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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market has been released a lot of excellent NVH performance cars such as hybrid , 
electric and luxury cars. Therefore, the consumer is a tendency of many sensitive of the noise inside 
the vehicle than in the past. In order to match the propensity of such consumers, the automotive in-
dustry defines the  standard of product related to noise generation of a single produ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noise of the product to automobile part suppliers to follow these standard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evaluating several necessary in order to find a way to reduce 
the noise.

1)

1. 서  론

과거에 비하여 현재 소비자들의 자동차를 선택하

는 중요한 요소 중에는 소음과 진동이 차지하는 영

역이 매우 확대되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운

행 중 발생되는 자동차의 내부 소음에 불만을 느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회사 및 많은 부품회

사들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

자하고 있다.
고급 승용차에 대한 수요증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와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양산으로 엔진으로부터 유

입되는 소음 및 진동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연비개선 및 원가절감 등의 목적으로 차량부

품의 경량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량

화에 따른 중량감소는 자동차의 진동, 소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차량 NVH(Noise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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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shness) 문제발생으로 소비자의 불만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더욱 자동차 내부부품들의 소음 및 진동

의 저감에 대한 관심이 높다.1)

자동차 내부에는 IP(Instrument Panel), Consol, 
Seat, Door, Audio, Cluster,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teering 등 많

은 부품들이 있으며, 각각의 부품들의 소음은 특정

한 주파수에서 공진을 동반하는 소음과 부품들 간의 

이음부분에서 유발된 소음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되

고 있다. 이러한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BSR 테스트만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BSR 테스트만

으로는 모든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이에 대한 시험적 방법을 제시한다.

2. 본 론

2.1 이론적 배경
(1) BSR 시험의 정의 및 측정방법

BSR은 Buzz, Squeak & Rattle noise의 약어로

써, 자동차에서 주행 중 발생하는 저주파수 대역의 

가진력에 기인한 소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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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SR Test Equipment

일반적으로 BSR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의 진동은 

5~150Hz 대역이며, BSR이 발생되는 원인은 부품간

의 연결부의 구조적인 문제, 즉 제품의 공차 또는 

재질의 차이 등으로 발생될 수 있다.
BSR Noise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

동차 주행 중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한 후 이를 바탕

으로 Excitation profile을 생성하며, 가진기에서 직

접적으로 부품에 가진을 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가진을 위한 방법으로는 실시간 측정

된 진동데이터를 사용하는 Time history 가진과 진

동데이터를 PSD(Power spectrum density)로 변환하

여 Random Profile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2)

(2) Modal Test의 정의 및 측정방법

모달 시험이란 대상물체에 다양한 주파수의 힘을 

인가하고, 그 응답범위 및 가속도를 측정하여 전달

함수(Response Function)을 얻는 방법이다. 전달함

수는 입력 대비 출력을 얻는 것으로써, 공진점에서

는 입력 대 출력 비율(Gain)이 증가한다.
전달함수는 고유주파수와 감쇠비(Damping Ratio), 

모드형상(Mode Shape)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모달 

변수라고 한다. 이러한 모달 변수는 측정하고자하는 

제품의 표면에서 선택된 여러 개의 점에서 측정한 

주파수 응답함수(FRF, Frequency Response 
Function)로부터 구해지며, 이를 통해 동적거동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유도(DOF, Degree of 
Freedom)를 선정하여 최적의 모드를 구할 수 있

다.3)

Fig. 2 Modal Test Equipment

본 실험에 사용된 모달 시험장비는 Fig. 2에 나타

내었다. 장비 사양은 LMS社의 주파수 분석 시스템

으로써, 가진 임팩트 햄머와 3축 가속도계를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을 통해 얻어진 주파수응답함

수에 대한 분석과 모드결과 분석으로 모드형상을 확

인할 수 있다.

(3) ODS의 정의 및 측정방법

운전중 변형형상(ODS, Operational Deflection 
Shape) 평가는 한 기준점에 대한 모든 점들의 상대

적인 진폭과 위상을 나타내어 실제 구동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관심 주파수 영역에서 실제 구조물의 진동

을 알 수 있는 시험방법이다. 구조물, 특히 기계의 

운전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진동을 통해 인지하게 

되므로, 운전중 변형상태를 형상으로 확인해 본다면 

실제 구조물의 안정적인 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4)

ODS는 복잡한 해석의 절차를 달리하여 간편화한 

것으로, 구조물의 주요부분의 진동을 각각 측정하여, 
그 상대적인 위상차로 거동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입력 값에 대한 동특성을 아는바 없어도 현

상 중 분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2.2 오디오의 소음평가
(1) 오디오의 BSR 소음 평가

시료의 소음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BSR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에서 사용한 시험규격은 G社의 

시험규격을 사용하였으며, 가진 방법은 PSD선도를 

이용한 Random 가진을 사용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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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ndom Excitation Profile

Fig. 4 BSR excitation Tester

정해진 시험규격에 따라 3축 가진을 실시하였고, 
사용된 Excitation Profile의 가진 주파수의 범위는 

8~100 Hz까지이며, 사용된 Excitation Profile은 

Fig. 3과 같다.
측정된 시험 데이터는 N10 Loudness로 분석된다. 

Loudness는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며, 단위는 sone을 

사용한다. 이때 N10은 상위 10%의 값을 나타내며, 
시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시험결과 Fore-aft 방향에서 시험스펙 대비 높은 

소음 레벨이 측정되었다. BSR 시험을 바탕으로 

Fore-aft 방향에서의 소음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Result of the BSR Test

Vertical Fore-aft Lateral

N10
Loudness

33% 
lower than 

spec

39% 
Higher than 

spec

18% 
lower than 

spec

(2) 오디오의 ODS 평가

BSR 시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 사용된 시료는 

Fore-aft 방향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하여 Fore-aft 방향에서의 소음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ODS 평가를 실시하였다.
Fig. 5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의 전면부에 

총 9개의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

다. BSR 시험용 가진기를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Fore-aft 방향에 대하여 BSR 시험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가진을 실시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주요 동

적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속도 센서를 부착한 위

치의 치수 확인 후 지오메트리를 구성하였다.
ODS 시험 결과 45Hz에서는 전후방향으로 

Bending, 상하방향으로 Bounce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55Hz에서 디스플레이 상단부에서 

전후방향으로 병진현상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Fig. 5 Setup of OD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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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FT Data of OD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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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45Hz) of ODS Test

Fig. 8 Result(55Hz) of ODS Test

(3) 오디오의 Modal Test
ODS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오디오의 고유치를 파

악하기 위하여 Modal Test를 진행하였다. 가속도계

의 위치는 ODS 평가와 마찬가지로 오디오의 전면

부에 9개를 부착하였고, 임팩트 햄머를 이용하여 전

면부 중앙과 후면 마운팅 위치에 가진을 실시하였

다.
Modal Test 후 FRF Data 확인 결과 ODS 평가 

결과와 유사한 주파수에서 비슷한 거동을 가지는 고

유진동수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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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F Data of Modal Test

Fig. 10 Result(46Hz) of Modal Test

Fig. 11 Result(58Hz) of Modal Test

592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부부품의 구조적인 복잡성

의 증가와 더불어 경량화로 인하여 BSR 소음평가

만으로는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들이 발생됨을 

파악하고, BSR 소음평가로 파악하기 힘든 소음원 

분석을 위한 시험적 평가기법으로 Modal 시험과 

ODS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소음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시험기법을 제안하였다.
BSR 소음평가는 G社의 표준 시험절차서를 바탕

으로 수행하였으며, Modal 시험과 ODS 측정 방법

을 활용하여 문제가 되는 주파수를 파악하고, 문제

주파수에서의 모드형상의 분석을 통하여 추후 보강

방법 또한 제시가 가능한 시험적 평가방법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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