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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재료품 제조업 공정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이

동하거나 고정 보조 장치로 배관 시설이 필요하다. 

배관의 역할은 기체와 액체와 같은 유체를 이동하는 

것이다. 배관은 내부는 고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

으며 고속으로 유체를 이송한다. 배관 내부의 유체

를 속도에 지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난류로 고주파 대역에서 높은 소음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관은 소음을 측정하고, 작업

환경소음허용치와의 비교 및 배관 소음의 특징과 대

하여 연구하였다.

2. 배관 내부의 소음 발생 원인

파이프와 덕트를 통해 흐르는 유체는 파이프와 덕

트의 벽에 난류를 발생시키고 이는 소음의 원인이 

된다. 만약 배관의 유체의 속도나 흐름방향이 방해

물이나 꺽임에 의해 변한다면 이는 강한 난류와 높

은 레벨의 소음이 형성된다. 또한 유체의 흐름을 방

해하는 장애물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경우 유체의 흐

름은 안정될 기회가 없고 다른 장해물의 의해 난류

가 더욱 악화된다.

3. 측정 방법 및 장비

측정방법은 ISO의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법(소

음편)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소음측정시 소음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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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le of pipe noise

Fig. 2 principle of pipe noise

이크로폰의 위치는 삼각대를 이용하여 지면

으로부터 1.2m 이상의 높이에 고정하고 측정

하였으며, 주변의 반사음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측정자 및 주위 물체와는 최소 

3.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였다. 또한, 소음

계의 마이크로폰의 주소음원 방향으로 하였

고,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소음계 사

용 시 동특성은 “Fast”에 고정시켰으며, 청감

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은 시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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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변동소음이기 때문에 소음 에너지를 

시간적으로 평균하여 대수 변환을 취한 값인 

등가소음레벨을 측정하였다.
   

Fig. 3 Measurement and Analysis Equipment

4. 측정 결과 및 고찰

주파수 분석은 소음원의 소음배출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인자이며, 소음원의 소음발생 메카니즘을 

파악하고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Fig. 4는 금속재료품 제조업 공정에서의 배

관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한 측정 결과와 작업환

경 소음치와의 비교는 Fig. 5와 같다. Fig. 6은 배관

에서의 소음 주파수 분석 결과이며 이는 250Hz 대

역과 2000, 4000, 8000Hz 대역에서 높은 음압레벨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른 위치의 배관의 소음 

주파수 분석 결과는 Fig. 7와 같고 2000Hz 에서의 

음압레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압 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측정결과를 정리하면 배

관의 소음은 작업환경 소음 허용치를 상회하는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2000Hz 대역의 배관소음은 주

로 유체의 압력과 속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Fig. 4 pipe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metal products

Fig. 5 Compare pipe noise and allowance 
in workplace noise

Fig. 6 The result of 1/3 octave band 
frequency analysis at position 1

Fig. 7 The result of 1/3 octave band 
frequency analysis at posi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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