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제 28 권 제 6 호, pp. 649~654, 2018
ISSN 1598-2785(Print), ISSN 2287-5476(Online)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28(6) : 649~654, 2018
https://doi.org/10.5050/KSNVE.2018.28.6.649

디젤엔진의 연소소음 음질평가용 인덱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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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knocking noise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t was shown that
the quantification of knocking noise can be calculated by considering time-frequency masking. The
knocking noises were synthesiz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diesel engine sounds. The subjective rating of these sounds was performed by a jury test. For the objective evaluation, time-frequency masking is applied to the knocking sound signals, and the modulation degree of those signals was
calculated. By a correlation test, the diesel sound quality index (DSQI) was developed. The DSQI
was successfully applied to the quantification of knocking noise of diesel engines.

1)

1. 서

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론

디젤의 연소소음의 특징인 진폭변조를 계산하기 위하

디젤엔진은 고압분사를 통해 뛰어난 연비를 가지고

여 협대역 변조도 분석 NBMA(narrow band modulation analysis)를 적용하여 변조정도(degree of modu-

있지만, 고압으로 인하여 소음이 증가한다. 특히 2회

lation)를 계산하여 디젤노킹 평가 인덱스 DKI(diesel

전 당 1회 폭발하는 다기통 엔진은 진폭변조(amplitude

knocking index)로 사용하는 연구가 있었다(2).

modulation)된 충격음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충격음을

DKI라는 평가지수는 인간의 청각계에서 이루어지

일반적으로 디젤 노킹소음이라 불린다.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디젤 노킹소음은 구조진동 및 방사소음으로

는 마스킹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지수이다. 최근 연구

(1)

차량의 실내 소음으로 전달된다 .

에서는 연소노킹지수 CKI(combustion knocking index)
라는 마스킹 효과를 고려한 지수를 제시하였다(3). 이

디젤엔진의 노킹소음은 엔진구조물의 공진 주파수

방법은 시간영역의 신호에서 진폭 변조 정도를 계산하

와 관련이 있음으로 특정 주파수 밴드에서 진폭변조소

여 노킹신호를 정량화하는 기술이다. 연구결과에 따르

음의 합이다. 진폭변조의 소음은 “까르르” 하는 소음

면 DKI보다 CKI가 청음평가 결과와 상관성이 높다(3).

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승차감을 방해
하는 큰 요소가 된다. 따라서 디젤 노킹소음을 평가하

마스킹효과라는 것은 주파수성분이 다른 주파수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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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마스킹이 존재하고 있
으며 두 마스킹은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5). 그러나 CKI
기술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두 마스킹 효과 중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을 사용하였다.
특히 노킹소음은 진폭변조 및 주파수 변조가 동시에 발
생함으로 두 마스킹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엔진 폭발에 기인한 저주파의 하모닉
성분의 주파수 마스킹효과와 진폭변조특성으로 발생하
는 최대 음압 점에 대한 시간 마스킹효과를 고려하여
연소소음 정량화에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엔진
에서 발생하는 노킹소음을 신호처리 기술을 통하여 모
델링 후 합성음을 제작한다. 여기에 마스킹효과를 고
려하여 진폭변조 정도를 계산한다. 다음 단계로 합성
음에 대한 청음평가 결과를 시행하여 변조도와 상관도

(a) Harmonic
order sound

(b) Knock
sound

(c) Spectrum of
synthetic sound

Fig. 1 Spectra for the synthetic combustion sound

      

(5)

비교를 하여 알고리듬의 유효함을 검증한다. 이 결과
를 실제 엔진에 적용하기 위하여 엔진실험을 실행하였

식 (1)에서 Ai는 하모닉 성분진폭이며, Bij 노킹성분

으며, 엔진의 실험 조건은 디젤 연소 노킹음이 가장 많

의 진폭이다. f i 는 위상을 나타낸다. 하모닉성분은 폭

이 발생하는 정속 조건과, 가속조건에서 실시하였다.
측정된 엔진 소음에 이 연구에서 개발된 시간-주파수

발음에 대한 하모닉 개수(order)의 사인파의 합성으로

마스킹 기술을 적용하고 청음평가와의 상관성을 통하

나타낼 수 있다. 폭발 주파수는 f i = r/min/60 Hz로 결
정된다. 노킹소음은 0.6 kHz ~ 4 kHz의 특정밴드 부분

여 마스킹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된 알고리듬을 활

에서 엔진구조물의 공진으로 발생되며 진폭 및 주파수

용하여 디젤엔진음질인덱스를 개발하였다.

변조신호이다. 이때 변조 주파수는 f i / 2이다. 노킹 소
음은 이러한 변조 주파수의 N개의 합으로 표현한다. N
이 많을수록 modulation depth가 커지므로 노킹이 큰

2. 엔진 연소음 제작
2.1 연소음의 수학적 표현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폭발음과 폭발음의
주기의 배수인 하모닉 성분 소음, 노킹소음, 기타 배경
잡음으로 구성된다(6). 이러한 소음을 수학적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 하모닉 소음의 마스킹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따

  sin     


 





(1)



 



(2)

  



고 배경 소음을 추가하여 합성음을 만들어 주파수 분
석을 시행하면 Fig. 1과 같다.

 sin     

    

   

3. 시간-주파수 마스킹 이론
(3)

3.1 주파수 마스킹

여기서






┃

라서 연소음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2.1에서 제시한
수식을 이용하여 하모닉 소음, 노킹소음 등을 제작하

 


2.2 연소음의 시뮬레이션
측정 연소음을 직접 적용한 경우 노킹소음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합성음을 활용하여 노킹소음에



 

소음으로 들린다. 배경 소음은 랜덤 신호를 사용하며 크
기는 SNR(signal to noise ratio)로 표현한다.

주변소음이 많은 공간에서 대화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방의 소리가 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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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킹 효과라 한다(7). 주파수 마스킹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Terhardt(8)의 이
론을 적용한다. Terhardt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6)

  arctan kHz 
arctan  kHz  Bark

(7)

  dBBark  ≤ 

(8)

      kHz  dB 
× dBBark  ≻ 

(9)

여기서 Ln은 n번째 주파수에서의 마스크를 나타내
며, LE,n은 n번째 마스크의 마스킹 곡선을 나타낸다.
z는 Bark를 나타낸다. 전체 마스킹 효과는 각 주파수

(a) 1500 r/min

(b) 2500 r/min

(c) 3500 r/min

(d) 4500 r/min

Fig. 2 Frequency masking for the synthetic combustion sounds

에서의 마스크효과의 합으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다.





∞

 exp 

(10)

∞

p(t)는 엔진 연소음을 나타내며, P( f )는 연소음의
주파수 성분을 나타낸다. 연소소음에 대한 SPL(sound
pressure level)은 다음과 같다.

  log      ⋯








(11)

최종적으로 마스킹된 음압은 다음과 같다.
Fig. 3 Model of temporal masking curve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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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th는 청각곡선이며, I 는 노이즈 레벨이다. LX는

3.2 시간 마스킹
시간 마스킹 효과는 선(pre masking) 마스킹 후 마
스킹(post masking) 기술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적으로 Zwicker(9)의 선·후 마스킹 곡선을 사용하며 마

마스킹 된 SPL이다.

스킹 곡선은 Fig. 3과 같다.

Fig. 2는 연소음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하여 시뮬레
이션된 연소음 4개에 대한 주파수 마스킹을 적용한

시간 마스킹 곡선을 사용하여 주파수 마스킹된 노
킹 신호만을 적용한 결과 Fig. 4와 같다.

결과를 나타낸다. Fig. 2(a), (b), (c), (d)의 차이는 엔
진의 속도가 1500 r/min, 2500 r/min, 3500 r/min,

4. 청음평가

4500 r/min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음 신호
이다. 저주파 하모닉 성분과 노킹소음이 변화함을 나

디젤 노킹소음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방법으로 변조도

타내며, 각각의 하모닉 성분이 노킹소음을 마스킹하
는 문지방(threshold) 값의 변화를 볼 수 있다.

(degree of modulation)가 적용되어 왔다(10). 그러나 마
스킹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청음평가 결과와 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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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가중치가 필요하며 이

음을 알 수 있다.

가중치는 엔진 운전 조건에 따라서 변함으로 실제 사
용에 정확도가 낮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주파수 마스

5. 디젤엔진 노킹 소음 개관적 평가

킹 방법을 적용한 신호의 변조도를 구하여 객관적 지
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합성음에 대한 청음평

5.1 엔진소음 측정 및 실험 조건

가 결과와 변조도의 상관성을 구하면 Fig. 5와 같다.
청음평가 방법은 rating 방법(11,12)을 사용하였으면 참

이 객관적 평가방법을 실제 디젤엔진에 적용하기

가 인원 남녀 합계 30명이다. 청음평가치의 상하 값은
편차를 나타낸다.

위해서 4기통 디젤엔진을 무향실에 설치하고 엔진엔
진부터 1 m 거리에서 음압을 측정하고 측정된 음압에
대하여 시간-주파수 마스킹을 취한 후에 신호에 대한

이 결과에 의하면 마스킹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변조도를 측정하였다. 청음평가는 4장에 참가한 동일

주파수 마스킹만 고려한 방법보다 시간-주파수 마스

한 인원 및 방법으로 주관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주

킹을 동시에 고려한 방법이 청음평가와 상관도가 높

관적 평가를 실행하여 변조와의 상관성을 구하였다.
엔진의 운전 조건은 1250 r/min, 1500 r/min, 1750 r/min
에서의 정속 조건과 준 가속으로 엔진을 가속하는 경
우를 선택한다. 준가속 조건의 경우 엔진에 걸리는
부하를 기준하여 LTI(light tip input), MTI(middle tip
input) 두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이 두 조건에서 디젤엔
진의 노킹소음이 발생한다. LTI의 경우는 완가속 조건
으로서 1200 r/min, 1400 r/min, 1600 r/min, 1800 r/min,

(a) Sound S1

(b) Sound S2

2200 r/min, 2400 r/min에 대해서 청음평가를 실시하
였다. 각 운전 조건에 사용된 청음평가용 데이터의
시간은 3초이다. Fig. 6은 청음평가 결과를 엔진 가속
조건에 따라서 표시하였다. 실선은 LTI 조건이고 점
선이 MTI 조건이다.
엔진의 속도에 따른 음압증가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c) Sound S3

(d) Sound S4

Fig. 4 Temporal masking for the synthetic knocking
sound

(a) No masking (b) Frequency
masking

(diesel sound quality index)를 개발하였다.

(c) Temporal
and frequency
masking

Fig. 5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rating and the
degree of modulation

┃

서 마스킹된 변조도에 디젤 노킹소음이 발생하는 구간
에 음압을 고려하여 실제 엔진에 적용하기 위한 DS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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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이 연구는 디젤엔진의 고압 연소압력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디젤 노킹연소음에 대한 객관적 음질평가 방법
을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종래에 사용되는 객관적
평가법은 노킹 연소음에 대한 변조도를 이용하는 것이
다. 그러나 기존 방법은 소음에 대한 마스킹 효과를 고
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제 인간이 청감평가를 통해서
얻는 결과와 상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새로운 가중
치를 주어서 상관도를 높이는 방법을 취하지만 이 연
Fig. 7 Objective rate versus engine speed (r/min)

구에서는 마스킹을 고려한 변조도를 구하여 객관적 평
가 지수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서 디젤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신호가 필요하며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연소음에 대한 합성 신호를
제작하였다.
합성 신호에 대한 노킹음질에 대한 주관적 청음평가
를 시행하였으며 객관적 평가를 위한 마스킹 고려한
변조도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주파수 마스킹 알고리듬
을 개발하였다. 합성음에 대한 마스킹 고려된 변조도
는 청음평가 결과와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 따
라서 이 알고리듬을 실제 엔진에서 측정된 소음에 적
용하여 디젤엔진 음질평가용 인덱스를 개발하고 청음

Fig. 8 Correlation between objective rate and subjective rate (DSQI)

평가를 통하여 높은 상관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결
과는 향후 디젤엔진의 음질 개발과 차량의 실내 음질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 

(13)

후

기

여기서 DM은 시간-주파수 마스킹이 고려된 변조도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

(degree of modulation)이다. 그리고 L은 음압레벨이
다. 개발된 DSQI를 이용하여 청음평가에 사용된 측

으로 한국연구재단 및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수

정된 신호를 이용하여 DSQI를 구하여 엔진 속도

행된 연구임 (No. 2015R1A2A1A15052549, No. 20

(r/min)와 비교하여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면 Fig. 7과

16R1A2B2006669).

같다.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상관성을
구하면 Fig. 8과 같이 매우 높은 상관도를 가진다. 객
관적인 평가법에 의하면 DSQI를 이용한 예측된 주관
값이 실제 청음평가를 통하여 얻은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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