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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인텐시티법을 이용한 GDI 엔진 소음원 규명 및 

소음 기여도 분석에 관한 연구
Identification of Airborne-noise Source and Analysis 

for Noise Source Contribution of a GDI Engine 
Using Sound Intensit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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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new method is proposed to estimate the sound pressure generated from gasoline 
direct injection (GDI) engine. There are many noise sources as much as components in GDI engine. 
Among these components, fuel pump, fuel injector, fuel rail, pressure pump and intake/exhaust mani-
folds are major components generated from top of the engine. In order to estimate the contribution 
of these components to engine noise, the total sound pressure at the front of the engine is estimated 
by using airborne source quantification (ASQ) method. Airborne source quantification method requires 
the acoustic source volume velocity of each component. The volume velocity has been calculated by 
using the inverse method. The inverse method requires many tests and has ill-condition problem. 
This paper suggested a method to obtain volume velocity directly based on the direct measurement 
of sound intensity and particle velocity. The method is validated by using two known monopole 
sources installed at the anechoic chamber. Finally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the identi-
fication and contribution of noise sources caused by the GDI components of the test engine.

* 

1. 서  론

최근에 화석 연료의 고갈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높은 연비를 가진 환경친화적인 엔진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환경적인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으

로 엄격하게 규제 받는 사항으로 그 중요도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연료 

경제성, 출력 및 친 환경성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

진 GDI(gasoline direct injection) 엔진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고압 연료 펌프, 고압 연료 

인젝터, 고압 연료 레일 등과 같은 GDI 엔진의 부품

에 대한 소음이 증가하기 때문에 엔진 부품에 대한 

소음 저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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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품이 엔진 전체에 미치는 소음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 부품의 

소음기여도를 규명하는 기술로 TPA(transfer path 
analysis) 및 ASQ(airborne source quantification) 
이 있다. 전자는 구조기인 소음원 규명에 사용되며 

후자는 공기기인 소음원의 규명에 사용된다. 이 연

구는 GDI 엔진 부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의 기여

도를 규명하기위해서 ASQ를 사용하고자 한다(1~5). 
ASQ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품으로부터 발

생하는 음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체적속도(volume 
velocity)를 구해야 한다. 체적 속도를 구하는 방법으

로 역변환 기술(inverse method)이 사용되어 왔다(6,7). 
이 경우에 단극음원강도(monopole source)가 요구되

고, 역 변환시 나타나는 ill-condition 문제 등을 해

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각 부품의 음향  

인텐시티와 입자속도(particle velocity)를 직접측정

하여 체적속도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엔

진 부품에 대한 소음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음향 인

텐시티 기술은 시스템의 주요한 소음원을 규명하는 

음원 탐사, 음향 에너지 흐름의 가시화 및 투과 손

실의 측정 등에 이용되는 기술로 암소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실험실이나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

서 음향의 입자 속도는 Microflown사에서 제공하는 

PU-Probe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 하였다. 상기의 방

법으로 구해진 각 부품의 체적속도를 ASQ에 적용

하여 부품의 소음 기여도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향은 먼저 개발된 기술의 타당성을 위해 원리 

실험을 무향실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술의 응용

을 위해서 차량에 탑재된 GDI 엔진 부품에 대한 소

음 기여도를 규명하는데 사용하였다.

2. 이  론

2.1 음향 인텐시티
음향 인텐시티는 주어진 위치에서 방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느 특정한 r방향의 인텐시티 Ir은 단위시간 

동안에 전파방향과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하여 흐르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로써 식 (1)과 같이 정의한다.

r
r

dEI
dt dA

=
⋅

(1)

음향 인텐시티 벡터 r
I 는 같은 위치에서 순간

의 음압과 순간 입자 속도를 곱한값의 평균으로 

나타내며 신호가 정상적(stationary)인 경우 식 (2)
와 같다.

( , ) ( , )rI p r t u r t= ⋅    [W /m2] (2)

음압과 입자 속도간의 상호 상관 함수(cross 
correlation)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0
( ) lim (1 / ) ( ) ( )

T

pu
T

R T p t u t dtτ τ
→∞

= +∫ (3)

각 r위치의 면적에 수직방향 n방향에 대한 음향 

인텐시티 평균값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0
lim (1 / ) ( ) ( ) (0)

T

r n pu
T

I T p t u t dt R
→∞

= =∫ (4)

음압 p와 입자 속도 u곱의 주파수 영역으로의 변

환을 위해서는 상호 상관 함수의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을 해야 한다. 이 상호 스펙트럼 

밀도(crosspower spectrum)는 식 (5)와 같다.

1
( ) ( )

2
j

pu puS R e dωτω τ τ
π

∞ −

−∞
= ∫ (5)

이 함수는 p와 u의 평균 위상 관계를 나타내는 

복소수 형태이다. ( )puR τ 와 ( )puS ω 는 푸리에 변환

의 한 쌍이므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0) ( )

1
2

j

pu pu

r pu pu

R S e d

I R S d

ωττ ω ω

ω ω

π
∞

−∞

∞

−∞

=

= =

∫

∫
(6)

이러한 관점에서 ( )puS ω 는 음향 인텐시티의 주파

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호 스펙트럼은 식 (7)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된다. 

Re{ ( )} Re{ ( )}

Im{ ( )} Im{ ( )}
pu pu

pu pu

S S

S S

ω ω

ω ω

= −

= − −
(7)

식 (7)에서 ( )puS ω 는 양과 음의 주파수를 가지게 

되는데 신호처리의 관점에서는 양의 부분의 값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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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식 (8)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2 ( ) 0

( ) 0 0
pu pu

pu

G S

G

ω ω ω

ω ω

= >

= =
(8)

그러므로 각 부분의 음향 인텐시티의 값은 식 (9)
와 같이 정의 된다. 

( ) ( ) ( )

2 Re{ ( )}

Re{ ( )}

r pu pu

pu

pu

I S S

S

G

ω ω ω

ω

ω

= + −

=

=

(9)

위의 과정으로 음향 인텐시티를 구할 수 있다. 

2.2 공기기인 음원 정량화 기법
공기기인 음원 정량화(ASQ)를 이용한 소음 전달 

경로 모델은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1 
에서 표현한 모델링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9). 

oper oper
pump pump

oper oper
injector injector

oper oper
engine engine

pump

injector

engine

p Q

p H Q

p H Q

H= ×

= ×

= ×

(10)

여기서, , ,oper oper oper
pump injector engineQ Q Q 는 엔진 공회전 상

태에서 각 소음원에서 방출하는 음원의 체적속도 

(volume velocity)이다. 이 체적속도는 음향 인텐시

티를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먼저 음향 인덴시티를 

사용하여 음원을 확인하고 그 음원에 대한 면적을 

계산한 후, 다음에 입자속도(particle velocity)를 측

정하여 입자속도에 음원의 면적을 곱하면 음원에 대

한 체적속도를 구한다. 각 음원의 입자 속도는 

Microflown PU-Probe를 이용하여 입자속도 u 값

을 직접 측정하였다(10). Microflown PU-Probe의 

장점은 한개의 센서로 음압과 입자속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주파수 응답함수 Hpump, Hinjector, Hengine는 

각 음원부터 응답점까지의 전달함수로서,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LMS사의 Q-source와 마이

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응답점에서 

Q-source를 이용하여 음을 발생 시키고 엔진 각 

Fig. 1 Modelling of linear system for ASQ applica-
tion

부품의 소음원에서 음압을 측정함으로서 각 음원에 

대한 주파수 응답함수를 구한다. ,oper
pumpp  ,oper

injectorp
oper

enginep 은 체적속도와 주파수 응답 함수를 곱하여 

구한 각 부품별 음압값을 의미한다. 식 (10)에서 구

한 각 부품별 음압값을 합하여 전체 음압값을 예측

할 수 있다. 예측된 전체 음압값은 식 (11)과 같다. 

( )oper oper oper oper
est pump injector engineP P P P= + +∑ (11)

식 (11)에서 예측된 음압을 실제 응답점에서 마이

크로폰으로 측정된 음압과 비교하여 비슷한 경향과 

값을 가진다면 이 예측된 음압으로 각 부품별 기여

도 분석을 진행 할 수 있다.

3. 검증 시험

3.1 시험 과정
실제 차량 시험에 앞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피커를 이용한 연구실 차원의 검증 시험을 진행하

였다. 스피커가 GDI엔진의 소음원이라 가정한 뒤 

Fig. 2와 같이 무향실내에 스피커를 설치하였다. 인

텐시티 맵핑(mapping)과 각 부분의 소음기여도 분

석을 위해서 스피커를 총 18개의 격자로 나누었다. 
그 이후 Fig. 2의 좌측 스피커는 400 Hz 사인신호

(sine signal), 우측 스피커는 900 Hz 사인신호로 각

각 가진한다. 스피커로 가진을 할 때 PU-Probe를 

이용하여 격자의 각 지점별 음향 인텐시티 및 체적

속도를 측정한다. 인텐시티 측정시는 ISO 9614-1 
방법을 이용한다. ISO 9614-1 방법은 연속적으로 스

캐닝(scanning)하는 ISO 9614-2 방법과 달리 격자의 

번호 별로 각각 측정을 하는 방법이다. 인텐시티 측

정이 끝나게 되면 스피커의 가진을 중지하고 LMS사

의 Mid-High Q-Source를 목표점인 스피커 로 부터 

0.5 m 앞에 설치한다. 그 이후 인텐시티 측정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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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ea segment for the intensity mapping of the 
sound radiated from two loudspeaker installed 
in anechoic chamber

하였던 격자의 각 점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격자

의 각 지점별 소음 전달 함수를 구한다.

3.2 음향 인텐시티 분포
400 Hz, 900 Hz로 각각 가진한 스피커를 이용하

여 측정한 음향 인텐시티를 맵핑을 통하여 분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 분석시에는 1/3 옥타브 

밴드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인텐시티 맵핑도 1/3 옥

타브 밴드로 분석하였다. 계산결과 400 Hz, 900 Hz
부근을 제외하면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주파수에서만 분석하였다. 
Fig. 3(a)는 1/3 옥타브 밴드의 중심주파수가 400

Hz이며 353 Hz~440 Hz까지의 값으로 분석하였 고 

범위는 75 dB~98 dB이다. 400 Hz로 가진한 좌측 스

피커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소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b)는 1/3 옥타브 밴드의 중

심주파수가 1000 Hz이며 880 Hz~1130 Hz값으로 분

석하고 범위는 70 dB~90 dB이다. 900 Hz로 가진한 

우측 스피커 중심부를 기준으로 소음이 전파된다. 
결과적으로 400 Hz 부근의 소음원은 좌측 스피커이

고, 1000 Hz 부근의 소음원은 우측 스피커이다.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소음원을 검출할 수 있고 GDI 엔

진 부품의 소음원 검출에 음향 인텐시티기술을 적용 

할 수 있다.

3.3 두 음원에 대한 음원 분석
두개의 음원으로 방출되는 소음을 0.5 m 응답점

에서 측정하여, 측정된 소음과 이 기술을 통하여 예

측한 소음을 비교하여 이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소음의 예측을 위해서는 앞서 구한 전달함수 및 

체적속도를 식 (10)에 대입하여 각 지점별 음압을 

예측하였다. 그 이후 각 지점별 음압을 합하여 소음

의 목표점까지의 전체 음압을 예측하였다. 

(a) 353 Hz~400 Hz

(b) 880 Hz~1130 Hz

Fig. 3 Sound intensity maps for the sound radiated 
from two loudspeaker

Fig. 4 Comparison between estimated sound pressure 
and measured sound pressure

Fig. 4는 스피커로 가진할 때 목표점에서 마이크

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한 음압과 각 지점별 음압을 

합하여 계산한 예측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400 
Hz, 800 Hz, 900 Hz에서 측정값과 예측값이 비슷한 

경향과 값을 가진다. 800 Hz는 400 Hz로 가진한 스

피커의 조화(harmonic)성분이다. 결과적으로 측정치

와 예측치는 2 dB 이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예측값을 각 지점별로 나누어 소음 기여

도를 분석한다. 그 결과 Fig. 5(a)처럼 400 Hz에서는 

11번 지점(좌측 스피커의 중심 지점)에서의 기여도

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900 Hz에서는 Fig. 5(b)처럼 8
번 지점(우측 스피커의 중심 지점)에서의 기여도가 가

장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원리 실험을 통하여 직

접 체적속도를 구한 후 전달 함수를 합성하여 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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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ise contribution for each segment sources 
estimated by using acoustic source quantifica-
tion

대한 소음 기여도를 예측하는 기술의 타당성을 실험

적으로 검증하였다.  

4. 실차 시험

4.1 시험 과정
검증 시험에서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하였기 때문에 실제 GDI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적용

하였다. 시험 방법은 앞에 검증 시험과 동일하게 진

행하였고, 인텐시티 측정에서는 차량 공회전(idle)상
태에서 진행하였다. Fig. 6과 같이 엔진 전체를 경계

(boundary)로 설정하였고, 엔진 전체의 길이는 0.6
m×0.45 m, 각 격자별 길이는 0.075 m×0.075 m로 

한다. 인텐시티 측정은 ISO 9614-1 규격(discrete 
point method)을 사용하였고, 측정은 Fig. 6과 같이 

각 격자별로 총 48개의 점을 측정한다. 측정시 각 

음원간의 누화효과(crosstalk effect)를 배제하기 위

해서 측정점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Microflown 
PU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7은 측정 장

면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인텐시티 측정시와 같은 

Fig. 6 Areasegment of a test GDI engine for the 
measurement of sound intensity

(a) Ex-manifold (b) Pump

(c) In-manifold left side (d) In-manifold right side

(e) Injector

Fig. 7 Photo illustration for the noise source of a 
test GDI engine and measurement procedure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고 차량 0.5 m앞에 

LMS사의 Q-Source를 설치하여 소음원과 목표점까

지의 전달함수를 측정한다. 이때, 반사음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주변이 개방된 자유 음장(free field)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따라서 바닥 반사파의 영향은 

미소하다고 가정한다.

4.2 음향 인텐시티 분석
엔진 GDI 부품의 음향 인텐시티를 측정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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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별 인텐시티를 구하였다. 검증 시험과 같은 방

법을 이용하여 1/3 octave band로 인텐시티를 분석

한다. 인텐시티 분석을 통하여 GDI엔진의 주파수에 

따라 어느 부품의 영향이 많은가를 확인할 수 있고, 
소음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인텐시티 스펙트럼

(spectrum)분석을 하면 2000 Hz~4500 Hz에서의 영

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1/3 octave band분석에

서도 중심주파수 2500 Hz, 3150 Hz, 4000 Hz 세 가

지 주파수 영역에 대하여만 분석하였다. Fig. 8(a)는 

중심주파수 2500 Hz으로 2250 Hz~2825 Hz에 해당

하고, 범위는 20 dB~50 dB이다. 전체적으로 배기매니

폴드 부근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인젝터 부

근의 영향도 크게 나타난다. Fig. 8(b)은 중심주파수 

3150 Hz으로 2825 Hz~3530 Hz에 해당하고, 범위는 

(a) 2250 Hz~2825 Hz

(b) 2825 Hz~3530 Hz

(c) 3530 Hz~4400 Hz

Fig. 8 Mapping of sound intensity for the noise 
sources of a test GDI engine in frequency 

25 dB~53 dB이다. 인젝터 부근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 주파수 영역은 다른 주파수 영역에 비

해 인텐시티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 소음에 크게 기여한

다. Fig. 8(c)는 중심주파수 4000 Hz로 3530 Hz~ 4400
Hz에 해당하고, 범위는 10 dB~40 dB이다. 이 영역은 

전체적으로 펌프주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4.3 엔진 소음에 대한 ASQ 결과 분석
(1) 부품 별 대표값 선정

음향 인텐시티 분석을 통하여 GDI 부품의 소음

원들이 어떤 주파수영역에서 소음에 영향을 주는지

를 확인하였다. 인텐시티 맵핑을 통해 엔진의 각 부

품의 소음원을 구병하여 Fig. 9와 같이 부품별로 면적

을 나누었다. Fig. 9은 엔진을 총 5개의 소음원으로 

나눈 것이다. 소음원을 크게 펌프, 인젝터, 엔진(3구

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각각의 소음원으로 나눈 

이후에 소음원별 대표값을 선정하고, 각 소음원 대표

값에 대한 전달함수와 체적 속도를 구한다. 이 두 함

수를 곱하여 각 소음원에 대한 음압(P)을 구한다. 

(2) 응답점의 측정값 및 예측값 비교

응답점에서의 음압의 예측값과 측정값은 비슷한 

Fig. 9 Area segment of major noise sources in a test 
GDI engine

Table 1 Number of component of engine
Number Component name The number of grid

1 Pump 10
2 Injector 17
3 Engine 1 7
4 Engine 2 6
5 Engine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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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경향성을 가져야 한다. Fig. 10의 예측값은 각 

소음원별 예측 음압을 모두 더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2000 Hz이하와 4500 Hz이상에서는 음압

값이 작기 때문에 2000 Hz~4500 Hz만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점의 음압의 예측값과 측정값이 비

슷한 경향성과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예측값이 측정값보다 적게 나와

야 하지만 신호처리상의 누출효과, 원음의 면적 예

측에 대한 오차, 및 음원의 입자속도 측정시 누화효

과 등에 의해서 예측값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생기

게 된다. 관심주파수인 2800 Hz 부근와 4200 Hz 부

근에서는 거의 두 값이 일치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예측값으로 각 소음원별 기여도를 예측한다.
 
(3) 각 소음원별 기여도 분석 

앞에서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

하였기 때문에 음압 예측값을 토대로 기여도를 분석

Fig. 10 Comparison between measured sound pressure 
and estimated sound pressure radiated from 
the test GDI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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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tribution of major noise sources in the 
test GDI engine running at idle condition

할 수 있다. Fig. 11은 각 소음원의 기여도를 스펙트

럼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인젝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만, 4200 Hz 부근에서는 펌프의 영향

이 크게 나타난다. 최고점(peak)이 발생하는 주파수 

영역에서 인젝터와 펌프의 음압값이 크기 때문에 전

체 소음에서 인젝터와 펌프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소음원별 기여도를 정량화 하여 표현하기 위

해서 1/3 octave band로 분석하였다. Fig. 12(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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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tribution of major noise sources in the 
1/3 octave 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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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ntribution of four major noise sources to a 
total sound pressure measured at 1 m dis-
tance from the test GDI engine

중심주파수가 2500 Hz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인젝터

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Fig. 12(b)는 중심주

파수가 3150 Hz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인젝터의 영

향이 가장 크다. 인텐시티 분석에서도 이 주파수 영

역에서 인젝터의 영향이 크다. Fig. 12(c)는 중심주

파수가 4000 Hz이며 펌프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인

텐시티 분석에서도 이 영역에서는 펌프의 영향이 크

게 나타난다. 

(4) 각 소음원별 기여도 분석 3개 위치

GDI엔진의 주 소음원이 되는 부품은 인젝터와 

펌프이다. 그러므로 인젝터와 펌프를 제외한 소음을 

엔진의 기타 소음이라고 가정하고 엔진의 소음원 3
부분의 소음을 선형적으로 합하여 엔진 소음이라 명

명하였다. 
Fig. 13은 소음원 3가지의 소음원을 스펙트럼 형

태로 분석한 결과이다. 2700 Hz 부근에서는 인젝터

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3300 Hz 부근에서는 엔진

의 영향이 크고 4200 Hz 부근에서는 펌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소음원의 크기를 정량화하기 위해 

1/3 octave band로 분석하였다. Fig. 14(a)처럼 중심

주파수가 2500 Hz일 때 엔진 자체의 소음기여도가 

가장 크다. 인텐시티 분석 결과에서도 배기 매니

폴드와 흡기 매니폴드 주변에서 큰 영향이 나타났

다. Fig. 14(b)는 중심주파수가 3150 Hz이고 인젝터

의 영향이 가장 크다. 다른 주파수영역과 비교해

서 음압값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인젝터의 

음압값도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주파수 영역이 전

체 소음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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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 Contribution of four major noise sources to a 
total sound pressure measured at 1 m dis-
tance from the test GDI engine in the 1/3 
octave frequency band 

수 있다. Fig. 14(c)는 중심주파수가 4000 Hz이고 

펌프의 영향이 가장 크다.

5. 결  론

이 시험은 차량 공회전 상태에서 PU-Probe를 이

용하여 음향 인텐시티를 측정하여 근접 음장상태에

서의 엔진 소음원을 맵핑한다. 이것을 통하여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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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위치를 파악하여 엔진을 소음원에 따라 나누게 

된다. 각 소음원의 체적속도는 직접적으로 측정하였

다. 나뉘어진 구역에 대한 차량과 기준점까지의 전

달함수를 측정한 뒤 체적속도와 전달함수를 곱해서 

각 부품별 음압을 예측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주파

수별 부품의 소음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예측결과 

전체적으로 인젝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만 4200
Hz 부근에서는 펌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부분적으로 엔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는 주파수영역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향후 GDI엔진 설계시 각 부품별 소음기여도

를 분석하여 소음원이 되는 부품의 설계시 소음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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