입력을 넣어줄 수 있는 제어기의 경우 게인 값을 

조절하여 감쇠력을 조절하고 원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쇠계수의 변화에 

따라 각 성능의 오차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5. 퍼지 제어

 퍼지 제어는 기존의 수학적인 모델링에서는 잘 나

타내기 복잡하고 잘 정의되지 않는 시스템을 if-then
의 형태로 언어적인 규칙에 의해 잘 나타낼 수 있게 

인간의 제어방식을 모사한 제어방식이다(11).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스카이 훅 제어(12)만을 사용

할 때는 적용되지 않았던 댐퍼의 스트로크가 저 변위

일 때도 차량의 속도에 의해서만 제어가 되어 큰 제

어입력 값이 들어가면 승차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13)을 개선하기 위해 식 (5)와 같이 퍼지제어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if stroke  
then ∈put  I nput
else if storke  
then ∈put  ∈put

(5)

Fig. 2 Error of performances according to damping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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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존의 스카이 훅 제어만 적용하였을 

때의 스트로크 RMS값이며 퍼지제어를 추가한 경우 

댐퍼 스트로크 값이 보다 크면 제어입력이 시스템

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보다 작으면 제어입력에 

0 % ~ 100 %에 해당하는 값이 곱해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1 스트로크 조건 값 설정

에 -90 %, -70 %, -50 %, 100 %, 200 % 만큼의 

변화를 주고 값은 20 %으로 설정하여 식 (6)와 

같이 스카이 훅 제어만 적용한 결과의 RMS값인 

sky와 퍼지제어를 추가한 결과의 RMS값 

fuzzy  값을 계산한 오차인 Error를 Table 2와 

Fig. 3에 나타냈다.

Error fuzzy skysky (6)

(a) 스트로크 조건 값을 0.5×으로 했을 경우 각 

평가요소는 성능개선이 미비하나 모든 성능이 좋아졌

다고 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조건 값을 로 했을 경우 승차감의 

성능개선과 속도제어성능감소가 비례하면서 상승하

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를 감안하면서 

나머지 성능들의 개선이득을 취할 만하다.
(c) 스트로크 조건 값을 보다 큰 값으로 했을 경

우 평가요소는 Fig. 3과 같이 속도제어성능감소의 기

울기가 가파르게 되면서 승차감 성능개선으로 얻게 

되는 이득보다 속도제어성능감소가 많아지게 되므로 

승차감만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능들의 개

선도 염두에 둔다면 적절한 값은 아니다.

5.2 값 설정

승차감을 개선시키기 위한 적절한 스트로크 조건 값

을 로 설정한 뒤 적절한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0 %에서 100 %에 해당하는 값을 값으로 설정하

였을 때 차량의 성능이 변화양상을 식 (6)으로 계산해 

Fig. 4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값을 낮게 할수

록 승차감은 좋아지고 속도제어성능은 감소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승차감 성능개선을 주로 다루기 위해 

값을 10 % ~ 20 %으로 선정하여 승차감을 포함

한 다른 성능들의 변화를 적절하게 얻어낼 수 있었다.

0 1 2 3 4
Stroke Condition (Sv)

-0.2

-0.1

0

0.1

0.2

0.3

0.4

0.5

Wacc
TD
Pitch Velocity
CG Velocity

Fig. 3 Error of performances according to stroke 
condition

Table 2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storke 

Storke condition 0.5*  2*

Wacc -6.1 % -12.2 % -18 %
TD -1.6 % -2.8 % -3.3 %

Pitch velocity -9 % -11.1 % -10 %
CG velocity +0.3 % +12 % +35.1 %

0 20 40 60 80
Fuzzy Condition (%)

-0.15

-0.1

-0.05

0

0.05

0.1

0.15

0.2

Er
ro

r

Wacc
TD
Pitch Velocity
CG Velocity

Fig. 4 Error of performances according to Amp. value

Table 3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Amp

 10 % 20 % 50 % 90 %
Wacc -12.2 % -11.1 % -7.3 % -1.4 %
TD -2.8 % -3 % -2.8 % -0.7 %

Pitch velocity -11.1 % -11 % -7.8 % -1.7 %
CG velocity +12 % +9.2 % +3.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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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퍼지 제어를 통한 승차감 개선

위 결과를 통해 스트로크 조건 값과 값에 따

른 성능의 변화를 알 수 있었고 승차감을 주로 개선

시키기 위한 스트로크 조건 값과 값을 , 20 %
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부가유로를 가지는 MR 
댐퍼 시스템에 기존의 스카이 훅 제어만 적용했을 경

우와 퍼지제어를 적용했을 경우의 PSD(power spec-
tral density) 함수를 sprung mass의 가속도에 적용해 

Fig. 5에 나타내었고 Fig. 5에서 보이듯 퍼지 제어를 

추가해준 경우 스카이훅 제어만을 사용할 때에 비해 

Wacc의 power spectral density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부가적인 유로를 가지는 MR 댐퍼 

시스템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제어기의 스

카이 훅 게인 값을 조절하였을 때 각각의 차량성능의 

변화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낮은 변위에서 차량의 속도만으로 제어를 하였을 때 

승차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 시뮬레이션

으로 구한 스트로크 조건 값과 값을 퍼지제어로 

적용하였을 경우 속도 제어성능에 크게 악영향을 미

치지 않으면서 승차감을 좋게 할 수 있다는 세부적인 

제어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을 설계할 때 

원하는 성능을 내기 위해서 감쇠계수와 스트로크 조

건 값과 제어입력 값을 설정하기 위한 설계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퍼지 조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승차감을 개선시키기 위해 일부 속도제어감소

를 감수하고 나머지 성능들의 개선을 취하였다. 시뮬

레이션을 통해 나타나는 승차감과 속도제어 성능은 

다소 반비례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차량

의 동적 특성은 차량 설계시 사전 지식으로 매우 유

용하며, 향후 실차 실험을 진행하면서 동적 특성을 

실제로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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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우주용 구조체는 제작 단계부터 발사체에 탑재되

어 발사될 때, 그리고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이송환

경, 발사환경, 궤도환경 등 다양한 환경을 겪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가장 극심한 하중이 가해지는 환경은 

발사환경이다(1,2). 우주용 구조체는 발사 이후 유지 보

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후 신뢰성 검증을 위한 

발사환경 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발사환

경은 크게 위성 발사체의 로켓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 조건과 궤도에 진입해서 발사체와 분리되는 과

정에서의 충격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진동에 대

한 구조 안정성은 진동 시험을 통해, 충격에 대한 구

조 안정성은 충격 시험을 통해 각각 검증된다. 

하지만 진동 시험 환경은 대형 가진기와 진동 시험 

치구를 통해 가진이 이루어지기에 연성 효과가 존재

하지 않는 반면, 실제 위성이 설치되는 환경은 발사

체와 위성의 연성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환

경의 경계 조건과 괴리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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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structural model was manufactured and a launch environment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at the designed Electro-optical payload could withstand the launch environment. Two tests 

were conducted: random vibration test and shock test. In random vibration test, a notching was ap-

plied to prevent excessive dynamic loads on the structure by considering design load. Before and af-

ter conducting each test, a low-level sinusoidal sweep test was performed to confirm that there are 

no structural defects by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characteristics. 

Using this,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Electro-optical payload for random vibration and shock tests 

could be verified. A limitation with the notching method, introduced in this paper, is that it is only 

applicable if the non-linearity of the structure can be ignored. However, there is a great advantage in 

terms of efficiency because this method can be applied without a prior structural analysis for 

no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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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차이로 인해 진동 시험 시 특정 주파수에서 

뜻하지 않게 설계 하중 레벨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우주용 구조체를 실제와 다른 과도한 입

력 하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 주파수 범위에 

대해 가진 입력을 낮추는 노칭(notching)을 적용하게 

된다(3). 주요 노칭은 위성 구조체의 1차 모드에서 이

루어지며, 구조체에 탑재된 각 탑재물의 고유진동수

에서도 적용된다.

한편, 우주용 구조체는 발사체와 분리되는 과정에

서 파이로 장치의 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하중에 

노출된다. 이러한 충격하중은 일반적으로 충격원 근

처에서 가속도 곡선의 크기가 수천 g를 보여주고 있

으며, 주요 주파수는 1 kHz에서 10 kHz정도의 성분

을 포함하고 있고, 3 msec ~ 5 msec 이내로 빠르게 감

쇠된다(4). 이러한 충격 하중을 시간영역에서 수학적 

함수로 표현하기에는 그 형상이 너무 복잡하여 충격 

하중에 의한 파손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써 충격 응답 스펙트럼(shock response spectrum, 

SRS)이 사용된다. 충격 응답 스펙트럼은 주어진 시간

적 하중 환경에 대해 어떤 고유진동수와 정해진 댐핑 

값을 갖는 1자유도계의 진동체가 받게 되는 최대 절

대 가속도 값을 진동체의 고유진동수를 변경해 가면

서 구하게 된다. 통상 5 %의 댐핑 값을 가정하고, 이

는 특성계수(quality factor) Q=10에 해당된다(5~7).

이 연구에서는 위성용 전자광학탑재체가 발사환경

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정한지 검증하기 위해 설계 결

과를 토대로 구조 모델(structural model, SM)을 제작

하였으며, 인증수준의 랜덤 진동 시험과 충격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랜덤 진동 시험 시, 설계 하중

(design load)을 고려하여 노칭을 적용함으로써 구조

물에 과도한 동적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랜덤 진동 시험 전·후, 충격 시험 전·후로 육안 

검사를 진행하여 구조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저

수준 정현파 진동(low level sinusoidal sweep) 시험

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및 감쇄특성 변화

를 분석하여 랜덤 진동과 충격 하중 노출에 따른 구

조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2. 구조 모델

2.1 구조 모델 개요 

발사환경에 대한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제작된 구조 모델은 설계 결과를 토대로 제작

된 광학탑재용 구조체(optical mounting structure)

와 구조체에 장착되는 실제 광학 조립체, 그리고 

검출기 조립체 더미(dummy) 모델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광학 조립체는 총 3개의 반사

경 조립체(mirror assembly)와 1개의 렌즈 조립체

(lens assembly)로 구성된다. Fig. 1은 구조모델의 

형상을 나타낸다. 좌표계는 상위 광학 탑재체와의 

베젤에 탑재되는 수직한 방향을 Z축으로, 궤도상

의 비행 방향을 X축으로 정의하였다. 이 좌표계는 

구조모델 만이 아닌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해서도 

상위 레벨의 좌표계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a) Facesheet upper side view

(b) Facesheet lower side view

Fig. 1 Configuration of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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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제작된 광학탑재용 구조체는 베젤과 

트러스 구조물로 구성되며, 형상은 Fig. 2와 같다. 

CFRP의 facesheet와 aluminum honeycomb core의 

복합 구조물로 이루어진 베젤은 광학 조립체와 검출

기 조립체가 장착되며, 상위 광학 탑재체와의 인터페

이스를 위한 invar 브라켓이 존재한다. 베젤을 지지하

고, 상위 광학 탑재체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트

러스 구조물은 CFRP와 invar로 구성된다. CFRP는 

원하는 물성을 임의의 적층각으로 설계하여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구조체의 고유진동수 

요구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온도, 습도에 의한 구

조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CFRP 적층각 설

계를 수행할 수 있었다.

랜덤 진동 시험 시 사용된 검출기 조립체 더미는 

실제 설계 모델을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은 요구조건

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작되었다. 

2.2 설계 요구조건

전자광학탑재체 설계에 있어 요구 조건은 상위 레벨

에서 Table 2와 같이 제시되었다. 강성 요구조건인 1차 

고유진동수는 발사 시 발사체 및 상위 시스템과의 동

적 커플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설계 하중은 발사체

로부터 하위 레벨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MAC(mass 

acceleration curve)을 이용하여 결정된다(8). 이 연구에

서는 설계 하중을 기준으로 노칭을 수행하였다. 

3. 환경 시험

3.1 시험 규격

구조 모델의 랜덤 진동 시험은 인증수준 레벨

(qualification level)로 X, Y, Z축 각 축 별로 수행되

었으며, Table 3에 시험 규격을 정리하였다. 시험은 

full 레벨로 시험하기 전에, full 레벨의 -12 dB, -6 dB

Table 2 Design requirements

Parameter Requirement

1st Natural frequency of SM >120 Hz

Design 
load

SM 25 g

Mirror assembly 1 60 g

Mirror assembly 2 63 g

Mirror assembly 3 60 g

Lens assembly 41 g

Table 3 Level of random vibration test

Frequency (Hz) PSD (g2/Hz) Remark

20 0.017

Duration : 2 min

70 0.06

400 0.06

2000 0.012

Overall 7.8 grms

Fig. 2 Configuration of optical mounting structure

(a) Compressor

(b) Dewar

(c) Buffer volume

Fig. 3 Detector assembly dummy configuratioc

Table 1 Requirements of detector assembly dummy

Parameter Requirement

Mass < 3 %

C.G <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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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먼저 시험을 하고 결과 확인 후 full 레벨을 

진행하였다. 충격 시험도 마찬가지로 인증수준 레벨로 

수행되었으며, 충격 하중에 대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

는 Z축에 대해서만 시험을 진행하였다. Table 4에 충

격시험에 적용된 시험 레벨을 정리하였으며, tolerance 

기준인 –3 dB와 +6 dB는 ECSS Standard(9)를 참고하

여 설정하였다. 각 축 시험 전·후로 육안 검사를 진행

하여 구조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저수준 정현파 

진동 시험을 수행하여 구조 모델의 고유진동수를 식

별하고, 주파수와 진폭 변화 등의 분석을 통해 구조물

의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Table 5에 저수준 

정현파 진동 시험에 적용된 시험 레벨을 정리하였다. 

3.2 시험 형상

랜덤 진동 시험은 Unholtz-Dickie Corp. 사의 모델 

T-2000과 T-4000을 사용하였다. 횡축인 X축과 Y축

의 경우 T-4000 가진기에 슬립 테이블을 연결하고, 

종축인 Z축의 경우 T-2000 가진기에 head expender

를 연결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구조모델은 진동 시

험용 기계 지상 지원 장비(mechanical ground sup-

port equipment, MGSE)를 통해 가진기에 장착되었

으며, 가진기 컨트롤을 위해 Fig. 4와 같이 기계 지상 

지원 장비에 2개의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였다. 즉 가

진기는 두 가속도 센서의 평균을 기준으로 제어된다. 

컨트롤 센서를 제외하고, 응답을 얻기 위한 가속도 

센서는 Table 6과 같이 구조모델의 무게중심에 가장 

근접한 위치, 총 3개의 반사경 조립체, 그리고 1개의 

렌즈 조립체에 부착하였으며, Fig. 5에 그 위치를 표

시하였다. 각 조립체의 무게 중심 근처에 가속도 센

서를 부착하여 랜덤 진동 하중을 가했을 때의 응답을 

살피고, 각 조립체의 설계 하중을 넘기지 않도록 노

칭을 적용하였다. 각 축에 대한 구조모델 랜덤 진동 

시험 형상은 Fig. 6과 같다. 

충격 시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개발

한 공압을 이용한 해머 가진 방식이 적용된 장비를 사

용하였다. 이 장비는 interface platform 하단부위에 위

치한 포탄과 같은 형상을 한 해머가 고압의 공기에 의

(a) Lateral

(b) Vertical

Fig. 4 Accelerometer position for control

Table 4 Level of shock test

Frequency (Hz) SRS (g) Remark

100 8 • 2 Actuation
• Test tolerance

: -3 dB / +6 dB
1515 270

10 000 270

Table 5 Low level sinusoidal sweep test

Frequency Level Sweep rate

5 Hz ~ 2000 Hz 0.5 g 2 Oct/min

Fig. 5 Accelerometer position for response

Table 6 Accelerometer list for response

Sensor # Position

A01 SM C.G

A02 Mirror assembly 1 

A03 Mirror assembly 2

A04 Mirror assembly 3

A05 Len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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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머의 직선운동

을 위해 가이드용 실린더가 위치한다(10). Table 7에 충

격 시험 장비의 주요 제원을 정리하였다. 충격 시험 

시, 충격 시험 용 기계 지상 지원 장비와 구조모델이 

체결될 인터페이스 부근에 Fig. 7과 같이 2개의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였다. 이는 입력 충격이 충격 시험 레벨

의 tolerance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

다. 구조모델을 기계 지상 지원 장비에 장착하여 시험

하기 전에, 패드와 압력을 조절하여 사전 시험을 수행

하였다. Fig. 8은 구조모델을 기계 지상 지원 장비에 

장착 후, Z축 방향으로 충격을 인가한 형상이다.

4. 시험 결과

4.1 랜덤 진동 시험 

랜덤 진동 시험 시, 구조모델에 시험 경계조건으로 

인한 과도한 동적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특정 주파수 범위에 대해 가진 입력을 낮추는 노

칭을 적용하였으며, 구조모델과 광학 조립체의 설계 

(a) X-axis

(b) Y-axis

(c) Z-axis

Fig. 6 Configuration of random vibration test

Fig. 7 Control sensor position for shock test

Fig. 8 Configuration of shock test

Table 7 Shock test facility specification

Parameter Specification

Interface area 1m × 1m

Weight of test object ≤ 200 kg

Test spec 200 g SRS at 1.0 kHz
(with 100 kg tes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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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을 고려하여 노치 프로파일을 생성하였다. 

먼저 노칭을 적용하지 않은 full 레벨의 –12 dB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 결과의 input PSD(g2/Hz)

와 output PSD(g2/Hz)를 이용해 주파수별 증폭비를 

계산하였다. 이는 시험 대상물의 비선형성이 크지 않

을 경우, 시험 대상물에 α배의 input이 가해질 경우 α

배의 응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증폭 원리를 이용해 노칭을 적용하였다. 앞서 

계산한 증폭비로 노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full 레

벨에 대한 응답을 예측하였다. X, Y, Z축 grms 응답에 

대한 3sigma 값이 설계 하중을 상회할 경우 노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입력 하중을 낮추는 

수준과 노치를 적용하는 주파수 범위에 대한 기준은 

Wijker, J. J.(8)가 제안하고 있는 기본 공식을 참고하

였다. 노치 프로파일에 증폭비를 곱하여 full 레벨에 

대한 시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grms 응답에 

대한 3sigma 값이 설계 하중 수준에 들어올 때까지 

노칭을 진행하였다. 이 시험에서 고려해야 하는 설계 

하중은 구조모델 무게중심에 적용되는 25 g뿐만 아니

라 각 광학 조립체의 무게 중심에 적용되는 설계 하

중까지 모두 5개이다. 따라서 무게가 큰 unit의 설계 

하중(25 g)부터 만족시키는 노치 프로파일을 우선적

으로 만들고, 무게가 작은 unit의 설계 하중을 만족시

키도록 하였다. 설계 하중 수준에 들어오는 노치 프

로파일 생성 후, –6 dB에 대한 시험 결과를 예측하고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시험 결과와 예측 값이 유

사하여 구조물의 비선형성에 대한 부분을 감수할 수 

있을 경우, 생성한 노치 프로파일에 대해 full 레벨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가독성과 효율성을 위해 구조모델

의 무게중심 근처에 부착한 가속도 센서 A01번에 대

한 결과만을 정리하였다. Fig. 9는 full 레벨의 –12 dB

에 대해 노칭을 적용하지 않고 시험을 수행한 결과이

다. 노칭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시험 규격만큼 시험 

할 경우 예측되는 응답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8과 

같으며, 설계 하중 25 g를 훨씬 상회하는 응답을 보이

(a) X-axis

(b) Y-axis

(c) Z-axis

Fig. 9 -12 dB Random vibration test result

Table 8 Expected unnotched 0 dB response at A01

Axis
grms

Expected RSS 
for X, Y, Z(g)Excitation Response

X
X 32.1

97.9Y 3.03
Z 5

Y
X 13.3

57Y 12.3
Z 5.77

Z
X 22.2

80.7Y 7.04
Z 13.5

*RSS(root sum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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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칭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으며, 설계 하중 수준으로 들어올 때까지 

노치 프로파일을 생성하였다.

시험 대상물의 비선형성을 확인하고, 설계 하중을 

만족시킬 때까지 만든 노치 프로파일에 대해 시험을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6 dB에 대한 시험 결

과를 예측하고, 실제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10

과 Table 9에 X축, Fig. 11과 Table 10에 Y축, Fig.

12와 Table 11에 Z축의 –6 dB input에 대한 시험 결

과와 예측 결과를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9에서 볼 수 있듯이 X축에 대한 분석 결과, 시험 응

답이 예측결과보다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는 주파수 1000 Hz 이상에서 일시적인 컨트롤 

불안정으로 노치 프로파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라고 

(a) Expected result

(b) Test result

Fig. 10 X-axis result about notched –6 dB input

Table 9 Comparison between expected result and test 
result at A01 (X-axis)

Excitation axis : X
Response axis

X Y Z

Expected 
result

grms 4.68 1.46 2.13

3sigma 14 4.37 6.38

RSS for X,Y,Z(g) 16

Test 
result

grms 7.77 1.8 2.79

3sigma 23.3 5.39 8.36

RSS for X,Y,Z(g) 25.4

Table 10 Comparison between expected result and test 
result at A01 (Y-axis)

Excitation axis : Y
Response axis

X Y Z

Expected 
result

grms 2.47 2.57 1.62

3sigma 7.4 7.7 4.87

RSS for X,Y,Z(g) 11.7

Test 
result

grms 2.71 2.72 1.7

3sigma 8.14 8.15 5.11

RSS for X,Y,Z(g) 12.6

(a) Expected result

(b) Test result

Fig. 11 Y-axis result about notched –6 dB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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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고, 컨트롤을 주의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Y축과 Z축의 경우,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PSD도 서

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기에 구조의 비선형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full 레

벨에 대한 랜덤 진동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13은 생성한 노치 프로파일을 적용한 full 레

벨의 랜덤 진동 시험 결과이다. 시험 분석 결과, 

Table 1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모두 설계 하중(25 g) 

Table 11 Comparison between expected result and test 
result at A01 (Z-axis)

Excitation Axis : Z
Response axis

X Y Z

Expected 
result

grms 3.76 1.41 2.81

3sigma 11.3 4.24 8.43

RSS for X,Y,Z(g) 14.7

Test 
result

grms 3.99 1.33 2.82

3sigma 12 3.98 8.47

RSS for X,Y,Z(g) 15.2

(a) Expected result

(b) Test result

Fig. 12 Z-axis result about notched –6 dB input

(a) X-axis

(b) Y-axis

(c) Z-axis

Fig. 13 Notched 0 dB random vibration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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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하중이 가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

칭 작업을 통해 과도 시험 및 과소 시험을 방지할 

수 있었다.

4.2 충격 시험

구조모델에 대한 충격시험은 인증 수준으로 2번 수

행되었다. 기계 지상 지원 장비와 구조모델이 체결되

는 인터페이스 부근에 부착한 2개의 가속도 센서로부

터 충격 응답 신호를 얻어내었으며, 획득한 응답신호

는 충격 응답 스펙트럼을 통해 분석되었다. 충격 응답 

스펙트럼의 계산은 100 Hz ~ 10 000 Hz의 주파수 영

역에서 이루어졌으며, Q값으로는 10을 사용하였다. 

Fig. 14에 시험 레벨, tolerance, 총 2번 반복 수행한 

충격 시험에 대한 3축 가속도 센서들의 Z축 방향 응

답을 함께 정리하였다. Tolerance 내에서 응답이 나타

나도록 시험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첫 번

Fig. 14 Shock test result

Table 12 Random vibration test result at A01

Axis
grms

Expected RSS 
for X, Y, Z(g)Excitation Response

X

X 8.31

28.1Y 2.49

Z 3.55

Y

X 3.42

24.3Y 5.23

Z 5.16

Z

X 7.45

28.6Y 2.54

Z 5.39

(a) X-axis

(b) Y-axis

(c) Z-axis

Fig. 15 Low level sinusoidal sweepr test result



Do-hee Yoon et al. ; Validation of Structural Safety on Electro-Optical Payload under Launch Environment

606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597~607 2020

째 수행한 시험 응답과 두 번째 수행한 시험 응답이 

비슷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반복성 또한 확인되었다.

4.3 저수준 정현파 진동 시험

랜덤 진동 시험 전·후, 충격 시험 전·후에 저수준 

정현파 진동 시험을 수행하여 구조모델의 고유진동수

를 식별하고, 주파수와 진폭 등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랜덤 진동, 충격에 대한 구조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Fig. 15는 랜덤 진동 시험 전, 충격 시험 후 가속도 센

서 A01번에 대해 가진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Table 13에 정리한 바와 같이 시험 전·후 고유진동

수 변화가 시험 pass/fail 기준 5 %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기준은 ECSS Standard(9)를 

참고하여 시험 전에 설정되었다. 또한 구조 모델의 1

차 고유진동수가 152 Hz로써 설계 요구조건인 120 Hz 

이상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설계한 위성용 전자광학탑재체가 

발사환경 하에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지 검증하기 위

해 구조모델을 제작하여 랜덤 진동 시험과 충격 시험

을 수행하였다. 랜덤 진동 시험 시, 과도한 동적 하중

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주파수 대역에

서 노칭을 적용하였으며, 노칭은 전자광학탑재체의 

설계하중과 탑재된 각 광학 조립체의 설계하중을 고

려하여 수행되었다. 시험을 통해 랜덤 진동과 충격에 

대한 전자광학탑재체의 구조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

었다. 또한 시험 전·후로 수행한 저수준 정현파 진동 

시험을 통해 구조모델의 고유진동수를 식별할 수 있

었으며, 고유진동수 변화 유무를 살핌으로써 구조 안

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노치 

프로파일 생성 방법은 구조의 비선형성에 대한 부분

을 감수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 노칭을 위한 사전 구조해석 없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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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호 설 명

A : 단면적

E : 영률

I : 면적 관성 모멘트

ρ : 밀도

1. 서  론

열차 하중으로 인한 철로의 거동을 해석하고, 철로 

진동으로 인한 방사 소음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양한 

철로 모델이 제안되었다. 레일 패드, 침목 및 도상이 

연속적으로 레일을 지지하는 two-layer 지지 모델(1)과 

레일과 콘크리트 슬라브 사이에 레일 패드 요소만 고

려하는 one-layer 지지 모델이 제안되어 왔다(2). 레일 

궤도가 무한하게 길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연속 지

지 모델을 이용한 파동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

나 길이가 유한한 레일 슬라브 궤도는 레일과 콘크리

트 슬라브 사이에 레일 패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지하는 이산 지지 구조이다(3,4). 따라서 이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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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의 파동 전파특성 분석을 통한

무한 레일의 등가 동적물성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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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ave Propagation Analysis on the Railway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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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method is proposed to measure rail properties in discretely sup-

ported tracks. The variations i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rail pad according to the excitation 

were estimated. To simulate the equivalent stiffness of the fastening system due to the single fast 

clip (SFC) device and the rail pad, a modeling of the clamping system was proposed. The discretely 

supported track was analyzed using the transfer function method. The vibration responses of the track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transfer function. As the length of the track increases, the influence 

of the reflected wave from the joints decreases, and the traveling wave effect becomes domina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inite track were observed. A model with 36.5 m (50 sleepers) railway 

track was applied to predict the equivalent properties of the rail on discrete supports for each fre-

quency using Newton-raphs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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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의 파동 전파 특성을 고려한 무한 레일 모델링이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이산 지지된 철로 진동 특성

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레일 패드와 레일 등가 

동적 물성 예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레일 패드의 강성 측정방법으로는 유럽 표준 EN 

13146-9과 이에 부합되는 한국 철도 표준 KRS TR 

0014 규격이 있다. 레일 패드를 시험체에 설치 후 하

중 재하 및 하중 제거에 의한 변위값을 이용하여 레

일 패드의 정적 수직강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5). 철

도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 중 전동소

음(rolling noise)은 차륜과 레일표면의 불균일에 의해 

가진된 레일의 진동에 기인된 소음이다. 전동소음에 

대한 레일 패드의 영향은 궤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00 Hz ~ 400 Hz에서 영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 대역에서의 레일 패드의 동적 수직강성 및 

궤도 레일의 동적 물성 값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전달함수법은 복합 구조물의 동적 물성을 측

정하기 위한 실험방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제진

재의 동적 물성 측정하는데 제안되었다(6-8). 전동소음

의 관점에서 국내 철도의 진동 특성 분석을 위하여 

KRS50, KTX 궤도의 물성 값들을 비교하였고 이를 

이용한 분산 선도 및 track decay rate을 계산하였다(9).

이 연구에서는 이산 지지된 철로에서의 레일 등가 

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중에 따른 레일 패드의 물

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레일 패드에 하중이 인

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강성과 감쇠 인자 변화를 살펴

보았다. 또한 전달함수법을 이용하여 이산 지지 궤도 

모델링을 구축하였고 길이에 따른 철로의 파동 전파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시한 철로의 파동 특성 분석 

모델을 통하여 무한 궤도 레일의 등가 동적 물성을 

예측하였고, KRS50 레일 물성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델링을 검증하였다.

2. 하중에 따른 레일 패드의 물성 변화 고찰

2.1 실험 세팅

레일 패드(rail pad)는 레일과 콘크리트 침목 사이

를 잇는 체결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의 하나로 열차가 

지나갈 때 생기는 진동을 흡수해 침목을 보호하는 절

연 역할을 하는 고무 합성물이다. 고무합성물로 제작

된 레일 패드는 레일 하중에 따라서 부드럽게 되거나 

딱딱하게 변화하면서 진동 물성 특성의 차이가 발생

하게 된다. 하중에 따른 패드 물성 변화 특성을 고찰

하고, 실제 궤도에서의 패드 물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실험을 세팅하였다. 사이즈가 25 × 25 

× 610 mm인 알루미늄 보의 한쪽 끝단을 유압 바이스

(EHV-150)에 고정하여 고정-자유(fix-free)단 조건을 

만족하였고, 중간 지점에 특수 제작한 지그(jig)를 세

팅하였다. 지그에는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셸

(KMR, 20 kN)을 고정하였다고 알루미늄 보와 지그 

사이에 레일 패드 샘플을 고정하였다. 이때 지그 두 

끝단에 장착된 너트의 체결을 통하여 레일 패드 샘플

에 하중을 인가할 수 있다. 보의 고정단에서 각각 x1 

= 0.5 m, x2 = 0.47 m 떨어진 지점에 가속도계(PCB, 

model 352A21)를 설치하였고, 자유단을 가진하여 하

중 변화에 따른 알루미늄 보의 진동에 대한 전달함수

를 측정하였다. 

2.2 파동 특성 분석 모델 구성

Fig. 2는 이론 전달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파동 해석 

개략도를 표현하였다. 레일 패드 샘플로 인한 오일러

(Euler) 보의 굽힘 진동 운동방정식은 식 (1)과 같다.

4 2

4 2
1

( , ) ( , )
0

N
k k k k

k k

w t w tEI A
t

ξ ξρ
ξ=

∂ ∂+ =
∂ ∂ (1)

Fig. 1 Experimental setup to measure dynamic char-
acteristics of rail pad depending on different 
pressure

Fig. 2 Schematic diagram to predict the transfer func-
tion with wave propag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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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 I, ρ, A는 각각 알루미늄 보의 영률, 면적 

관성 모멘트, 보의 밀도 및 단면적을 가리킨다. wk는 

변위, 하첨자 “k”는 레일 패드 샘플로 나뉜 좌우측 빔

을 가리키며 이 연구에서는 N = 2로 해석 모델을 구

성한다. 이때 알루미늄 보의 진동 응답을 구하기 위

한 일반해는 식 (2)로 구해진다.

,1 ,2

( )
,3 ,4

ˆ ˆˆ ( ) sin cos

ˆ ˆb k k b k

k k k b k k b k

k L k
k k

w A k A k

A e A eξ ξ

ξ ξ ξ
− −

= +

+ +
(2)

여기서 kb, L1, L2는 각각 파수, 패드 샘플을 기준으로 

하는 좌우 오일러 보의 길이를 가리킨다. 외팔보 경

계조건과 레일 패드 장착위치에서의 진동 연속조건을 

통하여 일반해 및 전달함수를 계산한다. 

( )

1
1

1

1 1 2
1 1 2

1 2

2 2 3 3

1 1 2 1 1 2
22 2 3 3

1 2 1 2

2 3

2 2 2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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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ˆ( ) (0), ,

ˆ ˆ ˆ ˆ( ) (0) ( ) (0)
ˆ,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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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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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L w
w L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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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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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ξ

ξ ξ

ξ ξ ξ ξ

ξ 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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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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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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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p, Fe는 각각 레일 패드 강성 및 가진력을 가

리킨다. 파동 특성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전

달함수와 실험 측정한 전달함수의 비교를 통하여 알

루미늄 보와 레일 패드의 물성을 Newton-raphson 수

치해석법으로 계산 가능하다(6).

2.3 하중에 따른 레일 패드 물성 변화 고찰

하중에 따른 레일 패드의 강성 값을 도출하기 위하

여 먼저 실험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보의 물성이 필요

하다. 알루미늄 보의 영률은 E = E × (1 + η)로 표기하

여 진동 감쇠 크기는 손실 계수 η로 나타낸다. 손실 

계수는 영률의 실수부에 대한 허수부의 비율로 계산

된다. Fig. 3은 주파수에 따른 알루미늄 보의 동적 물

성 예측 결과이다. 100 Hz ~ 400 Hz대역에서의 평균

값을 계산해본 결과 알루미늄 보의 영률을 E = 70 ×

(1 + 0.006i) GPa 계산할 수 있다. 

알루미늄 보의 기계적 물성을 E = 70 × (1 + 0.006i) GPa, 

I = 3.2552 × 10-8 m4, ρ= 1.7957 kg/m, A = 6.25 × 10-4 m2, 

L1 = 0.10 m, L2 = 0.51 m으로 설정하였다. Fig. 4는 레

일 패드에 각각 18.25 kgf, 36.5 kgf, 182.5 kgf, 365 kgf

의 하중을 인가하였을 때의 전달함수 변화를 보여준

다. 합성고무 재질의 레일 패드는 점탄성 성질을 소

유하고 있음으로 강성을 kp = kp × (1 + η)로 표기할 수 

있다. 이때 전달함수법을 이용하여 강성과 손실 계수

를 예측할 수 있다. Fig. 4에서 실선은 실험 측정 전

달함수, 점선은 패드 강성에 따른 예상 전달함수이다. 

이때 전달함수의 모드 주파수는 인가되는 하중의 증

가하면서 고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레

일 패드의 하중이 증가하면서 패드의 강성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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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stimated spectral dynamic properties of 
aluminum beam with Newton-raphson method

Fig. 4 Variation of the dynamic properties of rail pad 
with different compressiv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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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레일의 진동 및 열차 소음 저감에 대한 

레일 패드의 기여도는 저주파수 대역에서 크게 나타

남으로 100 Hz ~ 400 Hz 대역을 목표로 비교하였다. 

이때 하중 증가에 따른 패드 강성의 변화는 명확하고, 

주파수 대역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손

실 계수는 주파수에 따른 경향성을 관찰하기는 어렵

지만 하중 별 표준편차는 각각 0.071, 0.060, 0.058, 

0.062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하중에 따른 패드 강성 및 손실 계수의 변화를 고

찰하고, 해석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패드의 등가 물

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100 Hz ~ 400 Hz 대역의 물성 

값들을 평균하여 Fig. 5와 같이 비교하였다. 패드에 

인가되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패드 동적 강성은 증

가하고 손실 계수는 오히려 감소하다가 일정 값으로 

수렴한다. 이것은 합성 고무 재질의 패드가 하중으로 

밀착되기 때문이다.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실제 궤도

의 무계 하중 별로 적용되는 레일 패드의 등가 동적 

물성을 도출할 수 있다. KRS50 레일 궤도의 단위 경

간(span)만큼의 무게에 해당되는 하중을 적용할 때, 

레일 패드의 동적 강성은 kp = 5.83 × (1 + 0.179i) MN/m

으로 도출되었다. 

3. 이산 지지(discrete supports) 궤도에서의 

레일 등가 물성 측정 

3.1 슬라브 궤도의 침목 등가 강성

이산 지지된 궤도에서의 레일의 등가 동적 물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인천 왕길-검단오류역의 상행선 궤

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구간은 KRS50 레일을 

사용되었고, 두개의 SFC(pandrol)형 체결 장치를 이

용하여 레일 패드와 함께 콘크리트 슬라브에 고정하

였다. Fig. 6은 SFC장치와 레일 패드 효과로 인한 체

결 시스템의 등가 강성 모델로서 레일은 클립 강성과 

패드 강성으로 병렬로 연결이 되었다. 체결 시스템의 

등가 강성은 

2e p ck k k= + (4)

여기서 kp, kc는 각각 레일 패드 강성 및 SFC 장치 강

성을 가리킨다. 이 값을 이산 지지 궤도 모델에 적용

하여 궤도에서의 레일 등가 물성을 계산할 수 있다. 

3.2 실험 세팅 및 수치 해석 모델

이산 지지 궤도에서의 레일의 등가 물성을 예측하

기 위하여 실험 전달함수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궤도의 이음매(joint)에서 발생하는 반사파의 영

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음매에서 12 m 떨어진 

경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7은 클램핑 시스템

의 등가 강성을 이용한 이산 지지된 레일 빔의 동적 

물성 예측을 위한 실험 세팅 및 모델링이다. SFC 장

치로 인한 열차 궤도의 1차 pinned-pinned모드를 유

Fig. 5 Variation in averaged stiffness and loss factor 
of different compressive forces on the rail pad 
in the frequency range from 100 Hz to 400 Hz

Fig. 6 Equivalent stiffness model of fastening system 
due to fastening device and rail pad effect

Fig. 7 Schematic for predicting the dynamic proper-
ties of rail beam with discrete supports by 
the rail pad propertie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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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클램핑 지점을 랜덤으로 가

진하고, 가속도계(PCB, model 352A21)는 각각 응답

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레일 경간(L2 = 0.335 m) 지점

과 고정 모드 특성들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점(L1

= 0.1675 m)에 세팅하고 진동응답에 대한 전달함수

를 측정하였다. 이론 전달함수 계산하기 위하여 식 

(1)을 이용하여 이산 지지된 레일을 모사한다. 이때 

열차 레일의 영률, 면적 관성 모멘트, 보의 밀도 및 

단면적을 적용한다. 궤도 이음매를 모사하기 위하여 

고정-고정(fix-fix) 경계조건으로 하였다. 

( ) ( ) ( ) ( )1
1

1

ˆ ˆ0
ˆ ˆ0 0, 0, 0, 0N

N
N

w w L
w w L

ξ ξ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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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L, N은 클램핑 시스템의 경간 거리 및 수량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론 궤도 모델의 길이는 L(N + 1) 

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 이산 지지 레일의 반복 구조 

특성을 모사하기 위하여 클램핑 시스템에서의 연속조

건은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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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e는 클램핑 시스템의 등가 강성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궤도의 길이와 클램핑 시스템의 수량

에 따른 진동 특성을 고찰하였고, 실제 궤도에서 측

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3.3 궤도 길이에 따른 전달함수 비교

이산 지지된 궤도에서의 레일 등가 물성 예측을 위

해서는 실험 및 이론 전달함수의 비교를 필요로 하다. 

레일의 기계적 물성은 KRS50 레일로, 침목 경간의 

길이 L = 0.73 m, SFC 강성은 pandrol 제품의 스팩 

강성 kc = 70 MN/m으로 하였다. Fig. 8은 길이가 각

각 7.3 m, 14.6 m, 36.5 m, 51.1 m인 궤도 모델의 예

측 전달함수와 실험 전달함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궤도의 길이가 짧으면 이음매에서 발생하는 반사파

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모델은 유한 보의 특

성들이 관찰된다. 궤도의 길이가 증가하면 반사파의 영

향이 감소하고, 진행파에 의한 파동 특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무한 궤도의 특성이 발생한다. 이때 클램핑 

시스템의 이산 지지에 의해 pinned-pinned 공진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축한 궤도 모델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진동 특성은 무한 궤도의 파동 특성과 유사

하게 나타나지만, N ≥ 50에서는 수렴하는 특성을 확인

했다. 무한 궤도 특성을 모사하기 위하여 길이를 무작

정 크게 증가시킬 경우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릴 우려가 

발생함으로 이 연구에서는 N = 50으로 설정하여 이론 

전달함수를 계산하였고 Newton-raphson 수치해석법을 

이용하여 주파수 별 이산 지지된 궤도에서의 레일 등

가 물성을 계산한다.

3.4 궤도의 Pinned-pinned 모드 특성

열차 궤도의 pinned-pinned 공진이란 두개의 인접

한 체결 장치로 인한 진동 특성으로 레일 마모의 주

요한 원인이다. 이때 궤도의 반 굽힘 파장은 체결 장

치 사이의 거리와 같으며 식 (8)을 이용하여 모드 주

파수를 계산할 수 있다. 

22pp
EIf

L A
π

ρ
=    (8)

Fig. 9는 실제 궤도의 1차 pinned-pinned 공진주파수

를 확인하기 위한 모빌리티(mobility) 전달함수의 측정

결과이다. 체결 장치로 인한 모드는 845 Hz에서 발생

하는데, 이때의 레일 경간과 지지점에서의 모빌리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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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he measured and predicted 
transfer functions with rail beam length



Jie Jin et al. ; Prediction of the Equivalent Dynamic Properties of Infinite Rail with Wave Propagation Analysis on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608~614, 2020
┃

613

비교적 큰 차이(8.2 dB)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KRS50 

레일 보의 물성을 이용하여 계산한 1차 pinned-pinned 

모드 주파수(866 Hz)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3.5 이산 지지 궤도에서의 레일 물성

Fig. 10은 궤도 파동 전파 특성 해석 모델을 이용하

여 예측한 이산 지지 궤도에서의 레일 등가 물성이다. 

계산 결과 레일의 등가 굽힘 강성은 4.156 MNm2, 손

실 계수 0.021로 확인되었다. KRS50 레일의 물성 값

은 EI = 4.32 MNm2, η = 0.02로서 이 연구에서 제안

한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레일의 등가 물성과 유사

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9). 따라서 제안한 모

델을 이용하여 이산 지지 궤도의 등가 레일 물성을 

측정할 수 있고, KRS50 레일 외 타 종류의 레일에서

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이산 지지된 궤도에서의 레일 물성을 

계측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제안하였다. 정확한 예측

을 위하여 하중에 따른 레일 패드의 물성 변화를 고찰

하였고 레일 패드의 동적 물성들을 도출하였다. SFC

장치와 레일 패드 효과로 인한 체결 시스템의 등가 강

성을 모사하기 위하여 클램핑 시스템 모델링을 제안하

였고 등가 강성을 계산하였다. 전달함수법을 이용하여 

이산 지지된 궤도를 모델링하였고, 궤도 길이에 따른 

응답 특성을 해석하였다. 궤도의 길이가 짧으면 이음

매에서 발생하는 반사파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면서 유한 보의 전달함수 특성들이 관찰된다. 궤도의 

길이가 증가하면 반사파의 영향이 감소하고, 진행파에 

의한 파동 특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무한 궤도의 

특성이 관찰된다. 무한 궤도의 특성을 모사하기 위한 

레일 모델링을 사용하여 무한 궤도의 전달함수를 예측

하였고, 실험 전달함수와 유사한 진동 특성을 확인하

였다. 수치해석법을 이용하여 주파수 별 이산 지지된 

궤도에서의 레일 등가 물성을 계산하였다. 인천 2호선 

열차 궤도의 등가 굽힘 강성은 4.156 MNm2, 손실 계

수 0.021로 확인되었고 KRS50 레일의 스팩 물성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한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산 지지 궤도의 등가물

성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후 기

이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20CTAP-C152264-02)의 국토교통기

술촉진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Ahn, S., Kwon, S., Hwang, Y.-T., Koh, H.-I., 

Kim, H.-S. and Park, J., 2019, Complex Structured 

Polymer Concrete Sleeper for Rolling Noise Reduction 

of High-speed Train System, Composite Structures, Vol. 

223, e110944.

102 103
-20

-15

-10

-5

0

5

10

15

20

M
ob

il
ity

 [
dB

,r
ef

=
1(

m
/s

)/
N

]

Frequency (Hz)

 at midspan
 on support

Fig. 9 Comparison of the measured mobility at mid-span 
and on support, respectively

100 150 200 250 300 350 400
-0.1

0.0

0.1

0.2

0.3

3

4

5

 

η

Frequency (Hz)

EI
 (

M
N

m
2 )

Fig. 10 Variation of the dynamic properties of rail on 
the discrete supports



Jie Jin et al. ; Prediction of the Equivalent Dynamic Properties of Infinite Rail with Wave Propagation Analysis on ...

614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608~614, 2020

(2) Thompson, D. J., 2008, A Continuous Damped 

Vibration Absorber to Reduce Broad-band Wave 

Propagation in Beams,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311, No. 3-5, pp. 824~842. 

(3) Thompson, D. J. and Vincent, N., 1995, Track 

Dynamic Behaviour at High Frequencies, Part 1: 

Theoretical Models and Laboratory Measurements, 

Vehicle System Dynamics, Vol. 24, Sup.1, pp. 86~99. 

(4) Vincent, N. and Thompson, D. J., 1995, Track 

Dynamic Behaviour at High Frequencies, Part 2: 

Experimental Results and Comparisons with Theory, 

Vehicle System Dynamics, Vol. 24, Sup.1, pp. 100~114. 

(5) Bae, Y. H. and Kim, M. C., 2013, Conformity 

Assessment of Vertical Static Stiffness Test Method for 

Rail Pa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 18, No. 1, pp. 33~42.

(6) Park, J., 2005, Transfer Function Methods to 

Measure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Complex 

Structures,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288, 

No. 1-2, pp. 57~79.

(7) Kim, S. J., Yoo, S.-Y., Jeong, Y., Jun, J.-H. and 

Park, J.-H., 2006, Measurement of Dynamic Properties 

of Concrete Structures Using Beam Transfer Function 

Method, Proceedings of the KSNVE Annual Autumn 

Conference, pp. 950~953.

(8) Kim, S. J., Lee, J.-P., Park, J.-H and Jeon, J.-H., 

2008, Measurement of Viscoelastic Properties of 

Damping Materials Using Beam Transfer Function 

Method, Proceedings of the KSNVE Annual Spring 

Conference, pp. 286~289.

(9) Ryue, J. S. and Jang, S. H., 2013, Comparison of 

Track Vibration Characteristics for Domestic Railway 

Tracks in the Aspect of Rolling Noi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 16, No. 2, pp. 85~92. 

Jie Jin received his B.S. of 

Mechanical Engineering from 

Liaoning University of Technology 

in 2012. He worked at the 

Beijing-Hyundai Motor Technical 

Center from 2012 to 2015. He is a 

Ph.D. course student in Acoustics 

and Vibration Laboratory at Hanyang University. His re-

search interests include structure vibration, railway vi-

bration, passive vibration damping using damper.

Junhong Park received his B.S. and 

M.S.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in 1991 and 1993, 

respectively. He worked at the 

Samsung Electronics Co. Ltd. from 

1993 to 1998. He received his 

Ph.D. from Purdue University in 2002. He is currently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signal 

processing, wave analysis, and noise control for improv-

ing damping, or machine learning performance including 

mechanical issue.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615~623, 2020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제30 권 제6 호, pp. 615~623, 2020
https://doi.org/10.5050/KSNVE.2020.30.6.615 ISSN 1598-2785(Print),  ISSN 2287-5476(Online)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615~623, 2020
┃

615

1)

기 호 설 명

 : 적재선반에 발생하는 가속도

 : 지반 가속도

 : 적재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

 : 경사면에서 마찰력

 : 중력 가속도

 : 적재물의 질량

 : 경사각

 : 정적 마찰계수

1. 서  론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관련 설비의 안전

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많은 국외 지진에

서 물류창고 또는 일반 대중에 노출된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서 적재물이 낙하하거나 적재선반이 붕괴되

는 피해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1). 또한, 국내에서도 

경주, 포항 지진시 적재물 낙하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가 발생하기도 하였다(2). 

적재선반은 설치 및 해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기

둥(upright)과 로드빔(load beam), 크로스빔(cross 

beam), 브레이스(brace)를 조립하는 간단한 구조로 

구성된다. 특히 기둥과 로드빔은 적재물의 크기에 따

른 가변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크(hook)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조립되며 장변방향(down-aisle direction)으

로 횡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지지구조가 미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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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orage racks are usually damaged due to earthquakes. Storage racks which are accessible by pub-

lic should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Korean Design Standards (KDS) such that it can bear earth-

quake load. However, existing research on the dynamic behavior and structural performance of stor-

age racks are insufficient to develop a method to determine the seismic performance level of storage 

racks. In this study, various experiments for common pallet racks subjected to the earthquake load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ir dynamic behavior and seismic performance. The friction co-

efficient between pallet and steel rack was evaluated. In addition, the structural performance under 

static lateral cyclic loading and real earthquake excitation conditions we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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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2019년 국가건설표준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3)

이 개정되면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강화되

었으며, 특히 내진설계의 범위에서 일반 대중에 노출

된 적재선반은 중요도 1.5로 지정되어 반드시 내진설

계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적재선반의 설계에 관한 규

정은 국가표준(4) 및 내진설계기준에 일부 제시되어 

있으나 적재선반에 특화된 전문 내진설계기준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국외에서는 적재설비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 해석적 연구(5~7)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3층 파렛트 랙의 진동대 실험(8), 구조 부

재의 요소 성능 실험(9) 등 매우 제한적 연구가 수행되

었을 뿐 적재선반의 거동 특성 및 내진설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설치여건 및 제품 특징을 고

려한 적재선반의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 기준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시 거동 및 손상특성, 

수평하중 작용시 구조적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파렛

트 랙을 대상으로 마찰실험, 수평반복가력실험, 진동

대 실험을 수행하여 지진하중에 대한 적재선반의 거

동 및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2. 파렛트 랙 마찰실험

2.1 실험 개요

적재선반에 파렛트를 이용하여 보관되는 물품에 

별도의 고정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지진하중이 

작용할 때 미끄러짐이 발생하고 과도한 경우 적재물

이 낙하하게 된다. 적재물의 낙하 메커니즘은 적재물

의 중량, 높이, 적재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재

물이 파렛트와 일체로 거동한다고 가정한다면 파렛트

와 적재선반의 마찰력에 따라 미끄러짐 또는 전도 등

에 의해 낙하 메커니즘이 결정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화물 적재용도로 주로 사

용되는 목재 및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와 강재 적재

선반을 대상으로 마찰실험을 수행하여 정적마찰계수

를 평가하고, 지진시 적재물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적재선반의 응답 가속도를 추정하였다. 

Fig. 1에 마찰실험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마찰실험

을 위해 일반적인 형상, 재질의 강재 파렛트 랙을 선

정하였으며, 로드빔, 크로스빔 및 파렛트 설치조건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파렛트는 적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목재와 플라스틱재를 이용하고, 파렛

트에 적재물을 대신하여 1.2 tonf(적재 용량 1.5 tonf

의 80 %)의 강재 하중체를 설치하였다. 파렛트의 정

적 마찰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로드빔이 설치된 기초 

프레임의 한쪽 단부에 회전단을 적용하고 다른 단부

는 자유단으로 구성하여 자유단에서 크레인을 이용하

여 로드빔에 경사를 발생시키며 파렛트가 미끄러지는 

순간의 경사각을 측정하였다. 마찰실험은 장변

(down-aisle) 및 단변(cross-aisle) 방향에 대하여 기둥

의 설치 여부, 파렛트 재료를 변수로 하여 대상 파렛

트당 3회 반복 실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2 실험 결과

정적 마찰계수는 식 (1)과 (2)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재료별로 목재의 경우 0.22 ~ 0.33, 플라스틱재의 경

우 0.17 ~ 0.21의 분포를 보여 목재의 마찰계수가 다

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과 Table 2에 재료별 

마찰계수의 평균을 정리하였다. 기둥의 설치 유무는 

마찰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재료 및 방향

에 따라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플라스틱 파렛트

Fig. 1 Friction test setup of rack model with column

Table 1 Friction test result : down-aisle direction

Column
Mean

Standard 
deviation× ○

Plastic 0.196 0.186 0.191 0.012

Wood 0.237 0.248 0.242 0.022

Table 2 Friction test result : cross-aisle direction

Column
Mean Standard 

deviation× ○

Plastic 0.170 0.188 0.179 0.009

Wood 0.303 0.295 0.29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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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0.18 ~ 0.19 수준으로 방향별 큰 차이가 발생하

지 않았으며, 목재의 경우 장변 방향 0.24, 단변 방향 

0.30으로 단변 방향의 마찰계수가 다소 크게 분석되었

다. 이는 목재의 경우 결에 따라 거칠기 및 마찰 요철

이 달라 마찰계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적재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은 적재선반에 발생하

는 가속도와 적재물 질량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진력이 마찰력을 초과할 때 미끄러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식 (3)과 같이 적재물이 미끄러지기 직전의 

가속도(a/g)는 마찰계수와 동일하게 가정할 수 있고, 

적재선반의 응답가속도가 0.18 g, 0.24 g를 초과할 경

우 각각 플라스틱 및 목재 파렛트의 미끄러짐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2에 식 (1) ~ (3)을 도

식화하여 나타내었다. 

  sin    cos                 (1)

  sin  cos  tan   (2)

         (3)

3. 2단 적재선반의 정적반복가력 실험

3.1 실험 개요

적재선반의 수평하중에 의한 면내 방향 저항 성능 

및 부재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적반복가력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적재선반은 냉간성

형된 2단 강재 파렛트 랙으로 실험체 규격을 Table 3

에 나타내었다. 

파렛트 랙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제 사용 

상태와 동일하게 조립하였으며, 기초 플레이트는 일

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에 후설치 앵커를 이용하여 

설치하나 실험실 여건을 고려하여 강재 플레이트에 

M12 고장력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적재하중을 

고려하기 위해 플라스틱재 파렛트에 1.2 tonf (적재 

Table 3 Size of the specimen

Size (mm)

Length Width Height

Rack 2785 1000 3300

Column Section : 85 × 80 × 2.3(t)

Load beam Section : 125 × 100 × 2.0(t)

(a) Static (b) Dynamic

Fig. 2 Frictional mechanism

Fig. 4 Specimen setup and sensor location

(a) Upright-beam (b) Upright-beam

(loading part)

(c) Load beam - cross beam (d) Upright-brace

(e) Base plate (f) Upright-baseplate

Fig. 3 Details of member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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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1.5 tonf의 80 %)의 강재 하중체를 설치하였다. 

수평하중은 질량 중심에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것

을 고려하여 하중체가 설치된 각 단의 중심 위치에서 

유압가력기(actuator)를 이용하여 수평 변위를 가하였

으며, 1단(Level I, H=1.5 m)과 2단(Level II, H=3.3

m)의 재하 변위는 높이에 비례하여 선형 증가하는 수

직분포로 가정하였다. 재하 변위는 Fig. 5와 같이 2단

을 기준으로 변형각 0.5 %부터 5 %까지 증가시켰으

며 각 단계별로 2회 반복 가력하였다. 부방향의 경우 

가력기 용량 관계상 최대 3 % 변형각까지 재하하였

다. 가력 중 수평변형 및 기둥-로드빔 접합부의 변형, 

들뜸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변위계(displacement 

transducer)를 설치하였으며, Fig. 4에 실험체 조립 및 

센서 위치를 나타내었다. 

3.2 실험 결과

(1) 거동 및 손상상태

Fig. 6과 Fig. 7에 최종 가력단계의 변형형상과 손

상상태를 나타내었다. 철골 구조물의 붕괴방지 수준

에 해당하는 5 % 변형각 단계까지 주요 부재의 좌굴 

등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둥과 로드빔 접합부

에서 후크의 손상(영구변형)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

초 플레이트가 하나의 볼트로만 고정됨에 따라 일부 

들뜸 변형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적재선반이 면내방

향으로 수평하중을 받을 경우, 손상은 기둥과 로드빔

의 접합부와 기초 플레이트 앵커부에 집중되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적재선반은 5 % 수준의 변형각에

도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동적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적재물의 고정상태에 따라 적

재선반의 거동 및 손상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실제 지진파를 이용한 동적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Fig. 5 Loading protocol

Fig. 6 Deformation shape at 5 % of story drift

(a) Hook & perforation (b) Uplift 

Fig. 7 Damage of steel storage rack

(a) Level II (H = 3.3 m) 

(b) Level I (H = 1.5 m) 

Fig. 8 Force – drift angle rel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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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중-변형 관계

Fig. 8에 각 단의 하중-변형각 관계곡선을 나타내었

다. 변형각은 수평 변위를 각 단의 높이로 나눈값이

다. 2단의 경우 0.5 % 변형각까지 하중이 미소하게 

증가하였으나 1 % 변형각까지 하중이 증가하지 않고 

변형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내었다. 이후 목표 변형

각 5 %까지 가력시에는 목표 변형각의 약 1/2 수준까

지 변형만 증가하다가 점차 하중이 다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는데, 이는 기둥과 로드빔의 후크형 접합부

에 존재하는 유격으로 인해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다

가 기둥의 변형각이 증가하면서 후크가 맞물려 하중

을 지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단의 경우, 2단과 반대 방향의 하중-변위 관계 곡

선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력 계획 시 높이에 따른 수

평 재하 변위 분포를 선형 비례 증가형으로 가정하였

으나, 실제로는 적재 선반의 주된 변형 거동이 1단부

에 변형이 집중되는 연약층 메커니즘(soft-weak story 

mechanism)에 지배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단에 재하된 변위로 인해 1단부에 더 큰 변

형이 유발되지만 가력기를 변위 제어함에 따라 역하

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실험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적재선반의 연약층 메커니즘은 기존의 실험 

연구(10) 결과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3) 접합부 회전각

Fig. 9는 각 단의 위치에서 수평 변형각에 따른 접

합부 회전각을 나타낸다. 1층의 경우 가력 단계별로 

접합부 회전각이 층 변형각에 비해 약 2배 크게 발생

하였으며, 2단의 경우에도 1단보다는 회전각이 다소 

작게 발생하였지만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적재선반의 기둥과 로드빔 연결부가 후크를 천공부에 

걸치는 형태로 구성됨에 따라 일부 유격이 존재하는

데, 적재선반에 수평 변위가 작용할 때 유격으로 인

해 접합부에 더 큰 회전각이 발생한 것이다.  

4. 2층 적재선반의 진동대 실험

4.1 실험 개요

국내 지진하중에 대한 2단 적재선반의 동적 거동 

및 내진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동대 실험을 수행

(a) Level II (H = 3.3 m) 

(b) Level I (H = 1.5 m) 

Fig. 9 Joint rotational angle by story drift angle

Fig. 10 Required response spectrum

Fig. 11 Shake table test setup and sens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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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험체는 정적실험과 동일한 실험체를 사용

하였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하였다. 실험에 요구

되는 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은 지진구역 1의 보통암지

반에 위치한 건물의 1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SDS(=0.37)를 산정하였으며, 지진파는 비구조요소의 

진동대 실험규정인 AC156(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

법에 따라 가속도 요구응답스펙트럼(Fig. 10) 및 시간

이력을 작성하였다. 진동대 실험은 적재설비의 동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진동(random wave)을 가

진하여 수평 2방향(X, Y) 및 수직(Z) 방향에 대해 각

각 공진 탐색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지진실험은 상기 

지진파의 최대가속도(0.15 g)를 기준으로 50 % 수준

에서 300 % 수준까지 점증하면서 3축 방향으로 동시 

가진하였다. 진동대 설치 현황 및 센서 설치 위치는 

Fig. 11에 나타내었다. 

4.2 실험 결과

(1) 공진진동수 및 감쇠비

임의진동을 이용한 공진 탐색 시험결과를 Table 4에 

나타낸다. 공진진동수는 입력가속도에 대한 최상단 가속

도 응답의 전달함수를 산정하여 결정하였다. 장변 방향

(down-aisle direction, X)은 1.0 Hz, 4.75 Hz, 단변 방향

(cross-aisle direction Y)은 3.0 Hz로 저진동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상하 방향(Z)으로는 9.0 Hz를 나타내었다.

Table 5는 각 가진 단계별로 장변 방향의 변위 응

답을 이용하여 로그 감쇠비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다. 이는 기존 연구(9)에서 수행한 국내 3층 적재 선반

의 감쇠비와 유사한 수준이며, 기존 연구(10)에서 현장 

실험(RMS 0.01 g ~ 0.02 g) 결과로 2 % ~ 3 %의 감쇠

비를 추정하고, 더 큰 지진하중에 대해 5 % 감쇠비를 

제안한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FEMA 460(1)에서는 

설계 시 지진가속도의 크기에 따라 감쇠비를 3 %에

서 최대 30 %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국내의 중․약진 

특성을 고려하면 설계 지진에서 2 % 정도의 감쇠비

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변형 모드 및 응답 거동

Fig. 12에 지진파 100 % 가진 시 높이에 따른 최대 

변위 및 변형각(각 단의 높이에 대한 수평 변위비)을 

나타낸다. 최대 변위 응답은 장변 방향으로 1단과 2

단에서 각각 약 19 mm, 32 mm 발생하였으며 변형각

으로 환산 시 0.013 rad, 0.01 rad으로 1단에서 약 30 % 

정도 더 큰 변형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

적실험에서 유추하였던 연약층 메커니즘을 뒷받침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변 방향은 장변 방향에 비해 

30 % ~ 50 % 수준으로 변형이 작게 발생하였으며, 이

는 단변 방향으로 기둥이 강축으로 배치되었으며 브

레이스로 연결되어 장변 방향에 비해 비교적 큰 강성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Fig. 13은 가진 단계별 층간 변형각과 성능목표 수

준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진 단계별 층간 변

형각은 장변 방향의 경우 200 %까지 증가하였으나 

300 %에서는 200 %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는 300 % 가진 시 적재물의 미끄러짐이 발생함에 따

라 변형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질량이 감소하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단변 방향의 경우 가진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층간 변형각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적재설비의 성능목표 수준은 FEMA356(12)에서 제

시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의 성능목표 수준과 비교하

였다. 장변 방향의 경우 100 % 가진 단계 시 즉시 사

용, 200 % 가진 시 인명보호 수준을 초과하는 변형이 

발생하였으나, 300 % 가진 단계에서도 붕괴방지 수

준의 한계 변형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변 방향의 경

우에는 100 % 가진 단계 시 즉시 사용 한계를 초과

하였으나 300 % 가진 시까지 인명보호 수준 한계 이

하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3) 파렛트의 미끄러짐 거동 및 한계 가속도

진동대 실험에서 지진파 300 % 단계 가진 시까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적재선반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00 % 가진 시부터 적재 파렛트의 미끄

Table 4 Resonant frequency result

Frequency (Hz), df = 0.25 Hz

X Y Z

Before 1.0, 4.75 3.0 9.0

Table 5 Damping estimation result

Excitation scale

EQ 100 % 
(0.15 g)

EQ 200 %
(0.30 g)

EQ 300 %
(0.44 g)

Damping ratio 
(%) 1.95 4.51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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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진 단계가 증가할

수록 미끄러짐 양이 증가하여 300 % 가진 중에는 파

렛트의 낙하방지용 와이어에 제동될 정도로 적재 파

렛트의 이동이 크게 발생하였다. Fig. 14는 최종 가진 

후 적재 파렛트의 이동 상태를 보여준다.

Fig. 15는 100 %와 200 % 가진 시 가속도 응답과 

미끄러짐 한계 가속도(빨간색 직선)를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적재물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한계 가속

도는 2.2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플라스틱 파렛트의 

마찰계수에서 0.18 g로 추정하였다. 진동대 실험에서 

측정한 가속도 응답 신호는 적재선반의 일체화되지 

않은 구조 특성으로 인해 고주파 대역의 노이즈 성분

이 다량 포함되어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노

이즈 응답 및 불필요한 고주파 대역 응답 성분을 필

터링(fft band-pass filtering)하여 1차 모드 성분의 가

속도 응답과 시험 중 측정한 변위 응답을 가속도로 

Fig. 12 Maximum drift along the height (EQ 100 %)

(a) Down-aisle, X-direction

(b) Cross-aisle, Y-direction

Fig. 13 Inter-story drift ratio

Fig. 14 Sliding of pallets after EQ 300 % test

(a) EQ 100 %

(b) EQ 200 %

Fig. 15 Acceleration response occurred the sliding of 
pallets (cross-aisl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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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여 미끄러짐 거동과 비교 평가하였다. 적재 파

렛트의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진파 100 % 

단계에서 2단부의 가속도 응답이 0.18 g를 초과함에 

따라 마찰 계수에서 도출한 미끄러짐 한계 가속도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물류창고 및 대중에게 노출되는 대

형 창고형 매장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재선반

의 지진시 거동 및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적재물의 미끄러짐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파렛트 랙

과 목재 및 플라스틱 파렛트의 마찰실험을 통해 정적

마찰계수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지진 시 적재 파렛트의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 가속도를 0.18 g로 도

출하였으며 진동대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적재 선반의 동적거동과 내진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2단 파렛트 랙을 대상으로 정적 수평 반복 

가력 실험과 국내 지진하중 수준의 지진파를 이용한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상단부에 비해 

1단부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연약층 메커니즘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실험을 수행한 대상 적재선반은 기둥

과 로드빔 접합부에서 후크 위치 및 기초 플레이트부

에 손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국내 설계기준에 의한 지진력이 작용하는 경우 고

정되지 않은 파렛트는 적재선반 상부에서 미끄러짐 

및 활동(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크

기는 가진력이 클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만, 파렛트의 미끄러짐이 발생한 이후에는 가진력

의 증가에도 파렛트 랙의 변형증가는 크지 않았으며, 

설계기준 대비 300 % 수준 가진 시에도 구조적 붕괴

가 발생하지 않는 인명안전수준을 유지하였다.

물류시설 등에 파렛트 랙을 사용하는 경우 지진발

생에 대비하여 파렛트를 구조체에 고정할 수 있는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파렛트 

랙 고정에 따른 적재설비의 지진 안전성 및 한계성능

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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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또한 2010년 이후 크고 작은 지

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1) 2016년과 2017

년에 각각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8과 규모 5.4의 대

규모 지진이 발생하였다. 경주 지진은 지진관측 이후 

최대지진으로서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의 일부 진동수 

구간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포항 지진은 

건축물과 설비에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특히 사회간

접자본의 중요 시설물 중의 하나인 발전소의 경우, 

지진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구조요소보다 비구조요소

의 손상 및 파괴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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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내진성능 평가), Anchorage Load(앵커 인발력)

ABSTRACT

In this study, shaking table tests were conducted for the molded transformers used in hydropower 

plants. To implement the actual site conditions, the anchor bolt was installed and secured to the con-

crete slab with the load cell installed in the anchorage to observe and analyze the load generated by 

seismic on the anchor. The sine sweep waveform was applied in a short direction to determine the 

unique frequency of the sample. Moreover, the seismic waves in these shaking table tests were ap-

plied to artificial earthquakes (4 stages) that met the ICC-ES AC156 conditions and based on Pohang 

and Kyungju earthquake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 that there was no functional damage 

to the molded transformer. However, structural damage occurred after the Kyungju and Pohang earth-

quakes condition. The vibration transmission function of the lower frame was the highest, while for 

the uppermost frame was the lowest. Additionally, large relative displacement between the upper and 

lower parts caused by non-linear behavior of the lower frame may result in a collision or impact 

damage with the surrounding device or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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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비구조요소의 피해복구비용은 전체 피해복

구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2). 이와 같이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

진에 의해 발생한 건축물 피해의 70 % 이상이 비구

조적 요소에서 발생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손실과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구조요소의 지진거동을 분석하

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3~5).

지진 발생이 빈번한 국가들에서는 공공건물을 중

심으로 중요 설비 및 기기에 대해 내진 성능을 확인

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

비의 내진 성능검증은 설비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뿐

만 아니라 지진 발생 후 고유기능의 계속적 유지 여

부 확인까지를 최종적인 검증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자는 시험 및 해석적 방법 모두에 의해 검증이 가

능한 것에 비하여 후자는 일반적으로 시험에 의한 검

증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우리나라는 

2019년 3월 개정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7)에서 지진 발생이후에 그 기능이 반드시 유지되

어야 하는 주요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증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안

전과 관련된 주요 기기의 엄격한 내진성능 검증이 요

구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시설에서는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8)으로서 진동대 시험 또는 해석으로 

기본적인 내진설계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수력발전소에서 사용하였던 몰

드변압기를 확보한 후 진동대 시험을 통하여 내진성

능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몰드변압기는 권선 부

분을 에폭시수지로 굳혀 절연한 건식 변압기로 고정 

및 지지를 위한 베이스 찬넬과 연결된 하부프레임, 고

압코일과 고압코일을 고정하는 스페이서 등의 상부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시험소에서는 정격전압에 대한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도통시험에 

의한 회로건전성 확인으로 기능의 연속성을 판단한다.

진동대 시험방법은 ICC-ES AC156을 참조하였으

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

항을(9) 만족하도록 ICC-ES AC156 규격에 따라 요구

응답 스펙트럼(required response spectrum, RRS)과 

인공지진파의 가속도시간이력을 작성하고 가속도 배

율을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경주지진과 포항지

진의 기록을 입력지진동으로 하여 국내 기록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지진거동특성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적 또는 기능적 손상이 발

생할 때까지 입력지진동의 가속도배율을 조정하며 시

험을 진행하였으며, 앵커하중응답, 지진거동특성, 내

부 기기의 가속도 응답과 전기적인 기능유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 기계 및 전기 설비의 내진시험 방법

기계 및 전기설비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진동대를 이용한 시험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변전소 시설에 대한 내진안전성은 IEEE Std 

693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절차(10)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IEC 62271-210에(11) 의하여 고전압 스위치기

어에 대한 시험이 국내에서 수행된 바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기기의 내진성능검증에는 IEEE Std 

323(12), IEEE Std 344(13) 또는 IEEE Std 382(14)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전기, 전자 기기의 내진

시험방법의 지침으로 IEC 60068-3-3을(15)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 및 규격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한 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

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2015)이 제정되어 전기, 방

송(통신) 설비에 대한 내진시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련 기기의 경우 

IEEE Std 323과 IEEE Std 344을 준용하여 원전안전

관련설비 성능검증(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 1180호, 2015.7.21.)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앞서 서술한 시험방법들 중 IEEE Std 344는 원자

력 기기의 내진시험방법으로서 안전성 및 합리성이 

입증된 시험방법이나 원자력 발전소 설계기준에 따르

며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다. IEEE Std 693은 변전

시설에 국한된 시험검증방법으로서 복잡하며 일반적

인 시설 및 설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

다. IEC60068-3-3은 입력지진동이 제시되지 않으며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은 통신설비가 설치되

는 구조물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바탕으로 RRS가 제

시되었다. 이와 같이 앞서 서술한 시험방법들은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수력발전소

의 기기에 적용하기 곤란할 수 있다. 최근 대한전기

협회에서 수·화력 발전설비의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시험평가 방법은 제안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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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연구에서는 수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몰드변압기

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가장 최근에 제안되었으

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국내 내진설계기준들

을 만족하는 지진하중의 제시가 가능한 ICC-ES의 

AC 156의 시험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시험방법은 일반적인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검증을 위한 것으로서 ASCE 7, IBC등의 설계기준과 

FEMA 461(16) 및 IEEE Std 344 등의 타 시험규격들

을 참조하여 진동대 장비를 이용한 시험절차와 방법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진동대 시험

3.1 시험대상품 제원 및 설치 

진동대 시험에 사용된 시험대상품은 현장 설치조

건과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먼저 

기초 콘크리트 슬래브를 진동대 바닥에 M30 고장력 볼

트(10 EA)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시험대상품을 기초 콘

크리트 슬래브에 후설치 앵커(깊이 100 mm 이상, 4 ea)

를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몰드변압기

의 구성 및 제원은 Fig. 1 및 Table 1과 같다. 

시험대상품의 동적 응답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

대상품의 중앙 상단 프레임, 상, 중, 하단 프레임에 3

축 가속도계를 설치하였다. 진동대의 제어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진동대 테이블에 3축 가속도계를 설치

하였고, 시험대상품의 상대 변위 측정을 위하여 좌측 

상단과 하단에 좌우(X), 전후(Y)로 총 4개의 와이어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콘크리트 슬래브와 체결되는 

시험대상품 앵커볼트 부분의 인발력과 변형률을 측정

하기 위한 링 타입 로드 셀 4개와 스트레인 게이지 8

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진동대 시험 전/후에 회로 건

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검사를 도통시험(through 

test)으로 진행하였다. 각 계측기의 설치 위치 및 사진

은 Fig. 2에 나타내었다.

3.2 진동대 입력지진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시험 후 

시스템의 변형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대상품의 

고유진동수를 탐색하는 가진 시험을 실시하였다. 좌

Table 2 Seismic parameters for generating artificial seismic acceleration time history

Amplification of artificial 
earthquake [%] Code SDS z/h AFLEX-H ARIG-H AFLEX-V ARIG-V

50 - 0.275 1 0.44 0.33 0.18 0.07

100 KDS 0.55 1 0.88 0.66 0.36 0.14

125 - 0.688 1 1.10 0.83 0.45 0.18

0.55 0.220.991.3210.825Common application of seismic 
design criteria

150

Table 1 Tested specimen specifications

Specimen
Dimensions (mm) Weight

(kg)Length Width Height

Modeled
transformer

1650 1000 1785 3404

Fig. 1 Molded transformer specifications

 

Fig. 2 Sens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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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X), 전후(Y), 상하(Z) 방향으로 단축 정현파 스윕

(2 oct./min, 0.05 g 이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가진 주

파수의 범위는 1 Hz ~ 50 Hz으로 수행하였다. 

진동대에 입력된 지진파형은 ICC-ES AC156 : 

2015 응답스펙트럼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진파 및 포

항지진과 경주지진의 기록을 이용하였다. 본 시험에

서 사용하는 인공지진파의 요구응답스펙트럼은 건축

물 내진설계 기준(KSD 41 17 00 : 2019)과 내진설계

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인공지진 가속도시간이력 생성을 위한 지진 매개 

변수는 Table 2와 같으며 RRS(요구응답 스펙트럼)은 

Fig. 3과 같다. 인공지진 가력 시 100 %와 150 %는 

내진성능기준에 반드시 수행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고

려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가속도 배율 조정이 가능하

기 때문에 50 %와 125 %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적

용하였다. 식 (1)과 식 (2)는 ICC-ES AC156의 지진 

매개 변수 계산을 위한 식이며, 식 (3)과 식 (4)는 수

직방향의 지진 매개 변수 결정을 위한 식이다. Fig. 4

는 작성된 인공지진(100 %)의 가속도시간이력과 응

답스펙트럼의 비교를 나타낸다.

   


  (1)

   


   (2)

   ×    (3)

   ×  (4)

이 연구에서는 진동대 시험을 위한 입력지진동으

로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피해가 컸던 경주

지진(PGA 0.43 g)과 포항지진(PGA 0.27 g)의 기록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 기록지진인 경주지진과 포항지

 

Fig. 4 Artificial seismic acceleration time history and 
response spectrum

Fig. 5 Recorded seismic acceleration time history and 
response spectra for Kyungju and Pohang 

  

Fig. 3 ICC-ES AC156 RRS (PGA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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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응답스펙트럼은 10 Hz 이상의 영역에서 높은 

Sa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설계지진인 인공지진은 비

교적 낮은 1.3 Hz ~ 8.3 Hz 구간에서 Sa값이 높게 나

타나고 있음을 Fig. 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3 시험절차

시험절차는 Table 3과 같이 먼저 국내 기록지진인 

경주 및 포항지진을 가진 한 후 Table 2의 인공지진

을 가속도 증폭비 크기 순서대로 가진 하여 두 지진

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몰드변압기의 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시험 전에 공진탐색시험을 수행

하여 고유진동수를 측정하였다. 내진성능시험에 사용 

된 진동대는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가 보유하

고 있는 6 자유도 진동대 장비(미국, MTS systems 

corporation)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진동대 시스템

의 규격 및 사양은 Table 4와 같다.

4. 시험결과 및 분석

4.1 육안 및 기능검사

육안검사의 경우 각 시험의 전, 중, 후에 수행하여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하였으며, 기능검사의 

경우 진동대 시험 중 기기에 전류를 가하고 AC/DC 

변환기를 이용하여 출력 전압을 계측하였다. 시험 전

과 후에 입력 전원을 on-off-on 하여 계측 전압의 이

상 유무를 바탕으로 기능적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Table 3의 순서에 의해 진동대 시험을 수행한 결과, 

모든 시험절차에서 전기신호의 계측에 대한 기능적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 전기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적 손상의 경우 국내 

기록 지진 모사 시험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Table 5와 같이 인공 지진 모사 시험 100 %

에서 내부 변압기 부근의 볼트 2개 및 와셔 1개, 125 %

에서 구성품의 탈락이 발생하였다. 공진탐색 시험결

과에서 언급하겠지만 기록 지진 모사 시험에서 몰드 

변압기의 손상이 시작되어 그 여파가 다음 시험인 인

Table 5 Molded transformer damage classification

Test sequence
Record seismic Artificial seismic (AC156)

Kyungju Pohang 50 % 100 % 125 % 150 %

Remarks - - - Dropped bolts and washer Dropped component

Figure - - -

Table 3 Shaking table tests procedure

No. Test name Remarks

1 Inspection Visual inspection

2 Function verification Voltage check(on-off-on)

3 Resonance search test #1
Sinusoidal sweep, 

2 Otc./min., 1 Hz – 50 Hz, 
0.05 g

4 Kyungju (USN) Tri-axial testing

5 Function verification Voltage check(on-off-on)

6 Pohang (PHA2) Tri-axial testing

7 Function verification Voltage check(on-off-on)

8 Inspection Visual inspection

9 Resonance search test #2
Sinusoidal sweep, 

2 Otc./min., 1 Hz – 50 Hz, 
0.05 g

10 Artificial earthquake 50 % Multi-frequency seismic 
simulation tests, tri-axial 

testing, 
time duration 30 s, 

strong motion time duration 
20 s

11 Artificial earthquake 100 %

12 Artificial earthquake 125 %

13 Artificial earthquake 150 %

14 Inspection Visual inspection

15 Function verification Voltage check(on-off-on)

Table 4 Shaking table specification

Category Specification

Size 4 m × 4 m 

Maximum payload 30 ton

Frequency range 0.1 Hz ~ 60 Hz

Maximum stroke Horizontal : ± 300 mm, ± 200 mm
Vertical : ± 150 mm

Max. acceleration ± 3 g (bare tabl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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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진 시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ICC-ES AC156에서는 하중을 받는 부재 또는 주요 

연결 볼트 등 구조부재의 파손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몰드 변압기에 구조적 이상이 발생한 것

으로 간주하였다. 정확한 시험 및 결과 비교를 위해

서는 정상적인 몰드 변압기 2기를 준비하여 각각 시

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여건상 1기만 이용하여 연속

적인 시험을 진행하여 발생한 결과라 판단된다.

4.2 공진탐색 시험 

시험대상품의 공진은 공진검색시험 중 진동대에 

입력된 가속도(base, )에 대한 시험대상품 각 위치

에서 응답가속도(Unit, )의 전달함수를 식 (5)를 이

용하여 결정하였다. 전달함수()는 입력된 신호의 

power spectral density()에 대한 입/출력신호의 

cross power spectral density()에 의해 계산된

다. 공진 분석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신

호는 대칭 해밍 창(symmetric hamming window)함

수가 적용되었으며, 공진탐색시험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5)

Table 6과 같이 기록지진 모사 시험 전(#1)과 후

(#2)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X축의 경우 최대 6.9 %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Y

축은 최대 8.3 %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시험 가

진 후 전기적 기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구

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응답신호의 분석 

Fig. 6은 모든 시험의 대표적인 응답신호들을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6(a)은 몰드변압기의 하부 

프레임과 콘크리트 슬래브에 앵커 고정되는 각관의 

연결부에 각각 설치한 스트레인 게이지 중 가장 큰 

응답(SG3)과 하부 프레임에 설치한 스트레인 게이지 

중 가장 큰 응답(SG2)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Test 11(인공지진 100 %)부터 영구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Test 13(인공지진 150 %)에서 0.0006의 누

적변형률이 계측되었다. 

Fig. 6(b)은 계측된 앵커하중 중에서 가장 큰 신호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Test 13에서 앵커하중의 크

기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최대 하중은 2.97 kN 

이하로 크지 않다. 여기서 경주지진의 앵커하중이 

2.83 kN으로, Test 13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주지진은 10 Hz이상의 비교적 높은 진동

Table 6 Results of the resonance search test

Case Sensor location
Natural frequency, df = 0.25 Hz

Case Sensor location
Natural frequency, df = 0.25 Hz

Axis direction Results Axis direction Results

#1

Bottom frame
(A2)

X 7.50 Hz

#2

Bottom frame
(A2)

X 7.25 Hz

Y 15.50 Hz Y 15.50 Hz

Z 25.00 Hz Z 24.50 Hz

Center
(A3)

X 7.75 Hz

Center
(A3)

X 7.25 Hz

Y 3.00 Hz Y 2.75 Hz

Z 25.00 Hz Z 24.50 Hz

Top of center 
(A4)

X 7.75 Hz

Top of center 
(A4)

X 7.25 Hz

Y 3.00 Hz Y 2.75 Hz

Z 25.00 Hz Z 24.50 Hz

Top frame
(A5)

X 7.75 Hz

Top frame
(A5)

X 7.25 Hz

Y 3.00 Hz Y 2.75 Hz

Z 25.00 Hz Z 24.5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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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역에서 응답스펙트럼의 값이 크게 나타나는 대

표적인 고진동수 지진이다. Fig. 6(b)의 결과로부터 

고진동수 지진의 경우 앵커볼트에 작용하는 하중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c)는 상부 프레임과 하부프레임의 전후방향

(Y축) 상대변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경우 상대변위는 21.92 mm으로 상당히 작

다. Test 11에서 최대 상대변위는 97.26 mm이며 Test 

13에서의 최대 상대변위는 185.47 mm이다. 즉, Test 11

의 상대변위는 두 계측지점 사이 거리의 7 % 이상이며, 

Test 13은 10 %이상이다. 따라서 입력지진동의 크기

가 커질수록 상부 프레임과 하부프레임의 상대변위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방송통신설비

의 내진시험방법에서는 단방향 변위 폭이 75 mm를 

초과할 경우 시험대상설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몰드변압기의 상대변위는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의거한 인공지진 100 % 부터 이를 초과한다.

Fig. 7은 각 지진모사 시험 중 가속도계에서 계측

된 가속도시간이력의 최대값을 높이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경주지진의 경우 하부프레임에서 계측된 최

대 가속도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인공지진의 경

우에도 Test 10(인공지진 50 %)을 제외하고 모두 하

부프레임에서 가속도 응답이 크게 나타났으며, 고압 

및 저압 코일이 있는 무게중심 위치에서 최대 가속도 

값이 작게 나타났다. 이 시험에서 입력지진동으로 사

용한 경주지진의 PGA는 0.45 g이다. Fig. 7에서 ZPA

가 0.66 g 이상인 가속도 배율 100 % 이상의 인공지

진에 대하여 몰드변압기 하부프레임의 가속도응답이 

크게 계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하부 프레임을 가지는 시험대상은 강진에 의해 하부

에서 계측되는 응답가속도가 크며 하부프레임의 유연

한 비선형거동으로 상부에서 계측되는 최대 가속도응

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유추한다. 100 %와 125 %의 

상부 가속도 응답의 크기가 다른 것은 100 % 가진 

(a) Strain response at SG2 and SG3

(b) Response of anchorage load at LC2

(c) Relative displacement between top and bottom frame

Fig. 6 Test response signals represent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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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터 발생하는 볼트 풀림 등의 구조적 손상으로 인

한 기기 상부의 구조적 특성 변화가 주요 원인 것으

로 판단된다.

Fig. 8은 Test 13의 가속도응답으로부터 구한 전달

함수이다. 왼쪽은 전달함수 각 가속도계 위치에서의 

전달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하부 프레임에서의 전달함수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전달함수를 10 Hz 구간으

로 나누어 RMS값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달함수의 증

폭비율을 평균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가속도응답의 

진동전달함수를 10 Hz 구간 간격에 대한 RMS 값으

로 정리하였다. 식 (6)은 RMS값을 계산하기 위한 식

이며 여기서 H는 진동전달 함수 값이다(17).

   





  



        (6)

Fig. 8의 오른쪽 그림에서, 수평 방향(X, Y)에 대하

여 10 Hz를 초과하면서 하부 프레임의 전달함수의 

RMS 값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 Hz 이상의 진동수 영역에서 하부프레임의 

Fig. 8 Transfer function of acceleration responses and RMS values of transfer functions in the 10 Hz ranges 

Fig. 7 Test response signals for each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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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함수 RMS 값이 다른 위치에서의 응답과 비교하

여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40 Hz 이상의 고

진동수 영역에서 진동전달함수 RMS 값이 가장 크다. 

수직방향(Z)의 경우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하부 프레

임의 진동 전달함수 RMS 값이 크다. 이와 같이 몰드 

변압기의 진동대 시험 응답 신호를 측정한 결과, 유

연한 하부프레임으로 인한 연성거동으로 인하여 상부

로 전달되는 지진동이 저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실제 수력발전소에서 사용되었던 

몰드 변압기를 ICC-ES AC 156에서 제안된 절차에 

따라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

사항을 만족하는 인공지진을 작성하고 가속도 배율을 

조절하여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 피해

가 가장 큰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기록을 입력지진

동으로 선택하여 국내 기록지진에 대한 지진동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 모든 시험절차에 대하여 몰드 변압기의 기능적 

이상 및 손상은 없었으나 125 % 가진 시 부품이 몰

드에 낙하하여 기능 손상의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기록지진 모사 시험 후부터 공진점의 진동수가 

저하되었으므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

로 판단된다.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진 100 % 

(test 11) 가진 시부터 육안검사로 구조적 손상이 확

인되었으며 몰드변압기의 지지부에서 영구변형이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최대설계지진에 해당하는 인공지진 150 %(test 13)에

서 0.0006의 누적변형률이 관찰되었다. 이는 몰드변

압기의 무거운 상부구조와 그에 따른 높은 무게중심,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중이 작고 연성이 큰 하부 프레

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선형적인 거

동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선형 거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 하부의 큰 상대변위는 주변기기

와 충돌 또는 영향설비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18)

으로 반드시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몰드변압기의 상부와 하부의 상대변위는 인공

지진 100 %(test 11)에서 단방향 변위 폭이 75 mm를 

초과하여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에서 제시하

는 변위한계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몰드변압기의 상

대변위를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4) 앵커에 전달되는 하중의 경우 가속도배율이 높

을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 하중

은 2.97 kN으로 높지 않으며, 이는 지지부의 비선형 

거동에 의하여 상부의 하중이 앵커에 전달되기 전에 

소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대

표적인 고진동수 지진인 경주지진에서 2.83 kN의 앵

커하중이 계측되었다. 이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

항에 기반한 인공지진 150 %(test 13)의 경우를 제외

하고 가장 높은 하중이다. 시험결과로부터 진동수가 

높은 지진 하에서 고정부 앵커볼트에 작용되는 하중

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

진동수 지진으로 앵커볼트에 작용하는 하중특성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중요 설비 중하

나인 몰드 변압기의 내진보강 대책 수립 및 몰드변압

기의 내진보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사업의 연구비지

원(20IFIP-B128598-04)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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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

해 초고층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승강기 

설치대수는 2019년 기준으로 70만대를 넘어섰다(1).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승강기 관련 

119 출동건수도 평균 12.5 % 증가하였다(2~5). 2018년

도 서울시 119 출동건수를 조사한 결과 승강기 관련 

출동 건수가 2위를 차지하였다(6). 이처럼 승강기 관련 

출동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승강

기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한 갇힘 등이 그 원인이다. 
또한, 승강기의 주요 사고 사례 중에서 승강기내 폭

력 상황, 쓰러짐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도 발생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사고의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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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승강기 위험 상황 자동 예측판단 기법 개발
Development of Automatic Prediction Method for Elevator Hazard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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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e first elevator was introduced in 1910. Thereafter, Korea has  been ranked 3rd in in-
stallation and 7th in maintenance worldwide. During the last five years, an average of 35 000 ele-
vators per year have been installed, and the total number of installed elevator increases every year. 
In Korea, 92.1 % of the elevator malfunctions are to be stuck in an elevator. When passengers are 
stuck in an elevator, elevator maintenance personnel or firefighters usually rescue them; however, the 
number of firefighter rescues has been increasing compared to the number of new elevators installed. 
Along with the increase in being stuck in an elevator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irefighter 
rescues, anxiety of elevator passengers and social costs are also increasing. Hence, there is a need to 
find a method to reduce these incidenc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 intelligent rescue 
system using video, video, vibration, noise and elevator’s malfunction signal for various hazard pat-
tern recogni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technology that can prevent incidents such as be-
ing stuck in an elevator, violence or collapse, and minimize the gap in field management through a 
fast and accurate hazard prediction and response method based on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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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위한 지능화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연계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위험 상황 감시 및 예측판단,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24
시간 출동 대기로 인한 구조 인력 투입 최소화를 실

현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하고자 한다.

2. 연구 개요

이 연구에서는 승강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감

지하기 위해서 영상‧음성, 진동‧소음 데이터를 측정하

여 저장하고, 제어반의 신호와 연계하여 위험 상황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승강기를 제어하여 자동으로 운행시키고 경찰서 등에 

승강기가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스

템 개요도는 Fig. 1과 같다. 

    3. 위험상황 감지센서 데이터 오인식률 

최소화 기술 개발

3.1 영상‧음성 오인식률 최소화 기술 개발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은 승강기에서 승

객이 탑승하는 공간인 카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방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자에 의해 지

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인

공지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개

발하였다. 위험상황을 영상으로 인식하기 위해 실시

된 기존 승강기 카 내 위험상황 연구에서는 폭행 발

생 시 상황 묘사를 실제 카 상부에서 측정된 영상이 

아닌 카 내 수평에서 측정된 영상을 사용하여 구현하

였다(7). 또한 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폭력 학습 

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유튜브의 영화 폭력이나 아이스

하키 경기 중 폭력 영상을 학습에 사용했기 때문에(8), 
폭력 영상의 촬영시점의 각도가 변경되어 오인식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실제 카 

내 CCTV를 통해 확보한 영상으로 카 내 폭력 등의 

위험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영상 인식 

기술은 모션벡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적용된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다.
먼저 Fig. 2와 같이 네트워크 카메라(IP Camera) 

및 동영상 파일 같은 소스에서 비디오/오디오 데이터

를 취득하여 압축된 데이터를 디코딩한다. 
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는 OpenCV 모듈에서 영상 

처리 및 인식 작업을 진행한다. 영상의 픽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OpenCV 모듈에서는 Caffe – SSD 
딥러닝 객체 인식 모듈을 이용하여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9), 모션벡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움직

임 패턴(갇힘, 쓰러짐, 폭력 등)을 구분하여, Fig. 3과 

같이 카내의 문 영역과 바닥 영역을 사각형과 같이 사

전에 인식시켜 위험상황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echnologies for pre-
venting and responding to risks arising from 
elevators

 

Fig. 2 Video/audio reception and decoding, data proc-
essing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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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의 (a)는 도어 유사도 인식(닫힘 또는 열림), 
사람 인식, 문 닫힘 후 시간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통

해 갇힘을 인식한 화면이며, (b)는 사람 및 모션벡터를 

인식하여 폭력을 인식한 화면, (c)는 사람, 하강방향 

모션벡터 발생, 바닥인식을 통해 쓰러짐을 인식한 화

면의 예이다. 
디코딩된 오디오 데이터는 스피커로 출력되는 동

시에 데이터는 VAD(voice activity detector) 모듈에 

입력하여 사람목소리의 특성(MFCC)와 크기(RMS)와 

같은 특징 값을 계산한다(10). 계산된 오디오의 특징 

값들을 SVM(support vector machine) 모듈에 입력하

여 미리 학습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위험상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11). Fig. 5는 음성인식을 통한 위

험상황 인식 장면의 예이다.
이와 같은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Table 1의 4가지 

항목에 대해 영상 인식 및 음성 인식을 하였다. 학습

에 사용한 데이터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위험상황 패턴을 학습하기에는 승강기 내

의 폭력 등의 행동이 매우 다양하고 CCTV의 설치위

치에 따라 영상의 인식율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위험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및 특징을 정의하기 위해 

각 상황별로 10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였고 학습된 10
개의 데이터 전체를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하여 검증

을 실시하였다. 시험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3.2 소음·진동 측정 장치 개발

승강기 내에서 발생하는 영상, 음성 인식 시 폭력의 

경우 장난과 구분이 모호하며 진동 및 소음을 동시에 

측정하여 구분하면 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구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승강기의 운행 중 소음‧진동을 

온라인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였다.
승강기 운전에 따른 급작스러운 정지 또는 충격 등 

위험상황 예측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승강기의 진동 및 소음을 감지하기 위한 측정시스템 

구성은 Fig. 6과 같다.
진동 및 충격을 측정하기 위한  3축의 가속도 센서

와 소음센서로 감지된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부와 

이를 처리하는 연산모듈(CPU), 메모리, 통신모듈, 전
원관리회로 등으로 구성되며, 승강기 제어반의 신호

(a) Door area (b) Floor area 

Fig. 3 In-car area recognition

(a) Stuck in elevator (b) Violence

 
(c) Collapse

Fig. 4 Image recognition method

(a) MFCC colormap (b) Rescue request

Fig. 5 Sound recognition method

Table 1 Recognition rate of video and sound for hazard 
situation

Item Sucess rate(%)
Recognition of person when the elevator 
door is closed 100

Recognition rate of person who is 
collapsed on the elevator floor 100

Recognition rate of person’s scream in 
the elevator 100

Recognition rate of violence situation in 
the elevator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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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서 상승 및 하강 신호 등 상태 신호도 받아들

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측정시스템의 보호와 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Fig. 7과 같이 산업용 PC, 네트워크 통신장비, 전원장

치를 하나의 케이스에 내장한 시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승강기의 진동/소음 측정 센서는 승강기의 승차감 

측정에 적합한 MEMS 가속도 센서와 MEMS 소음 

센서를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승강기 카 내에서 승

객이 승강기를 타고 다닐 때 느끼는 진동/소음을 승

차감이라고 한다. 승강기의 승차감 측정범위는 승차

감 측정 표준인 KS B ISO 18738-1:2012에서 KS B 
ISO 8041-1 진동에 대한 인체의 반응-측정기기-제1
부: 다목적 진동계의 전신진동 측정범위인 160Hz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음 측정 범위는 KS C 
IEC 61672-1의 클래스 2 사운드레벨미터를 위한 요

구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MEMS 진동센서는 응답 특성 범위가 넓은 일반 회

전기계 진동 모니터링용 센서가(12) 아닌 승강기 승차

감 측정(13)에 적합하고 200 Hz 이하의 영역에서 선

형성을 갖는 MEMS 가속도 센서를 선정하여 제작

하였고, 소음센서는 20 Hz ~ 8000 Hz 영역의 MEMS 

마이크로폰 센서를 선택하여 직접 설계 및 제작을 하

였으며, 외관은 Fig. 8과 같다.
개발된 진동센서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승강기 정상운전여부 판단(승강기의 정

상운전에 대한 진동 데이터 수집)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Fig. 9은 데이터 측정프로그램의 구성으로 센서와 

DAQ를 통해 측정된 신호를 측정날짜별로 폴더를 생

성하고 시간별로 저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저장된 

데이터는 AI서버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을 

실시하여 진동측정 정밀도는 목표(0.5 % 이내)보다 

정확한 0.4 %를 달성하였고, 소음 측정 정밀도는 목

표(typeⅡ이내)보다 정확한 typeⅠ으로 구현하였다.

  4. 위험 상황 예측 판단을 위한

기계학습 시스템 설계

4.1 데이터 수집 시스템 설계

승강기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실시간 및 주기적으

로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 각 데이터별(영상/음성센

서, 진동/소음센서, 제어반)로 필요한 형식을 Table 2

Fig. 9 Date acquisition software

Fig. 6 System diagram

 

Fig. 7 Data acquisition unit

(a) Accelerometer (b) Microphone

Fig. 8 Sensors



Chan-Yong Park et al. ; Development of Automatic Prediction Method for Elevator Hazard Situation Using Smart Technology

638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634~641, 2020

~ Table 4와 같이 정의하였다.
또한 측정된 데이터가 개별적인 장치를 통해 측정

되어 서버에 저장되므로 정해진 주기마다 시간 동기

화가 필요하며 각 모듈과의 지속적인 통신을 통해 누

락여부를 검토하여 누락 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postgresql을 사용하였다.

4.2 기계학습을 통한 위험 상황 예측판단

시스템 설계

승강기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인식하여 

구출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이 필요하며 

Fig. 10과 같은 처리 절차를 거쳐 학습을 하고 위험 

상황별로 예측을 하여 최종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학습을 위한 위험 상황 데이터는 영상, 진동 패턴, 

승강기 운행여부가 학습을 위한 조건이 되며, 학습 

데이터는 폭력 상태일 때는 폭력영상, 충격 진동, 승

강기 상승이라는 3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여 1차적으로 측정되는 데이

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rule base 등을 이용한 기

계학습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양한 시나

리오에 따라 승강기 내 위험 상황을 학습할 예정이다.
Fig. 11은 승강기 운행 상태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UI이다. 

Fig. 10 Prediction system structure

 
Fig. 11 Main dashboard

Table 2 Vision and sound data

Item Data classification

Vision 
to 

server

Event information

Violence
Stuck

Collapse
Normal

Light off
Person in elevator 

car
Number of person
Location of person

Door status
Open
Close

Numeric value

Floor status
Numeric value

Object on the floor

Violence
Strength

Numeric value
Motion sensitivity Numeric value

Motion data Jpeg(640×480)
Video data

Table 3 Vibration and noise data

Item Data classification

Vibratio
n to 

server

Operation hour
Operation distance

Impact status 
information

Normal
Abnormal

Noise status 
information

Normal
Abnormal

Elevator status

Ride quality 
information
Deceleration 
information 

Defect information
Time

Table 4 Control panel data

Item Data classification

Control 
panel to 
server

Operation hour
Operation distance

Operation count
Error code

Error occurrence time

Elevator status IO
Output 24 EA
Input 40 EA

Operation time
Door open time
Floor trave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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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 상황별 최적 대응 기술 개발 및 

상황 전파 네트워크 구축

5.1 개요 

위험상황별 최적 대응기술은 영상, 음성, 진동, 소

음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에서 

예측된 결과로 폭력, 쓰러짐, 갇힘 등의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는 Fig. 12와 같이 자동구출 알고리듬

에 따라 구출운전을 수행하고, 인지된 각 상황에 맞

게 경찰, 119, 유지보수 업체에 자동으로 문자 등을 

통해 상황전파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발하였다. 
추가적으로 자가진단을 통해 고장발생 이전에 승강기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

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5.2 자동 구출 운전 알고리듬 개발 

환자발생, 폭행발생, 고장에 의한 갇힘 등과 같은 

승강기 위험 상황 유형 데이터화 및 위험정도 분류를 

통해 자동 구출 운전 알고리듬을 설계하였다. 
인공지능을 통해 폭력, 쓰러짐, 갇힘 등의 위험상황

을 인지하였을 때는 Fig. 13과 같이 제어반에 정보를 

전송하여 폭력 인지 시에는 최기층(근접층)으로 바로 

이동하여 승강기 문을 열고 대기하고, 환자 발생(쓰러

짐) 시에는 최저층(1층)으로 도착하여 문을 열고 대기

하고, 갇힘 고장 시에는 승강기의 고장원인 확인 후 고

장 해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기층(근접층)으로 도착

하여 문을 열고 승객이 하차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5.3 자가 진단 시스템 개발 

승강기의 고장 여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우선 승

강기에서 발생한 고장 유형을 분석하였다. 고장 건수

는 827건이고 155현장에서 수집되었고 그 중 승강기 

내 위험상황 인지와 관련된 고장은 갇힘 고장이며 전

체 고장 중 6.41 %였다. 갇힘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였

더니 주로 door 및 브레이크 관련 부품에 이물질이 끼

거나 설정 오류로 인해 갇힘이 발생하여 Table 5와 같

이 자가진단 항목을 10가지로 정하였다. 
자가 진단 항목 10가지를 바탕으로 고장 예방을 목

적으로 승강기 자가 진단 시스템을 Fig. 13과 같이 설

계하였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테스트 모드가 되면 자동속도

로 최상층으로 이동하여 최상부의 안전스위치(up fi-
nal limit switch)를 저속모드인 수동운전 상태로 운

전하면서 스위치의 동작여부를 점검하고 최상층 복귀 

 

Fig. 12 Automatic rescue operation algorithm

 

Fig. 13 Prediction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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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최하층까지 자동속도로 운행하면서 각 층별 도어

를 열고 닫으면서 도어의 고장으로 인한 갇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 및 도어 개폐 시 진동 발생 여

부를 확인하면서 도어의 끼임이나 이물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다.
최저층에 도착하면 수동속도로 최하단의 안전스위

치(down final limit switch)의 동작여부를 점검하고, 

층고 측정모드로 전환하여 건물 각층별 층고를 측정

한 결과를 전송하고 최상층으로 리레벨 후 자동 운전

상태로 전환하고 자가진단을 마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가 진단을 수행함으로서 전층 승강장문 

확인, 최상층‧최저층 종단 스위치, 과속 조절기, 각 층

별 데이터, 브레이크 등을 확인하여 승강기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고 이상 진동‧소음 감지를 통해 고장 및 

갇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5.4 자가 진단 시뮬레이터 시제품 개발

자가 운전 시스템 및 자동 구출 운전을 바탕으로 
Figs. 14, 15와 같이 제어반 시뮬레이터와 도어 시뮬레이

터 시제품을 제작하여 알고리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제어반의 자가 진단 시뮬레이터에서 각 부품별 고

장 시 80 %이상을 검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

고, 자가진단 시 고장 검출율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5
의 10개 항목에 대해 시뮬레이터에 임의로 고장을 

발생시켜 시험한 결과 8번의 조속기 동작을 제외한 

9개 항목의 결함 검출이 되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승강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

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음성‧진동‧소음센서 및 제

어반의 운행 데이터 등을 취득하고, 인공지능으로 학습

하여 자동으로 구출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특히, 승강기의 갇힘, 쓰러짐, 폭력 등의 위험상황 

영상은 카내 CCTV의 설치각도, 공간적인 문제 등으

로 인해 카 내에서 학습한 제한적인 데이터로만 구현

하였다. 다양한 위험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서는 영상‧음성만으로는 부족하여 진동‧소음, 제어반 

고장 신호 등과 연계하여 판단하고 구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추후 승강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

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인다면, 
승강기 이용자의 위험을 자동으로 인지하여, 외부기관 

등에 신고하고 구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 2019년도 재난안전 취약핵심역

량 도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Fig. 14 Lift simulator sets

Fig. 15 Door simulator

Table 5 Serious breakdown causing passenger’s stuck in 
elevator(10 EA)

No. Malfunction type No. Malfunction type

1 Unable to supply power 
to traction machine 6 Up final limit switch 

error

2 Car door open during 
operation 7 Down final limit 

switch error

3 Hall door open during 
operation 8 Governor operation

4 Unable to door open 9 inverter error

5 Unable to door close 10
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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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내연기관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실내 음향 환경은 

다르다.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음으로 차량실내 음

압은 낮고 정숙하다. 그리나 전기모터와 모터구동에 

필요한 전기장치에 의한 고주파 소음은 엔진소음에 

의해서 마스킹이 되지 않음으로, 차량의 실내음질이 

악화된다(1,2). 자동차의 실내 음질은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선호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기자

동차의 실내음질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 ASD(active sound design) 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적합한 사운드를 

디자인 기술은(2), 세계 유수 자동차 메이커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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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ise characteristics of electric vehicles (EVs)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ICEVs) are different. Compared with vehicles with combustion engines, cars are quieter and have a 

lower interior overall sound pressure. The sound quality in the compartment of an EV degrades be-

cause of high frequency motor noise and road noise, which are not masked by engine noise. 

Therefore, to improve sound quality, an EV requires active sound generation (ASG) systems that can 

actively control interior sound quality. ASG requests an audio speaker with superior high frequency 

response to mask or control the level of high frequency noi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carbon fi-

ber reinforced plastic (CFRP) speakers with superior high frequency response. Using a commercial 

CFRP speaker, a numerical model for the proposed speaker was developed via a finite element (FE) 

method and experimentally validated. The frequency response of a CFRP speaker and general car au-

dio speaker was analyzed using the developed FE model, and the sound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two speakers were compared. The CFRP speaker was confirmed to have a superior high frequency 

response to a general audio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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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와 연관되어 있음으로 객관적인 표준은 없다. 

그러나 고주파음 소음을 마스킹하면서 소비자 선호 사

운드을 재생할 수 있는 ASG 시스템이 필요하다(3). 이 

시스템은 전자제어장치와 스피커로 구성된다. 특히 

스피커는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넓은 범위의 주파수

를 갖는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음향성능을 필요로 

한다(4~6). 차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범위는 

중주파수 범위이다. 고주파까지 주파수 범위를 확장

하려면 스피커의 진동판이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

다. 스피커의 강성이 주파수 특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진동판에 브레이크업 모드(break-up mode)가 

발생하여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에 피크(peak)와 딥

(dip)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강성을 높이기 위해 진

동판의 두께를 증가하는 경우 강성은 높아지지만 무

게도 증가함으로 스피커의 출력효율이 낮아진다. 따

라서 밀도가 작고 강성은 큰 진동판이 넓은 주파수 

범위를 재생하는데 적합하다(7).  

일반적으로 진동판의 물성치가 스피커의 재생효율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진동판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8,9). 진동판의 형상과 

재료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제조하고 시험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해서 스피커의 드라이브 유

닛(drive unit)의 진동음향 특성을 예측하는 방법들

이 사용되고 있다(10,11). 이 연구는 밀도가 낮고 강성

이 높은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진동

판을 이용한 스피커를 개발하여 전기자동차의 음질

제어에 사용하고자 한다. CFRP 스피커의 개발 flow 

chart는 Fig. 1과 같다. CFRP 스피커에 사용되는 진

동판은 CFRP 판재로 구성된다. CFRP 판재는 탄소

강화 섬유의 적층 각도에 따라서 진동음향 특성이 

변화한다(12). Flow chart에 따르면 먼저 양산중인 

CFRP 스피커를 이용하여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제

작한다. 다음으로 CFRP 스피커 진동판의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실험과 비교해서 모델을 검증한다. 검증

된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등방성재료 스피커, 

기존스피커, CFRP 스피커에 대한 음향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의 등방성 스피커와 CFRP 스피커

의 비교결과 CFRP 스피커가 광대역 주파수 사용 성

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CFRP 

스피커는 향 후 전기자동차용 사운드를 재생하는데 

사용된다.

2. 스피커 음향 특성

2.1 스피커의 음향방사 특성

일반적으로 스피커의 음향 방사 성능에서 주요하

게 고려하는 문제는 스피커의 출력과, 주파수 특성이

다.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이 넓고 평탄할수록 좋은 

스피커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진동판의 

크기, 형상이나 재료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진동

판의 질량은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최저주파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질량이 커지는 경우 최소주파수는 감소

하고, 출력도 감소한다. 반대로 질량이 작아지면 최소

주파수는 증가하게 되고, 출력은 증가한다. 다음은 스

피커의 최소공명주파수(fs)와 최고공명진동수(fh)를 결

정하는 식이다(7).

  


× 

 


(1)

  


×




⊤ × 




 


(2)

여기서 s는 지지계의 강성, m은 진동계의 질량, sT은 

진동판 정상부의 강성계수, md은 진동판의 질량, mv

은 보이스 코일의 질량을 의미한다. 진동판이 완전한 

강체라고 가정할 경우에 Fig. 2와 같이 스피커의 주파

수 특성을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거리가 r이 되는 지점에서의 음압(P)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Fig. 1 Flow chart for design of a new CFRP speaker 
with excellent acoustic characteristics in high 
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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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ρo은 공기밀도, ω은 진동판의 각진동수, ɑ은 진동

판의 반지름, ν는 진동판의 속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ν은 Fext/Zm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ext  (4)

Fext는 외력, Zm는 진동판에 임피던스를 의미한다. 임

피던스는 식 (5)와 같이 저항들로 구성된 실수부와 질량

과 컴플라이언스로 이루어진 복소수부로 쓰일 수 있다.

 





 

   






 



    load  

 




(5)

B는 자속밀도, l은 보이스 코일의 길이, R은 전기

저항, Rm은 기계저항, Rr은 방사저항, mv는 보이스 코

일의 질량, md는 진동판의 질량, mload는 부가질량 그

리고 Cs는 컴플라이언스를 의미한다. 강성제어영역에

서는 인피던스 Zm가 j/ωCs로 정의된다. 따라서 식 (6)

과 같이 쓸 수 있다.

 




× ext (6)

음압이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저

항제어영역에서는 임피던스 Zm가 식 (7)과 같이 실수

부로만 나타난다.

 


 

   


× ext (7)

음압이 주파수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성제

어영역에서는 임피던스 Zm를 ω(mv+md+2mload)로 쓸 

수 있다. 따라서 식 (2)는 식 (8)과 같이 쓸 수 있다.

     load




× ext (8)

이 영역에서는 음압이 주파수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2 스피커 진동 음향 연성 특성

스피커의 음향 특성은 스피커 진동판의 진공과 주변 

공기 입자의 진동이 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Fig. 3은 

진동판과 공기 입자와의 연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식

화이다. 진동판의 진동 모드 형상(vibration mode 

shape)이 주변 공기를 가진함으로 주변공기와의 연성

과 이 연성에 따른 음향 해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음향 유한요소 모델(acoustic finite element model)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스피커에 대한 진동음향 연성이론(13)에 따른 진동

판의 진동 운동 방정식은 식 (9)와 같다. 

     (9)

여기서 M은 진동파의 질량행렬, B는 감쇠행렬, K는 

강성행렬, P는 하중 행렬 그리고 x는 변위이다. 식 

(9)을 특정주파수에 대한 변위의 크기로 표현하면 식 

(10)과 같다. 

       (10)

여기서 u(ω)은 ω주파수에서의 진동판의 진폭을 나타낸

다. 식 (10)을 진동판의 진동과 공기유체 입장의 음압

Fig. 2 Theoretical frequency response of car audio 
speaker

 
Fig. 3 Environmental model for vibro-acoustic analy-

sis of CFRP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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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된 진동음향 연성 방정식은 식 (11)과 같다.




 


 

  




  



 


 

 




  



 


 

 


 
 




(11)

여기서 P는 하중벡터, 아래첨자 s는 구조파트, 아래

첨자 f 는 유체파트, u는 진동판의 변위이며, p는 유체

의 압력이다. 그리고 A행렬은 유체와 구조물의 자유

도 사이의 결합을 나타내는 연성 행렬이다.

3. 스피커 방사 특성 실험

3.1 실험 장치

전기자동차용 CFRP 적용 스피커의 설계 및 해석

적 연구를 위해서 CFRP 스피커의 유한요소 모델이 

필요하다. CFRP 유한요소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CFRP 스피커의 실험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CFRP 스피커의 유한요소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요

구되는 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 탄소섬유의 적층각도

가 45°인 우븐(woven) 타입 상용 CFRP 스피커를 구

매하여 주파수 응답특성을 측정하였다. 상용 CFRP 

스피커의 크기는 4.5인치, RMS power는 30 watts, 

임피던스 4 ohms이었다. 실험은 Fig. 4(a)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완전 무향실에 실험용 스피커를 설치하

기 위해서 바닥에 우드 판넬을 깔고 반 무향실 조건

에서 진행했다. Fig. 4(c)와 같이 스피커는 지상으로부

터 0.85 m 높이에 설치하고 마이크로폰을 1 m 떨어

진 거리에 스피커와 수평을 맞춰 설치했다. 스피커로 

방사되는 소음을 측정을 근거리에서도 측정하기 위해

서 Fig. 4(b)와 같이 마이크로폰을 이동 설치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장비는 Fig.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스피커에 앰프를 연결하고 마이크

로폰은 측정 장비와 컴퓨터에 연결했다. 음원(source) 

신호는 20 Hz부터 20 kHz까지 선형으로 증가하는 주파수 

변조신호(frequency modulation)를 2.83 Vrms 크기로 

발생시켰다. 마이크로폰에서 측정된 신호는 계측기에서 

40 960 kHz로 샘플링하여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계측장비는 SCADAS Mobile(독일, Siemens사)

이며, 주파수 분해능(frequency resolution)은 0.625 Hz

이다. 측정시간은 1.6초이고 5회로 평균하였다.

(a) Speaker and microphone

(b) Microphone and speaker for near field
sound measurement at low frequency

(c) Test diagram of semi-anechoic chamber

Fig. 4 Experiment setup for measurement of fre-
quency response function for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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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과정

해석모델의 검증을 실험을 통하여 주파수응답특성 

(frequency response function)을 측정하였다. Fig. 6(a)

는 1 m 거리에서 측정된 주파수 응답곡선과 근거리에

서 측정된 주파수 응답곡선의 비교를 나타낸다. 이 

결과에 따르면 무향실과 같은 자유음장에서는 거리에 

따른 음압의 차이가 존재해야 하는데, 500 Hz 이하의 

저주파에서는 바닥의 반사파 영향과 무향실의 cut-off 

주파수가 250 Hz임으로 배경소음(background) 영향

으로 저주파에서는 실험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주파에 대한에 음장특성은 근거리에

서 측정된 전달함수를 이용하여 보완한 후 Fig. 6(b) 

와 같은 전 주파수에 대한 전달 함수를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14,15). 실제 이 연구에서는 고

주파 음향 특성의 향상이 중요함으로 전체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응답함수는 필요하지 않다.

4. 유한요소 모델

4.1 진동-음향 연성해석 스피커 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CFRP 스피커의 음향특성을 해석하

기 위해서 실험에 사용된 상용 CFRP 스피커에 대한 

Fig. 5 Speaker frequency characteristic experimental 
schematic

(a) Comparison between near filed and far field

(b) Compensated by near field measurement (1 m)

Fig. 6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speaker

(a) Speaker and microphone

(b) Speaker support panel

(c) Speaker system used for test

Fig. 7 Finite element model of speaker for vobro 
acou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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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 모델을 제작하였다. Fig. 7은 스피커의 유한

요소 해석 모델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유한요소 모

델의 제작과 음장 해석에 사용된 상용프로그램은 

Simcenter 3D(독일, Siemens사)이다. 

Fig. 7(a)는 스피커의 드라이브 유닛 구조 메쉬

(mesh)이다. 해석에 사용된 BE 음향 유한요소 모델

의 메쉬는 15 866개의 요소(element)와 16 407개의 

노드(node)로 구성되어있다. 음향 메쉬의 간격은 최

대 주파수 파장의 1/6의 길이로 사용했다(16). 스피커

의 음향방사 특성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고정해야 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아크릴 판을 사용하

였음으로 Fig. 7(b) 는 실험에서 스피커를 고정했던 

아크릴판의 모델이다. 아크릴판의 양 끝에서 135

mm, 위아래 끝에서 60 mm인 지점을 고정했다. 또한 

스피커와 아크릴판을 연결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대

각선 방향으로 4군데를 고정했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음장은 반무향실임으로 비슷

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바닥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infinite plane을 만들어 경계조건을 추가했다. 해석

에서 스피커를 진동시키기 위해 former 아래 부분에 

스피커의 정면 방향으로 1 mN의 힘을 가했다. 해석

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실험과 비교를 

통해 음압의 크기가 유사하게 예측되는 힘을 찾아 

입력했다.

4.2 유한요소 해석모델 기계적 특성

해석에 사용된 드라이버의 콘(cone)과 캡(cap)은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서라운드(surround)는 고

무로 되어있으며 스파이더(spider)는 우븐 타입 섬유

로 되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유한요소 해석용 모

델의 재료특성 및 기계적 물성치는 실험에 사용된 상

용 CFRP 스피커의 공급회사가 제공한 값들을 사용

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4.3 유한요소 해석모델 검증

CFRP 스피커의 해석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해석적

으로 구한 주파수 응답함수 와 실험적 측정된 주파수 

응답함수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각 전달 함수는 1 m에서 구한 것이며 실험과 해석

이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한요

소 해석모델은 CFRP 스피커에 대한 여러 방사 음향 

해석에 유효하게 사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CFRP 스피커의 주파수 음향특성

5.1 탄소섬유 적층 각도에 따른 음향특성

CFRP 스피커는 진동판이 CFRP판재로 이루어지

며, CFRP 판재의 음향 방사특성은 탄소강화 섬유의 

적층각도에 따라 변화한다(17). 따라서 CFRP 스피커

에 대한 적층각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스피커의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탄소섬유 적층각도에 따른 CFRP 스피커의 주파수응

답 특성을 최적화하는 적층각도를 선정하였다. Fig. 9 

Table 1 Material parameters of model

Parts Density
 (kg/m3)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CFRP 1523

E1 10 3000

0.35E2 4340

G12 1760

 Polypropylene 1200 - 2000 0.4

 Surround 280 - 17 0.5

 Spider 412 - 180 0.31

 Coil 1220 - 8000 0.34

 
Fig. 8 Comparison between sound pressure obtained 

at 1 m from speaker by experimental test 
and FE analysis

 
Fig. 9 Arrangement of the lamination angle for the 

CFRP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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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탄소섬유의 적층각도를 도식화 한 것이며, Fig. 10

은 탄소섬유 적층각도에 따른 주파수응답특성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이다. 

Fig. 10(a)는 전 주파수 범위 이며, Fig. 10(b)는 주

요 진동모드의 변화로 적층각도의 영향이 나타나는 

고주파 영역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적층각도가 15°

인 스피커의 주파수응답곡선은 약 12 kHz부터 피크

와 딥이 많아지고, 적층각도가 45°인 스피커인 경우 

15 kHz부터, 60°인 경우는 11 kHz부터 성능이 저하

된다. 따라서 배열 각도가 45°로 적층 되었을 때 효율

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5.2 등방성 재료와 비등방성 재료에 따른

음향특성

이 연구의 목적은 CFRP 스피커가 전기자동차 

ASD 시스템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진

동판재 스피커와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CFRP 

판재 스피커와의 음향특성을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특성이 진동판의 진동 모드 영

향을 받지 않는 범위가 확대되면 차량 실내 음향을 

제어하기가 쉽다. 진동판의 진동 모드가 존재하는 영

역에서는 스피커의 공진에 의한 음향 방사 특성이 영

향을 받는다. Fig. 11은 비등방성 재료인 CFRP와 등

방성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 스피커에 대한 

주파수 응답곡선을 비교한 결과이다. CFRP와 폴리프

로필렌의 두께는 각각 0.32 mm, 0.15 mm이고 이 경

우에 각각의 무게는 약 2.3 g, 0.83 g이다. 약 5 kHz까

지는 진동판의 진동 모드의 영향이 유사하지만, 5 kHz 

이상에서는 폴리프로필렌 스피커의 진동판은 국부

(local) 진동 모드(vibration mode shape)의 영향으로 

진동판이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비등방성 재료와 등방

성 재료에 차이가 발생한다. 

(a) Whole range of frequency band

(b) Zoomed frequency band

Fig. 10 Comparison between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of 
laminated angles

(1) (2)

(3)

(4)

 
Fig. 11 Comparison between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of the speaker with anisotropic 
materials and that of the speaker with 
isotropic materials

(a) No.1 (b) No.2

 
(c) No.3 (d) No.4

Fig. 12 Comparison between vibration mode shapes 
according to the frequency ranges which are 
corresponding to number as shown in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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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Hz 이하에서의 두 스피커의 진동판은 탄성모드 

Fig. 12(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진동판 전체가 강

제 바운스 모드로 움직이며, 방사효율이 좋다. 5 kHz 

이상에서는 Fig. 12(b)~12(d)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 스피커의 진동판은 국부 진동 

모드가 발생하여 진동 모드에 의한 방사효율의 변화로 

주파수 응답특성이 심하게 변화한다. 등방성 재료와 

비교할 때 사용된 CFRP 진동판은 주파수 특성이 가장 

좋았던 45°로 적층된 CFRP 진동판을 선택했다.

(1) 동일 두께

진동판의 두께가 동일한 경우의 각 재료의 주파수 

특성을 비교한다. 두께는 약 0.32 mm로 가정했다. 진

동판의 두께가 0.32 mm일 경우, CFRP 및 폴리프로

필렌 무게는 각각 약 2.3 g, 1.8 g이다. 

Fig. 13은 각 진동판이 두께가 일정할 경우에 음

향특성을 예측하고 비교한 그림이다. 폴리프로필렌

의 밀도는 CFRP보다 작기 때문에 최저 공명주파수

가 CFRP보다 더 큰 주파수에서 발생하고 전체 영

역에서 응답이 크게 예측된다. 또한 강성이 크지 않

아 약 7 kHz부터 피크가 크게 생기기 시작하여 

CFRP보다 음향 방사효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이 평평할수록 좋다는 

것을 감안하면 톤(tone)소음이 강조 되는 등 음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동일 두께일 경우 CFRP 

진동판이 다른 등방성 재료에 비해 효율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일 질량

각 진동판의 질량을 2.3 g으로 동일하게 가정하였

다. 이 경우 CFRP와 폴리프로필렌의 두께는 각각 약 

0.32 mm, 0.41 mm이다. 

Fig. 14는 각각의 진동판이 질량이 동일할 경우에 

방사 주파수는 특성을 예측하고 비교한 그림이다. 모

든 진동판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최저공명진동수나 

출력의 크기는 같다. 폴리프로필렌은 밀도가 작기 때

(a) Whole range of frequency band

(b) Zoomed frequency band

Fig. 13 Comparison between frequency response func-
tions of the speaker with CFRP materials 
and with polypropylene materials

(a) Whole range of frequency band

(b) Zoomed frequency band

Fig. 14 Comparison between frequency response func-
tions of the speaker with CFRP materials 
and speaker with polypropylene materials



Haeseong Jeong et al. ; Acoustic Characteristics of CFRP Speakers for the Improvement of Sound Design of Electric Vehicles

650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642~651 2020

문에 같은 무게가 되려면 0.41 mm정도로 두꺼워져야 

한다. 두꺼워지면서 강성도 증가했지만 CFRP보다는 

강성이 크지 않아서 7.5 kHz정도에서 공진 피크가 발

생하므로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비탄성률, 내부감

쇠율을 고려하면 폴리프로필렌 스피커 보다 CFRP 

스피커의 효율이 더 좋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ASD 시스템에 적합한 

CFRP 스피커를 개발하기 위한 스피커의 유한요소 

모델의 개발 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스피

커의 유한요소 모델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용 CFRP 스피커를 사용하였다. 상용 CFRP 스피

커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했고,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구한 주파수 응답함수를 비교하여, 유한요소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유한요소 모델

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차량에 사용되는 등방성 진

동판을 가진 스피커와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는 

CFRP 스피커의 음향 특성을 비교하였다. 결과에 의

하면 진동판으로 CFRP를 이용하는 스피커의 음향특

성이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하는 스피커의 음향 특성보

다 우수함을 검증 했다. 개발된 CFRP 유한요소 모델

을 활용하여 향후 전기자동차 음향제어시스템에 적합

한 스피커의 개발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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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속도계는 가장 보편적인 진동측정방법 중 하나이

다. 가속도계는 크게 integrated circuit piezoelectric 

(ICP) 타입과 charged 타입으로 나뉘며, 고온의 조건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ICP 

가속도계를 사용하게 된다(1). ICP 가속도계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 및 데이터 획득을 위해 소음 

진동 분석 장비(DAQ)를 필요로 하며, DAQ 장치 또

한 측정시간동안 PC 및 외부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동 측정 위치의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전원공급이 단절되어 있는 위치에서의 측

정, 혹은 두꺼운 격벽 등으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

으로 신호전송이 어려운 공간에서의 측정 등 DAQ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군함의 

갑판이나 잠수함, 항공기의 외벽의 경우, 운행 중인 경

우 전원이 연결되어있지 않고, 또한 운행 중엔 탑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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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환경에 최적화된 가속도계 무선 데이터 로깅모듈 
Wireless Data Logging System 

with Accelerometer Optimized in Hars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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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Wireless System(무선 시스템), Accelerometer(가속도계), Data Logging(데이터 로깅), Harsh Condition

(거친 환경), Vibration Measurement(진동 측정)

ABSTRACT

A wireless data logging system connected with accelerometer was developed for measuring vi-

bration in harsh environment where conventional vibration equipment could not be used, e.g., on 

deck of the battleship, surface of the submarine or airplane, etc. To minimize wired connections, the 

module used a battery to supply power, and the data was recorded by the module itself on the SD 

card. Data logging was carried out through Arduino. Because the voltage levels of the accelerometers 

were different, the internal circuits were adjusted by changing the voltage levels through level 

shifting. Data logging was optimized using the hardware interrupt and double buffering to maintain a 

constant sampling rate during data logging and to prevent loss of data. The vibration data obtained 

through the manufactured module was compared with data measured by LMS test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ignal.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module measurement data was normal even 

during long-tim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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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외부로 연결한 모든 문을 굳게 

잠그고, 그 문의 두께 또한 매우 두껍기 때문에 외부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내부로 전달하거나 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DAQ

장치는 고가의 장비로, 거친 상황에서의 진동 측정에

는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측정 환경에 의

해 기존의 장비로 진동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진

동 측정을 위해 상용되는 DAQ를 사용하지 않고 데

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저가의 진동 측정 모듈의 개

발을 필요로 한다.

거친 상황에서 가속도계를 통해 진동을 측정할 경

우, 전원 공급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물리적인 연결

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블루투스, 무선 LAN 등 

무선 통신을 활용한 장치들의 연구 및 개발은 진행되

어 있다(2~4). 하지만 통신 종류에 따라 거리 및 전송

속도의 제약이 있거나, 무선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

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모듈 자체에서 

가속도계 값을 측정 및 기록하는 모듈을 제작한다. 

첫 번째, 외부와의 연결 없이 진동 측정 및 기록이 가

능하게 하는 모듈을 설계, 제작한다. 이를 위해 전원

은 배터리를 통해 모듈에 공급하고, 측정 데이터는 

모듈 자체에서 가속도계의 출력 전압을 측정하여 SD

카드에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두 번째, 제작한 

모듈을 상용되는 LMS Test Lab의 측정값과 비교하

여, 기록한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사용 시 

장시간 측정을 고려해 모듈의 가동 시간을 측정하여 

실제 측정에서도 문제없이 모듈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 모듈 제작

2.1 하드웨어 주요 기능

(1) 진동 측정 센서

진동 신호는 ICP 1축 가속도계(352 A/24 NC, PCB 

piezotronics)를 통해 측정한다. ICP 가속도계를 사용

하기 위해선 datasheet에 표기된 범위내의 전압과 정

전류를 공급해주어야 하며, 이 때 내부 회로가 가변

저항처럼 작용하여, 센서가 측정하는 가속도에 따라 

출력되는 전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출력되는 전압 신호는 일정 크기의 DC bias와 진동 

신호를 나타내는 AC 성분이 합쳐져 출력된다. 이 연

구에서 선정한 가속도계의 경우, 전압 18 V ~ 30 V, 

정전류 2 mA ~ 20 mA를 공급하여 8 V~12 V의 DC 

bias를 갖는 ±5 V의 AC 신호를 출력한다(5). 

(2) ADC(analog-to-digital converter) 및 데이터 로깅

기존의 DAQ는 측정 시 PC와 연결되어, 신호를 

PC에 설치된 해석 프로그램으로 전달하여 해석을 진

행한다. 이러한 PC와의 연결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

터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진동 해석은 별도로 진행하

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선 모듈 자체에서 가

속도계에서 출력하는 전압을 읽고 저장매체로의 데이

터 로깅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Arduino pro 

mini 5 V 보드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해당 보드는 10

bit ADC가 내장되어 있어 0 V ~ 5 V의 신호를 10 bit

만큼 나누어서 입력 받을 수 있으며, 16 MHz의 최대 

클럭수를 갖는다. Arduino는 설정한 sampling rate에 

맞춰 ADC에서 수신한 5 V 이내의 전압을 0 ~ 1023

의 범위로 표현하며, 이를 Arduino 전용 Micro-SD카

드 모듈과의 serial peripheral interface (SPI) 통신을 

통해 SD카드에 기록하게 된다. ADC는 측정하고자 

하는 진동의 가속도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된 OP 

amp 회로를 통과한 전압 신호를 측정하게 된다. 이 

모듈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측성은 500 Hz 

이내의 영역이므로 nyquist frequency를 고려하여 

sampling period를 두 배로 정의하여 1000 Hz로 데

이터를 기록한다.

(3) 모듈 전원 공급

외부와의 연결 없이 모듈에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

해 배터리 팩을 제작한다. 배터리 팩은 시판되는 건

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건전지 홀더를 

통해 제작한다. 가속도계, OP amp, Arduino 총 세 

곳에 전원 공급이 필요하며, 이 중 OP amp(LM741)

Fig. 1 Battery pack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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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 전력이 2.8 mA로(6), 크기가 작은 3 V 리튬 

전지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OP amp의 

전원 공급원을 분리하여 공급한다. Arduino와 가속도

계의 전원 공급은 1.5 V AA 알칼라인 건전지를 통해 

각각 6 V, 24 V의 전원을 공급하며, OP amp는 

CR3032 리튬 전지를 통해 ±6 V의 전원을 공급하여 

준다. 또한 OP amp에 공급하는 CR3032에서 2.5 V 

전압을 level shifting 회로의 offset 전압으로 공급하

며, 가속도계의 전원과 OP amp의 전원은 각각의 

ground에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ground를 공유하

였다. 배터리 팩을 포함한 하드웨어는 170×80×40 mm

의 크기를 갖는다.

2.2 회로 구성

(1) 정전류 공급 회로

ICP 가속도계는 2 mA ~ 20 mA의 정전류를 공급받

아야하기 때문에, 배터리팩에서 공급하는 24 V의 전

원을 가속도계에 공급하면 과전류로 인해 가속도계가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

급받는 전원을 정전류로 전환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전압 레귤레이터(LM317)를 사용하여 

정전류 회로를 구성하였고, 가속도계에 5.6 mA의 정

전류를 공급하였다.

(2) Level shifting 회로

가속도계에서 출력하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신호

는 12 ± 5 V의 DC Bias를 포함하는 전압을 가지며, 

이는 Arduino ADC 범위 (0 V ~ 5 V)와 맞지 않아 전

압 범위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level shift-

ing 회로를 구성하여 가속도계의 출력 신호를 

Arduino ADC 범위 내로 맞춰준다. Level shifting 회

로는 capacitor를 통해 출력 신호의 DC bias를 제거

하여 0 V를 중심으로 하는 ±5 V의 AC 신호만을 전

달한다. 이를 OP amp를 통해 2.5 V bias를 갖는, 배율

이 감소된 신호로 변환하여 ADC에 연결한다. Fig. 2

의 을 통해 voltage regulator가 공급하는 정전류 

전원의 전류값을 제어하고, capacitor를 지나 AC신호

만 남은 진동 신호를   값을 통해 배율을 조

절한다.

2.3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S/W 구성

Arduino는 1000 Hz의 일정한 sampling rate를 확

보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마다 설정한 동작을 반복하

는 time interrupt를 통해 1 ms마다 한 번씩 가속도계

의 전압을 측정한다. 또한 짧은 간격 내에 데이터 처

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binary 파일

로 SD카드에 기록 및 저장된다. Binary 형식은 측정 

시간이 길어져도 데이터 크기가 커지지 않으며,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1) Hardware interrupt

기록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선 ① 파일

을 열고, ② 데이터를 파일에 기록하고, ③ 파일을 닫

는 과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기록한 뒤 

Fig. 2 Module circular

Fig. 3 Modul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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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닫지 않거나, 파일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데

이터를 기록하면 실제 SD카드에서 데이터가 저장되

지 않는다. 이와 같이 파일을 열고 닫는 과정은 데이

터를 기록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은 시간을 많

이 소요하며, 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1 ms 

이상 소요한다면, time interrupt를 따라가지 못하여 

데이터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에 시간이 걸리는 파일을 열

고 닫는 코드를 데이터를 기록하는 코드와 분리한다. 

Arduino 외부에 트리거 스위치를 연결하여, 스위치가 

입력될 때마다 작동하는 hardware interrupt를 통해 

파일 및 데이터 기록 시작 여부를 제어한다. 이를 통

해 메인 코드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만을 실행하

여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게 되며, time interrupt를 

놓치지 않아 데이터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2) Double buffering

데이터를 buffer에 저장하여, buffer가 가득 찰 때 

buffer 전체를 파일에 기록하는 방식은 데이터가 측

정될 때마다 기록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기록하는 동

작의 횟수를 줄일 수 있기에 시간, 안정성 면에서 효

율적이다. 하지만 buffer를 사용한 만큼, 데이터 한 

개를 기록할 때보다 한 번 기록할 때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이 시간이 1 ms를 넘어간다면 이 역시 

데이터 누락이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buffer를 사

용하면서 데이터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buffer를 사용한다. Time interrupt는 측정한 가속도

계 데이터를 두개의 buffer에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1

개의 buffer는 80개의 data를 포함하며, buffer 사이의 

interrupt time은 80 ms를 갖는다. 현재 데이터를 저

장하는 buffer에 데이터가 가득 찬 경우에 두 번째 

buffer로 데이터 저장을 전환시키고 이와 동시에 기

존에 저장을 마친 buffer를 SD카드에 기록한다(Fig. 4). 

이 과정을 반복하여 실행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데

이터의 SD카드로의 기록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기록 중에 예상치 못한 지연시간이 발생해도 두 번째 

buffer가 전부 저장될 때까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안

정성이 높아지며, 데이터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Fig. 5 Test setup for impact signal comparison Fig. 6 Data comparison with LMS Test Lab

Fig. 4 Conceptual diagram of double b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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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데이터 분석

3.1 LMS Test Lab과의 비교

제작한 모듈을 통한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 LMS SCAMAS Test Lab과의 동시 측정

을 통해 둘의 데이터를 비교한다. 실험은 Fig. 5와 같

이, 정반위의 한 쪽에 가속도계들을 부착하고, 반대쪽

에서 망치로 가진시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였다. 

이 때 LMS Test Lab은 spectral testing을 통해 측정

하였으며, sampling rate  2048 Hz, 측정 시간은 1초

로 설정했다. 모듈의 배율은 1배율로 설정하였다. 

LMS와 제작한 모듈 모두 동일한 가속도계 

(352A24/NC, PCB piezotronics)를 사용하였다. 측정 

결과는 Fig. 6에 보는 것과 같으며, 모듈로 측정한 값

이 LMS test lab으로 측정한 값에 비해 전압 분해능

이 낮으며, 센서에 위치에 따른 두 데이터 간에 오차

Fig. 7 Test setup for sine wave comparison Fig. 9 Signal characteristics for magnification

Fig. 8 Sine signal comparison with LMS Test Lab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of sine signals

50 Hz 100 Hz 150 Hz 200 Hz

4 V 0.9949 0.9932 0.9720 0.8931

7 V 0.9936 0.9840 0.9852 0.9237

10 V 0.9607 0.9509 0.9913 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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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었으나, 전체적인 진동 개형이 일치하며, 두 신호 

간의 상관계수는 0.9287로 측정되었다. 또한 shak-

er(mini-shaker type 4810, Bruel & Kjaer)를 통한 일

정한 주파수의 sine파에서의 데이터 비교를 실시하였

다. Fig. 7과 같이 shaker에 가속도계 2개를 부착하여 

각각 LMS와 모듈의 신호를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였

다. 주파수는 관심 영역대를 집중적으로 보기 위하여 

50 Hz / 100 Hz / 150 Hz / 200 Hz로 선정되었고, shak-

er에 공급하는 진폭은 4 Hz / 7 Hz / 10 Hz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측정 결과, 모듈은 Fig. 8과 같이 sine파를 

측정하였고, frequency가 증가함에 따라 error가 증가

하나, 측정하는 sampling frequecy에서는 충분한 상관

계수를 갖음을 보여줬다. 모듈과 LMS로 측정한 신호

들은 Table 1과 같은 상관계수를 갖는다.

3.2 신호 배율 

Fig. 9와 같이, 배율이 너무 클 경우, ADC의 범위

를 초과하여 측정 신호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이 있으며, 배율이 너무 작을 경우, 가속도 분해능이 

낮아져, 작은 가속도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고, 더 나

아가 신호 자체를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의 목적에 따라 예상되는 가

속도 범위에 맞춰 level shifting 회로의 저항을 조절

하여 배율을 변경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군함의 함

포 같이 큰 질량에 연결되어있는 물체의 진동 측정

을 가정하고 제작하였고, 함포에 대한 진동 측정 데

이터는 기록이 적기에, 마운트된 터렛의 사격 시의 

진동 측정 범위(7)를 기반으로, 화기의 종류 및 구속 

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0.2배율로 모듈의 배율

을 선정하였다.

3.3 모듈 동작 시간 측정 

거친 환경에서 진동 측정을 진행할 시, 설치 시점 

이후로 측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듈의 데이터 기록 on/off를 제어하기 힘들

어진다. 따라서 측정 모듈은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시간이 흘러도 sampling rate

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듈에 연

결된 가속도계를 shaker에 부착하여 장기간 데이터 

로깅을 실시하였다. Shaker는 130 Hz로 설정되었으

며, 측정되는 신호가 shaker의 진동에 의한 신호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중간에 가속도계를 shaker에

서 일시적으로 분리한 뒤 재부착하였다. Fig. 10에 

보는 것과 같이 개발된 모듈의 경우 최소 12시간 동

안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ampling 

rate는 측정 시간이 길어짐에도 1000 Hz를 유지하였

으며, FFT 결과 역시 130 Hz에서 값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여 모듈이 정상적인 진동을 측정하였음을 확인

하였다(Fig. 11).

4. 결  론

거친 환경에서의 진동 측정을 위해 저가형 가속도계 

모듈을 제작하였다. 유선 장비를 쓰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모듈은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받으며, 모듈 

자체에서 가속도계 데이터를 측정하여 SD카드에 저장

하므로 외부와의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작한 

모듈을 LMS test lab과 비교해본 결과, 전압 분해능 

및 진폭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진동 개형이 

일치하고, 두 신호 간의 상관 계수가 0.9287로 측정되

Logging 
Start ▶

▶

Logging 
End

Logging 
Restart

▶

Fig. 10 Long time data logging (time domain)

Fig. 11 Long time data logging (frequenc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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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듈이 정상적으로 진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장기간 측정 역시 최소 12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도 sampling rate 및 측정되는 

진동 신호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  기

이 연구는 LIG 넥스원 사외 위탁 연구 과제 “발포 

진동/함상 충격에 대한 구성품 성능보장 및 고장진단 

방안 연구”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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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

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 걸쳐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환경 친

화 정도를 평가하여 인증(1)하는 제도로서 2002년 제

정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 지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업무

용 건축물, 학교시설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단독주택과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기존 건축물(주거용,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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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 음환경분야의

등급 획득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고찰
A Study on the Analysis of Obtaining Grades and Improvement

in the Sound Environment Performance Field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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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녹색건축인증제도), Floor Impact Noise(바닥충격음), Wat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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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which affects the per-

formance level of buildings, on the sound environment performance field of building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status of certified grades by evaluation items in the sound environment field for 

some of the buildings that were recently certified (2016~2019). In addition, the transition process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in the field of sound environment performance from 2002 to 

the present is summarized. Along with analyzing the certification grade,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method so that the boundary wall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and indoor/outdoor noise level set at 

the minimum standar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an be obtained even at the lowest grade. 

In terms of improving residents’ satisfaction, the evaluation items requiring system improvement are 

floor impact noise and toilet noise in apartments, and performance is determined through field 

measurements. The problem should be to prepare measures to resolve measurement deviations. In ad-

dition, since schools and lodging facilities need to be quie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green build-

ing certification standards after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in the relevant laws.



Kwan-seop Yang ; A Study on the Analysis of Obtaining Grades and Improvement in the Sound Environment ...

660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6) : 659~672, 2020

무용),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까지 

인증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1). 

그리고 2019년 12월 기준으로 총 13 898건의 건축

사업이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취득하였고, 공공건축

물의 녹색건축인증취득 의무화나 인증취득 녹색건축

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 시행(1)을 통해 인증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녹색건축인증기준은 현재 “토지이용 및 교

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

인 설계” 등 8개 전문분야에 대해 총 50개의 인증항

목에 대한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다(2). 그 중에 음환

경에 대한 평가항목은 “실내환경” 전문분야에 포함되

어 있으며,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경량 및 중량),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외부소음, 화장실 소음 등 주택에서 

조절해야 하는 모든 소음원에 대해 평가항목이 설정

되어 있다(2).

이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는 인증항목별로 평가항

목, 필수항목, 가산항목으로 구분(2)하고 있는데, 현재 

음환경 성능항목은 모두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어 점

수 취득의 필요성이나 용이성, 효용성, 투입 비용의 

적절성 등 몇 가지 이유로 인증신청항목에서 제외되

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기준 중 실내환경 분

야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음환경분야의 평가항목

들은 거주성능 향상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지,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2016∼
2019)에 인증 받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일부를 대상

으로 음환경분야 평가항목별 인증등급 현황 등을 분

석하였다.

2. 음환경분야의 녹색건축인증기준 현황

2.1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요 및 음환경 평가항목

‘녹색건축인증제도’는 2002년 건설교통부와 환경

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

시행지침」을 근거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친환경건

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 6월에

는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인증제도 시행 첫 해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및 교통(단지계획 등 4개 세부분야)’, ‘에

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에너지 등 7개 세부분

야)’, ‘생태환경(생태조경 등 5개 세부분야)’, ‘실내환

경(온열환경 등 5개 세부분야)’ 등 4개 전문분야와 추

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44개 평가항목에 대한 인증

을 실시하였다(3).

그리고 2005년 10월에는 44개 평가항목을 세분화

하여 9개 전문분야로, 2010년에는 10개 분야 40개 평

가항목으로, 2012년에는 녹색건축인증기준에 미포함

된 주택성능분야가 포함되어 9개 전문분야 54개 평가

항목으로, 2013년에는 주택성능분야를 1개 전문분야

로 묶고, 일부 전문분야를 통합하는 등 8개 전문분야 

54개 평가항목으로(3), 2016년에는 ‘혁신적인 설계’가 

추가되어 9개 전문분야 50개 평가항목(2)(주택성능분

야 1개 항목 제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Table 1은 공동주택의 평가대상 전문분야 중 ‘실내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음환경분야의 2002년 이 인증

제도 시행 첫해부터 현재까지 어떤 평가항목이 포함

되고, 평가항목명이나 배점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Table 1 Revision history in the sound field in apartment 

Year Contents

2002

 • Boundary wall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be-
tween households(evaluation items, 3 point)

 • Sound environment in the complex(additional items, 
3 points)

 • Floor impact noise(additional items, 3 points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1.5 points, heavy-
weight floor impact noise: 1.5 points)

2005
 • Floor impact noise(additional items, 4 points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2 points, heavy-
weight floor impact noise: 1.5 points))

2010

 • Floor impact noise(Evaluation items, 2 points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1 points, heavy-
weight floor impact noise: 1 points))

 • Boundary wall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be-
tween households(evaluation items, 2 point)

 • Indoor and outdoor noise level for traffic 
noise(roads, railroads)(evaluation items, 2 points)

 • Toilet noise(evaluation items, 2 points)

2012

 •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evaluation items, 2 
point) 

 •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evaluation items, 2 
point)

 • Boundary wall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be-
tween households(evaluation items, 2 point)

 • Indoor and outdoor noise level for traffic 
noise(roads, railroads)(evaluation items, 2 points)

 • Toilet noise(evaluation items, 2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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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뀐 시점별로 정리한 것이다(3).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 첫해인 2002년 공동주

택 음환경분야에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수준’이 

평가항목으로, ‘단지 내 음환경’과 ‘층간 경계바닥 충

격음 차단성능 수준’이 추가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2005년 개정시에는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

단성능’이 추가항목이 아닌 평가항목에 포함됨과 동

시에 배점도 3점에서 4점(경량 및 중량 각 2점씩)으

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0년에는 ‘단지내 음환경’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교통소

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로 명칭과 평가

기준이 바뀌었으며, 화장실에서의 소음대책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법적 기준도 없는 ‘화장실 급배수소

음’까지 평가항목으로 추가되는 등 공동주택 거주자

에게 영향을 주는 실내･외의 주요 소음원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그리고 음환경분야의 인증항목별 배정 

점수는 타 분야의 세부항목 추가 등 최종 인증등급별 

점수 조정 등으로 3회 변경되었다.  

2.2 음환경분야 인증기준 설정근거 등 현황분석

녹색건축인증기준에서 음환경성능과 관련된 평가

항목은 건물 용도별로 차이가 있다. 즉, 휴식 및 수면 

등의 기능을 갖는 신축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외부 교통

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화장실 급배수소음 등 

주택 안과 바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음원에 대

응하여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 중 호텔 등 숙박시설(기숙사, 관

사, 직원 숙소 등은 건물의 평면 형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평가기준을 선택하거나 숙박시설 평가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2))의 평가항목은 객실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과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소음도 등 숙박시설로서 

중요시되는 2개 성능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과 이외 용도의 건축물 

등은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소음도’가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Table 2는 그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2).

(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세대가 

한 장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평가항목이며, 바닥구조체를 통하

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

성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항목이다. 

2002년 제정된 바닥충격음 평가기준은 Table 3과 

같이 경량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뉘어 설정되었고(3), 평

가는「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KS F 

2810-1과 2)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옥타브밴드 주

파수별 바닥충격음레벨로 되어있었으며, 배점은 각 

충격음에 대해 1.5점씩 총 3점이 배정되었다. 

그 후 2003년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충격음 법적 기

준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시행은 

2004년)됨에 따라 2005년 녹색건축인증기준도 이에 

Table 2 Evaluation items for sound performance by building use

Certification item

Residential building Non-residential building

General
house1)

Apartment  
house2)

General 
building3) Office School Sales Accommodation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 ●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 ●

Toilet noise ● ●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boundary 

walls 
● ● ●

Indoor & outdoor noise 
level for traffic noise

● ● ● ● ● ● ●

1) General house refers to residential buildings excluding single-family houses under Article 3-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nd apartment houses subject to approval for business plans under Article 16 of the Housing Act.

2) Apartment house refers to a housing subject to approval for a business plan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Housing Act. 
3) General buildings refer to non-residential buildings excluding business buildings, school facilities, sales facilities, and 

accommod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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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게 개정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관련 법 규정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등급별 성능기준은 Table 4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3).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충격원의 종류에 따라 중량

충격음과 경량충격음으로 나누어 「공동주택 바닥충

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배점은 각각 2점이며, 등급별로 설정된 가중치에 배

점 2점을 곱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2) 세대간(객실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공동주택이나 호텔 등에서

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인접한 공간으로 

말소리나 TV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

인 대상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기준을, 「건

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

조에서는 「건축법」 적용대상의 다가구 주택과 공동

주택 세대간, 숙박시설 객실간, 기숙사의 침실간, 의

료시설의 병실간, 학교의 교실간, 노인복지주택의 세

대간 경계벽에 대한 차음성능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데, 이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계벽의 차음성

능기준은 모두 시방기준(구조별 두께)과 성능기준(숫

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거용 건축물이 비주거용 

건축물보다 구조별 시공두께가 더 두껍게 규정되어 

있으나 성능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인증기준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근

거로 설정되어 있다. 즉,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인증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고 있

는 콘크리트 등 각 구조별 최소두께를 근간으로 등급

별 시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성능기준은 건식벽

체를 대상으로 차음성능을 인정하는 ｢벽체의 차음구

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동일한 성

능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Table 5는 이 인증제도 시행 초기인 2002년도에 설

정된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기준을 나타

낸 것으로서(3), 시방기준은 경계벽 구조가 철근콘크리

트일 경우에 한해 법적인 최소두께를 최하등급의 최

Table 3 Floor impact noise criteria of apartment(2002)

A.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Unit: dB]

Rank
Octave band center frequency[Hz]

weight
125 250 500 1000 2000

1 68 or 
less

61 or 
less

55 or 
less

52 or 
less

51 or 
less

1.0

2 73 or 
less

66 or 
less

60 or 
less

57 or 
less

56 or 
less

0.75

3 78 or 
less

71 or 
less

65 or 
less

62 or 
less

61 or 
less 0.5

B.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Unit: dB]

Rank
Octave band center frequency[Hz]

Weight
63 125 250 500

1 63 or less 53 or less 46 or less 40 or less 1.0
2 68 or less 58 or less 51 or less 45 or less 0.75
3 73 or less 63 or less 56 or less 50 or less 0.5

Table 4 Floor impact noise criteria of apartment(2005)

A.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Unit: dB]

Rank Inverse a characteristic weighted 
normalization floor impact noise level(dB)

Weight

1 L'n,AW  ≤ 43 1.0
2  43 ＜ L'n,AW  ≤ 48 0.8
3  48 ＜ L'n,AW  ≤ 53 0.6
4  53 ＜ L'n,AW ≤ 58 0.4

B.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Unit: dB]

Rank Inverse a characteristic weighted 
normalization floor impact noise level(dB)

Weight

1  L'i,Fmax,AW ≤ 40 1.0
2  40 ＜ L'i,Fmax,AW ≤ 43 0.8
3  43 ＜ L'i,Fmax,AW ≤ 47 0.6
4 47 ＜ L'i,Fmax,AW ≤ 50 0.4

Table 5 Standards for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boundary walls between households(2002)

A. Specification standard
(for reinforced concrete party walls)

Rank Thickness of boundary wall(T) Weight
1   T ≥ 250 mm 1.0
2   200 mm ≤ T < 250 mm 0.75
3   150 mm ≤ T < 200 mm 0.5

B. Performance criteria(evaluation by KS F 2809) (dB) 

Rank
Octave band center frequency[Hz]

Weight
125 250 500 1000 2000

1 40 or 
more

47.5 or 
more

55 or 
more

60 or 
more

65 or 
more 1.0

2 35 or 
more

42.5 or 
more

50 or 
more

55 or 
more

60 or 
more 0.75

3 30 or 
more

37.5 or 
more

45 or 
more

50 or 
more

55 or 
mor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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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준으로 하여 3개 등급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

고 성능기준은 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별 차음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당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

는 차음구조 성능기준(125 Hz : 30 dB, 500 Hz : 45

dB, 2000 Hz : 55 dB)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다만 관련 

고시에서는 실험실 시험결과로서 성능인정을 하지만 

이 인증제도에서는 현장 측정결과로서 평가하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2002년 세대간 경계벽체의 주파수별 음향투과손실

이나 음압레벨차 등의 측정량을 단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공기전달음에 대한 차단성능 평가방법’이 

KS(KS F 2862)로 제정됨에 따라 이 평가방법을 활

용한 새로운 차음성능기준이 Table 6과 같이 개정되

었으나(3) 단일수치평가량으로 표시했을 뿐 성능수준

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기준이 한차

례 개정되었으나 2010년 5월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능기준과 시방기준 중 평가상 유리한 항

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2010년 5월 개

정시에는 시방기준(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은 철근

콘크리트 옹벽에만 적용하고, 성능기준(차음성능에 

의한 평가)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차음성능 인정을 받아야 하

는 건식벽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건식벽체에 대한 등급은 실험실 시험결과

를 바탕으로 산출된 차음구조 인정서상의 등급을 그

대로 부여하기 때문에 현장 측정값을 이용한 평가기

준은 삭제되었다. 또한 세대간에 공유하는 경계벽이 

없으면 소음이 전달될 염려가 없으므로 1급을 부여하

였다. Table 7은 개정된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3). 

그 후 2011년 12월에 Table 8, Table 9와 같이 4등

급으로 기준이 조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3). 

시방기준의 경우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Table 6 Standards for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boundary walls between households(2005)

Rank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Weight
1 58 dB ≤Rw+C(or DnT,w+C) 1.0
2 53 ≤ Rw+C(or DnT,w+C)＜ 58 dB 0.75
3 48 ≤ Rw+C(or DnT,w+C)＜ 53 dB 0.5

Remark:
- Rw: A single-number quantities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KS F 2862 for the sound reduction index(sound 
transmission loss) measured in a laboratory according to 
KS F 2808 

- DnT,w: A single-number quantities evaluated according to 
KS F 2862 for the standardized level difference measured 
in the field according to KS F 2809

- C : Spectrum adjustment term specified in KS F 2862, 
applied to evaluate the decrease in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in a specific frequency band

Table 7 Boundary wall performance criteria(2010)

A. Criteria for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Rank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Weight

1
58 dB ≤ Rw+C and 

no sharing of boundary wall 1.0

2 53 ≤ Rw+C ＜ 58 dB 0.75
3 48 ≤ Rw+C ＜ 53 dB 0.5

B. Specification criteria(for reinforced concrete walls)

Rank Thickness of boundary wall (T) Weight

1   T ≥ 250㎜ and 
no sharing of boundary wall 1.0

2   200 mm ≤ T < 250 mm 0.75
3   150 mm ≤ T < 200 mm 0.5

Table 8 Criteria for sound insulation performance(2011)

Rank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Weight

1 63 dB ≤ Rw+C or 
No sharing of boundary wall

1.0

2 58 dB ≤ Rw+C ＜ 63 dB 0.8
3 53 dB ≤ Rw+C ＜ 58 dB 0.6
4 48 dB ≤ Rw+C ＜ 53 dB 0.4

Table 9 Specification criteria of boundary wall(2011)

Reinforced concrete/steel frame reinforced concrete

Rank Thickness of boundary wall(T) Weight

1 T ≥ 250 mm or No sharing of boundary wall 1.0

2   210 mm ≤ T < 250 mm 0.8

3   180 mm ≤ T < 210 mm 0.6

4   150 mm ≤ T < 180 mm 0.4

Non-rebar concrete, masonry, block, stone

Rank Thickness of boundary wall(T) Weight

1 T ≥ 300 mm or No sharing of boundary wall 1.0

2   260 mm ≤ T < 300 mm 0.8

3   230 mm ≤ T < 260 mm 0.6

4   200 mm ≤ T < 230 mm 0.4

Prefab concrete panel

Rank Thickness of boundary wall(T) Weight

1 T ≥ 220 mm or No sharing of boundary wall 1.0

2   180 mm ≤ T < 220 mm 0.8

3   150 mm ≤ T < 180 mm 0.6

4   120 mm ≤ T < 150 mm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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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두께 기준을 최하등급의 최소기준으로 설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30 mm 또는 40 mm 간격

으로 등급간 차이를 두어 4개 등급으로 기준을 설정

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50 mm 간격

으로 3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 용도별로 

등급수나 등급간 두께가 다르게 설정된 것은 공동주

택의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인정기

준의 통합과정에서 4개 등급이었던 주택성능인정기

준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 등급의 성능기준과 시방기준 사이에 

는 성능적인 상관성은 없다. 다만 두께가 두꺼워질수

록 소리에 대한 차단능력이 좋아진다는 질량법칙

(mass law)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두께를 늘

려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만약 성능기준에 맞춰 등

급간에 5 dB의 성능 차이가 나도록 콘크리트 두께를 

정하게 되면 150 mm(4급)에서 약 300 mm가 되어야 

1개 등급(5 dB)이 좋아져 3급이 되기 때문에 1급에 

대한 시방기준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수준의 

두께가 된다. 그러나 성능기준은 석고보드, 유리면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여러 층으로 구성되는 건식벽

체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차음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시행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Table 8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대간 경계벽과 숙박

시설 객실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성

능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9는 주거용 건축물의 

시방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2016년 숙박시설의 객실간 경계벽에 대한 시방기준

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객실간 경계벽 구조가 철근콘크

리트인 경우에 한해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016년 개

정시에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경계벽 구조도 

성능인증이 가능하도록 Table 10과 같이 추가되었다(2).

(3)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우리나라는 택지로 활용 가능한 국토면적이 좁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

는 지점은 대부분 소음원이 가까이 존재할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로소음 등 외부소음 영향

을 받아 공간의 쾌적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공간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다 정온한 환

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는 주

거용 건축물(일반주택, 공동주택)과 비주거용 건축물

에 대한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2010년 5

월 이전까지 공동주택의 외부소음과 관련된 평가항목

의 명칭은 ‘단지 내 음환경’이었고, 평가는 단지의 환

경영향평가서(소음분야) 상의 소음도 평가결과 또는 

별도의 소음도 (예측)평가서 제출물을 토대로 환경기

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4조)과 비교(3)하는 것으

로 설정되어 있었다. 

Table 11은 그에 대한 평가기준을 나타낸 것이며(3), 

평가치(L)는 환경기준에서 평가소음도(단지 내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부지경계

선, 세대 창호 앞 1 m지점)에서의 소음도)를 뺀 값으

로 정의하였고, 평가는 주간(06:00~22:00)과 야간

(22:00~06:00)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각 평점의 평균

치를 최종 평점으로 하였다(3).

그 후 2007년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 규정 내용이 ‘공

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는 65 dBA 미만’에서 

Table 10 Specification criteria of the boundary walls 
between rooms of accommodation facilities

Reinforced Concrete walls

Rank Thickness of boundary wall(T) Weight

1 T ≥ 200 mm or No sharing of boundary wall 1.00

2   150 mm ≤ T < 200 mm 0.75

3   100 mm ≤ T < 150 mm 0.50

Non-rebar concrete, block, stone

Rank Thickness of boundary wall(T) Weight

1 T ≥ 200 mm or No sharing of boundary wall 1.00

2   150 mm ≤ T < 200 mm 0.75

3   100 mm ≤ T < 150 mm 0.50

Concrete block or brick

Rank Thickness of boundary wall(T) Weight

1 T ≥ 290 mm or No sharing of boundary wall 1.00

2 240 mm ≤ T < 290 mm 0.75
3 190 mm ≤ T < 240 mm 0.50

Table 11 Evaluation criteria for noise environment in 
apartment complex(2002)

Rank Evaluation value(L) Weight
1 L ≥ 10 dBA 1.0
2 8 dBA ≤ L < 10 dBA 0.8
3 6 dBA ≤ L < 8 dBA 0.6
4 4 dBA ≤ L < 624(A) 0.4
5 2 dBA ≤ L < 4 dBA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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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가 65 dBA 미만이 

되도록 하거나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

이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 6층 이상의 세대에 대해 

실내소음기준(45 dBA이하)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므로 동일 공

동주택에 대해 녹색건축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에 맞게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

가 있어 2010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녹색건축인증기준을 수정하였다. 

2010년 수정된 공동주택 실내외소음 평가기준은 2

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방법 1은 공동

주택 전 층을 외부소음 기준인 65 dBA 미만 규정을 

따랐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고, 평가방법 2는 5층 이

하는 외부소음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기준(45

dBA)을 적용했을 때 평가하는 기준이다. 즉, 공동주

택 건설지점에서의 소음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2개 방

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able 12

와 Table 13은 그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3). 

그리고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7조에 의거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소음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녹색

건축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에 Table 14의 평

가방법 3을 추가하였다(2).

그리고 공동주택 실내외 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

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사업계획승인단계와 사용검사단

계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는 공동주택 건설 이전이므로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층별 외부소음도를 예측하고, 예측한 실외소음도

를 바탕으로 6층 이상에 대한 실내소음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사용검사단계에서는 예측시 실내외소음도가 가장 높

은 층을 포함하여 직상층 세대와 직하층 세대 등 3개 

세대에서 실내외소음도를 측정하여 법적 기준에의 적

합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기준에서도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단

계에서는 실내외소음도 예측결과보고서로, 본 인증 

단계에서는 측정결과보고서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용 건축물이나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

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교통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온한 실내

환경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내소음기준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Table 14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4) 화장실 급배수 소음

공동주택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급배수소음은 

동일한 고체전달음의 일종인 바닥충격음 다음으로 입

Table 12 Outdoor noise criteria applied to all floors 
(evaluation method 1)

Rank Noise level(LAeq (dBA) Weight

1 Noise level < 50 dBA 1.0

2 50 dBA ≤ noise level < 55 dBA 0.8

3 55 dBA ≤ noise level < 60 dBA 0.6

4 60 dBA ≤ noise level < 65 dBA 0.4

Table 13  Criteria for outdoor noise level applied (5th floor 
and below) and indoor noise standard applied 
(6th floor and above)(evaluation method 2)

Rank Total outdoor and indoor noise level 
acquisition score Weight

1 4 points 1.0

2 3 points ≤ acquisition score < 4 points 0.8

3 2 points ≤ acquisition score < 3 points 0.6

4 1 points ≤ acquisition score < 2 points 0.4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points acquired 
in evaluation method 2 (Unit : dBA)

Outdoor noise 
level(O.N.L) Score Indoor noise 

level(I.N.L)  Score

O.N.L < 50 dBA 2.0 30 dBA ≤ I.N.L 2.0

50 dBA ≤ O.N.L
< 55 dBA  1.5 30 dBA < I.N.L

≤ 35 dBA 1.5

55 dBA ≤ O.N.L
< 60 dBA 1.0 35 dBA < I.N.L

 ≤ 40 dBA 1.0

60 dBA ≤ O.N.L
<65 dBA 

0.5 40 dBA < I.N.L
≤ 45 dBA

0.5

Table 14 Houses in commercial areas(evaluation method 3)

Rank Indoor noise level Weight

1 30 dBA ≤ indoor noise level 1.0

2 30 dBA < indoor noise level ≤ 35 dBA 0.8

3 35 dBA < indoor noise level ≤ 40 dBA 0.6

4 40 dBA < indoor noise level ≤ 45 dBA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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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의 불만이 높은 소음원으로 알려져 있다(4).

따라서 공동주택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실 소음기

준이 주택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화장실 

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1월 제정된 「주

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14호)의 화장실소음 평가지표를 녹색건축인증

기준에 그대로 2010년에 추가하였다. Table 15는 그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3).

등급은 제시된 6개의 급배수소음 저감공법 중에서 

인증신청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해 채택한 모든 저

감공법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저감공법별 

점수는 소음저감효과를 감안하여 차이를 두었다. 

먼저 급수압은 급수소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고, 절수형 변기는 물사용량에 따른 소음발생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벽이나 바닥에서 배관관

통부 절연처리, 저소음 배수관, 당해층 배관방식 등은 

배수소음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저감공법에 포함하였

다. 또한 배기용 AD(air duct)의 소음전달방지대책 

Table 15 Toilet noise criteria(2010)

Rank Score criteria for each grade Weight

1 Score ≥ 9 points 1.0

2 7 points ∼ 8 points 0.75

3 5 points ∼ 6 points 0.5

4 Score ≤ 4 points 0.25
- Maintain water supply pressure for each household below 

2.5 kgf/cm2 : 3 points
- Adopt a water-saving toilet1) : 2 points
- Insulation construction using cushioning material on the pipe 

support part, the wall, and the penetration part of the floor: 
1 point

- Adopting low-noise drain pipe2) : 2 points
- Adoption of the piping method for the corresponding floor 

of the sewage pipe and drain pipe: 4 points
- Whether to establish a measure to prevent noise transmission 

between upper and lower floors through AD (air duct) for 
exhaust3) : 2 points

Note: 
1) A water-saving toilet is 6L or less in case of a toilet with 

a low tank attached, and Among toilets with washing 
valves, the amount of water used is less than 6L for toi-
lets that do not separate feces and urine. When stool and 
urine are separated, the amount of water used in the stool 
toilet is 9L or less, and the urine toilet is 6L or less.

2) Low noise type drainage pipe refers to a cast iron pipe for 
drainage specified in KS D 4307. And it refers to a drain 
pipe with a noise level difference of 5 dBA or more with 
a general hard vinyl chloride pipe (VG2 of KS M 3404) 
conducted under the same measurement conditions.

3) Measures to prevent noise transmission between upper and 
lower floors through exhaust AD (air duct) include in-
stallation of independent supply and exhaust pipes, in-
stallation of multiple ADs so that the exhaust ports be-
tween adjacent upper and lower floors do not pass di-
rectly, and noise-blocking type exhaust ports are installed. 
and the noise-blocking type exhaust port refers to an ex-
haust port with a difference in noise-blocking performance 
of 5 dBA or more with a general exhaust port.

Table 16 Toilet noise criteria(2016)

Rank
Total score for noise reduction method 

adoption Weight

1 Score ≥ 10 points 1.0

2 8 points ∼ 9 points 0.8

3 6 points ∼ 7 points 0.6

4 4 points ∼ 5 points 0.4

Noise reduction method and equipment Score
Maintain water supply pressure below 0.245 MPa for 

each household 2

Adopted low-noise toilet seat1) 2
Adoption of wall-mounted toilet seat2) 3

Vibration insulation is applied to 1 or 2 of the wall 
and floor pipe penetrations, drain pipe fixing, 

bathtub bottom, and toilet bottom
1

Vibration insulation is applied to at least 3 of the 
wall and floor pipe penetrations, drain pipe fixing, 

bathtub bottom, and toilet bottom
2

Noise level difference between 
low noise type drainage pipe 
(including drainage method)3) 
and general rigid polyvinyl 

chloride pipe (VG2 of KS M 
3404)

5 dBA∼9 dBA 1

10 dBA∼14 dBA 2

15 dBA∼19 dBA 3

20 dBA or more 4

Adoption of the piping method for the corresponding 
floor of the sewage pipe and drain pipe 5

Measures to prevent 
noise transmission 
between upper and 

lower floors through 
exhaust AD (air duct)

Independent supply and 
exhaust pipe installation 3

Installation of noise-isolating 
exhaust ports4) 2

Note: 
1) A low-noise toilet refers to that the difference in max-

imum noise level is 3 dBA or more when compared to 
a siphon (or siphon jet) type toilet. The noise level is 
measured in the same place (a apartment house or a test 
house toilet) and in the same measurement conditions 
(drainage pipe, ceiling finish of the lower floor, etc.), 
and conducted on the floor where the toilet is installed.

2) A wall-mounted toilet refers to a case where the toilet 
drain pipe is connected directly to the pipe duct through 
the wall.

3) Low-noise drainage pipes include construction methods 
such as devices or accessories (including materials) in-
stall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noise in the pipe. 
measurement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same place 
(toilet in an apartment house or test house) and meas-
urement conditions (same toilet type, same drainage, no 
ceiling finish on the lower floor, etc.). It is judged as 
the difference in maximum noise level (Lmax) between 
the general rigid polyvinyl chloride pipe (VG2 of KS M 
3404) and the drain pipe to be measured (including the 
construction method).

4) Noise-isolating exhaust vents have a difference in 
noise-isolating performance of more than 5 dBA com-
pared to regular exhaust vents. measurement is carried 
out under the sam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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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항목은 AD를 통한 상하층간 공기전달음 방지에 

필요한 대책이므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화장실소음의 저감 효과, 적용 

의무화, 개발성과 또는 기술개발 유인성 등을 고려하

여 기존 공법별 배점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저감공법

(설비, 부품 포함)을 추가하는 등 Table 16과 같이 평

가기준을 개정하였다(2).

세대별 급수압에 대한 배점은 대부분의 건설업체

가 감압밸브를 사용하여 급수압력을 일정 이하로 간

편하게 유지하고 있고, 설치비용도 과다하지 않으므

로 배점을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절수형 변기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형 변기 사용이 의무화 되

어 있으므로 대상 공법에서 제외한 반면 소음원 대책

면에서 저소음형 변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음

형 변기” 항목을 신설하였다. 

또한 벽체 고정형 변기는 슬래브 관통형 변기보다 

소음 저감효과가 크므로 공법에 포함하였으며, 배수

관은 VG2 대비 5 dBA 이상 소음이 저감되는 제품이 

존재하므로 소음저감량별로 배점을 차등화하는 등 새

로운 공법이나 설비 등을 추가하였다. 

3. 음환경분야 녹색건축 인증등급 현황

3.1 녹색건축 인증등급 현황분석 대상 및 방법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별 인증현황(본인증+예비

인증) 분석결과(1)를 보면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

택이 인증취득건수가 가장 많고, 학교시설, 그 밖

의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숙박시설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 용도별로 인증

등급 취득현황을 분석하기에는 수집한 자료수가 고르

지 않고, 음환경 평가항목도 다르므로 편의상 분석대

상 자료와 평가항목이 많은 공동주택, 평가항목이 2

개(객실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

소음도)인 숙박시설, 1개의 평가항목이지만 다른 건

물보다 정온성이 더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학교시설은 

건물용도별로 취득등급 현황을 각각 분석하였다. 이 

외 용도의 건축물의 음향분야 평가항목은 모두 실내

소음도이고, 등급기준 또한 동일하므로 이들 건물들

은 하나로 묶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

세칙」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증결과 사후관리 목적

으로 2016〜2019년에 녹색건축인증기관이 운영기관

에 제출한 자료 중 성능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자료와 인증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가로 수집한 2019

년도 공동주택 심사 자료이다. Table 17은 인증등급 

현황분석에 활용한 건물 용도별 심사자료수를 나타낸 

것이다.

3.2 음환경 평가항목별 인증등급 분석

(1)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음환경분야 녹색건축인증항목은 

바닥충격음(경량, 중량) 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화장실 급

배수소음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성능기준으로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과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

도 평가항목 중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고, 그 결과 또

한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항목만이 준공 후 측정을 통해 등

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충격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받은 

성능등급을 그대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에서 

음의 차단성능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회절, 공명, 공진 

등 파동으로서의 특이 현상으로 인해 음향전달형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고, 시공상 예측

하기 어려운 여러 오차 등 불확정적인 요소(5)들로 인해 

현장에서 성능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성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이러한 이유로 일정한 가정을 두고 설계도서 단계에

서 판단 가능한 내용 즉, 등급별 성능기준이 아닌 시

Table 17 Certification status analysis data

Building type
Number of 

data

Apartment housing
(including urban living housing) 313

Accommodation(including dormitory, etc.) 26

School facilities 20

Office buildings, etc.
(buildings other than the above)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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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준으로 평가(5)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

조로 시공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6)

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다. 

Fig. 1과 Fig. 2는 녹색건축인증을 신청한 313개 공

동주택 단지의 경량바닥충격음과 중량바닥충격음의 

인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량바닥충격음의 경우 1급이 약 94 %, 중량충격음

의 경우에는 3급이 49.5 %, 2급이 38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2019년에 발표한 감

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7)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처럼 현장 측

정성능은 부여받은 등급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

다. 물론 음향적인 특성이나 시공상의 변수, 시공품질 

차이 등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인증등급과 현장 실

측등급 간에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

선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언급되고 있는 시

공 후 성능확인방법(8)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편

차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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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ertification grades for traffic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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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적 기준에 대한 운용방안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이 녹색건축인증기준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현장 측정결과를 감안할 때 등급존속여부와 대안 검

토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3은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인정등급을 나

타낸 것으로서 3급이 전체 인증건수 중 44 %로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두께로 보면 210 mm 이상인 2급 이상도 43 %로 나

타났으나 이는 차음성능을 고려한 결과라기보다는 층

수가 높아짐에 따라 구조안전을 고려한 결과라고 판

단된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하등급

(4급) 획득은 가능함에도 인증결과가 없는 것은 인증

취득 필요성이 낮았거나 자료 준비에 소홀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Fig. 5는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등급 

취득현황과 등급을 취득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어

떤 평가방법을 선택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인

증취득비율이 높고, 평가방법 2(5층 이하는 실외소음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기준을 적용)에 대한 선

택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많은 공동주택 단

지들이 도로 등 소음원에 가까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급이 없는 

경우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세대 미만의 공

동주택 단지이거나 다른 평가항목에서 녹색건축물 인

증획득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여 인증신청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인증신청자가 법적 기준에 따라 

측정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의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 6과 Fig. 7은 화장실 급배수소음에 대한 등급 

취득현황과 등급을 취득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화

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을 위해 선택한 공법별 채택비

율을 나타낸 것이다. 

법적인 강제 기준이 없음에도 Fig. 6과 같이 313개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 단지 중 96.2 %(301개 공동

주택 단지)가 등급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저감공법으

로 제시한 방법들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품이거나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 또는 비용에서 차이가 

없는 자재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

음저감효과가 좋은 당해층 배관방식을 적용한 현장도 

24개에 이르는 등 녹색건축인증제도가 화장실의 소

음저감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이들 저감공법들이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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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ertification grades of toilet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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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장실 소음저감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

행 방법이 평가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저감효

과 측면에서는 시방기준을 성능기준으로 바꾸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녹색건축으로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313개 

단지 중 음환경 성능분야의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등

급을 받지 못하였거나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수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증등급

이 없는 단지가 가장 많은 평가항목은 교통소음에 대

한 실내외소음기준 항목이다. 이 항목의 경우 주택법

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인증을 받지 못

하였다면 인증시점 당시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

야 할 사용검사(준공) 용도의 실내외 소음 측정이 이

루어지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거나 인증취득 

필요성이 없어서 또는 서류 준비 등 과정이 복잡해서 

점수 취득을 포기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숙박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녹색건축인증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음환경성능분야는 객실간 경계벽의 차음성능기

준과 자동차 등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소음기준이다.

객실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법적 기준은 시방기준

과 성능기준 중 1개 기준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분석대상 26개 숙박시설 중 약 70 %인 18

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미인정 숙박시설도 이 평가항목이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인증획득을 위한 자료준

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숙박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실내소

음항목의 경우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숙박시설이 22

개로서 전체 84.6 %를 차지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실내소음 확보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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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n rooms of accommod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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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축법 등 관련법에 최소기준

을 규정하는 등 인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숙박시설 객실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급 

취득현황을, Fig. 10은 교통소음에 대한 객실내 소음

등급 취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3) 학교시설

학교시설의 경우, 녹색건축인증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음환경성능 분야는 자동차나 철도 등 교통소음

에 대한 실내소음기준이다.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고시」[별표 1〕(교

육부고시)에 “교사 내 소음이 55 dB 이하일 것”이라

는 기준이 있음에도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

한 녹색건축물 20개 중 18개 건축물(90 %)이 이 성

능항목에 대한 인증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 법적인 최소 기준과 평가기준이 다르

다는 것, 인증취득 필요 인식이 낮다는 것, 인증취득

을 위한 예측이나 측정 등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교실 내의 정온성 확보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성능항목이므로 교육부 기준과 절충을 

통해 기준을 조정할 경우 인증취득 비율은 높아질 것

으로 판단된다. 

(4) 업무용 등 기타 건축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과 숙박시설, 학교 시설

을 제외한 업무용 건축물 등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음환경분야 평가항목으로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소음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

기 때문에 한데 묶어 분석한 것이 Fig. 12이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녹색건축물 109개 중 84개(77 %) 건축물이 이 성능

항목에 대한 인증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 법적인 최소 기준이 없다는 것과 인증

필수항목이 아닌 단순 평가항목이라는 것, 인증취득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낮다는 것, 인증취득을 위한 예

측이나 측정 등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건

물들 중에는 인증취득이 불필요한 용도의 건축물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환경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위해서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결  론

녹색건축인증기준 중 실내환경 분야의 한 축을 차

지하고 있는 음환경분야의 평가항목들은 거주성능 향

상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개선점은 무

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2016∼2019)에 인증받

은 건축물 일부를 대상으로 음환경분야 평가항목별 

인증등급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공동주택 경량바닥충격음의 경우 1급이 약 94 %, 

중량충격음의 경우에는 3급이 49.5 %, 2급이 38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인정받은 성능등급을 그대로 인정하

고 있기 때문이나 음향적인 특성이나 시공품질 차이 

등을 감안하여 현장 실측을 통한 등급인정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법적인 기준을 최하등급의 최소기준 또는 등급

기준을 그대로 설정한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차

음성능,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숙박시설 객

실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의 평가항목은 최하등급이

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명이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거주자나 재실자에게 정온한 환경 제공을 위해

서는 공동주택 화장실소음기준은 동일 조건에서 발생

하는 측정편차 해소 방안 마련을 전제로 시방기준이 

아닌 성능기준으로, 교실이나 객실의 경우 교통소음

에 대한 정온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련법에 최소 기

준을 규정한 후 녹색건축인증기준에 반영하거나 필수

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나 숙박시설, 학교시설을 제외

한 나머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내소음기준이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인증을 취득한 비율이 

30 %로 낮고, 인증취득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인증대상 항목에서 제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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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per should be written in Korean. However, the original terminology can be typed side by side with parathesis to avoid 

confusion. The loanword orthography follows the government guideline.│학술용어는 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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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lower area of cover page, the name, address, email, telephone, fax of the corresponding author were described.│표지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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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ables and figures│표와 그림
□ Titles and legends of tables and figures were written in English.│모든 표와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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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are hereby granted the right to/저작권 양도 동의의 내용 및 조건

1. The submitting/corresponding author warrants that
(1) This contribution is original, that he/she has full power to make this grant, 
that he/she has not granted or assigned any rights in the article to any other 
person or entity, that the article is copyrightable, and that it does not infringe 
upon any copyright, trade mark, patent or statutory right.
(2) Authors may reproduce the manuscript for course teaching or private pur-
pose like author’s career, research reports or unprofitable advertisement.
(3) To post a copy of the manuscript as accepted for publication after peer re-
view on the author’s own web site, or the author’s institutional repository, or 
the author’s funding body’s archive which is cited on manuscript.
(4) To use a copy of the manuscript for materials of the presentation of re-
search, workshop, author’s lecture or book writing.

2. The condition for the author’s right
(1) Using a copy of the manuscript for permitted purpose, it must be cited 
that copyright belongs to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 To commercialize the manuscript, the author can’t transfer copyright to a 
profit-making organization. Only, it is acceptable in case of 1(1).

3. The authors warrant and certify that
(1) The author who has signed this agreement has full right, power and au-
thority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on behalf of all of the authors and the or-
ganizations they belong to.
(2) Despite this agreement, i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thor’s funding body want to exercise copyright of the manuscript, there 
is no restriction.
(3) Signing up this agreement, the author promises that the manuscript wasn’t 
published in other forms except the presentation form at symposium and dos-
en’t include any illegal content which violates copyrights of any authors.
(4) Although all or part of the manuscript is used for commercial purpose be-
fore the publication on KSNVE journal, all or part of the published contents 
can’t be revised after the publication for commercial use.
(5) Signing up this agreement means that the author reads, fully understands 
and agrees on all contents of statement.

1. 본 양식에 의한 저작권 양도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1)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2)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3)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
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4)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
크샵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본 양식에 의한 저작권 양도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
(1)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
시 저작권이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단, 1(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기타 조건
(1)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와 이들 
저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본 저작권 양도 동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연구비를 지원
한 기관 및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 본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
서의 발표를 제외한 다른 형태로 투고 또는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
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
(4)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 논문집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
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
인 목적을 위하여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
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5) 본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가 본 저작권 양도 동의
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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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is provision is subject to the code of ethic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KSNVE), which publishes and presents academic activities such as research ethics and the establish-

ment of relationships in KSNVE.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set forth the terms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for operational sanctions.  

(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윤리헌장에 따라 학회에서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발표 부정행위의 예방과 검증, 제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Configuration and Functions) ①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one chairman, one secretary, and five 

committee members. ② Chairman and members shall be elec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ointed by the 

KSNVE president. ③ The terms of the chairman and members are two years, and both can be reappointed. ④ 

The chairman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oversees the work of the ethics of the KSNVE.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Function) The committee shall work with the following contents: (1) Research and prosecute established ethics, 

(2) Prevent and contain research misconduct, (3) Research misconduct deliberation and voting, (4) Report results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decisions and sanctions more on cheaters, (5) Provide more details on the im-

provement and promotion of research ethics.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과 방지. 3)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5)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 (Convening and Voting) ①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as necessary by the chairman. The vote in favor 

of 2/3 of registered members. ② The details that have passed the vote shall be notified to the suspect of mis-

conduct (defendant) and the defendant's opinion must be received as a written plea within 10 days. ③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explanatory materials received from the person suspected of misconduct. The ever 

need to listen to your thoughts when the final vote. ④ The details that have passed the vote shall be repor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to reach a final decision. ⑤ When judged necessary, the chairman may listen to com-

ments from outsiders or non-members. ⑥ The presented details of attendees or the details of meeting from the 

committee shall be kept confidential as a general rule.

(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된 내용은 부정행위 의심자(피 제소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 ④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

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Research Ethics and Ethics Committee Regulations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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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ope of Research Publication Misconduct) ①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theft without quoting such in-

formation or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f others without revealing the source. ② "Falsification" or "alteration" 

is the use of another person's or one's own research results of operations or strain, says the act of distortion. 

③ "Duplicate publication" stands for the act of publishing the same details in two or more journals. ④ 

"Wrongful inscription of author" stands for the action of putting on someone who has not contributed to the re-

search as an author. ⑤ Others say the unacceptable range.

(연구발표 부정행위의 범위) ① “표절” 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치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 및 “변조” 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결과의 조작이

나 변형,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이중게재” 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표기” 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⑤ 기타 용인

할 수 없는 범위를 말한다.

(6) (Informing and Notifying Research Misconduct) ① The contents of research misconduct are limited to the pub-

lications "Journal of KSNVE" and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② The report of research misconduct 

must be submitted in writing accompanied by the relevant data in accordance with the five W's and one H. ③ 

The committee then received a report that information within three months of deliberations to finalize the report 

to the board of directors. ④ The final content a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notify the in-

formant and the malfeasant within 10 days and posted on the KSNVE homepage. ⑤ The end result regarding 

the misconduct should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before finalized.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 ①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과 학회지(소음ㆍ진

동)에 발표된 간행물에 한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10일내에 제보자와 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하고 학회 홈페이

지를 통해 공지한다. 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7) (Sanctions for Research Misconduct) ① For authors whose research misconduct has been confirmed, punishment 

may be selected to be imposed on each case after being reviewed by the committee and considering the se-

verity of misconduct determined by the committee: 1) Cancellation of publications published by the KSNVE for 

the announcement study, 2) Prohibition for five years from contributing "Journal of KSNVE" and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 Prohibition for five years from attending the KSNVE Conference, 4) 

Notification of the details of misconduct to the institution, 5) Disqualification of society members. ② If a caller 

has intentionally and falsely reported a viola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the committee 

may impose the same sanctions and level as described in "Sanctions for Research Misconduct."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연구 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1)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2) 

5년간 학회의 논문집과 학회지에 투고금지. 3)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4)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 5) 학회 회원자격 박탈 ②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

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24, 2008 (enactment)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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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should perceive that our researche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and have a great influence on community. Also we should cherish harmonious 

and tranquil life, living together with neighbors and nature. Therefore, all members of KSNVE should have higher 

moral sense and behave honestly and fairly to maintain authority, honor and dignity.

한국소음진동공학회의 모든 회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이웃 및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화롭고 정온한 삶을 소중히 여긴다. 이에 모든 회원은 전문가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권위, 명예, 위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1. Authors should use their own knowledge and technolog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우리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2. Through the activities of KSNVE, authors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and industry and make effort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for tranquil life. In addition, they 

should devote themselves to their field and strive to boost competitiveness and the authority as experts on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우리는 학회활동을 통하여 정온한 삶을 위해 소음진동공학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

야 한다. 또한 소음진동공학 전문가로서 자기분야에 성실히 봉사하고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3. Authors should behave honestly and fairly for education, research and re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ir scholas-

tic conscience and ethic.

우리는 교육, 연구 활동 및 결과 발표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 하며, 윤리성과 학

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4. Authors should not behave against the purpose of the foundation of the society.

우리는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uthors must not have presented portions of another’s work or data as their own under any circumstances.

우리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6. Manuscripts submitted fo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in KSNVE are not to be used as a platform for commer-

cialism or unjust means.

우리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7. Every manuscript received is to be reviewed fairly by reviewer’s conscience as a scholar. And Ethics Committee 

deliberate and decide on all matters related to research misconduct.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정 : 2007. 09. 14, 선포 : 2007.11.15)

The Charter of Ethics for the KSNV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윤리헌장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연구출판윤리
All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should perceive that our researche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and have a great influence on 
community. Also we should cherish harmonious and tranquil 
life, living together with neighbors and nature. Therefore, all 
members of KSNVE should have higher moral sense and be-
have honestly and fairly to maintain authority, honor and 
dignity.│한국소음진동공학회의 모든 회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이웃 및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화롭고 정온한 삶을 소중히 여긴다. 이에 모든 회원
은 전문가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권위, 명예, 위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Authorship│저자의 윤리의식
1) Authors should use their own knowledge and technolog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uman.│우리는 인류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2) Through the activities of KSNVE, authors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and in-
dustry and make effort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for tran-
quil life. In addition, they should devote themselves to their 
field and strive to boost competitiveness and the authority as 
experts on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우리는 학회활동을 

통하여 정온한 삶을 위해 소음진동공학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공
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소음진동공학 전문가로서 자기분야
에 성실히 봉사하고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Authors should behave honestly and fairly for education, re-
search and re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ir scholastic con-
science and ethic.│우리는 교육, 연구 활동 및 결과 발표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윤리성과 학자적 양
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4) Authors should not behave against the purpose of the foun-
dation of the society.│우리는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uplicate Publication of Data│논문 이중 게재 
Papers should contain new results of original research and aca-
demic contribution to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which 
hasn't been submitted or published in any other journals. Also 
the published paper to this journal should not be submitted or 
published in any other journals.│논문집의 내용은 타 잡지에 투고 

또는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소음진동공학과 관련하여 독창적이며 학
문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한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이후 타 잡지에 투고 또는 발표를 금한다. 

Plagiarism│표절
Authors must not have presented portions of another’s work or 
data as their own under any circumstances.│타인의 연구나 주장

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
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Policy on Commercialism│부당 이득 
Manuscripts submitted fo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in 
KSNVE are not to be used as a platform for commercialism 
or unjust means.│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

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Review│심사 
Every manuscript received is to be reviewed fairly by re-
viewer’s conscience as a scholar. And Ethics Committee delib-
erate and decide on all matters related to research misconduct.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기타 연구 부정행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윤리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한다.

Peer Review│전문가심사 과정
Every manuscript received is reviewed by the writing guide-
lines and instructions of KSNVE. With editing team’s decision, 
three peer reviewers are selected. The editorial director should 
ask a review to selected reviewers in 10 days from application 
date. The editing team takes responsibility for all general mat-
ters on peer review. If two reviewers among the selected do 
agree to accept the journal, review process ends.│격월간(隔月刊)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에 게재하고자 별도로 정한 집필요강 및 
투고요령에 의해 투고된 논문원고에 대하여 심사한다. 접수된 논문
원고는 편집팀(편집위원장, 편집이사)의 판단하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채택불가 또는 논문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해당편집이사는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 심사위원에게 서류를 갖추어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의견교환 등 심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편집팀의 
책임하에 논문 심사에 3인을 의뢰하여 논문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의견을 받아 최종판정 한다.
▪ The reviewer’s name should not be disclosed during review 
process. If reviewers ask for exception, it might be accepted 
only under the editing team’s decision.│심사위원의 성명은 대외

적으로 비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의 양해가 있을시 
편집팀의판단 하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If it is necessary during review process, authors and re-
viewers can exchange opinions on the intervention of the edit-
ing team.│논문 심사 중 필요하면 편집팀의 중재(仲裁)로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The period of review is two weeks(urgent papers is within 
10 days). If it is over two weeks, reviewers get the first 
reminder. And if review is not finished over four weeks, an-
other reviewer would be selected.│심사위원에게 송부된 논문의 

심사기간은 2주 이내(긴급논문은 1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이 지
나면 심사위원에게 1회 독촉을 한다. 심사의뢰 후 4주가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받지 못하면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한다.
▪ The paper can be cancelled if the revised paper hasn't been 
returned to the office within one month after the paper was 
sent to authors for revision.│내용의 수정 보충 등이 요구된 원고

가 편집팀 또는 학회 사무국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송
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If the author of the unaccepted manuscript requires review 
again, it cannot be accepted.│최종적으로 채택(採擇) 불가(不可)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Content and Publication Type│출판유형
An original article, review article and errata/revision/addendum/
retraction can be accepted as a publication type of this journal.
│본 논문집의 출판 유형으로는 원저(Original article, Review article), 
오류/정정/추가/게재철회(Errata/Revision/Addendum/Retraction)와 같은 
종류가 있으며 이에 한해 출판을 허가하도록 한다. 

Fee for Page Charge│게재회비
If the manuscript is accepted for publication, authors of the 
paper should provide the paper processing fee(50,000 Won) 
and publication fee(General papers : basic 6 pages 100,000 
Won, for extra page: 20,000 Won/page, Funding papers : basic 
6 pages 150,000 Won, for extra page: 30,000 Won/page, Urgent 
papers : basic 6 pages 200,000 Won, for extra page: 40,000 
Won/page, Conference papers : free).│논문원고의 저자는 논문게

재 회비 규정에 따라 소정의 논문관리회비(편당 5만원) 및 게재회비
(일반논문 : 기본6면 10만원/초과면당 2만원, 연구비 지원 : 기본 6면 
15만원/초과면당 3만원, 긴급논문 : 기본 6면 20만원/초과면당 4만원, 
학술대회발표논문 무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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