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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e-borne noise is the interior noise that results from the low frequency vibrational energy transmitted
through those body and joint parts. The relation between the excitation of powertrain and resultant interior sound
must be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and predict the structure borne noise. The method of acoustic source
excitation is preferred than the method of mechanical force excitation to measure the NTF(noise transfer function).
Because acoustical method is more convenient and reliable. In this paper, to analysis and identify vehicle interior
noise by powertrain is performed, and the vibro-acoustic transfer function is extracted from experimental
measurement. These are important step of TPA(transfer path analysis) to identify effect of interior noise resulted
from powertrain running excitation.
브프레임을 통하여 차체로 전달되어 차량의 구조
(패널, 프레임 등)를 가진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소
음이다. 반면에, 공기기인 소음은 파워트레인 등에
서 방사되는 소음이 공기를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
는 것을 뜻한다. 특히 구조기인 에 의한 저주파성분
의 진동 성분은 탑승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
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을 소음의 원
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행 중 파워트레인이 가
진하는 진동 경로를 파악하여 각각의 기여도를 계
산하고, 전달 함수를 측정하여, 차실 소음 예측 기
술을 개발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의 실내소음
을 개선할 수가 있다.
차량 실내 소음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차 시험을 통해 실내 소음 특성을 분석하고, 파워
트레인의 진동 전달 경로상의 구조 음향 전달 함수
(Vibro-acoustic Transfer function)를 구해야 한
다. 구조 음향 전달 함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Impact hammer 나 Exciter(shaeker)를
이용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마운트를 비롯한 전
달경로상의 지점을 가진하고, 실내의 임의의 지점에
서의 음압(Sound pressure)을 측정하는 방법과 음
향학적 상반원리(Acoustic reciprocity)를 이용하여,
실내의 음압 특정 지점에서 음향 가진을 통해 각
전달경로상의 지점과의 전달함수를 구함으로써 구
할 수 있다.

1. 서 론
차량의 실내소음에 대한 NVH 개선에 관한 연구
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차실내 소음의 주요인은 파
워트레인(Powertrain)에 의한 것이 지배적이기 때
문에 파워트레인 NVH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파워트레인의 가진에 의해 발생하는 차실 소음을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차체 진동의 주요인
중 파워트레인의 가진력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진력은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우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SVD 특이행렬 등과 같
은 간접적인 방법들이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
한 방법들은 파워트레인의 실거동의 가진력을 추정
하는데 있어 많은 오차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Hybrid model 을 이용한 가진력 해석에 대한 연구
(1)

를 진행하였다.
차실내의 소음은 그 원인에 따라
구조기인 소음(Structure-borne noise)과 공기기
인 소음(Air-borne noise)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구조기인 소음은 엔진 실린더 내부의 연소 기진력
으로 인한 엔진계, 현가계, 배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파워트레인을 지지하고 있는 마운트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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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소음 특성 분석
2.1

기본 시험(Baseline test)

실내 소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시험에
이용한 차량은 디젤 4 기통, 배기량 2200CC, FF 방
식의 2WD 구동, 변속기는 오토트랜스미션(A/T) 5
단이며, 파워트레인은 차량의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장착된 횡치 장착(Transversely mounted) 형식
이다. 차량 주행시험은 일반도로에서 급가속
(WOT:Wide open throttle)상태에서 시행하였으며,
변속 기어는 1 단 상태와 2 단 기어상태로 고정
(holding)하였다.
2.2

실내 소음 스펙트럼을 보면, 엔진의 연소 오더 성
분과 실내의 소음 오더 성분이 저주파수 대역에서
85dBA 부근에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파워
트레인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엔진의 연소 폭발력에 의한
C2, C4, C6 성분의 전달상의 진동량 변화와 경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속 주행 중 실내 소음 특성 분석

운전보조석의 귀 위치에서 마이크로폰을 고정하
고 2 단 WOT 상태로 가속하였을 때, 실내소음을
측정하였다(그림 (1)). 그림(2)과 같이 차량 내부
의 소음 스펙트럼을 보면, 엔진의 C2(2nd Order)성
분이 1000rpm 과 4000rpm 전후의 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엔진 주
요 오더 성분에 따른 실내소음(그림(3))을 분석하
면, C2 성분이 전체 측정 rpm 구간에서 뿐만 아니
라, 역시 1000, 4000rpm 부근에서 기여도가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엔진 주요 오더 분석
2.3

공회전(Idle) 상태의 실내 소음 특성 분석

가속 주행 시험을 통해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의
진동 경향과 실내소음과의 관계를 파악하였지만, 공
회전 상태는 차량의 운행 과정에 있어 노면의 가진
이나, 구동 계통의 운동이 없기 때문에, 차체에서
발생되는 진동이나 소음은 파워트레인에 의한 가진
력만이 원인이 된다. 시험 차량의 공회전 상태 엔진
회전수는 약 888rpm 이고, C2 성분은 약 30Hz,
C4 성분은 60Hz, C6 성분은 90Hz 이다. 그림 (4)
에서와 같이 가속 주행 시험의 실내 소음 측정값과
비슷한 85dBA 부근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마이크로폰 설치 위치(ear position)

그림 (2) 실내 소음의 컬러맵(Colormap) 분석

그림 (4)Idle 상태(888rpm)의 소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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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워트레인의 진동 경로 분석
파워트레인에서 발생하는 진동 성분이 실내 소음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내 소음의 주가
진원인 C2 성분과 조화(Harmonic)성분인 C4, C6
성분이 전달되는 경로 및 진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a) E/G mount

(b) F/R mount

파워트레인을 지지하는 4 개의 마운트(Mount)
전후(前後)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진동 감쇠량을
확인하였다.
파워트레인의 진동 요소 중 주요 오더 성분인 C2,
C4, C6 성분이 4 개의 마운트를 통해 상당부분 제
진(Isolation)되지만, 여전히 진동 성분이 차체 서
브 프레임이나 기타 다른 구조물로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 개의 마운트 특성과 파워트레
인의 진동이 마운트를 거친 이후의 주요 오더 진동
성분의 크기를 파악해야 한다. 그림(5)(a)~(d)에서
볼 수 있듯이, 파워트레인의 진동 성분은 각 마운트
에 의해 진동성분의 크기가 크게 감소되지만, 엔진
의
회전수가
높은
1000rpm
부근과
3000~4000rpm 구간에서 엔진의 2 차 성분과 4 차
성분의 진동이 여전히 존재하여, 각 마운트 이후의
차체경로를 타고, 실내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차량 실내에서 측정한 소음의 오더 분석
결과(그림 (3))와 일치하고 있다.

(a) E/G 마운트

(b) F/R 마운트

(c) T/M 마운트
(d) R/R 마운트
그림(6)(a,b,c,d) 마운트의 측정 지점
(c) T/M mount

4. 구조 음향 전달 함수

(d) R/R mount
그림 (5)마운트를 거친 이후의 진동가속도

차량 실내 소음의 원인과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파워트레인을 지지하고 있는 마운트를 거친
이후의 진동은 기타 구조물(서브프레임, 현가계, 배
기계 등)과 간섭 및 상호작용을 이루어 매우 복잡해
진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이 실내 소음에 미치는 영
향만을 파악한다면, 주요 진동 경로상의 지점으로부
터 실내 소음 측정점까지의 구조-음향 전달 함수
(VATF : Vibro-Acoustic Transfer Function)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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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v (1) (rA ) P ( 2 ) (rB )
=
Q (1) (rB ) F ( 2) (rA )

구조 음향 전달 함수 이론

VATF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직접적으로
가진하는 방법 (1)과 구조-음향 상반원리(Vibroacoustic
reciprocity)에
입각한
음향
가진기
(2)
(loudspeaker)를 이용하는 방법 이 사용된다.
여기서 구조-음향 상반원리란, 그림 (7)과 같이 구
조물에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되는 구조기인 소음
과 음원에 의하여 형성된 음장에 대한 판넬의 응답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만일 음압 P

(1)

식(5)

즉, 전달 경로상의 지점 입력 i 와 실내의 임의의
지점 출력 k 사이의 구조-음향 전달 함수 H ki 는
그 역인 실내에서 측정점에서의 입력 k 와 전달경
로상의 지점의 출력 i 가 이론적으로 같다는 것을
뜻한다.

(r ) 와

( 2)

P (r ) 가 방정식의 해라면 각각은 다음의 적분 방
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림 (8) 구조-음향 전달함수의 개념

5. 구조 음향 전달 함수 측정

그림(7) Flexible Boundary
P ( 2 ) (rB )Q (1) (rB ) −
1
jωρ

∫∫ ( P
x

(1)

∂P (r )
∂P (r )
− P ( 2) (r )
ξndS = 0
∂n
∂n
( 2)

(r )

(1)

S :flexible body 의 면적, n : 면적
(1)

Q (rB ) :

S 외부의

식(1)

법선 벡터,

단극자 체적 속도

식 (1)의 2 차항은 다음의 경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p
1 (1)
) = − jρωv(1) (r )
P (r ) = L(
v (r )) and
s
∂n s
jω

5.1

실험 차량의 주요 진동 전달 경로상의 지점에
Impact hammer 로 가진하고 실내 조수석의 귀 위
치(ear position)에 마이크로폰을 장착하여, 구조
음향 전달 함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8)에서 Hki 는
기계적인 가진방법을 이용한 구조 음향 전달 함수
를 나타낸다.

H ki (ω ) =

(1)

(1)

1 ( 2)
[ P ( 2 ) (r ) − F ( 2) (r )] = Α(
v (r ))
s
jω
and

∂p ( 2)
) = − jρωv ( 2) (r )
∂n s

식(2)

기계적인 가진을 통한 VATF 측정

pk (ω )
f i (ω )

식 (6)

k : 실내의 마이크로폰 장착 위치(ear position)
i : 진동 전달 경로 상의 지점

식(3)

F ( 2) ( r ) : 작용한 힘,

v(r ) : flexible Boundary 에서

법선 방향의 진동 속도,

A : 평판의 진동에 대한 Self-adjoint operator

그림(9) 해머를 이용한 NTF 측정시 센서 위치

식(1)에 식 (2),(3)을 대입하면,

P( 2) (rB )Q(1) (rB ) − ∫∫ v(1) (r ) F ( 2) (r )dS = 0
x

특정지점에서의 구조기인에 의한 소음 P (ω ) 는 각
식(4)

가 되고, 다음과 같은 구조 음향 상반원리를 얻을
수 있다.

각의 전달 경로를 통해 유입된 진동에너지에 의한
소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Impact hammer
를 이용하여 NTF 를 측정했을 경우, 차체 패널
(panel)의 국부 강성이 낮고, 차량 엔진룸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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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하고, 측정점의 위치가 기계적인 방법으로 가진
시 법선방향의 충분한 가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모든 응답점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없다. 필수
적으로 음향학적 상반 원리를 이용한 소음 전달 함
수를 구해야 한다.
5.2

음향 가진을 이용한 VATF 측정

운전 보조석의 탑승자의 귀 위치에 Loudspeaker
를 설치하고, 이 음원으로 차체를 가진하고 각 4 개
의 마운트의 X,Y,Z 방향의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음
원(차량실내)과 응답점(마운트브라켓)의 전달함수를
측정하였다.

H ki (ω ) =

vi (ω )
qk (ω )

(a) E/G Mount

식(6)

(b) F/R Mount

(c) T/M Mount

그림(10) 라우드스피커를 이용한 NTF 측정시 센서
의 위치

(d) R/R Mount
그림(11) 라우드스피커를 이용한 X,Y,Z 음향전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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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G Moun (upper-Coherence, Lower-FRF)

계적인 가진 방법(임팩트해머)과, 음향학적 가진 방
법(라우드스피커)을 통해 구하였다. 그리고 음향학
적 상반 원리를 이용하여, 두 방법에 따른 차이점과
유사성를 보이고, 효용성 있는 음향 전달 함수를 측
정할 수 있음을 보여였다. 이를 통하여, 파워트레인
의 가진력 해석 연구와 더불어 전달 경로상의 음향
전달 함수를 도출해냄으로써, 파워트레인의 진동이
실내 소음에 미치는 경향과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최종적으로 파워트레인에 의한 차량 실내 소음
을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해서는 파워트레인의 가진
력 해석에 뒤이어, 진동 전달 경로 지점인 4 개의
파워트레인 마운트의 동강성(Mount Dynamicstiffness)측정, 파워트레인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의 전달 경로 해석 (TPA:Transfer Path
Analysis)과 전달 경로 상의 부품의 진동 기여도
분석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의 “파워트레인 진동 소음
시뮬레이션 기반 기술 개발” (과제번호: 33135-01)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b) R/R Mount (upper-Coherence, Lower-FRF)
그림(12) 임팩트해머(점선)와 라우드스피커(직선)
를 이용한 음향 전달 함수 비교
그림 (12)와 같이 기계적인 방법과 상반원리를 이
용한 음향 가진을 통한 구조 음향 전달함수를 비
교해보면, 음향 전달 뿐만 아니라, 코히런스 함수값
이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
서, 임팩트 해머로 가진하기 어려운 차체 진동 경로
상의 지점과 실내 음압 측정점까지의 음향 전달 함
수는 Loudspeaker 를 이용하여 대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파워트레인에 의한 실내
소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속 주행 상태의 실
내 소음을 측정하고, 파워트레인과의 상관성을 확인
하기 위해 마운트 전후의 진동 전달 패턴과 전달
경로상의 진동량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차량 실
내 소음의 주 가진원인 파워트레인의 진동이 실내
로 유입되는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마운트의 차체
부분과 차량 실내 사이의 구조-음향 전달함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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