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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불쾌감에 영향을 주는 음질 인자의 

분석 및 예측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곽두영

  본 연구는 멀티로터형 소형 무인항공기의 제자리비행 시 발생하는 공

력 소음에 대하여 조사한다. 먼저 무인항공기의 기종 및 중량 조건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고, 물리적 지표 및 심리음향학적 지표를 계산하여 

음향학적 특성을 확인한다. 주파수 분석 결과는 소음이 강한 톤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깃 통과 주파수 성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 분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무인항공기 소음의 주요한 특

징이다.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무인항공기의 확산을 잠재적인 환경 소음 문

제로 인식하고, 소음성 불쾌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 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조사한다. 기타 교통 소음과의 불쾌감 곡선의 비교

를 통해 무인항공기 소음이 같은 소음 레벨에서 더 높은 불쾌감을 유발

함을 확인하고, 소음 규제 시에 일정 부분의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제

안한다. 또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불쾌감의 차이는 소리의 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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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을 나타내는 음향학적 인자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무인항공기 소음의 음질에 영향을 주는 유효 인자를 도출한다. 주성분 

분석 및 회귀 분석의 결과로부터, 소리의 크기와 날카로움, 그리고 변

동강도가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얻는다. 상기 유효 인자들을 신호처

리를 이용해 조절하고, 음질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앞선 연구 결과를 재

확인한다.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공력소음을 예측하는 수치기법

을 제안한다. 먼저 무인항공기 단일 프로펠러의 형상 정보를 수집하고, 

단면에서의 공력 계수 및 경계층 두께를 계산하기 위하여 2차원 CFD를 

사용한다. 자유 후류 와류 격자 기법을 활용하여 블레이드 표면의 압력 

분포를 계산하고, 프로펠러 전체의 공력 성능을 예측한다. 본 기법은 

비정상 하중 소음의 예측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 3차원 CFD보다 계산비

용이 낮은, 저소음 설계 연구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기법이다. 음향상사

법을 이용하여 예측된 표면 압력 분포로부터 불연속 주파수 소음을 계

산하고, 경계층 두께를 기반으로 하는 실험식을 사용하여 광대역 소음

을 계산한다. 수치기법의 검증을 위하여 무향실 내에서 로터의 분당회

전수에 따른 추력, 토크 및 소음을 측정하고, 단일 프로펠러에 대한 측

정 데이터 및 예측 결과를 비교한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기법을 이용

하여 무인항공기 전 기체의 제자리비행 시 발생하는 공력 소음을 예측

한다.

  마지막으로, 전 기체의 소음을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하여 깃 통과 주

파수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로터가 운용되는 분당회전수의 범위와 모터의 응답 속도를 이용해, 예

측된 소음 신호를 단위 시간에 따라 re-sampling하여 무인항공기 소음

의 주요 특징이 반영된 신호를 생성한다. 예측된 결과는 다시 제자리비

행 상태에서 측정한 신호와 소음 레벨 및 주요 음질 인자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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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금은 ‘드론(drone)’이란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무인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초기에는 정찰이나 감시, 연습사격 

등 주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2010년 이후 영상 촬영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개인의 취미활

동의 영역에까지 발을 들여 놓았다. 현 시점에서 드론 시장의 규모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고, 여전히 높은 성장률

을 보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야

노 경제 연구소의 2016년 전반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군사용, 산업용 

및 관련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조 2,410억 엔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두 배에 달하는 2조 2,814

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 민간용 드론 시장이 차지하는 시장의 

규모만도 4,053억 엔에 달하며, 2020년에는 약 9,000억 엔의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7월 11일 처음으로 

상용 드론을 통한 제품 배달에 성공하였고[2], 영국에서는 7월 25일 인

터넷 종합 쇼핑몰 업체인 Amazon에 드론 배송을 위한 시험 비행을 허

가하면서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산업 또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3].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 흐름에 발맞춰 2016년 5월 무인기 사업 

분야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혁을 발표하면서 드론에 관한 모든 사

업을 허용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으며[4],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무인

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하여 드론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5]. 또한 태안군에서는 ‘드론 밸리’를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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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6].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도입은 언제나 그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함께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며, 무인항공기의 사

용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이미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기체의 추

락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를 방지하

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이슈화되지는 않았으

나 드론의 활용을 위협할만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무인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정온한 환경의 침해, 즉 환경 소음 문제이다. 국내에서 

제기된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는 106,283 건으로 전체 환경관련 민원의 50%에 달하며, 환경 분쟁 

신청사건 총 210건 중 소음 진동 및 악취에 의한 피해 원인이 179건으

로 85%에 해당한다[7].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드론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소음

원의 추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항공기 소음이나 도로 소음과 같은 환경 소음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인지되고 있으며[8], 각종 소음원에 대

한 소음도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

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9,10,11] 소음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평가 

연구 결과는 각 국가들의 환경 소음의 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 소음원들의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제한하거나 수음점에서의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

  드론 역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 소

음과 마찬가지로 드론 소음의 영향 평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환경 정책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범

주에 속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운용되는 멀티로터(multi-rotor) 유형의 

드론은 일반 항공기와는 소음의 특징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항공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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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 방식을 차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적인 소음원으로서 평

가 및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환경 

소음의 새로운 주요 소음원으로서 드론 소음을 다루었으며, 소음의 음

향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인체의 주관적 반응을 기타 환경 소

음들과 비교함으로써 드론에 대한 환경 정책 방향의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드론 소음에 대한 연구는 환경 소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음저감 

및 음질 개선의 측면에서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드론의 주사용 목적에는 정찰이나 감시 등의 군사적인 활용이 포함

되는데, 드론의 소음은 다른 정찰기나 감시 대상에 의해 발각될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의도한 미션의 성공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

한 산업용 드론은 현재 주로 영상 촬영에 활용되고 있는데, 드론 자체

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음향의 녹취에 많은 제한을 주게 된다. 취미용 

드론의 경우에도 소음문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제품의 소음은 소

비자들의 선호도에 반영되며, 동종 기업들 간의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서는 드론 소음의 음질 개선 역시 제품개발상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소음을 저감하거나 음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소음원들의 소음 

생성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구조 및 형태, 운용 조건 등에 따라 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소음원의 변화가 주관

적으로 느끼는 음질의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음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드론의 소음 생성 메커니즘을 살

펴보고 수치적 기법에 의한 예측과 실험을 통한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소음저감 및 음질 개선 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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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어의 정의

  ‘드론’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벌 등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

를 뜻하는데, 작은 항공기가 유사한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후 점차 용어의 사용이 늘어 지금은 대부분 무인

항공기를 뜻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저마다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

라서는 사람이 타지 않는 이동체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물에서 다

니는 로봇에 ‘수중 드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멀티로터형 

항공기에 사람을 태운 후 ‘유인 드론’이라고 부르는 등 지금은 용어

의 원래 의미를 알기 힘들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 따라서 분명한 의미

의 전달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미 앞선 절에서 드론이라는 용어와 무인항공기, 그리고 무인기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한 바 있다. 1.1.절에서는 사람이 타지 않고 공중

에서 이동하는 기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 땅이나 수중에서 이동하는 장치는 포함되지 않으며, 유인 항공기 

또한 배제한 의미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멀티로터형 소형 무인항공기’라는 보다 좁은  

의미로서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현재 가장 많이 운용

되는 무인항공기의 형태는 <그림 1.1>의 (a)와 같이 다수의 프로펠러들

에 의해 추력(thrust) 및 추진력(propulsion)을 얻는 멀티로터 타입이며, 

향후 수년간은 이 형태의 기체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에 <그림 1.1>의 (b) ~ (d)와 같은 사이클로콥터(cyclocopter)나 복엽기

(biplane), 날갯짓(flapping-wing) 유형 등이 연구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멀티로터 타입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드론의 의미에 포함시킨다. 무

인항공기의 크기도 작게는 수 그램부터 1톤 이상까지 다양하게 존재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하 급의 소형 무인항공기만을 다룬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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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rotor type (b) cyclocopter

(c) quadrotor biplane (d) flapping-wing type

같은 범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비해 훨씬 좁고 지칭하는 표

현 또한 ‘멀티로터형 소형 무인항공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나, 표현이 지나치게 길고 논문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

어 사용되므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드론’이라는 표현을 혼용하

였다.

<그림 1.1> 개발 중인 무인항공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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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멀티로터형 소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해 무인항공기의 환경 소음 

피해 문제를 직시하고 나아가 환경 정책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는 드론 소음의 예측 기법을 검증하여 소음저감 및 음질 개선 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 환경소음 전문가 그룹 1 (Working group 1)

은 환경 소음에 의한 인체 위해성 평가 지표로서 소음성 불쾌감

(annoyance)를 제안하고 있다[12,13]. 본 연구에서도 소음성 불쾌감을 

인자로 하여 드론 소음의 소음도와 주관적 반응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함

으로써 무인항공기의 환경 소음 피해를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기타 환

경 소음에 대한 반응과 비교함으로써 기존의 소음 관리 규정을 기준으

로 어떠한 보정을 추가하여 드론 소음을 평가해야 할지 논해보려 한다. 

더불어 드론 소음의 측정을 통해 음향학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주관적 

음질 평가 인자와의 상관성을 도출함으로써, 드론 소음이 다른 소음들

과 다른 불쾌감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음질 개선을 위한 방향

성을 제시하려 한다.

  드론의 주소음원은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공력 소음으로, 헬리콥터

나 팬 소음 등 일반적인 회전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기본적인 발생 

메커니즘이 같다. 그러나 드론 프로펠러가 운용되는 공기역학적 환경이 

기존에 연구되던 회전체와 상이하며, 이는 프로펠러의 블레이드가 유인 

항공기나 팬의 블레이드와 다른 형상 조건에서 최적 비행 효율 및 최소 

방사 소음을 가짐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는 드론 프로펠러의 형상이 공

력 및 소음 측면에서 최적화되지 않았고, 형상 변경을 통한 저소음화 

및 공력 성능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레이드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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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기법들을 검토하고 드론 프로펠러의 공력 및 소음 예측에 적합한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제시된 예측 기법을 검증함

으로써 소음 저감 및 음질 개선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4. 연구의 범위

  1.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사용 및 개발 중인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마이크로 항공기(Micro Aerial Vehicle, MAV)

로 불리는 초소형 기종부터 1톤 이상 급의 초대형 기종까지 이륙 중량

과 크기의 범위가 매우 넓다. 소음 발생의 메커니즘 및 소음 특성은 무

인항공기의 유형에 따라 전적으로 다르며, 같은 유형의 항공기라도 크

기별로 운용되는 공기역학적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의 

소음 연구는 유형 및 크기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만

을 대상으로 하며, 급 이하의 소형 무인항공기만을 이용하여 진행

하였다.

  항공기 소음은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소음원(moving noise source)으로

서 같은 기종이라도 측정 순간의 소음원과 수음점과의 상대 위치 및 상

대 속도에 따라 소음의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소음 평

가를 위해 ICAO에서는 정해진 소음 측정 절차를 만들고, 표준 절차에 

따라 계산된 소음을 대푯값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14]. 드론은 일반 

항공기보다 자유도가 높아 전진비행뿐 아니라 제자리비행, 제자리회전, 

수직 상승 및 하강 등의 기동이 가능하며, 각 기동 조건별로 소음에 차

이가 발생한다. 아직까지 드론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측정절차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기동 중 제한적으로 제

자리비행(hovering) 시 발생하는 소음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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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비행은 모든 기동의 기반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동 조건이며, 

측정 환경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조건이기도 하다. 드론이 기타 항

공기와 비교해 이동 속도가 느린 편임을 감안하면 드론의 소음을 대표

하기 위한 기동 조건으로서 제자리비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의 활용 목적에 있어서도, 영상 촬영이나 광고 등을 위한 드

론이 주로 제자리비행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동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 조건은 본 연구의 결과를 드론 소음

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결과라 말하기 어려운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특

히 환경 소음에서 가장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소음원이 택배 배달용 

드론이라 생각한다면, 제자리비행 소음보다는 등속전진비행 소음을 기

준으로 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범위의 설정으로 인한 본 연구의 한계는 드론 소음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후속 연구를 진행할 자랑스러운 후

배들에게 맡긴다.

1.5.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한 

후 연구 목적과 범위를 서술한 바 있다. 본론인 제 2장 ~ 제 6장은 연

구의 목적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멀티로터형 소형 무인항

공기 소음 특성과 소음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및 음질 평가 결과를 다

룬다. 제 2장에서는 소음 특성 파악을 위해 선정한 드론의 기종을 설명

하고, 측정 절차 및 측정된 신호의 물리적·심리음향학적 지표들의 계

산 결과를 밝힌다. 제 3장에서는 측정된 신호 및 교통 소음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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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감 반응 실험을 통해 환경소음으로서의 드론 소음의 영향을 평가하

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불쾌감에 영향을 주는 음향학적 인자들을 

도출한다. 제 4장에서는 드론 소음의 신호처리를 통하여 3장에서 도출

된 음향학적 인자들이 음질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한다.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드론 프로펠

러의 공력과 소음의 예측 기법 및 검증 결과를 다루며, 수치적 기법으

로 주요 음질 인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 5장에서는 

단일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을 이용한 공력 성능의 측정 결과를 통해 프

로펠러 효율을 살펴보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공력 예측 절차를 제시 

및 검증한다. 제 6장에서는 단일 프로펠러에 대한 불연속 주파수 소음

과 광대역 소음 예측 절차를 서술하고, 정밀 소음 측정 결과와 비교함

으로써 예측 기법의 신뢰성을 검토한다. 제 7장에서는 단일 프로펠러의 

소음 예측 결과를 이용해 전 기체 소음의 음질 인자를 예측해보고, 예

측 기법의 한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 8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과 함께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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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특성

  특정한 소음원을 대상으로 한 소음 평가 및 예측 연구를 위해서는 올

바른 절차에 의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해당 소음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 소음원인 멀티로터형 소형 무

인항공기는 주요 소음원이 동력원인 프로펠러에 의한 공력 소음이라는 

점에서 헬리콥터나 팬 소음과 같은 회전기계 소음으로 분류할 수 있으

나, 분당 회전수(Revolutions Per Minute, RPM)가 기체의 제어를 위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과 주운용 RPM이 기타 회전기계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다른 회전기계 소음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소음 특성을 

가진다. 본 장에서는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한 대상 기체와 소음 측정 과정을 밝히고, 측정된 신호의 물

리적 지표(physical index) 및 심리음향학적 지표(psychoacoustical index)

의 계산을 수행한다.

2.1.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측정

2.1.1. 대상 기체(target vehicle)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이륙 중량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드론을 측정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그림 2.1>과 <표 2.1>은 대상으로 선정된 기체의 형상

과 제품사양을 나타낸다.

  가장 작은 ‘JJRC 社의 H12W’ 모델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취미 혹

은 조종 연습을 위해 사용하며, 내장된 웹캠을 통해 영상 촬영이 가능

하다. 배터리를 포함한 기체의 총 중량이 113g 정도로 추가적인 화물을 

달아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낮은 요구 추력 덕분에 프로펠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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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력 소음이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프로펠러의 직경이 작아 분당 

회전수가 매우 높고,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에 포함된 기어박스에 의한 

소음 때문에 높은 주파수 성분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측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보다 작은 기종은 소음의 크기가 무

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DJI 社의 F450’ 모델은 기본 구성품들과 제어 모듈을 이용하여 사

용자가 직접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된 제품으로, 주요 구성품

들 및 제어 모듈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 및 개조하는 것이 용이하

여 연구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판매처에서는 이륙 중량을 800 

~ 1600g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배터리 및 짐벌의 설치만으로도 기체의 

총 중량이 1.5kg에 달하며, 모터 및 기상 환경에 따라 3kg이상 까지도 

이륙이 가능하다. 본 모델은 취미용 드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람

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용으로도 종종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본 제품을 주요 대상 기체로 선정하고, 

이륙 중량을 1.5kg부터 3.0kg까지 0.5kg 간격으로 변화시켜가며 소음 측

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두 번째 파트인 소음 예측 연구에서

도 본 제품의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DJI 社의 S1000’ 모델은 현 시점에서 판매가가 앞선 대상 기체들

의 10배 이상의 초고가형 제품으로, 주로 정밀 영상촬영, 전시, 농약 살

포, 공기 질 측정 등의 산업용 목적으로 활용된다. 배터리 및 랜딩 기

어가 포함된 기체의 총 중량은 7.2kg 정도이고 11kg까지 이륙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연구 대상 기체 중 가장 큰 모델로 선정

하고 소음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선정된 대상 기체를 이하 ‘소형 드

론’, ‘중형 드론’, ‘대형 드론’으로 칭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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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JRC H12W (b) DJI F450

(c) DJI S1000

<그림 2.1>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기체

<표 2.1> 연구 대상 기체의 제품 사양

제품명 JJRC H12W DJI F450 DJI S1000

규격 310x310x85 mm 560x560x150 mm 1400x1400x700 mm

이륙 중량 113.5 g 800 g ~ 1600 g 6.0 kg ~ 11.0 kg

블레이드 직경 5 inch 9 inch 15 inch

블레이드 개수 4 4 8

주사용 용도 개인용 개인용/산업용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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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측정 환경

1) 측정 장치

  대상으로 선정된 무인항공기의 소음의 측정을 위해 <그림 2.2>와 같

은 소음측정 장치를 구성하였다. 소음의 측정은 단일 마이크로폰과 사

람의 형상을 본떠 제작된 HATS(Head And Torso Simulator)의 귀 안쪽

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각각

의 마이크로폰은 측정 전 소음 교정기를 통한 교정으로 정확한 음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환경소음 평가를 위한 소음 측정

은 단일 마이크로폰을 통한 물리적 음압 신호만을 측정하나,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과 음질 평가 인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소리를 들

을 때 실제 귀 안쪽으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러한 소음에는 수음자의 귀에 직접 전달되는 소음뿐 아니라 몸통 

및 귓바퀴로부터 반사와 회절되어 전달되는 소음이 포함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인체모형 소음 측정 장

치를 사용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단일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측정 결과

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음 특성 분석 및 향후 청감 반응 실험 시 보다 

실제와 가까운 소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 소음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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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조건

  무인항공기 소음의 측정을 위해 <그림 2.3>에 도시한 것과 같이 측정 

공간을 구성하였다. 조종 실수로 인해 기체가 이탈 및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개의 지지대 및 와이어, 그리고 그물망으로 된 시험구

간을 만들었다. 4m 간격의 정방형으로 설치된 지지대의 높이는 3m로, 

측정 시 항공기의 위치 및 고도를 가늠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하였다. 

와이어의 길이는 각각 5m로 와이어의 장력이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영

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와이어의 재질은 두께 1mm의 sus304 스테

인리스로서 처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량의 증가는 그물망의 지지가 없

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 62.4g이다. 이 수치는 중형 드론과 대형 드론의 

총 중량의 5% 미만으로 측정에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 소형 드론

의 경우에는 와이어의 설치 없이 측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2.3> 무인항공기 소음 측정 시험 구간



- 15 -

  측정은 건물 옥상에서 수행되었으며, 기체는 지면으로부터 3m 높이

에서 제자리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험구간의 중심으로부터 2.6m의 

직선거리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다. 마이크로폰 및 인체모형의 귀 위

치의 높이는 1.5m로, 결과적으로 항공기로부터의 직선거리는 3m, 소음

의 입사 각도는 30°가 된다. 단일 마이크로폰과 HATS 사이의 간격은 

80cm로, 각각 중심으로부터 40cm 떨어져 있도록 하였다.

  측정 당시의 온도는 28.5℃, 습도는 64%였으며, 풍속은 1m/s 이하에

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배경 소음은 43.2dB(A)로 측정되었으며, 각 기체 

소음의 측정은 10초씩 2번에 걸쳐 진행하였다.

  소형 드론과 대형 드론은 추가 화물 없이 기체 중량인 113.5g, 7.2kg

의 중량 조건에서 측정하였으며, 중형 드론은 짐벌에 화물 박스를 설치

하고 질량 500g의 아령을 이용해 중량을 조절하여 1.5kg, 2.0kg, 2.5kg, 

3.0kg의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그림 2.4>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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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인항공기 소음의 분석

2.2.1. 측정 방법에 따른 차이 비교

  측정에 사용한 HATS는 단일 마이크로폰이 고려하지 못하는 귓바퀴

(pinna) 효과나 몸통에 의한 음의 반사 및 회절, 그리고 움직이는 소음

원에 대한 양쪽 귀의 시간 지연 효과(inter-aural temporal difference) 

등이 포함된 신호를 수집할 수 있다. 두 측정 방법에 의한 신호의 물리

적 차이는 HRTF(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로 알려진 응답함수로

써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응답함수를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인 HRIR(Head Related Impulse Response)을 단일 마이

크로폰의 측정 신호에 convolution함으로써 실제 귀에서 듣게 되는 신

호를 예측할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 소음 측정의 목적은 단지 그 특

성을 수음자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므로, HRTF를 이용한 신호의 변

환 과정은 생략하고 측정된 신호만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2.5>는 소형드론, 중형드론, 대형드론의 소음에 대한 주파수 분

석 결과를 측정 방법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약 2kHz에서 

8kHz 사이의 구간에서 HATS를 사용하여 측정한 신호의 분석값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타 연구 결과들에서도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며, 해당 주파수 대역이 귓바퀴에 의한 영향으

로 증폭되는 것이라 알려져 있다[16,17].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은 실제 

수음자의 입장에서 들리는 소음이므로 이하 소음의 특성 분석 및 불쾌

감 평가 연구에서는 HATS를 이용한 측정 결과만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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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형 드론 (b) 중형 드론 (1.5kg)

(c) 중형 드론 (2.0kg) (d) 중형 드론 (2.5kg)

(e) 중형 드론 (3.0kg) (f) 대형 드론

<그림 2.5> 측정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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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물리적 지표

1) 소음 레벨

  환경 소음의 평가에 사용하는 물리적 소음 레벨은 크게 등가 에너지 

레벨(equivalent continuous sound level, )과 최대 소음 레벨

(maximum time-weighted sound level, max)로 구분할 수 있다. 등가 에

너지 레벨은 주어진 시간 동안 소음의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평균하여 

계산한 소음 레벨이며, 최대 소음 레벨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신호의 

가장 큰 실효치(root mean square)를 기준으로 계산한 소음 레벨이다. 

각 소음 평가 단위는 다시 사용한 청감보정회로의 종류에 따라 특성

(무보정), 특성, 특성, 특성,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대 소

음 레벨은 시간 상수(time constant)에 따라 다시 Fast(시간 상수 0.125

초)와 Slow(시간 상수 1초)의 시간 보정 값을 사용한다.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도로 소음은 등가에너지 기반의 소음도()를, 철도 

소음과 항공기 소음은 최대 소음 레벨 기반의 소음도(각각  max, 

max)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18]. 실제 환경 소음의 평가 시에는 

소음의 발생 시간 및 발생 횟수, 지속시간 등에 대한 보정을 반영하여 

,  등 변형된 소음 평가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측정 시의 단일 이벤트에 대한 소음만을 평가하므로 시간이나 

횟수에 대한 보정 없이 소음 레벨을 계산하였다.

  <표 2.2>에 측정 위치에서의 , max, max를 나타내었다. 표 

안의 값은 좌우 신호의 소음 레벨의 산술평균 값을 의미한다. 제자리비

행 소음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와  max사이의 차

이가 크지 않다. 소음 레벨은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

성을 보이며,  기준  거리에서 약 70 ~ 87dB(A)의 소음도를 가지

는 것으로 계산된다.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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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단위  max  max

소형 드론 70.2 74.4 72.7

중형 드론 (1.5kg) 73.3 75.8 74.0

중형 드론 (2.0kg) 75.2 77.5 75.9

중형 드론 (2.5kg) 76.9 79.0 77.5

중형 드론 (3.0kg) 78.1 80.2 78.6

대형 드론 86.9 88.5 87.3

‘주간 65dB(A) 이하’나 도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68dB(A) 이하’

를 고려해볼 때, 중형 드론은 중량에 따라 약 10m, 대형 드론은 약 

3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규제기준 이상의 소음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2> 측정 신호의 소음 레벨 (,  max, max)

2) 주파수 분석

  측정된 신호의 주파수 분석 결과는 이미 측정 방법에 따른 차이 비교

를 위해 <그림 2.5>에 나타낸 바 있다. 소형 드론을 제외하면 모두 강

한 톤 성분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형 드론의 경우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펠러의 분당 회전수가 올라가 톤 성분의 주파수가 

점차 높아진다. 톤 소음은 회전기계 소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

성이나,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는 BPF(Blade Passing  Frequency) 성분

이 하나의 주파수에 고정되지 않고 일정한 구간에 분포되어 있다는 차

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소음 특성은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만의 

중요한 특징으로, 각 프로펠러의 추력을 모터 RPM을 변화시키며 제어

하는 시스템의 특징으로부터 기인한다. BPF와 그 배음 성분들의 실시

간 변화는, 소음이 마치 어떠한 신호를 임의적으로 주파수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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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F RPM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중형 드론 (1.5kg) 181 216 5430 6480

중형 드론 (2.0kg) 206 251 6180 7530

중형 드론 (2.5kg) 234 280 7020 8400

중형 드론 (3.0kg) 250 307 7500 9210

대형 드론 149 191 4470 5730

(frequency modulation)한 것과 같이 들리게 하며, 심리음향학적으로는 

fluctuation strength를 높여 소음의 불쾌감에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해

서는 제 3장과 제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주파수 분석 결과의 BPF 성분의 주파수와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수로

부터 각 기체의 제자리비행 시 프로펠러의 분당 회전수를 역산하는 것

이 가능하다. <표 2.3>은 중형 드론 및 대형 드론의 BPF 성분의 주파수 

범위와 그로부터 계산된 분당 회전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 7장에서 소음의 주파수 변조 폭을 계산할 때 이용하게 된다.

<표 2.3> 중형 및 대형 드론의 BPF 및 RPM 범위

2.2.3. 심리음향학적 지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소음원의 물리적 음압 레벨만으로 평가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느낀 음향학자들은, 청각기관의 반응 메커니

즘을 알아내고 인간이 받는 느낌에 대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음향심리학적 연구를 진행해왔다[19-21]. 

Zwicker와 Fastl은 소리의 masking effect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

해 청각기관의 공간적·시간적 인지 해상도 및 masking pattern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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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으며[22-23], 이를 토대로 소리의 크기에 대한 평가 지표인 loudness

를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24]. 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음향

학적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하여 소리의 날카로운 정도를 평가할 수 있

는 sharpness, 음의 거칠기에 대한 지각 정도를 평가하는 roughness, 음

량이나 주파수 변조에 의한 지각량을 표현하는 fluctuation strength 등

을 제시함으로써 소리를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심리음향학적 

지표들을 마련하였다[25]. 이 외에도 많은 음질 평가 지표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위 네 가지 지표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측정된 신호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고

자 한다.

  

1) Loudness

  라우드니스는 심리음향학적 평가 지표 중 현재 시점에서 유일하게 국

제 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의

해 인정된 지표로서 음의 크기에 대한 지각 정도를 나타낸다. 국제 표

준으로 인증된 모델로는 등라우드니스 선도(equal loudness level con-

tour)를 이용한 Stevens의 방법과[26] 청각기관의 주파수 분석 단위인 

critical band를 기본으로 마스킹 효과를 반영한 Zwicker의 모델이 있다

[25] 두 모델 중에는 Zwicker의 방법이 청각기관의 비선형 특성을 잘 

반영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Moore와 

Glasberg에 의해 제안된 모델[27]도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Zwicker의 

방법을 기준으로 loudness를 계산하였다.

  <그림 2.6>은 Zwicker 모델의 loudness 계산 과정을 나타낸다[25]. 소

음의 주파수 스펙트럼으로부터 청각 기관의 주파수 분해능을 모사한 

critical band rate으로 가로축 단위를 변환하고, <식 2.1>을 통해 각 대

역에서의 레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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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식 2.1>

이렇게 계산된 critical band level()로부터 저주파와 고주파 대역으로 

masking pattern을 추가함으로써 excitation level()을 얻고, 다시 <식 

2.2>를 통해 specific loudness( ′ )를 계산한다.

 ′ 

 





 






         <식 2.2>

  마지막으로 specific loudness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적분해서 <식 

2.3>과 같이 total loudness를 계산한다.

 




 ′                 <식 2.3>

  실제로는 이러한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1/3 octaver 

band level로부터 specific loudness를 근사하는 방법이 ISO로 규정되어 

있다. 저주파 대역으로의 masking pattern은 생략하고, <식 2.2>의 계수

를 0.23에서 0.25로 수정하여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림 2.6> Loudness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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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arpness

  Sharpness는 음질 평가에서 loudness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지표로

서, 소리의 날카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계산 모델은 Bismarck

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28], 이후 Aures와 Zwicker 등에 의해 다양

한 방식으로 개선된 모델이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Kuwano에 의해 

와 Zwicker sharpness를 바탕으로 소리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CI(Comfort Index) 모델이 제안되기도 했다[29]. 본 연구에서도 

Zwicker에 의해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소음의 sharpness를 계산하고 활

용하도록 한다.

  Zwicker의 sharpness 단위는 acum으로, 1 Bark를 밴드 폭으로 가지는 

중심주파수 1kHz, 60dB의 narrow band noise의 sharpness를 1 acum(Z)

로 하여 기준점을 삼는다. <그림 2.7>은 narrow-band noise, high-pass 

noise, low-pass noise에 대하여, 중심 주파수(center frequency) 혹은 차

단 주파수(cut-off frequency)가 증가함에 따라 sharpness가 증가함을 

보여준다[25]. Sharpness에 대한 실험 결과들은 소리가 주는 날카로운 

느낌의 정도는 소음 신호 내에 고주파 성분이 포함된 비율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Zwicker는 앞서 언급한 specific loudness 계산 결과에 

가중 함수(weighting function)를 적용하여 <식 2.4> ~ <식 2.5>와 같은 

계산식을 활용한 sharpness 계산 모델을 제안하였다.

  






 ′






 ′

                 <식 2.4>

  for  ≤

× for   
              <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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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파수에 따른 sharpness의 변화[25]

3) Roughness / Fluctuation Strength

  Loudness와 sharpness가 기본적으로 소리의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를 

통해 인지되는 감각이라면, roughness와 fluctuation strength는 소리의 

시간적 변화율에 기인한 감각이다. 신호의 modulation frequency가 

20Hz 이하에서는 fluctuation strength에 대한 감각이 지배적으로 인지되

며, 변조주파수가 20Hz 이상에서 roughness에 대한 감각이 인지되기 시

작하여 70Hz 근방에서 가장 강하게 느끼고, 약 300Hz 정도에서 사라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Roughness 모델은 Aures에 의해 처음 실용적인 모델링이 가능해졌고, 

이후 Daniel & Weber에 의해 개선되었다[30]. 이 외에도 Vencovsky의 

모델과 Leman의 Synchronization Index model, 그리고 Zwicker의 loud-

ness에 근거한 방법 등이 제시되고 연구되고 있다[31].

  Fluctuation strength는 Zwicker&Fastl에 의해 계산모델이 제시되었다. 

연구의 통일성을 위해 Zwicker의 모델에 근거한 roughness와 fluct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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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strength 계산 방법을 활용하였다. Roughness는 60dB, 1kHz tone 

noise가 70Hz의 modulation frequency로 진폭 변조가 될 때의 거칠기를 

1 asper로 하여 기준을 삼으며, 본 연구에서는 <식 2.6> ~ <식 2.8>의 

계산식을 이용해 roughness를 계산하였다.

 ′ mod∆ ∆           <식 2.6>

∆  log ′ ′              <식 2.7>




 ′                   <식 2.8>

  Fluctuation strength는 60dB, 1kHz tone noise의 진폭 변조 신호에 대

해, modulation frequency가 4Hz인 신호의 변동강도를 기준으로 1 vacil

로 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fluctuation strength의 계산식은 <식 

2.9> ~ <식 2.11>과 같다.

 ′modmod

∆∆
              <식 2.9>

∆  log ′ ′               <식 2.10>




 ′                   <식 2.11>

  <표 2.4>는 측정된 무인항공기 소음의 측정위치에서의 심리음향학적 

지표를 나타낸다. 제자리비행 상태에서 측정된 신호는 시간에 따른 변

화가 적으므로 loudness 계산 시에는 stationary model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으며, roughness와 fluctuation strength 계산을 위한 loudness의 

multi-spectrum 계산은 0.002초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표 2.2>의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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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dness

(sone)

Sharpness

(acum(Z))

Roughness

(asper)

Fluctuation

strength

(vacil)

소형 드론 (113g) 23.4 2.24 2.08 0.686

중형 드론 (1.5kg) 29.1 2.12 1.35 0.545

중형 드론 (2.0kg) 35.4 1.99 1.37 0.502

중형 드론 (2.5kg) 37.6 2.05 1.39 0.534

중형 드론 (3.0kg) 41.7 2.00 1.36 0.492

대형 드론 71.2 2.22 2.83 0.444

적 지표와 마찬가지로, 좌우 신호의 분석값의 산술 평균값을 나타내었

다. 각 지표들의 단위가 비율 척도(ratio scale)를 기반으로 한 점을 고

려할 때, 측정 지점에서 대형 드론의 소음은 소형 드론보다 3배 크며, 

중형 드론보다 적게는 1.7배에서 많게는 2.4배 정도 시끄럽게 들린다고 

볼 수 있다. 중형 드론 소음의 크기는 중량에 따라 1.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Sharpness와 fluctuation strength는 드론간의 차

이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roughness의 계산 결과로부터 

대형 드론의 소음이 중형 드론에 비해 2배 이상 거친 느낌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2.4>에 제시된 측정된 신호의 심리음향학적 지표

의 값 자체만으로는 소음의 특성을 언급하기 어렵다. 멀티로터형 무인

항공기 소음의 특성은 제 3장에서 항공기, 철도, 도로 등 기타 교통 소

음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도록 한다.

<표 2.4> 측정 신호의 심리음향학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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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ort-term noise 불쾌감 정량평가 연구

  소음성 불쾌감과 같은 소음의 인체 위해성에 관한 연구는 소음의 노

출 시간에 따라 short-term noise annoyance와 long-term noise annoy-

ance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현장 조사(field survey) 지역의 측정 

혹은 예측에 의한 소음도와 주관적 반응(subjective responses)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간의 상관관계 도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항공

기, 철도, 도로 소음과 같은 일정한 운행 패턴을 가진 환경소음의 평가 

연구에 활용된다. 본 연구의 대상 소음원인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는 

규격화된 운항경로나 패턴이 없고 아직까지 개인적·군사적 목적으로

만 활용되는 이벤트성 소음이므로 이러한 연구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지속시간 동안의 이벤트 소음에 노출될 때의 주

관적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대상 소음의 불쾌감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

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측정한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에 의한 불쾌감

을 실험실 환경에서 평가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교통소음에 대한 평가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소음도에 따른 불쾌감 곡선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

지 살펴본다. 또한 같은 레벨의 소음에 대한 불쾌감에 차이를 주는 음

향학적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 마지막으로 멀티로터형 무인항

공기 소음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표현을 도출한다.

3.1. 청감 반응 실험

3.1.1. 자극음 구성

  청감 반응 실험에는 앞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한 6종류의 드론 소음



- 28 -

에 더해 항공기 소음, 철도 소음, 도로 소음, 그리고 핑크 노이즈(pink 

noise)를 사용하였다. 항공기 소음, 철도 소음, 도로 소음은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임창우, 김재환 등이 교통소음의 불쾌감 평가모

델 개발을 위해 사용한 것과 같은 자극음을 이용하였다[32-34]. 위 연구

에서 항공기 소음은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약 100m 떨어진 위치에서 중

형 항공기의 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철도 소음은 신탄

진역 인근 지역에서 하행 새마을호를 대상으로 철로로부터 1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도로 소음은 경부고속도로 인근 지

역에서 80~120km/h로 운행하는 차량의 소음을 역시 약 15m 떨어진 지

점에서 측정된 소음이다.

  한편 핑크 노이즈를 추가한 이유는 추후 실험자들의 소음 민감성 차

이를 분석에 반영하여 등가 핑크 노이즈 레벨(Pink Noise Equivalent 

Level, PNE)을 계산하기 위함이다[35].

  Short-term noise annoyance 평가에서 소음의 노출시간은 주관적 반

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36], 노출

시간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고자 모든 소음은 7초의 동일한 지속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항공기 소음과 철도 소음은 기존에 사용한 

15초가량의 자극음에서 앞뒤 4초씩을 잘라내어 사용하였으며, 도로 소

음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7초의 자극음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또한 

음원의 재생 시작과 끝에서 신호의 켜고 끔에 의한 clicking noise를 방

지하기 위해, hanning filter의 형태로 0.5초씩 fade in/fade out 효과를 

주었다.

  실험에 사용한 자극음의 크기는, [32]에서 진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를 기준으로 40, 50, 55, 60, 65, 70, 75, 80, 85dB(A)의 총 9개 소음 

레벨로 구성하였으며, 핑크 노이즈를 제외한 모든 자극음은 HATS를 이

용하여 측정된 스테레오 신호이므로 양쪽 귀의 신호가 각각 해당 소음 

레벨을 나타내도록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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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실험 환경

  청감 반응 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극음

을 최대한 원본 사운드와 같게 왜곡 없이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시스템

(sound reproduction system)이 필요하다. <그림 3.1>은 청감 반응 실험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PC에서 재생된 소음은 DAC(Digital Analog 

Convertor)와 음향 증폭기(amplifier)를 거쳐 헤드폰으로 재생되며, 헤드

폰에서 출력되는 음의 크기가 원하는 표본음의 크기와 같도록 보정하기 

위하여 점선 부분과 같은 calibration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자극음으로 사용한 70dB(A)의 핑크 노이즈를 기준음으로 하여 헤드

폰에서 재생되는 기준음이 70dB(A)를 만족할 때까지 피드백(feedback) 

과정을 통해 보정을 수행하였다.

  청감 반응 실험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에 

의한 음원의 마스킹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향실(anechoic chamber)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림 3.2>는 청감 반응 실험 당시의 수행 장면을 

나타낸다.

<그림 3.1> 청감 반응 실험 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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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청감 반응 실험 수행 환경

3.1.3. 실험 절차

  실험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기존 연구[32-34]의 실험 방법과 동일하게 들려주는 소음에 대한 성가

심, 불편함 또는 불쾌감의 정도를 서열척도(ordinal scale) 상에 표시하

도록 하였다. 0에서 10까지의 11단계의 척도(11-point numerical scale)

를 사용하였으며, 앞선 자극음이 이어지는 자극음의 평가에 주는 영향

을 최소화하고자 자극음은 모든 실험자에 대해서 임의의 순서로 재생되

도록 하였다. <그림 3.3>은 첫 번째 파트 실험에 사용된 평가지의 일부

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드론 소음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표현을 도출하

기 위하여 소형 드론 및 중형 드론, 그리고 대형 드론에 대해 해당 소

음이 주는 느낌을 잘 설명하는 형용사들을 선택지에서 고르도록 하였

다.  중형 드론 소음은 중량 2.5kg 조건에서 측정된 소음만을 사용하였

으며, 모든 소음은 70dB(A)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하나의 자극



- 31 -

음에 대한 선택을 완료할 때까지 음원은 반복하여 재생하였으며, 선택

지로 사용한 형용사들의 구성은 <그림 3.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형용

사들은 [37]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평가를 위한 한국어 어휘 조사 결

과를 참고하여, 소음 평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및 드론 소음과 관

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어휘들을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소리의 불쾌감 평가에 영향을 준 요소나 멀티로터

형 무인항공기 소음이 기타 교통 소음과 비교해 불쾌감에 차이를 주는 

요소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지시하였다.

  본 실험은 총 5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35명, 여성이 15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19세부터 30세까지 평

균 24.4세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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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11-point numerical scale 설문지 예시

<그림 3.4>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이미지 평가를 위한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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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3.2.1. Percentage of Highly Annoyed

  소음원의 크기에 대한 불쾌감의 정량평가를 위해, [32]의 연구에서와 

같이 0~10 numerical scale에 대한 실험자 응답 중 8,9,10의 높은 불쾌

감을 호소하는 군집 비율(Percentage of Highly Annoyed, %HA)을 분석

하였다. %HA는 EC의 환경소음 전문가 그룹 1이 1999년 8월 발표한 연

구 보고서[13]에서 환경소음의 평가를 위해 제안된 지시치로, 전체 응답

자 중 높은 소음성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HA 곡선 도출을 위해서는 이항 로지스틱(binary logistic) 모델을 사용

하며, 자세한 통계 분석 방법은 참고문헌 [8]에 나타나 있다.

  <그림 3.5>의 (a)~(f)는 각각 소형 드론, 중형 드론(1.5kg, 2.0kg, 2.5kg, 

3.0kg), 대형 드론 소음에 대한 와 %HA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청감 반응 실험의 결과인 실제 백분율은 사각 표시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된 예측 곡선은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각 기체의 이벤트 소음 노출에 따른 불쾌감에 대한 정

량평가 모델은 다음과 같다.

소형 드론        :    exp 



중형 드론 (1.5kg) :    exp 



중형 드론 (2.0kg) :    exp 



중형 드론 (2.5kg)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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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드론 (3.0kg) :    exp 



대형 드론        :    exp 



  드론의 종류 및 중량에 따른 %HA 예측 곡선을 비교한 <그림 3.6>을 

살펴보면 피실험자들의 소음에 대한 불쾌감은 대형 드론, 중형 드론, 

소형 드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형 드론에 대해서 기체 중량별 차이

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항공기, 철도, 도로 소음의 %HA 곡선을 도출하여 <그

림 3.7>에 드론 소음의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이 때 중형 드론에 대

한 %HA 곡선은 그래프의 가독성을 위해 3.0kg에 대한 결과만을 도시하

였다. 드론 소음에 대한 불쾌감은 모든 교통 소음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형 드론 소음과 도로 

교통 소음 사이에는 같은 %HA를 기대할 수 있는 소음도의 차이가 구

간에 따라 최대 10dB(A)까지 벌어진다. 본 연구 결과는 드론 소음이 어

떠한 소음 특성으로 인해 교통 소음과 비교했을 때 같은 에 대해 

더 높은 불쾌감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그림 3.7>의 교통 소음의 %HA 곡선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와 비

교해 두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교통 소음에 대한 불

쾌감 곡선이 매우 낮게 예측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항공기 및 

철도 소음에 대한 불쾌감 곡선이 역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

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32]의 연구 결과에서 연

령에 따른 불쾌감 곡선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음

도에 대한 %HA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피실험자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반적으로 불쾌감이 낮게 평가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보다 중요한 요인은 0~10 서열 척도 평가 방식의 한

계에 있다. 피실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불쾌한 드론 소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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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노이즈 등과 구분하기 위해서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8 

미만으로 선택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불쾌감 곡선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short-term noise에 대한 0~10 서

열 척도에 의한 소음성 불쾌감의 정량적 평가 연구 결과는, 그 절대적

인 값보다 평가된 소음원들 간의 상대적인 결과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

한 항공기 소음과 철도 소음에 대한 불쾌감 곡선의 역전현상의 이유는 

기존 연구와 달라진 자극음의 지속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소음원

은 항공기와 기차가 지나갈 때 측정한 소음원으로서 시간에 따른 레벨

의 변화가 크며 자극음의 지속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값

이 달라진다. 본 실험에서 지속시간을 15초에서 7초로 줄임으로써 달라

진 레벨의 차이를 보정하여 도출한 %HA 곡선을 <그림 3.8>에 나타내었

다. 교통소음에 대한 전반적인 불쾌감은 여전히 낮게 예측되나, 교통소

음간의 불쾌감 곡선은 경향성은 기존 연구와 같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된 %HA 곡선에서도 항공기나 철도 소음에 대한 불쾌감이 중

형 및 대형 드론의 소음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약 5dB(A) 이상의 보정치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추후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

의 평가 및 규제 기준의 마련에 있어 적어도 5dB(A) 이상의 페널티가 

부여되어야 높은 불쾌감에 대한 영향이 올바르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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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형 드론 (b) 중형 드론 (1.5kg)

(c) 중형 드론 (2.0kg) (d) 중형 드론 (2.5kg)

(e) 중형 드론 (2.5kg) (f) 대형 드론

<그림 3.5>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HA 예측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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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HA 예측 곡선 비교

<그림 3.7> 교통 소음과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HA 예측 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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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레벨 보정된 소음원들의 %HA 예측 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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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Pink Noise Equivalent Level

  인간의 지각 혹은 감각에 대한 평가는 앞선 %HA 결과의 기존 연구

와의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실험의 맥락적인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자극음의 선택, 재생 순서, 평가 척도 등이 해당

된다[3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중 하나로 master scale이 제시되었다[35]. Master scale

은 화이트 노이즈나 핑크 노이즈와 같이 잘 정의된 소음을 기준음으로

써 함께 평가하고, 대상 소음원들의 평가 결과를 기준음에 대한 보정된 

척도로써 나타내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피실험자가 핑크 

노이즈에 대해 평가한 불쾌감 곡선을 로지스틱 곡선 추정을 통해 회귀

모델을 만들고, 다른 소음원들에 대해 불쾌감 점수를 회귀 모델의 역함

수에 대입함으로써 실험자 개인이 평가한 PNE를 계산하였다. 심리음향

학 연구에서 master scale의 사용 시에는 일반적으로 강도 추정

(magnitude estimation)을 통한 평가와 함께 로그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

나, 본 연구의 평가에는 11 point numerical scale이 사용되었으므로 더

욱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림 3.9>은 PNE를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의 원형 

표시는 한 피실험자가 핑크 노이즈에 대해 내린 불쾌감 점수를 나타내

며, 로지스틱 곡선 추정을 통해 실선과 같은 회귀 곡선을 도출한다. 그

림에서와 같이 이 피실험자가 어떠한 소음원에 대한 불쾌감 점수로 6점

을 주었다면, 그 소음원의 개인 PNE 값은 회귀 곡선의 역함수를 통해 

65.6dB(A)로 나타낼 수 있다. 한 자극음에 대한 PNE 값은 모든 피실험

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개인 PNE 값들의 산술 평균을 

통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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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핑크 노이즈의 불쾌감 곡선 추정을 통한 PNE 계산 과정

  <그림 3.10>은 드론 소음의 에 대한 PNE 계산 결과이다. 중량별 

중형 드론 소음과 대형 드론 소음의 PNE 값은 같은 에 대해 거의 

동일한 PNE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한 통계 분석 결과, 평가된 9개 기준 레벨에 대해 소형 드

론 소음을 제외하고는 PNE 값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소형 드론 소음의 PNE 곡선은 모든 소음

도 범위에서 핑크 노이즈에 비해 약 7.5dB(A) 낮은 값을 보이며, 약 

70dB(A) 이상부터 다른 무인항공기 소음과 유사한 PNE 값을 갖는다. 

소형 드론을 제외한 무인항공기 소음의 PNE 곡선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여 약 60dB(A) 이전에는 동일 소음도의 핑크노이즈에 비해 더 높

은 불쾌감을 유발하고,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불쾌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1>은 대형 드론, 항공기, 철도, 그리고 도로 소음의 에 

대한 PNE 결과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형 드론 소음의 

PNE 곡선은 대형 드론의 것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그래프의 

가독성을 위해 도시하지 않았다. 항공기 및 철도 소음의 PNE 곡선의 

경향성은 중형 및 대형 드론의 곡선과 유사하나, 전반적으로 5dB(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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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낮은 값을 가진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한 통계 결과에서는 모든 

교통 소음의 PNE 값이 대형 및 중형 드론 소음의 PNE 값과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며, 교통 소음 사이에는 40dB(A) 및 50dB(A)에서 

도로 교통 소음의 PNE만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래프에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소형 드론의 PNE 곡선은 약 

70dB(A) 이하에서는 교통 소음의 경향성을 따르고 70dB(A) 이상에서는 

다른 드론 소음의 경향성을 따른다. 그러나 <표 2.2>에서 제시된 측정 

결과와 같이 소형 드론의 소음이 70dB(A) 이상이려면 수음점과의 거리

가 3m 이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교통 소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이 타당해 보인다.

  Master scale을 이용한 PNE 비교에서도, %HA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중형 및 대형 드론)에 대한 불쾌감이 다른 

교통 소음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실험자의 소음 민감성

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절차 및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통해 소음원간

의 불쾌감 차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

된 중형 및 대형 드론의 소음원에 대해 기타 교통 소음과 비교하여 

5dB(A) 정도의 페널티를 추가하여야 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2.절에서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중형 및 대

형 드론의 소음 영향 범위를 각각 약 10m와 약 30m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장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드론 소음에 5dB(A)의 페널티를 부여한

다면 중형 드론은 약 20m까지, 대형 드론은 약 60m까지 모두 두 배 가

까이 늘어난 범위에 규제기준 이상의 소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계산되

어 페널티 적용 여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

과로는 어디까지나 드론 소음의 규제에 있어 페널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소음 기준 및 비행 제한 높이 등의 의 설정을 위해

서는 이나 과 같은 장기 노출 소음 평가를 위한 단위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불쾌감 평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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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에 따른 PNE

<그림 3.11> 교통 소음과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PNE 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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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불쾌감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심리음향학적 인자 분석

1) 평가 인자

  앞선 절의 실험 결과들은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이 같은 소음도

()를 가지는 교통 소음보다 더 높은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보

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소음의 물리적 지표 중 하나인 A보정 등가소음

도()가 그 단일 지표만으로는 소음성 불쾌감을 평가하기에 부족함

을 의미한다. 소음원간의 불쾌감 차이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

음원의 다른 물리적·심리음향학적 인자들을 포함하여 불쾌감에 영향

을 주는 유효 인자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지표로서 등가 에너지 레벨 기반의 , , 

, , , 최대 에너지 레벨 기반의 , ,  , 

를 활용하였고, 저주파 대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와 

의 차이인  , 고주파 대역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를 검토 

인자로서 선정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레벨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

해  , , ′, ′,  와 같은 A-weighted 기반의 기타 지

표들도 계산하여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는 변동하는 소음 레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며, ′, ′, 의 계산식은 <식 3.1> ~ <식 3.3>과 같

다.

′ 





 





 










                   <식 3.1>

′  log′                <식 3.2>

                       <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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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심리음향학적 지표로서 2.2.3절에서 언급한 loudness, sharpness, 

roughness, fluctuation strength를 활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자극음들

의 음향학적 인자들의 계산 결과는 <부록 A>에 나타내었다.

2) 주성분 분석

  평가된 자극음들에 대한 위 인자들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

nent 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자극음들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

사한 지표들로 그룹화할 수 있다. <표 3.1>은 핑크 노이즈를 제외한 9

종류 자극음들의 지표들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사용

한 지표들은 총 4개의 요인들로 묶일 수 있으며, 4개 요인들은 전체 입

력변수의 94.6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성분으로 분류된 지

표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성분은 대부분 소음의 크기를 설명하는 지표

이며, 두 번째 성분은 전반적인 소음 레벨의 변동량, 세 번째 성분은 

고주파 성분으로 인한 날카로운 정도, 그리고 마지막 성분은 시간에 대

한 레벨의 미소 변화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저주파 대역의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한 변수인  가 두 번째 요인으로 포함되었는데, 분석에 

사용한 자극음들의 레벨 변동성이 주로 저주파 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3) 회귀 분석

  자극음들의 음향학적 지표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로부터,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인자로써 크게 4개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음향학적 인자들의 범주의 개수일 뿐 모든 

요인들이 전부 불쾌감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쾌감에 영향

을 주는 유효 인자들의 분석을 위해서는 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불쾌감 곡선의 회귀 모델을 만들고, 각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을 대표하는 독립변수로서 심리음향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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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인 loudness, sharpness, roughness, fluctuation strength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위 4개의 인자는 각각 다

른 성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인자가 인체의 감각적 정보를 기반

으로 한 모델을 통해 계산되므로 불쾌감이라는 주관적 반응에 대한 평

가 지표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종속 변수로는 3.2.2. 절에서 

계산한 PNE를 이용하였다.

  <그림 3.12> 및 <표 3.2>는 실험에 사용한 9종류 자극음의 PNE에 대

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도출된 회귀 모델을 나타낸다. 회귀 모델은 

 0.832의 설명력을 보이며, 4개 요인 중에서는 loudness와 sharpness

만이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roughness와 fluc-

tuation strength는 전체 자극음에 대한 불쾌감의 경향성을 살펴볼 때는 

부적절한 평가 지표이고, 소음원의 종류에 따라 각기 미치는 영향을 판

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회귀 분석의 결과는 자극음들의 불쾌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loudness와 sharpness이며, 두 지표 모두 소음에 대한 불쾌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앞선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같은 등

가소음도 간의 불쾌감 차이는 sharpness로 설명된다는 결론을 얻는데, 

이는 음질 평가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대표적

으로 Sonoko Kuwano[30]에 의해 제안된 (comfort index)는 음질을 평

가하기 위해 와 sharpness를 이용하며, <식 3.4>와 같이 계산된다.

  


                 <식 3.4>

  <그림 3.13>는  를 이용하여 예측한 실험 자극음의 PNE의 회귀 모

델이다.  0.878로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 소음원인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불쾌감에 roughness나 fluctuation strength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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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 평가 자극음 중 중형 및 대형 드론 소음만을 대상으로 다

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소형 드론의 소음은 주파수 분석 상

에서 강한 톤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 등 같은 드론 소음으로 분류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는 

<그림 3.14>와 <표 3.3>에 나타내었다. Roughness는 여전히 인자로서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luctuation strength는 (p<0.05) 수준

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세 유효 인자 모두 불쾌감을 증

가시키는 방향성을 띠고 있으며,   0.977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

다.

  지금까지의 결과들로부터, 본 장의 실험에서 사용한 자극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음향학적 인자들은 크게 4가지 성분으로 분

류될 수 있다.

  (2) 자극음들의 불쾌감은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요인과 날카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3) 드론 소음의 불쾌감은 크기 및 날카로운 정도 뿐 아니라 전반적

인 레벨의 변동량을 의미하는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4) 본 연구에서 유의성을 확인한 세가지 요인 모두 불쾌감을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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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자극음들의 음향학적 지표간의 주성분 분석 결과

Component

1 2 3 4

 0.998 -0.037 -0.039 -0.016

′ 0.997 -0.054 -0.022 0.027

 0.996 -0.040 0.026 -0.009

 0.996 0.047 -0.067 -0.011

 0.996 -0.001 -0.086 -0.021

 0.995 0.073 -0.037 -0.033

 0.994 0.072 -0.065 -0.020

 0.988 0.108 0.038 -0.035

 0.983 0.161 0.013 -0.038

 0.972 0.199 0.061 -0.055

 0.968 0.233 -0.077 0.001

Loudness 0.938 -0.038 -0.076 -0.019

 0.025 0.954 -0.224 -0.039

 0.013 0.844 -0.397 0.085

 0.038 0.840 0.012 -0.127

Fluctuation Strength 0.311 0.763 -0.423 0.039

Sharpness -0.064 -0.306 0.912 0.131

 0.011 -0.302 0.856 0.084

Roughness -0.073 0.172 0.106 0.946

′ 0.002 -0.494 0.102 0.830

Eigenvalue 11.758 3.520 2.010 1.644

% of Variance 58.788 17.598 10.049 8.219

Cumulative % 58.788 76.386 86.435 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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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심리음향학적 인자들을 이용한 PNE 곡선의 선형 회귀 모델 

(전체 자극음,    )

<표 3.2> PNE 선형 회귀모델의 계수 및 유의성(전체 자극음)

Model
Coefficients

t Sig.

Beta Std.Error

(Constant) 29.953 5.474 5.472 0.000

Loudness 0.558 0.031 23.469 0.000

Sharpness 8.735 2.193 3.983 0.000

Roughness -0.620 1.103 -0.562 0.576

Fluctuation Strength 3.708 3.029 0.07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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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CI를 이용한 PNE 곡선의 선형 회귀                      

 (전체 자극음,   )



- 50 -

Model
Coefficients

t Sig.

Beta Std.Error

(Constant) 13.550 8.897 1.523 0.136

Loudness 0.525 0.015 35.082 0.000

Sharpness 11.444 4.064 2.816 0.008

Roughness 0.543 0.529 1.026 0.311

Fluctuation Strength 26.617 3.065 8.684 0.000

<그림 3.14> 중형 드론 및 대형 드론의 PNE 선형 회귀 모델           

(중형 및 대형 드론 소음,   )

<표 3.3> PNE 선형 회귀모델의 계수 및 유의성(중형 및 대형 드론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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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이미지

  청감 반응 실험의 두 번째 파트에서 진행된 드론 소음을 설명하는 표

현 선택의 평가 결과를 <표 3.4>에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70dB(A)의 소형 드론, 중형 드론(2.5kg), 대형 드론 소음에 대한 평가 결

과이며, 50% 이상의 선택률을 보인 표현들만 많이 선택된 순으로 내림

차순 정리하였다.

  소음에 대한 느낌은 거슬린다, 성가시다, 신경쓰인다, 붕붕거린다, 불

쾌하다, 시끄럽다, 날카롭다, 산만하다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기타 응답

으로는 벌소리와 유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선택된 표현들은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이 많으나 크게 소음이 주의를 끌어 신경쓰이게 하는 점, 

소음 자체가 불쾌함이나 성가심을 유발하는 점, 벌 소리와 같이 붕붕거

리는 느낌을 주는 점, 소리 자체의 크기가 큰 점, 날카로운 점, 일정하

지 않고 산만한 점 등으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집계된 

표현들은 다음 장에서 소음의 음향학적 인자에 따른 음질 평가 시에 종

속 변수로서 활용되었다.

<표 3.4>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이미지로 선택된 표현의 비율

순위
Small drone Medium drone Large drone

표현 선택률 표현 선택률 표현 선택률

1 날카롭다 80% 거슬린다 88% 거슬린다 90%

2 거슬린다 68% 신경쓰인다 88% 성가시다 82%

3 신경쓰인다 58% 성가시다 82% 붕붕거린다 78%

4 성가시다 56% 붕붕거린다 76% 신경쓰인다 72%

5 시끄럽다 68% 시끄럽다 70%

6 불쾌하다 68% 불쾌하다 68%

7 불편하다 56% 불편하다 60%

8 산만하다 52% 산만하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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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음질 평가

  소음 영향 평가 연구는 이미 제 3장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소음의 물

리적 자극(dose)과 이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반응(response)간의 상관관

계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물리적 자극이 되는 소음원

의 종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소음원간의 차이를 평가하거나 같은 소음원

의 음압 레벨을 변화시킴으로써 레벨에 따른 반응 차이의 정도를 살펴

본다. 환경소음의 영향 평가에는 주로 WHO와 EC에서 인체 위해성 평

가지표로 제안하는 소음성 불쾌감(annoyance)을 주관적 반응의 지표로 

활용하며, 제 3장에서는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에 대해 소음원 및 

음압 레벨별 불쾌감의 정도를 기타 교통소음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소음의 음질(sound quality) 평가 연구에서는 불쾌감뿐만 아니라 해당 

소음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다른 음질 평가 인자들도 주관적 반응의 

지표로서 활용한다. 각 음질 평가 인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음향학적 

요인들을 밝히고 이러한 인자들과 소리의 불쾌감 혹은 선호도 간의 관

계를 알아냄으로써, 소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

로 음질의 개선을 꾀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산업에서 어떠한 상품의 소리가 소비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 해당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의 소음은 실외에서 운항하며 주변 환경에 소

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환경소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하나의 제

품으로서 소음이 기체를 활용하는 주체의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서 음질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특징 또한 존재한다.

  이미 제 3장의 결과로부터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불쾌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소음의 크기와 날카로움, 그리고 소음의 변동 강

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신호처리를 통해 이러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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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변경하고, 3.2.4.절에서 집계된 평가 인자들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드론 소음의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음향학적 인자 

및 영향의 방향성을 재확인한다.

4.1. 청감 반응 실험

4.1.1. 자극음 구성

  본 실험에서는 앞서 평가한 자극음들 중 중형 드론(2.5kg)의 소음만을 

대상으로, 신호처리를 통한 음향학적 인자들을 변경해가며 총 6개의 자

극음을 구성하였다. 소리의 크기가 불쾌감에 주는 영향은 너무 분명할

뿐더러, 이미 3장에서 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며 평가를 진행하였으

므로 본 실험에서는 신호의 날카로움과 변동 강도만을 변화시키며 음질

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자극음들의 loudness를 동

일하게 유지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타 인자들을 변화시켰

다.

1) Sharpness의 변화

  Sharpness는 2.2.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음 신호 내에 고주파 성

분이 포함된 비율에 의해 계산된다. 어떠한 신호의 sharpness 증가는 

신호의 고주파 대역을 증폭시키거나 저주파 대역을 감소시킴으로써 얻

을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Zwicker가 제안한 critical band rate을 기준

으로 12Bark 이상의 신호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sharpness를 변화시켰다. 먼저 1Bark의 밴드 폭을 갖는 24개의 대역 통

과 필터(band pass filter)를 만들고, 각각의 필터에 신호를 통과시킴으

로써 각 대역의 에너지만을 갖는 24개의 신호로 분리하였다. 그 후 12

번째의 신호까지는 변화시키지 않고, 13번째 대역부터 선형적으로 증가



- 54 -

하여 24번째 대역에서 +20dB가 되도록 조절한 후 다시 모든 신호를 더

함으로써 sharpness가 증가된 자극음을 생성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24

번째 대역에서 -20dB가 되도록 하여 sharpness가 감소된 자극음을 생성

하였다. 이후 전체적인 음압 레벨을 증가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loudness

가 같아지도록 조절하였다. 그러나 고주파 성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loudness 유지를 위해 저주파 대역이 매우 증폭되며, 이로 인해 변동 강

도가 매우 커지고 난류 소음의 느낌이 추가되는 등 sharpness 감소 외

에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 신호음을 

1Bark에서 3Bark까지의 대역에서 20dB만큼 감소시키고, 앞선 절차를 다

시 거쳐 3 종류의 자극음을 구성하였다. 저주파 대역에 대한 인간의 청

각기관의 역치가 높기 때문에 기준 자극음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차

이는 거의 인지되지 않았다. 구성된 자극음들의 주파수 성분을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그림 4.1> 평가 자극음들의 주파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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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uctuation Strength의 변화

  Fluctuation strength는 시간에 따른 소리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감

각으로, 진폭 변조 혹은 주파수 변조에 의해 각 critical band 안에서 느

껴지는 소음 에너지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진동할 때 발생한다. 2.2.2.

절의 주파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은 

모터 RPM을 통한 제어방식으로 인해 BPF가 실시간으로 변하며, 마치 

주파수 변조된 소음과 같이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critical band의 에너

지 분포가 변동하게 되어 높은 fluctuation strength를 유발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음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파수 

변조의 특성를 제거한 자극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주파수 변조 특성

의 제거는 <그림 4.2>에 나타낸 블록선도와 같이 주파수 성분의 위상

(phase)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방식을 통해 모든 주파

수 성분의 평균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평균 loudness 및 

sharpness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fluctuation strength를 감소시키는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앞서 구성한 3 가지 자극음에 대해 각각 이와 같은 

필터링 통과시킴으로써 총 6개의 자극음을 구성하였다. 

<그림 4.2> 주파수 변조 특성 제거 방법의 블록선도

  구성된 자극음들의 심리음향학적 지표들을 <표 4.1>에 나타내었다. 

기준 신호음으로부터 sharpness가 감소, 유지, 증가된 자극음을 각각 

Sound 1, Sound 2, Sound 3으로 나타내었으며 Sound 4, Sound 5, Sound 

6은 주파수변조 특성이 제거된 자극음들이다. Loudness는 23.5sone으로 

모두 동일하며, sharpness는 1.68acum(Z)에서 2.69acum(Z)까지 변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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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주파수변조에 의한 변화는 없다. Roughness는 자극음간에 뚜렷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fluctuation strength는 주파수변조를 제거함으로

써 20% 이상 감소되었다.

<표 4.1> 평가 자극음들의 심리음향학적 지표

Loudness Sharpness Roughness
Fluctuation 

Strength

Sound 1 23.5 1.68 1.34 0.529

Sound 2 23.5 2.11 1.52 0.518

Sound 3 23.5 2.69 1.36 0.539

Sound 4 23.5 1.68 1.34 0.400

Sound 5 23.5 2.11 1.38 0.388

Sound 6 23.5 2.69 1.47 0.420

4.1.2. 실험 환경

  청감 반응 실험을 위한 실험 환경은 3.1.2.절에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4.1.3. 실험 절차

  실험의 평가 항목은 총 5개로, 자극음에 대한 느낌을 아래 5가지 형

용사에 대해 그 정도의 세기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날카로운(Sharp)

- 정신 사나운/산만한 (Distracting)

- 거슬리는/신경쓰이는 (Irritating)

- 윙윙거리는/벌 소리 같은 (Buzzing)

- 불쾌한 (Unplea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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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에 사용한 항목들은 3.2.4.절에서 집계된 표현들을 기반으로 구성

하였다. ‘성가시다’와 ‘불쾌하다’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불쾌

한’으로 평가하였으며, ‘거슬린다’와 ‘신경쓰인다’를 같은 범주로 

묶어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구성 자극음의 loudness를 모두 동일하게 

하였으므로 ‘시끄럽다’의 표현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평가 방식으로는 앞선 실험과 똑같이 서열척도(ordinal scale)를 사용

하였으나, 다른 음질 평가 연구들을 참고하여 11단계의 척도 대신 보다 

세분화한 51단계 척도를 이용해 평가하도록 하였다[39]. 음원은 모든 항

목을 평가할 때까지 반복하여 재생하였으며, 하나의 자극음에 대한 평

가가 종료된 이후 다음 자극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실험은 총 25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성별 분포

는 남성이 13명, 여성이 12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20세부터 30세까지 

평균 25.1세로 집계되었다.

4.2. 실험 결과

4.2.1. 평균 분석

  <표 4.2>는 각 자극음별 평가 항목간의 점수의 평균을 나타낸다. 평

균값만을 이용한 단순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들이 자극음의 

sharpness가 증가함(Sound    ,    )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극음의 fluctuation strength가 낮아짐에 

따라(Sound   ,   ,   ) 평가 항목의 점수도 낮아지는 경향을 

띤다. 특히 ‘불쾌한(Unpleasant)’항목의 점수가 sharpness와 fluctua-

tion strength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은 3장에서 얻은 회귀 분석의 결

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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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1 2 3

Distracting 0.904 0.100 0.208

Irritating 0.835 0.422 0.082

Unpleasant 0.791 0.370 0.160

Sharp 0.313 0.931 0.103

Buzzing 0.183 0.096 0.978

Eigenvalue 2.271 1.202 1.042

% of Variance 45.410 24.032 20.843

Cumulative % 45.410 69.442 90.285

<표 4.2> 자극음들의 평가항목별 점수의 평균값

Sound 1 Sound 2 Sound 3 Sound 4 Sound 5 Sound 6

Sharp 19.2 30.0 42.5 17.7 30.3 38.1

Distracting 34.6 38.0 40.3 31.2 35.3 36.9

Irritating 33.3 40.5 42.7 30.2 35.4 39.3

Buzzing 33.4 39.4 40.6 22.4 27.8 25.0

Unpleasant 30.6 36.0 39.7 25.7 31.3 34.0

4.2.2. 음질 평가

  본 실험에서 사용한 5개의 평가 항목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다시 

유사한 문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3>은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들

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평가 항목은 총 3개의 성분으

로 분류되었으며, ‘거슬리는/신경쓰이는’, ‘정신사나운/산만한’, 

‘불쾌한’ 이라는 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표 4.3> 자극음들의 평가 항목간의 주성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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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분류된 3 가지 평가 항목은, 다시 자극음들의 음향학적 인자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 모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3장에서와 마찬가

지로 4개의 음향학적 요인으로 loudness, sharpness, roughness, fluctua-

tion strength를 활용하였다. 종속 변수로는 ‘불쾌한’, ‘날카로운’, 

‘윙윙거리는/벌 소리 같은’에 대한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4.3> ~ <그림 4.5>와 <표 4.4> ~ <표 4.6>는 세 종속 변수에 대

한 선형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유의성이 없는 독립 변수는 회귀 

모델의 예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와 그림에서는 유의성

이 없는 변수들을 제외시킨 최종 회귀 모델만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서 평가된 6 종류의 자극음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멀티로터형 무인

항공기 소음의 날카로운 느낌이 소음의 sharpness 값으로 설명되고, 벌 

소리와 같이 윙윙거리는 느낌은 소음의 fluctuation strength와 관계있음

을 나타낸다. 또한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이 주는 불쾌함의 정도

는 같은 loudness의 소음원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차이는 sharpness와 fluctuation strength로 설명할 수 있다.

  소음의 음향학적 지표가 아닌 실제 응답자들의 요인별 평가 점수의 

평균값들을 통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분명히 드러

난다. <그림 4.6> 및 <표 4.7>은 ‘불쾌한’항목의 점수의 평균값을 종

속 변수로, ‘날카로운’과 ‘윙윙거리는/벌 소리 같은’항목의 점수의 

평균값을 독립 변수로 하는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 

모델은   0.989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다.

  비록 평가 자극음의 종류 및 평가자의 수가 제한적이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본 장에서 진행한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멀티로터형 무인항

공기 소음의 음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1)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소음의 주요 음질 평가 인자에는 소리가 

주는 날카로운 느낌과 벌 소리와 같이 윙윙거리는 느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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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전반적인 불쾌함이 포함된다.

  (2) 소리가 주는 날카로운 느낌과 벌 소리처럼 윙윙거리는 느낌은 해

당 소음에 대한 불쾌함을 증가시킨다.

  (3) 날카로운 느낌과 윙윙거리는 느낌은 각각 소음원의 sharpness와 

fluctuation strength로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음의 불쾌감 

예측에는 두 지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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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불쾌한’평가점수의 예측 회귀 모델 (  )

<표 4.4> ‘불쾌한’평가점수의 선형 회귀모델의 계수 및 유의성

Model
Coefficients

t Sig.

Beta Std.Error

(Constant) -1.448 5.955 -0.243 0.824

Loudness - - - -

Sharpness 7.775 1.678 4.635 0.019

Roughness - - - -

Fluctuation Strength 37.636 10.901 3.45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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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날카로운’평가점수의 예측 회귀 모델 (   )

<표 4.5> ‘날카로운’평가점수의 선형 회귀모델의 계수 및 유의성

Model
Coefficients

t Sig.

Beta Std.Error

(Constant) -16.352 4.680 -3.494 0.025

Loudness - - - -

Sharpness 21.287 2.127 10.008 0.001

Roughness - - - -

Fluctuation Strength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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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윙윙거리는/벌 소리 같은’평가점수의 예측 회귀 모델 

(  )

<표 4.6> ‘윙윙거리는/벌 소리 같은’평가점수의 선형 회귀모델의 계수 

및 유의성

Model
Coefficients

t Sig.

Beta Std.Error

(Constant) -13.749 11.143 -1.234 0.285

Loudness - - - -

Sharpness - - - -

Roughness - - - -

Fluctuation Strength 97.033 23.714 4.09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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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날카로운’과 ‘윙윙거리는/벌 소리 같은’평가점수에 

의한‘불쾌한’평가점수의 예측 회귀 모델 (  )

<표 4.7> ‘날카로운’과 ‘윙윙거리는/벌 소리 같은’ 평가점수에 

의한‘불쾌한’평가점수의 선형 회귀모델의 계수 및 유의성

Model
Coefficients

t Sig.

Beta Std.Error

(Constant) 12.765 1.311 9.736 0.002

Sharp 0.318 0.032 9.902 0.002

Buzzing 0.340 0.042 8.08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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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인항공기 프로펠러의 공력 예측 및 검증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무인항공기의 소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나, 주요 소음원이 프로펠러의 공력 소음이라는 점에서 공력 성능을 따

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소음 발생의 메커니즘도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소음 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저소음 

프로펠러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비행성능이 저하된다면 그 의미를 잃게 

된다. 무엇보다 소음 예측을 위해서는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

의 변화 및 후류에 의한 주위 유동의 변화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블레이드의 수치 해석 기법들을 검토하고, 드론 프로펠

러의 압력분포 및 주위의 유동 예측에 사용한 절차를 기술한다. 또한 

RPM 변화에 따른 공력 성능을 예측하고,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을 활용

한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예측 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5.1. 프로펠러의 공력 성능 측정

5.1.1. 대상 모터-프로펠러 시스템

  본 연구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첫 번째 파트에서 사용한 기종 중 

‘DJI F450’모델이 사용하는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펠러는 ‘DJI 9450’모델로 직경 9.4 inch에 중량은 

13g이며, 동력장치는 ‘DJI 2312E’ 모터로 단위전압 당 RPM은 960kV

이고 자체 중량은 57g이다. 사용한 전자 제어 시스템(Electronic 

Stability Control, ESC)는 ‘DJI 420 LITE’로 30 ~ 450Hz의 신호 주파

수를 가진다. 본 연구의 대상인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의 사진을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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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모터-프로펠러 시스템

5.1.2. 측정 환경

1) 측정 장치

  대상으로 선정된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의 공력 측정을 위해 <그림 

5.2>와 같은 시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전원 장치를 통해 15V의 일정한 

전압을 ESC에 공급하고, Arduino Uno를 사용하여 PWM(Pulse Width 

Modulation) 신호를 송출함으로써 모터 RPM을 제어하였다. 모터-프로펠

러 시스템은 센서에 부착하여 3축 방향의 힘과 토크를 측정하였다. 측

정에 사용한 센서는 ATI Industrial Automation 社의 9105 NET Gamma 

모델로 최대 100N, 2.5Nm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1/80N, 1/2000Nm의 해

상도를 가져 측정 구간 내에서 측정 오차는 1% 미만으로 유지하였다.

<그림 5.2>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의 공력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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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의 RPM은 ESC에 공급하는 PWM 신호에 의해

서만 제어가 가능하며, 같은 PWM에서도 사용하는 프로펠러의 항력에 

의해 소모 전력 및 로터 RPM이 달라진다. 따라서 RPM을 제어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주어진 PWM 조건에서 RPM 신호를 얻기 위

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력 측정 시 소음 측정

도 동시에 수행하고, 해당 조건에서의 BPF 성분을 역산함으로써 RPM

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러한 방법은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에 추가적

인 부하의 인가 없이 RPM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소음 측정

에 사용한 장비는 <그림 5.3>에 나타내었다. 2.1.2.절에서 사용한 장비와 

동일한 구성이며, 측정 센서만 4개의 동종 마이크로폰으로 변경하여 구

성하였다.

 

<그림 5.3>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의 소음 측정 장치

2) 측정 조건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의 공력 및 소음 측정은 지면 및 벽면으로부터

의 반사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무향실 내에서 이루어졌다. 측정에 활용

한 무향실은 제 3장 및 제 4장에서 청감 반응 실험을 수행한 곳과 같은 

공간으로, 4.1×4.1×3.2m의 크기에 cut-off frequency는 200Hz, 배경소

음은 23dB(A) 이하의 사양을 갖는다.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은 힘/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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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와 결합하여 지면으로부터 1.7m 높이에 설치하였으며, 마이크로폰

은 프로펠러 중심으로부터 1.5m 거리에, 로터 평면으로부터 0도, 30도, 

45도, 60도 각도 위치에 설치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은 PWM 신

호를 기준으로 1250에서 1800까지 50 간격으로 변화시켜가며 진행하였

으며, 각 신호에서 8초씩 측정한 후 가운데 5초의 측정 결과만을 이용

하여 공력 및 소음 신호를 분석하였다. <그림 5.4>와 <그림 5.5>는 각각 

모터-프로펠러 시스템과 힘/토크 센서의 부착 모습과 무향실 내에서의 

측정 환경을 보여준다.

<그림 5.4> 힘/토크 센서와 부착된 모터-프로펠러 시스템

<그림 5.5>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의 공력 및 소음 측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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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측정 결과

  본 절에서는 프로펠러의 공력 측정 결과만을 다루고, 소음 측정 결과

는 제 6장에서 예측 결과와 함께 다시 다루도록 한다.

  <표 5.1>은 프로펠러의 RPM에 따른 추력과 토크의 측정 결과를 보여

준다. 추력 계수(Thrust coefficient, )와 토크 계수(Torque coefficient, 

)는 각각 추력과 토크를 ,  로 무차원화한 계수이

다. 무차원 변수와의 비교를 위해 각 RPM에 해당하는 팁 마하수(Tip 

mach number, )와 프로펠러의 반지름을 특성 길이(characteristic 

length)로 하는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 )를 계산하여 병기하였

다. 는 전반적으로 RPM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지며, 따라서 추

력은 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역시 RPM 변화에 

따른 변동이 크지는 않으나 RPM이 증가할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는데, 이 증가할수록  또한 증가하여 형상 항력(profile 

drag)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1> 프로펠러의 RPM에 따른 Thrust 및 Torque 측정 결과

RPM   Thrust(N) Torque(Nm)  

2348 0.09 2.3×105 0.69 0.0135 0.0145 0.00238

2858 0.10 2.9×105 1.00 0.0186 0.0142 0.00221

3495 0.13 3.5×105 1.54 0.0261 0.0147 0.00207

4089 0.15 4.1×105 2.21 0.0352 0.0154 0.00204

4665 0.17 4.7×105 2.94 0.0446 0.0157 0.00198

5250 0.19 5.2×105 3.65 0.0547 0.0154 0.00192

5775 0.21 5.8×105 4.40 0.0658 0.0153 0.00191

6388 0.23 6.4×105 5.31 0.0787 0.0151 0.00187

6968 0.25 7.0×105 6.29 0.0924 0.0151 0.00184

7548 0.28 7.5×105 7.35 0.1073 0.0150 0.00182

8128 0.30 8.1×105 8.48 0.1232 0.0149 0.00181

8707 0.32 8.7×105 9.69 0.1402 0.0149 0.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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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을 유지한 채 피치각을 제어함으로써 를 변화시키는 

헬리콥터와는 달리 드론 프로펠러는 모든 요구 추력에 대해 가 일정

하므로,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공력 데이터가 제한적이다. 로터

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FM(Figure of Merit)은 5000RPM 

이상에서 약 0.71의 값을 가지며, 낮은 RPM에서는 0.52 수준까지 떨어

진다. 이 값은 
 

가정, 즉 프로펠러의 토크에 의한 동력만을 

이용해 계산한 값이며, 실제 전원 장치가 공급한 소비 전력을 이용하여 

모터와 ESC의 효율까지 고려한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의 FM은 

5000RPM 이상에서도 약 0.53의 값을 갖는다. 이 수치는 헬리콥터 블레

이드의 FM과 비교해 낮아 보이나, 둘 사이에는 회전판 하중(Disk 

Loading, DL)에 차이가 있으므로 효율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드론 프로펠러의 DL 값은 측정 구간에서 1.5~21.8kg/m2로 헬리콥터가 

약 24~48kg/m2의 값을 갖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40]. 또

한 단위 동력당 추력을 의미하는 동력 하중(Power Loading, PL) 역시 

7kg/kW 이상으로 보통 5kg/kW 이하의 값을 갖는 헬리콥터에 비해 높

은 값을 갖는다. 이 결과는 드론이 헬리콥터나 다른 항공기에 비해 제

자리비행에 보다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프로펠러의 공력 예측

5.2.1. 예측 기법

  회전익의 공력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

은 크게 BEMT(Blade Element and Momentum Theory)와 CFD(Computati

onal Fluid Dynamics), 그리고 lifting surface 이론에 기반한 수치기법들

로 구분할 수 있다.

  BEMT는 블레이드를 이루는 익형 요소들의 양력 계수(Lif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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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항력 계수(Drag coefficient, ) 및 유효 받음각(Effective angle of 

attack, )을 이용해 얻은 추력 값과 로터 평면을 통과하는 유동의 

운동량 보존에 의해 발생하는 추력 값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로터 추력 및 토크와 스팬 방향별 유도속도 등을 계산하는 이론으로, 

계산 비용이 매우 적다는 장점으로 인해 블레이드 공력 성능의 초기 예

측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40]. 그러나 정상상태(steady-state)를 

가정하는 이론의 한계로 인해 후류와 블레이드의 상호 간섭 혹은 비정

상 상태의 유입류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정상 하중(unsteady loading)을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곧 비정상 하중 소음(unsteady 

loading noise)에 해당하는 BPF의 고차 성분들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으

로, 프로펠러 소음의 음향학적 인자를 예측하기 위한 본 연구에는 적합

하지 않다.

  CFD는 계산하고자 하는 유동 영역을 격자화하여 모든 영역에 대해 

Navier-Stokes Equation이나 Euler Equation 등의 지배방정식을 풀어 원

하는 물리량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최근 컴퓨터의 계산 능력 향상과 더

불어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계산 비용이 높다는 한계

와 블레이드의 형상을 변경할 때마다 격자를 재생성해야 한다는 단점은 

추후 소음 저감을 위한 프로펠러 형상의 최적화 연구와 연계할 수 있도

록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fting surface 이론을 기반으로 한 자유 후류 

와류 격자 기법(free-wake vortex lattice method)을 이용하여 공력 예측

을 진행하였다[41]. 또한 등와선도 후류 모델과 곡선 와류 요소를 적용

하여 계산 시간을 단축하였다[42-44].

1) 자유 후류 와류 격자 기법

  자유 후류 와류 격자 기법의 지배방정식은 <식 5.1>에 나타난 

Laplace equation으로, 블레이드 경계와 후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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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비압축성(incompressible), 비점성(inviscid), 비회전(irrotational) 유

동으로 가정한다.

∇                           <식 5.1>

  여기서 는 속도 포텐셜을 의미한다. Green’s reciprocal theorem

을 이용하여 소스(source)와 더블렛(doublet)의 분포의 조합으로 일반해

를 구하고 <그림 5.6>과 같이 블레이드 표면에서의 소스 및 더블렛 분

포를 캠버면(camber surface)을 따라 분포된 와류 격자로 치환하면, 블

레이드 표면과 후류 경계에서의 속도 포텐셜은 <식 5.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 5.2>

<그림 5.6> 캠버면을 따라 분포된 와류 격자로 치환된 블레이드와 

후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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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와류 강도(circulation), ∞는 자유류(free stream)의 속도

포텐셜을 의미한다. 경계 조건으로서 블레이드 표면에 대한 수직한 방

향의 속도 성분이 0이 되도록 하면 <식 5.3>과 같이 표현되며, 이를 이

산화하고 자유류의 속도를 전진속도 , 블레이드 변형 및 피치 움직임

에 의한 속도  , 그리고 로터 회전에 의한 속도 ×로 치환하면 

<식 5.4>과 같은 선형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식 5.3>

  

   


∇




∂

∂ 

 ∙ ,       <식 5.4>

 




 ∇




∂

∂ 

    ×∙

  이 때 우항  내의 와류강도  는 쿠타 조건(Kutta condition)에 

의해 이전 단계의 블레이드 뒷전 와류 강도로부터 얻어진다. <식 5.4>

로부터 계산된 와류 강도로부터 Kutta-Joukowski theorem을 적용하면 

<식 5.5>와 같이 블레이드 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할 수 있다.

  ×
                    <식 5.5>

2) 등와선도 후류 모델

  등와선도 후류 모델은 블레이드 뒷전에 발생하는 후류를 모사하기 위

한 방법 중 하나로, 와류 격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각 위치마다 다

른 와류 강도를 갖는 일반적인 모델과 달리 강도가 일정한 와류 요소를 



- 74 -

와류 강도 분포를 모사할 수 있도록 위치적으로 분포시키는 후류 모사 

기법이다[42,43]. <그림 5.7>과 같이 매 계산 단계마다 변하는 와류 요소

의 위치를 연결하여 후류를 모사한다. 이 방법은 와류 격자 후류 모델

에 비해 후류 형상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격자의 수가 절반 정도이며, 따

라서 계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림 5.7> 와류 격자 후류 모델 및 등와선도 후류 모델의 비교[45]

  와류 요소의 와류 강도는 <식 5.6>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는 계산

할 와류 요소의 개수이다.

 Nf

max 
                 <식 5.6>

  와류 요소의 강도가 정해지면, 매 시간 단계마다 <식 5.7>을 통하여 

와류 요소의 위치를 정한다.

 

 









 
       <식 5.7>

3) 곡선 와류 요소

  후류의 와류 요소에 의한 유도 속도의 계산 시 Biot-Savart 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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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회전익의 경우는 후류의 발생 형태가 곡선이 되며, 앞서 언

급한 등와선도 후류 모델의 적용 시에는 더욱 굴곡이 심한 형상으로부

터 유도 속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산의 정확성 및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포물선 형태의 요소에 대한 Biot-Savart 식을 적용하

였다[44].

  <그림 5.8>과 같은 형태의 포물선 와류 요소에 대해 유도 속도는 <식 

5.8>과 같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Bliss 등이 제안한 식의 형태를 그

대로 차용하였으므로 수식의 유도 과정은 생략한다.






 






tan




 


        <식 5.8>

<그림 5.8> 유도 속도 계산을 위한 포물선 와류 요소의 형태

4) 2-D 공력 계수 테이블 참조

  앞서 설명한 자유 후류 와류 격자 기법은 비점성 유동에 기반하고 있

으므로, 블레이드의 추력 및 유도 항력(induced drag)은 예측이 가능하

나, 형상 항력 및 실속(stall)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펠러의 단면 익형 형상에 대한 2-D 공력 계수 테이

블을 만들고, 자유 후류 와류 격자 기법에서 계산된 국부 마하수(local 

Mach number)와 유효 받음각으로부터 항력 계수 및 모멘트 계수

(Moment coefficient, )를 참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국부 유효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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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해당 위치 익형의 양력 계수 테이블로부터 얻은 실속 받음각(stall 

angle)을 넘어가는 경우, 와류 격자의 수직 벡터를 보정함으로써 실속 

이후의 양력 변화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받음각에 대한 양력 계수

의 곡선으로부터 영양력각(zero-lift angle)을 얻고, 해당 위치에서 이 각

도만큼 와류 격자의 수직 벡터를 보정함으로써 캠버에 의한 영향을 반

영하였다.

5.2.2. 예측 절차

1) 형상 정보 수집

  프로펠러의 공력 예측을 위해서는 스팬 방향별 코드길이(chord 

length), 뒤젖힘각(sweep angle), 비틀림각(twist angle) 등의 형상 정보를 

수집하여 캠버면 위에 와류 격자를 분포시켜야 하며, 블레이드 단면 익

형의 2-D 공력 계수 테이블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드론 프로펠러의 

익형 형상은 아직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2-D 공력 실험 데이터 또한 전

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 정보 수집을 위해 3-D 스캔을 활용하여 

<그림 5.9>와 같이 3차원 형상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펠러 중심으로부터 0.150, 0.275, 0.525, 0.750, 0.975의 

 위치에서 단면에 대한 좌표를 얻고, 익형의 공력 계수 테이블 작성

에 활용하였다.

<그림 5.9> 3-D 스캔을 통해 얻은 DJI 9450 프로펠러의 형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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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FD를 활용한 2-D 익형 공력 계수 테이블 작성

  드론 프로펠러는 NACA 시리즈 등과 같이 정형화된 익형 형상을 사

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력 계수의 실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의 5개 단면 익형에 대해 수치적인 해석을 통하

여 공력 계수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력 예측에 참조하였다.

  <그림 5.10>은 0.525 위치에서의 익형과 CFD를 통한 2-D 해석 

결과의 압력 계수(Pressure coefficient, )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프로펠러 익형은 캠버가 크고 날개 뒷전(trailing edge)

의 사이각이 작아 vortex panel method를 기반으로 하는 X-foil 등의 

수치 해석 툴로는 공력 계수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2-D 공력 계수 테이블은 CFD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익형 공력 계수의 계산은 정상 상태에서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

용해 이루어졌다. 운동량 방정식에서 압력의 계산은 2차로 차분하였고, 

운동량과 난류 운동 에너지 및 소산율의 차분은 2차 업윈드 스킴

(second order upwind scheme)을 이용하였다. 난류 모델로는 SST 

k-omega 모델을 사용하였다. 계산에 활용한 격자의 개수는 약 10만개 

정도이고, 익형의 경계면 주위에서는 가 1이 되도록 첫 번째 셀의 높

이를 조절하여, 경계층에서의 유동을 잘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

기 조건은 1.205kg/m3 293.15K, 1.8208×10-5kg/ms,  

343.42m/s로 설정하였다.

<그림 5.10> CFD 해석을 통해 계산된 프로펠러 주위 유동의 압력 계수 

분포 (0.525, 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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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음각의 계산은 각 익형에 대해 6°에서 12°까지 3°간격으로 나

누어 진행하였으며, 각 받음각에 대해 마하수는 0.1부터 0.5까지 0.1간

격으로 진행하였다. 5개의 익형에 대해 위와 같이 35개 case에 대한 공

력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그림 5.11>과 같이 , , 에 대한 공력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5.11> 받음각(AOA)에 따른 공력 계수 계산 결과 (0.525)

  CFD 계산을 통해 얻은 공력 계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되지 않은 

받음각 영역과 마하수 영역에 대해 선형 보간법을 통한 interpolation 

및 extrapolation을 통해 공력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위 데이터는 2D에

서 계산된 결과이므로, 3차원 효과를 고려해주기 위해  및  곡선에 

대해 3D stall delay 모델을 통한 보정을 적용하였다[46].



- 79 -

3) 자유 후류 와류 격자 기법 적용

  앞서 수집한 형상 정보 및 공력 테이블을 바탕으로, 5.2.1. 절에서 설

명한 자유 후류 와류 격자 기법을 적용하여 프로펠러의 공력 예측을 진

행하였다. 블레이드 경계면 위의 와류 격자는 코드 방향으로 6개, 스팬 

방향으로 30개를 배치하였으며, 격자의 스팬 방향 위치에서의 공력 데

이터는 공력 테이블을 선형 보간하여 사용하였다<그림 5.12>.

  후류 와류의 격자 개수는 스팬 방향으로는 14개를 사용하였으며, 블

레이드가 전진함에 따라 떨어져나간 와류 요소들은 100번째 단계까지

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유도 속도를 계산하였다. 프로펠러가 총 10바

퀴 회전할 때까지 계산한 후 나타난 공력 결과들을 활용하였다.

  계산에 사용한 대기 조건은 CFD 해석과 동일하게  , 

  를 사용하였다.

<그림 5.12> 와류 격자(×)를 이용한 프로펠러의 모사 

5.2.3. 예측 결과

  연구 대상 프로펠러인 DJI 9450 에 대해 RPM에 따른 추력, 토크 및 

추력 계수, 토크 계수, FM을 계산하고 5.1.3.에 제시한 실험 데이터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림 5.13>과 <그림 5.14>는 각각 프로펠러의 RPM

에 따른 추력과 토크의 예측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한 그림으로, 전체 

계산 영역에서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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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결과는 모든 RPM 구간에서 5% 이하의 예측 오차를 나타내며, 토크

는 낮은 RPM 구간에서는 최대 15%까지 낮게 예측되었으나 주로 운용

되는 5000RPM 이상의 구간에서는 역시 5% 이내의 오차범위 내에서 예

측되었다. 예측에 의한 추력 계수()는 평균 0.0146으로 RPM에 독립적

인 것으로 나타났고, 토크 계수()는 실험값과 마찬가지로 이 증

가함에 따라 profile drag가 감소하여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측

에 의한 토크 계수는 유도 항력(induced drag)에 의한 부분과 형상 항력

(profile drag)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유도 항력 토크 계

수(
)는 추력 계수에 의존하므로 RPM에 의한 변화가 거의 없으며, 형

상 항력 토크 계수(
)는 RPM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그림 5.14>

의 결과에서 RPM이 증가할수록 실험값보다 토크를 높게 예측하는 경

향성을 보이는데, 2D 공력 테이블을 참조하여 형상 항력을 계산함에 있

어 높은 마하수에서 항력 계수가 줄어드는 정도가 과소평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력 계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하고, 토크 계수를 상대적으로 높

게 예측하는 경향성 때문에 FM은 실제보다 낮은 0.68 정도로 계산된다. 

유도 항력 계수와 형상 항력 계수를 이용하면 induced power factor  

및 평균 형상 항력 계수 
의 계산이 가능한데, 5000RPM 이상에서 

는 약 1.16, 
는 약 0.0363 정도로 예측되었다. 예측된 평균 형상항력

은 같은 추력 계수를 갖는 헬리콥터 블레이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고, 프로펠러가 운용되는 공력 환경이 낮은 레이놀즈수를 갖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프로펠러의 추력과 토크의 예측 결과는 연구 대상 프로펠러에 대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 기법의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드

론 프로펠러의 팁 마하수가 일반적으로 0.4 이하로 헬리콥터에 비해 낮

으므로 예측 기법의 초기 가정이었던 비압축성 가정은 합리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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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낮은 레이놀즈수로 인해 비회전 유동 가정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

대적으로 좁으며, 이 점은 후류에 의한 유도 속도 계산 시 오차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9.4inch 프로펠러에서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초소형 드론(Micro Aerial 

Vehicle, MAV) 등 매우 낮은 레이놀즈수 영역에서 운용되는 프로펠러의 

예측 시에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유 후류 와류 격자 기법에 

의한 예측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블레이드 표면에 분포된 소스와 더블렛을 하나의 캠버면에 

분포된 와류 격자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얇은 에어포일 이론(thin airfoil 

theory)이 적용되는데, 본 연구에 사용한 드론 프로펠러의 익형은 두께

가 얇아 문제되지 않았으나 보다 두꺼운 익형의 프로펠러의 해석 시에

는 일반적인 lifting surface 이론 기반의 예측 기법을 사용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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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DJI 9450 프로펠러의 RPM에 따른 추력 예측값 및 실험값

<그림 5.14> DJI 9450 프로펠러의 RPM에 따른 토크 예측값 및 실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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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인항공기 프로펠러의 소음 예측 및 검증

  제 5장에서는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프로펠러의 공력 예측 기법을 

통하여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와 그로 인한 추력, 토크 등의 

공력 지표들을 계산하였다. 본 장에서는 공력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주

어진 수음점에서의 소음을 예측한다. 단일 프로펠러에 의한 소음을 불

연속 주파수 소음과 광대역 소음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예측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고, 일정한 RPM에 대해 예측한 소음도를 측정 결과와 주

파수 영역에서 비교하여 소음 예측 기법의 신뢰성을 점검한다.

6.1. 프로펠러 소음의 측정

6.1.1. 측정 환경

  단일 프로펠러 소음의 측정은 제 5장의 공력 측정과 동시에 진행하였

으며, 측정 환경은 5.1.2.절에서 서술한 바와 동일하다. 또한 추가로 약 

7000RPM에서 프로펠러를 제외한 모터만의 소음을 측정하여, 프로펠러

에 의한 공력 소음 외의 기타 소음원이 전체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6.1.2. 측정 결과

  <그림 6.1>은 측정 각도별 RPM에 따른 소음 레벨을 보여준다. 소음

도는 추출된 5초간의 데이터의 등가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었다. 소

음은 RPM에 따라 증가하는데, 데이터의 로그 회귀 곡선으로부터 압력

의 실효값과 팁 마하수 간의 상관관계를 <식 6.1>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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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6.1>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얻은  값은 약 5.2 정도로 monopole source와 

dipole source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47]. 이 결과는 프로펠러 등

의 회전체 소음에서 monopole source와 dipole source가 지배적이라고 

알려진 사실과 일치한다.

  단일 프로펠러의 소음 레벨의 범위는 측정 범위 내 최소 42dB에서부

터 최대 76dB까지 변화 폭이 매우 크다. 앞서 2.2.2.절에서 살펴본 실험 

결과에 의하면 1.5kg 이상의 기체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약 5000RPM 이

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운용 범위 내에서도 RPM 및 

위치에 따라 소음도에 최대 15dB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6.1> DJI 9450 프로펠러의 RPM에 따른 소음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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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측정된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그림 6.2>와 같이 

BPF와 그 고차 주파수에 대한 선명한 tonal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강한 톤 성분은 제어로 인해 BPF 성분이 일정한 구간 내에 분포

하는 전 기체에 의한 소음 스펙트럼(<그림 2.5> 참고)과 대비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고정된 RPM에서 정상상태에 이른 프로펠러의 소

음을 예측하며, 예측 결과를 전 기체 소음으로 확장하는 방안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그림 6.2> 프로펠러 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 ( 6968RPM, 30°)

  약 7000RPM에서 프로펠러를 제외한 시스템 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

을 살펴보면, 역시 모터의 회전수에 비례한 tonal 위주의 소음임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6.3>. 그러나 비슷한 RPM에서의 같은 위치의 프로펠

러 소음과 비교해보면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소음 레벨의 차

이는 15dB 이상으로 에너지로는 30배 이상의 차이이며,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모터-프로펠러 시스템에서 측정된 모든 소음을 프로펠러 소음

으로 간주하고 측정 및 예측 결과를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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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모터 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 ( 7000RPM, 30°)

6.2. 프로펠러 소음 예측

6.2.1. 예측 기법

  고정 RPM으로 회전하는 회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공력 소음은 크게 

불연속 주파수 소음과 광대역 소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미 프로펠러 

소음의 주파수 분석 결과에서 강한 불연속 주파수 소음과 광대역 소음

을 확인한 바 있다. 불연속 주파수 소음은 두께 소음(thickness noise), 

하중 소음(loading noise), 고속 충격 소음(High-Speed Impulsive noise, 

HSI), 블레이드-와류 간섭 소음(Blade-Vortex Interaction noise, BVI) 등 

주기적인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광대역 소음은 난류 유입 소

음(Turbulence Ingestion Noise, TIN)이나 익형 자체 소음(airfoil 

self-noise)에 의해 발생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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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연속 주파수 소음 예측

  불연속 주파수 소음은 블레이드의 표면 압력 분포에 대한 정보로부

터, Ffowcs Williams-Hawkings (FW-H) 방정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Ffowcs Williams와 Hawkings는 임의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그 경계면

은  , 내부는   , 외부는   으로 정의(<그림 6.4> 참조)하

고 Lighthill의 음향상사 이론[49]을 적용하여 <식 6.2>과 같은 방정식을 

제안하였다[50].

<그림 6.4>  으로 정의되는 움직이는 물체 표면 도식도[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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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2>

  여기서 와 는 각각 Dirac delta 함수와 Heaviside 함수를 의

미한다. 이 때 모든 비선형 항은 세 번째 항의 Lighthill stress tensor 

    ′′에 포함되어 있으며 quadrupole source의 형

태로 나타난다. 비선형 항의 계산을 위해서는 블레이드 주변 음장(near 

field)의 공력 계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 공력 예측에 사용

한 자유 후류 와류 격자 기법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러

나 quadrupole source는 낮은 팁 마하수에서 소음 방사 효율이 매우 낮

으므로 다른 선형 항들에 비해 무시할 수 있다[47]. 실제로 quadrupole 

source 항에 의해 계산되는 HSI는 본 연구 범위인 제자리비행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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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생하지 않는다. 6.1.2.절의 측정 결과에서도 프로펠러의 주 소음원

이 monopole과 dipole임을 밝힌 바 있다.

  우변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각각 <식 6.3>과 <식 6.4>와 같은 

독립적인 선형 방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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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6.4>

  각각의 식은 thickness noise 방정식과 loading noise 방정식으로 불리

며, 우항은 monopole source와 dipole source를 의미한다. 위 두 식을 

수치적으로 구현하고 프로펠러의 소음 예측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Farassat이 제안한 formulation 1A의 형태를 사용하였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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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대역 소음 예측

  광대역 소음의 주 소음원은 난류 유입 소음과 익형 자체 소음으로 구

분된다. 난류 유입 소음은 대기의 난류와 블레이드와의 상호 작용을 통

해 발생하며, 익형 자체 소음은 유입류와는 무관하게 익형의 경계층에

서 형성된 난류나 와류에 의해 발생한다. 익형 자체 소음에는 경계층 

내의 난류가 익형 뒷전을 지나며 발생하는 TBLTE(Turbulent Boundary 

Layer Trailing Edge noise), 날카롭지 않은 익형 뒷전에서의 작은 유동 

박리로 인한 와류 발산에 의해 발생하는 bluntness noise(Trailing Edge 

Bluntness Vortex Shedding noise) 등이 있다<그림 6.5>.

       (a) Turbulence Ingestion Noise

       (b) Turbulent Boundary Layer Trailing Edge Noise

       (c) Trailing Edge Bluntness Vortex Shedding Noise

<그림 6.5> 광대역 소음의 발생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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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류 유입 소음은 <그림 6.5>의 (a)와 같이 대기 중의 난류가 유입되

어 익형 표면에 국부적인 하중의 변화를 일으켜서 발생하며, 따라서 

loading noise와 같은 dipole의 방사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 

유입 소음의 예측을 위해 <식 6.7> 및 <식 6.8>과 같은 Lowson에 의해 

제안된 실험식을 사용하였다[52,53].

   log

          <식 6.7>

  log







 






 

 <식 6.8>

  여기서 는 저주파 보정 상수이며, 는 normalized wave number이

다. 대기 난류의 length scale 와 난류 강도 는 <식 6.9> 및 <식 

6.10>에 나타난 실험식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54].

                    <식 6.9>

  logloglog

log
  <식 6.10>

  이 때 는 지면의 거칠기, 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의미한다.

  TBLTE와 bluntness noise의 예측에는 Brooks, Pope, Marcolini가 익형 

자체 소음의 측정을 통해 제시한 반실험식을 사용하였다[55]. TBLTE는 

익형의 흡입면(suction side)과 압력면(pressure side)의 소음, 그리고 실

속(stall) 이후에서의 소음도로 나누어 예측하며, 각각의 계산을 위한 식

은 <식 6.11> ~ <식 6.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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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식 6.11>

  log


  

          <식 6.12>

  log


  

    <식 6.13>

  log


  

             <식 6.14>

  여기서 는 난류 경계층의 변위 두께, 와 는 실험에 의한 주파

수 스펙트럼의 형상 함수, 과 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변위 함수를 

의미하며, 아래 첨자 , , 는 각각 흡입면, 압력면, 실속 이후를 나타

낸다. 또한 스트롤 수(Strouhal number, )와 소음의 방향성 함수 는 

<식 6.15> ~ <식 6.19>와 같이 정의된다.

  
                     <식 6.15>

  
                     <식 6.16>

                     <식 6.17>

   ×











   

  

  ≤ ≤

    

    <식 6.18>

 ≈cos  cos 


sinsin
      <식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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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bluntness noise의 예측을 위한 반실험식은 <식 6.20>과 같다.

  log










 





  




   




″′

″′ 
<식 6.20>

  이 때 
 는 흡입면과 압력면 경계층 두께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는 <식 6.19>의 방향성 함수와 동일하다. 는 익형 뒷전의 길이, 는 

익형 뒷전의 사이각을 나타내며, 와 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

에 의한 주파수 스펙트럼의 형상 함수이다.  ″′는 익형 뒷전의 길이를 

바탕으로 한 스트롤 수이다.

  앞선 식들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식을 이용한 프로펠러의 익형 자체 

소음 예측을 위해서는 익형 주위의 난류 경계층의 두께를 정확히 예측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5.2.2.절에서 진행한 익형의 2D 

CFD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어진 레이놀즈수에서의 각 익형별 경계

층 두께를 계산하였다. 레이놀즈수 및 블레이드의 스팬 방향 위치에 대

한 경계층 두께를 선형 보간 하여 소음 예측에 활용하였다.

6.2.2. 예측 결과

  5.2.절에서 예측한 공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DJI 9450 프로펠러의 고

정 RPM에서의 소음을 불연속 주파수 소음과 광대역 소음으로 나누어 

예측하고, 6.1.2.절에 제시한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본 절에서는 

RPM에 따른 overall SPL의 예측 결과를 비교하고, 주어진 RPM에서 로

터 평면으로부터의 각도에 따른 소음도의 예측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

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RPM과 각도에서 측정된 소음과 예측된 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음 예측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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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로터형 소형 무인항공기의 프로펠러 소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

측 가능한지 검증해 보도록 한다.

1) RPM에 따른 소음 레벨

  <그림 6.6>은 로터 평면으로부터 0°, 30°, 45°, 60°에서 RPM에 

따른 소음 레벨의 측정 및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가독성을 위해 불연

속 주파수 소음, 광대역 소음, 전체 소음 예측 결과를 색으로 구분하였

다. 전체 소음의 예측 레벨이 실험 결과를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측 오차는 로터 평면에서의 결과를 제외하면 모두 3dB 이내

의 범위에 들어온다. 예측에 사용한 소음원 중에는 5000RPM 이상에서

는 모든 각도에 대해 loading noise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TBLTE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류 유입 소음

은 로터 평면으로부터의 각도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60°에서는 

TBLTE와 거의 같은 영향을 보이며, dipole source의 방사 특징을 잘 보

여준다. 프로펠러의 익형이 매우 얇고 뒷전의 두께 또한 짧기 때문에 

thickness noise와 bluntness noise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음 레벨은 전반적으로 측정값에 비해 낮게 예측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첫 번째 이유는 공력 및 

소음 예측 시의 시간 간격에 의해 결정되는 예측 가능한 주파수의 한계

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의 공력 예측을 10도 간격으로 진행하였

는데, 이에 해당하는 시간 간격은   ×RPM이다. Nyquist 이론

에 의하면 이 경우 예측 가능한 최대 주파수는 0.3×RPM 정도이며 블

레이드 수가 2개인 프로펠러에서는 BPF의 9번째 차수 성분에 해당한

다. 소음 예측 시에는 시간 간격이 더 좁고, 선형 보간된 지연 시간 영

역에서 실제 시간 영역으로 맵핑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 주파수 범위

가 일부 증가하긴 하지만, 가청 주파수의 범위 전부를 커버하기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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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이는 고주파 대역에서의 톤 성분을 과소평가 하는 결과로 이어진

다. 두 번째 이유는 광대역 소음의 예측 오차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음 모델이 NACA0012의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만큼, 캠버

가 큰 드론 프로펠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실험 데이터를 통한 

실험식의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주파수 특성의 

비교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a)    (b)   

(c)    (d)   

<그림 6.6> RPM에 따른 소음 레벨의 측정값 및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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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 레벨의 방향성

  <그림 6.7>에는 5250RPM, 6968RPM, 8707RPM에서의 로터 회전 평면 

아래에 발생하는 소음도의 크기 및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한 

RPM은 <표 2.3>의 제자리비행 시 운용되는 프로펠러의 RPM 범위를 참

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전체 소음도의 예측 결과는 RPM별 레벨과 마찬

가지로 실험 결과를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펠러 소음

의 측정 및 예측 결과는 방사 방향별로 소음 레벨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로터 평면으로부터 약 30°위치에서 최대 소음도를 나

타낸다. 헬리콥터 소음과 방사 패턴이 다른 이유는 프로펠러 블레이드

의 스팬 방향별 비틀림 각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loading noise가 

분산되어 방사된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disk loading에 의하여 전

체 소음도에서 TBLTE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주파수 스펙트럼

  마찬가지로 5250RPM, 6968RPM, 8707RPM에 대하여, 로터 평면으로부

터 30°위치에서의 측정 및 예측된 소음의 주파수 분포를 <그림 6.8>에 

나타내었다. 광대역 소음은 1/3-octave band에 대한 레벨로써 예측되므

로, white noise에 각 밴드별 레벨에 대한 필터를 씌운 후 다시 주파수 

분석을 진행하여 그래프에 도시하였다. 비교한 세 RPM에 대해 모두 불

연속 주파수 성분의 레벨을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BPF 성분의 예측 오차는 2dB 이내로 높은 정확성을 보여준다. 조화 성

분들의 예측 결과도 낮은 차수에서는 실험 데이터의 경향성을 잘 따라

가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차 이상 성분부터는 예측 오차가 급격

히 증가한다. 공력 예측 시 하중 분포 계산의 시간 간격을 줄임으로써 

보다 높은 차수의 조화 성분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높은 RPM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팁 마하수이 증가함에 따라 비압축성 유동의 가정에서 벗어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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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프로펠러의 공탄성 효과가 커지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광대역 소음의 예측 결과는 1000Hz 이상에서는 측정값과 비슷한 경

향성을 보여주지만, 저주파 대역의 소음은 예측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드론 프로펠러의 경계층 변위 두께 가 작으므로 같은 스트롤 수

를 가지기 위한 요구 주파수가 높고, 따라서 스트롤 수를 기준으로 주

파수 스펙트럼의 형상 함수를 모델링한 실험식만으로는 낮은 주파수 영

역에서의 소음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1000Hz 이상의 영역에서도 전체

적인 경향성은 비슷하나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한 소음 레벨에는 차이가 

있으며, RPM이 높아질수록 예측의 정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광대역 소음의 예측 모델이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험식인 

만큼 실험식의 구성에 사용된 조건에서 벗어날수록 예측 오차가 증가하

게 되며, 드론 프로펠러는 캠버가 크고 앞전과 뒷전의 형상이 일반적이

지 않아 위와 같은 오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드론 프로펠러의 익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이후 운

용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실험식의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 살펴본 소음 예측 결과는 측정된 소음

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길지 않은 계산 시간으로 소음 

레벨 및 방향성, 주파수 특성과 같은 활용 가능한 소음 지표들을 예측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력 및 소음 예측 과정에서 연구 대상 

프로펠러에만 국한되는 조건이나 가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슷한 

레이놀즈수 및 마하수 환경에 놓여있는 다른 드론 프로펠러들에 대해서

도 같은 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의 소음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본 장에서 제시한 소음 예측의 일련의 과정

이 연구 대상 프로펠러의 소음 저감이나 음질 개선 연구에 활용되기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며,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의 달성에 한발 다가갔음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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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250RPM (=0.19, =5.2×105) (b) 6968RPM (=0.25, =7.0×105)

(c) 8707RPM (=0.32, =8.7×105)

<그림 6.7> 프로펠러 소음의 방사 방향별 측정값 및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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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250RPM, 30° (=0.19, =5.2×105)

(b) 6968RPM, 30° (=0.25, =7.0×105)

(c) 8707RPM, 30° (=0.32, =8.7×105)

<그림 6.8> 측정 및 예측된 프로펠러 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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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인항공기 전 기체 소음의 음질 인자 예측

  본 연구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두 장에 걸쳐 무인항공기 프로펠러의 

공력 및 소음 예측을 진행하고 실험실 환경에서의 측정값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 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실제 비행 환경에서의 

소음은 난류의 유입이나 자세 제어를 위한 RPM의 실시간 변화 등으로 

인해 고정된 위치 및 RPM 하에서의 소음과 그 특성이 상이하며, 이미 

제 1장과 제 6장의 측정 신호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드론 소

음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전 기체 소음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

다. 앞서 진행한 단일 프로펠러의 소음 예측 기법 또한 실제 비행 조건

에서의 소음 예측으로 확장시킬 수 없다면 결국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

다.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 전 기체의 움직임은 본 연구와 같이 제자리비

행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하더라도, 주위의 대기의 흐름을 완벽히 알고 

있지 않는 한 하나의 정해진 해로써 묘사할 수 없다. 즉, 자세 유지를 

위해 각 프로펠러의 RPM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행 이후 기록된 제어 신호의 추적만이 가능하다. 프로펠러의 개발 단

계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따라서 전 기체 소음의 예측

을 위해서는 각 프로펠러가 어떠한 조건에 놓일 것인지에 대한 통계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음향학적 

지표들 역시 일정 시간동안의 통계적인 값으로써 표현된다는 사실이다. 

정확한 신호를 얻을 수 없더라도 이러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값을 가질지 예측할 수 있다면, 소음이 어떻게 평가되고 받아들여질지 

미리 짐작해볼 여지가 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첫 번째 파트에서 도출한 드론 소음의 불쾌감

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의 예측에 초점을 맞추어 전 기체 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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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다. 먼저 고정 RPM에 대해서 개발된 소음 예측 기법으로 전 기체 

소음을 예측해보고, 제 2장에서 측정한 측정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본 예측 기법의 적용 범위 및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RPM의 변화에 의

한 드론 소음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법의 

효과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도록 한다.

7.1. 고정 RPM을 가정한 전 기체 소음의 예측 및 한계

7.1.1. 예측 절차

1) 필요 RPM의 예측

  제 2장에서 소음 측정에 활용한 DJI F450 모델은 4개의 DJI 9450 프

로펠러에 의해 추력을 얻는다. 따라서 단순화하여 제자리비행 시 하나

의 프로펠러가 기체의 중량의 1/4를 지탱할 추력을 내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전 기체의 질량을 이라 하면, 추력 계수의 정의로부터 <식 

7.1>과 같이 프로펠러의 필요 RPM을 로 표현할 수 있다.

 














⇔ 




 



 


 <식 7.1>

  5.2.3.절에서 DJI 9450 프로펠러의  값은 평균 0.0146으로 예측되었

고, 기타 형상 정보를 사용하면 <표 7.1>과 같이 기체 중량에 따른 프

로펠러의 RPM을 계산할 수 있다.

<표 7.1> DJI F450 모델의 기체 중량별 예상 프로펠러 RPM

기체 중량(kg) 1.5 2.0 2.5 3.0

프로펠러 RPM 5407 6244 6981 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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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 예측 조건

  고정 RPM 가정 하에서 전 기체 소음의 예측은 제 6장과 동일하게 진

행할 수 있다. 프로펠러와 수음점간의 위치는 <그림 2.3>의 소음 측정 

조건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기체의 중심이 시험구간의 정 중앙에 위

치해있다고 가정하면, 프로펠러와 수음점 사이의 거리는 약 2.8m에서 

약 3.2m 사이에 분포하며, 소음의 방사방향이 로터 평면으로부터 이루

는 각도는 대략 28°~ 32°정도이다.

  4개의 프로펠러에 의한 소음 예측을 위해 2.8m, 3.0m, 3.0m, 3.2m에

서의 소음을 계산하여 합산하였으며, 각도는 모두 30°로 동일하게 유

지하였다. 제 6장의 소음 측정 및 예측 결과에서 방위각별 소음도의 차

이가 크지 않으므로, 약 2°이내의 차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7.1.2. 예측 결과

1) 주파수 스펙트럼

  1.5kg, 2.0kg, 2.5kg, 3.0kg의 전 기체 소음과 각 중량별 예상 RPM에

서의 예측된 소음을 <그림 7.1>과 같이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하였다. 

물리적 소음도의 비교를 위해 여기서는 단일 마이크로폰으로 측정된 신

호만을 나타내었다. 얼핏 보기에도 예측된 신호는 측정 신호를 잘 설명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신호의 스펙트럼의 가장 큰 차이

점은 역시 BPF 및 그 배음 성분이 변동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에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가지 경우 모두에서 예측된 BPF가 측정된 

BPF의 분포의 시작점에 위치한다는 사실이며, 기체 중량을 이용해 예

측한 RPM은 비행 환경에서 프로펠러가 운용되는 최소 RPM에 해당됨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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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kg (b) 2.0kg

(c) 2.5kg (d) 3.0kg

<그림 7.1> 고정 RPM 가정 하에서 전 기체의 측정 및 예측 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

2) 음향학적 지표

  <표 7.2>에는 각 기체 중량에 대해서 측정 신호와 예측 신호의 소음 

레벨()과 심리음향학적 지표인 loudness, sharpness, fluctuation 

strength를 나타내었다. 음향학적 지표 역시 측정값과 예측값 간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loudness와 fluctuation strength는 실제 

신호의 절반 이하로 예측된다.

  소음 레벨과 loudness의 과소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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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예측 기법이 저주파 대역의 광대역 소음과 고주파 대역의 불연속 

주파수 소음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프로펠러 개수와 함께 누적되

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RPM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이 증가하는

데 실제 운용 환경 중 가장 낮은 RPM을 기준으로만 예측을 진행하였

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 비행 시의 측정 신호에서는 중·고주파 대역의 

불연속 주파수 소음이 단일 프로펠러의 측정 때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

났는데, 유입류나 RPM의 변화에 의한 비정상 하중이 더 크기 때문에 

하중 소음 및 난류 유입 소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또한 측정 환경에서 존재하는 지면이나 주변 사물에 의한 반사 효

과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주파 광대역 소음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은 sharpness를 실제보다 

크게 예측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RPM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

았으므로 fluctuation strength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

다.

<표 7.2> 전 기체의 측정 및 고정 RPM 가정 하의 예측 소음의 음향학적 

지표의 비교

지표 중량 측정값 예측값



1.5kg 69.3 59.6

2.0kg 72.4 61.7
2.5kg 71.9 66.3

3.0kg 74.2 68.7

Loudness (sone)

1.5kg 20.4 11.0

2.0kg 26.7 12.2
2.5kg 27.4 16.0

3.0kg 31.4 18.2

Sharpness (acum)

1.5kg 1.97 2.49

2.0kg 1.89 2.32
2.5kg 1.91 2.07

3.0kg 1.88 2.03

Fluctuation Strength (vacil)

1.5kg 0.552 0.314

2.0kg 0.589 0.279
2.5kg 0.548 0.234

3.0kg 0.573 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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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PM 변동 효과의 반영 및 음질 인자 예측

7.2.1. Fluctuation depth

  제자리비행 환경에서 프로펠러의 RPM 변화의 폭은 요구되는 추력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표 2.3>에서 측정된 소음 신호로부터 기체 중

량별 제자리비행 시 프로펠러의 운용 RPM 범위를 나타낸 바 있다. 제 

5장에서 측정한 단일 프로펠러의 RPM별 추력 데이터를 참고하면 역으

로 측정 중에 비행을 위해 요구되었던 추력 값들을 추산하는 것이 가능

하다. <표 7.3>은 기체 중량별로 운용된 프로펠러의 최소 및 최대 RPM 

값과 그에 해당하는 추력 및 요구 추력의 비율(maxmin)을 나타낸다. 

비행 환경에서 요구된 최대 추력 및 최소 추력의 비율은 4개의 중량 조

건에 대해서 1.5 정도로 동일하며, 추력이 일반적으로 RPM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운용 RPM의 범위 또한 1.5의 제곱근인 1.225의 비율로 유

지된다.

  사실 일정한 중량의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요구되는 추력의 범위는 기

체의 암(arm)의 길이나 무게중심 등 구조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 요소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조 해석을 통해 이 범위를 안다고 가정

하고,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인 1.5를 사용하여 소음 예측에 RPM 변화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표 7.3> 기체 중량별 운용된 프로펠러의 요구 추력 및 비율

기체 중량 RPM 범위 추력 (N) maxmin

1.5kg
5430 3.9

1.49
6480 5.5

2.0kg
6180 5.0

1.49
7530 7.3

2.5kg
7020 6.4

1.48
8400 9.0

3.0kg
7500 7.3

1.47
92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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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Fluctuation frequency

  RPM 신호가 얼마나 자주 변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제어 신호에 대한 

모터의 응답 속도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형 무인항공기에

서는 모터에 인가하는 PWM 신호를 통해 모터 RPM을 제어하며, 제어

를 위한 PWM 신호는 보통 100Hz 이상의 갱신 주기를 갖는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DJI 2312E 모터에 두 개의 PWM 신호를 번갈아 입력하면

서, 입력 신호의 갱신 주기를 변경하는 실험을 통해 모터의 응답 가능 

주기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터는 최소 20ms의 

주기로 RPM의 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모터의 변동 가능 주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조 주파수의 

개념과는 다르다. 드론 프로펠러의 RPM은 일정한 주기를 갖고 변화하

지 않으므로 변조 주파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다음 신호로 

변화하기까지 최소 20ms의 시간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7.2.3. RPM 변동 효과의 보정 기법

  RPM의 변동 폭과 변동 주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RPM 

변동 효과를 보정하였다.

  (1) 기체의 중량으로부터 계산된 최소 요구 RPM(min )으로부터 변

동 폭 내의 기하학적 평균(geometric mean)값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 RPM으로 삼는다. 여기서는 약 1min에서 1.225min의 

변동 폭을 가지므로 1.107min이 기준이 된다.

  (2) 기준 RPM을 고정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4개의 프로펠러에 의한 

수음점 위치에서의 소음을 각각 계산한다. 본 절에서는 앞선 절과 

마찬가지로 2.8m, 3.0m, 3.2m 거리의 로터 평면으로부터 30°위치

에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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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대역 소음 및 불연속 주파수의 예측 신호를 더해 하나의 신호

로 만들고, 프로펠러별 신호간의 위상(phase)차를 임의로 설정한

다.

  (4) <그림 7.2>와 같이 각각의 신호를 변동 주기로 나누고, 각 샘플들

마다 up-sampling 혹은 down-sampling하여 데이터의 개수를 조절

한다. 이 때 re-sampling의 비율은 RPM 변동 폭 내의 임의의 값

을 가지도록 한다. Down-sampling은 데이터를 압축시켜 결과적으

로 신호의 전체 피치가 증가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up-sampling은 그 반대 효과를 낸다. 여기서는 20ms마다 추출된 

신호를 0.904 ~ 1.107의 비율로 re-sampling하였다. re-sampling 

비율은 균일 분포의 랜덤 함수를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5) 마지막으로 4개의 신호를 하나로 더하여 전 기체의 소음 예측 신

호를 얻는다.

<그림 7.2> Re-sampling을 이용한 RPM 변동 효과 보정 기법



- 107 -

7.2.4. 소음 예측 결과

1) 주파수 스펙트럼

  1.5kg, 2.0kg, 2.5kg, 3.0kg의 전 기체 소음과 RPM변동 효과의 보정을 

반영하여 예측한 소음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그림 7.3>에 나타내

었다. 앞서 고정 RPM 가정 하의 예측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측정된 신

호 스펙트럼의 경향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

째 BPF 성분의 변동 폭 및 그로 인한 레벨의 분포가 잘 예측되고 있으

며, 3번째 배음 성분의 변동까지는 측정 결과의 경향성을 잘 따라간다. 

그러나 BPF의 고주파 성분이 낮게 예측되는 문제와 저주파 대역의 광

대역소음이 예측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2) 음향학적 지표

  마찬가지로 각 기체 중량에 대해서 측정 신호와 예측 신호의 음향학

적 지표들을 <표 7.4>에 나타내었다. 7.1.2.절의 예측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소음 레벨과 loudness의 과소평가, sharpness의 과대평가, 

fluctuation strength의 과소평가는 여전히 존재하나, 그 오차는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RPM 변동 효과의 반영으로 인해 

fluctuation strength의 예측이 가능해졌으며, 오차 범위도 약 10% 이내

에 들어온다. 의 예측 결과는 최대 5dB이내의 오차를 보여주며, 

sharpness의 과대평가 또한 10% 이하로 나타났다. Loudness는 오차가 

일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20% 이상 낮게 예측하는 것으로 드

러났는데, 앞서 언급한 유입류나 RPM의 변화에 의한 비정상 하중이 커

지는 부분을 여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예측 결과는 RPM의 변동을 보정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 

제시한 예측 절차가 기존의 예측 기법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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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준다. 다른 기종의 멀티로터형 무인항공기들에 대해서도 구조

적인 특성으로 인한 RPM의 변화 폭 및 모터의 변동 주기만 알 수 있다

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측 기법과 절차를 토대로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음향학적 인자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음향학적 인자 중 불쾌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loudness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은 본 예측 기법의 분명한 한계이며,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a) 1.5kg (b) 2.0kg

(c) 2.5kg (d) 3.0kg

<그림 7.3> RPM 변동 효과의 보정을 통한 전 기체의 측정 및 예측 

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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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전 기체의 측정 및 RPM 변동 보정 예측 소음의 음향학적 

지표의 비교

지표 중량 측정값 예측값



1.5kg 69.3 64.5

2.0kg 72.4 68.3

2.5kg 71.9 69.8

3.0kg 74.2 72.0

Loudness (sone)

1.5kg 20.4 15.6

2.0kg 26.7 18.8

2.5kg 27.4 20.3

3.0kg 31.4 23.2

Sharpness (acum)

1.5kg 1.97 2.17

2.0kg 1.89 2.06

2.5kg 1.91 2.15

3.0kg 1.88 2.09

Fluctuation Strength (vacil)

1.5kg 0.552 0.489

2.0kg 0.589 0.568

2.5kg 0.548 0.479

3.0kg 0.57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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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8.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멀티로터형 소형 무인항공기의 소음을 대상으로 환경 

소음으로서의 인체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소음 예측을 위한 공학적 기

법을 제시하여 소음 피해를 예견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자 하였다. 본론은 크게 두 개의 줄기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핵심 내용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8.1.1. 소음 특성 및 불쾌감 유효 인자

  제 2장에서 제 4장까지로 구성된 첫 번째 파트에서는 3 종류의 드론 

제자리비행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된 신호를 토대로 소음성 불쾌감의 평

가를 진행하였으며, 불쾌감에 영향을 주는 음질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항공기, 철도, 도로 소음과 함께 진행한 short-term noise annoyance 

평가에서는 드론 소음이 기타 교통 소음에 비해 같은 소음 레벨에서 더 

높은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HA와 PNE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드론 소음의 불쾌감은 기타 교통 소음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그 차이는 약 5dB(A)의 페널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음향학적 인

자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는 소리의 날카로움을 나타

내는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드론 소음은 기타 교통소음

에 비해 고주파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날카롭게 들리

며, 그 차이가 5dB(A)의 페널티에 해당하는 더 높은 불쾌감을 유발한다.

  또한 드론 소음은 자세 제어를 위한 RPM의 변화에 의해 BPF가 실시

간으로 변동하는 소음 특성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소음의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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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를 높인다. 자극음의 sharpness와 fluctuation strength를 변화시

키며 진행한 음질 평가에서는, sharpness는 소리의 날카로운 느낌을 반

영하고 fluctuation strength는 벌 소리처럼 윙윙거리는 느낌에 영향을 

주며 두 느낌 모두 소리의 전반적인 불쾌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종합하면, 드론 소음의 불쾌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음향학적 인

자는 loudness, sharpness, fluctuation strength로 대표되는 소리의 크기, 

음의 날카로움, 소음 레벨의 변동량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따라서 드론 

소음의 평가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8.1.2. 공력 및 소음 예측 기법

  제 5장에서 제 7장까지로 구성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드론 단일 프로

펠러의 공력 및 소음 예측을 진행하고, 전 기체 소음 예측을 위한 보정 

기법을 제시하여 첫 번째 파트에서 도출한 세 가지 주요 음질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력 및 소음의 예측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8.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하나의 드론 프로펠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림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력 및 소음을 예측하였고, 주로 운

용되는 RPM 범위 내에서 단일 프로펠러의 공력 및 소음 현상을 잘 예

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제 비행 시에는 각 프로펠러의 RPM이 실시간으로 변화하

기 때문에 고정 RPM에서 진행하는 소음 예측 기법으로는 전 기체 소

음 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음의 fluctuation strength

를 반영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터의 응답속도 및 RPM 변화의 

폭을 이용해 예측 신호를 re-sampling함으로써 RPM 변동에 의한 효과

를 보정하였고, 음질 인자의 예측에 있어 더 나은 예측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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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공력 및 소음 예측 절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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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8.2.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의 소음 피해 문제를 다룬 최초의 논문으로, 무

인기의 보급으로 인한 환경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

책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시한다. 정책적으로는 무인항공기 

소음에 대해 현존하는 기타 소음원들과 소음성 불쾌감 측면에서 비교 

평가함으로써 소음 관리 방향을 제안하였고, 기술적으로는 프로펠러 및 

전 기체 소음의 예측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저소음 및 음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연구가 센서 및 비

행 제어, 통신 네트워크 등의 기술 위주로만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

를 시작으로 소음 및 환경 분야의 연구자들이 무인항공기의 소음 문제

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언급할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심어주었

다는 점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기틀을 닦았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8.2.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의 기본적인 한계는 제한적인 연구 범위의 설정에서 기인한

다. 다양한 유형과 크기를 갖는 무인항공기 중에서 10kg 이하 급의 멀

티로터형 소형 무인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동 조건 또한 제자

리비행 소음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소음성 불쾌감이

나 음질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적인 드론 소음에 대한 평가로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공력 및 소음 예측 기법 또한 하나의 대상 프로

펠러만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다른 여러 종류의 형상과 공력 환경에 대

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 114 -

제시한 전 기체 소음의 예측 결과가 실제 소음의 loudness를 20% 이상 

과소평가한다는 점은 소음 예측 기법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실제 비행 

환경에서 유입류나 RPM의 변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비정상 하중은 아

직 예측할 수 없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 중 하나이

다.

  무인항공기 소음에 대한 후속 연구는 앞서 나열한 본 연구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소음성 불쾌감의 평가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 소음과 많은 피시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신뢰

성 있는 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며, 추후 무인기의 보급이 활성화

된다면 장기적인 소음 노출에 대한 불쾌감 평가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또한 다양한 기동 조건에서의 신뢰성 있는 

소음 예측 모델과 더불어 환경 소음 예측 지도의 작성에 드론이라는 새

로운 소음을 모듈로써 포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질 평가 연구에서도, 단일 프로펠러의 고정 RPM에서의 소음과 인위

적인 RPM 변동을 추가한 소음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면 무인항

공기 소음의 불쾌감에 RPM의 변화에 의한 주파수 변조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신뢰성 있는 전 기체 소음 예측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계속해

서 언급한 프로펠러 RPM의 변화를 공력 및 소음 예측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측 기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계산 단계마다 

프로펠러 격자들의 위치를 RPM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

으로는 무인항공기 전 기체 제어 알고리즘과 연동하여 각 순간에서 필

요한 추력과 그에 따른 RPM 및 발생하는 소음이 예측 가능한 통합적

인 모델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 하중으로 인한 소음

의 예측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전진비행을 포함한 기타 기

동 조건에서의 정밀한 예측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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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실험 자극음들의 음향학적 인자

1. 소형 드론

 49.5 59.5 64.5 69.5 74.5 79.5 84.5 89.5 94.5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39.3 49.3 54.3 59.3 64.3 69.3 74.3 79.3 84.3

 44.5 54.5 59.5 64.5 69.5 74.5 79.5 84.5 89.5

 49.2 59.2 64.2 69.2 74.2 79.2 84.2 89.2 94.2

max 55.5 65.5 70.5 75.5 80.5 85.5 90.5 95.5 100.5

max 51.1 61.1 66.1 71.1 76.1 81.1 86.1 91.1 96.1

max 44.5 54.5 59.5 64.5 69.5 74.5 79.5 84.5 89.5

max 42.3 52.3 57.3 62.3 67.3 72.3 77.3 82.3 87.3

 4.5 4.5 4.5 4.5 4.5 4.5 4.5 4.5 4.5

 9.9 9.9 9.9 9.9 9.9 9.9 9.9 9.9 9.9

  4.5 4.5 4.5 4.5 4.5 4.5 4.5 4.5 4.5

 2.3 2.3 2.3 2.3 2.3 2.3 2.3 2.3 2.3

′ 64.4 64.4 64.4 64.4 64.4 64.4 64.4 64.4 64.4

′ 69.4 79.4 84.4 89.4 94.4 99.4 104.4 109.4 114.4

 49.6 59.6 64.6 69.6 74.6 79.6 84.6 89.6 94.6

Loudness 2.4 5.6 8.1 11.5 16.1 22.4 31.0 42.5 58.3

Sharpness 2.7 2.4 2.3 2.2 2.2 2.2 2.2 2.3 2.3

Roughness 1.46 2.37 2.36 2.28 2.23 2.21 2.12 2.11 2.02

Fluctuation 

Strength
0.235 0.623 0.725 0.742 0.724 0.707 0.693 0.65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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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형 드론 (1.5kg)

 40.7 50.7 55.7 60.7 65.7 70.7 75.7 80.7 85.7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38.5 48.5 53.5 58.5 63.5 68.5 73.5 78.5 83.5

 39.3 49.3 54.3 59.3 64.3 69.3 74.3 79.3 84.3

 48.7 58.7 63.7 68.7 73.7 78.7 83.7 88.7 93.7

max 44.8 54.8 59.8 64.8 69.8 74.8 79.8 84.8 89.8

max 42.1 52.1 57.1 62.1 67.1 72.1 77.1 82.1 87.1

max 42.3 52.3 57.3 62.3 67.3 72.3 77.3 82.3 87.3

max 40.5 50.5 55.5 60.5 65.5 70.5 75.5 80.5 85.5

 -0.8 -0.8 -0.8 -0.8 -0.8 -0.8 -0.8 -0.8 -0.8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2.3 2.3 2.3 2.3 2.3 2.3 2.3 2.3 2.3

 1.3 1.3 1.3 1.3 1.3 1.3 1.3 1.3 1.3

′ 65.1 65.1 65.1 65.1 65.1 65.1 65.1 65.1 65.1

′ 68.8 78.8 83.8 88.8 93.8 98.8 103.8 108.8 113.8

 42.9 52.9 57.9 62.9 67.9 72.9 77.9 82.9 87.9

Loudness 2.5 5.7 8.3 11.7 16.4 22.7 31.4 43.2 59.4

Sharpness 2.3 2.2 2.2 2.1 2.1 2.1 2.1 2.2 2.2

Roughness 1.06 1.53 1.47 1.40 1.36 1.31 1.32 1.32 1.32

Fluctuation 

Strength
0.192 0.477 0.560 0.564 0.568 0.579 0.583 0.581 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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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형 드론 (2.0kg)

 41.1 51.1 56.1 61.1 66.1 71.1 76.1 81.1 86.1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39.4 49.4 54.4 59.4 64.4 69.4 74.4 79.4 84.4

 40.2 50.2 55.2 60.2 65.2 70.2 75.2 80.2 85.2

 48.8 58.8 63.8 68.8 73.8 78.8 83.8 88.8 93.8

max 43.9 53.9 58.9 63.9 68.9 73.9 78.9 83.9 88.9

max 42.3 52.3 57.3 62.3 67.3 72.3 77.3 82.3 87.3

max 42.9 52.9 57.9 62.9 67.9 72.9 77.9 82.9 87.9

max 41.2 51.2 56.2 61.2 66.2 71.2 76.2 81.2 86.2

 0.2 0.2 0.2 0.2 0.2 0.2 0.2 0.2 0.2

 9.4 9.4 9.4 9.4 9.4 9.4 9.4 9.4 9.4

  2.9 2.9 2.9 2.9 2.9 2.9 2.9 2.9 2.9

 1.5 1.5 1.5 1.5 1.5 1.5 1.5 1.5 1.5

′ 101.3 101.3 101.3 101.3 101.3 101.3 101.3 101.3 101.3

′ 69.0 79.0 84.0 89.0 94.0 99.0 104.0 109.0 114.0

 42.8 52.8 57.8 62.8 67.8 72.8 77.8 82.8 87.8

Loudness 2.9 6.5 9.2 13.0 18.2 25.1 34.4 46.9 64.2

Sharpness 2.1 2.0 2.0 2.0 2.0 2.0 2.0 2.0 2.0

Roughness 1.24 1.44 1.37 1.31 1.26 1.20 1.18 1.18 1.19

Fluctuation 

Strength
0.257 0.546 0.572 0.574 0.573 0.566 0.551 0.54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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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형 드론 (2.5kg)

 40.1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38.8 48.8 53.8 58.8 63.8 68.8 73.8 78.8 83.8

 39.1 49.1 54.1 59.1 64.1 69.1 74.1 79.1 84.1

 49.1 59.1 64.1 69.1 74.1 79.1 84.1 89.1 94.1

max 42.2 52.2 57.2 62.2 67.2 72.2 77.2 82.2 87.2

max 40.8 50.8 55.8 60.8 65.8 70.8 75.8 80.8 85.8

max 42.2 52.2 57.2 62.2 67.2 72.2 77.2 82.2 87.2

max 40.7 50.7 55.7 60.7 65.7 70.7 75.7 80.7 85.7

 -0.9 -1.0 -1.0 -1.0 -1.0 -1.0 -1.0 -1.0 -1.0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2.2 2.2 2.2 2.2 2.2 2.2 2.2 2.2 2.2

 1.2 1.2 1.2 1.2 1.2 1.2 1.2 1.2 1.2

′ 92.4 92.4 92.4 92.4 92.4 92.4 92.4 92.4 92.4

′ 69.3 79.3 84.3 89.3 94.3 99.3 104.3 109.3 114.3

 42.3 52.3 57.3 62.3 67.3 72.3 77.3 82.3 87.3

Loudness 2.7 6.1 8.7 12.3 17.1 23.7 32.4 44.2 60.2

Sharpness 2.2 2.1 2.1 2.1 2.1 2.0 2.0 2.0 2.1

Roughness 1.52 1.78 1.65 1.56 1.52 1.48 1.44 1.43 1.43

Fluctuation 

Strength
0.201 0.494 0.555 0.570 0.570 0.560 0.539 0.52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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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형 드론 (3.0kg)

 40.8 50.8 55.8 60.8 65.8 70.8 75.8 80.8 85.8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39.5 49.5 54.5 59.5 64.5 69.5 74.5 79.5 84.5

 39.8 49.8 54.8 59.8 64.8 69.8 74.8 79.8 84.8

 49.1 59.1 64.1 69.1 74.1 79.1 84.1 89.1 94.1

max 43.1 53.1 58.1 63.1 68.1 73.1 78.1 83.1 88.1

max 41.5 51.5 56.5 61.5 66.5 71.5 76.5 81.5 86.5

max 42.2 52.2 57.2 62.2 67.2 72.2 77.2 82.2 87.2

max 40.6 50.6 55.6 60.6 65.6 70.6 75.6 80.6 85.6

 -0.2 -0.2 -0.2 -0.2 -0.2 -0.2 -0.2 -0.2 -0.2

 9.7 9.7 9.6 9.6 9.6 9.6 9.6 9.6 9.6

  2.2 2.2 2.2 2.2 2.2 2.2 2.2 2.2 2.2

 1.1 1.1 1.1 1.1 1.1 1.1 1.1 1.1 1.1

′ 91.5 91.5 91.5 91.5 91.5 91.5 91.5 91.5 91.5

′ 69.3 79.3 84.3 89.3 94.3 99.3 104.3 109.3 114.3

 42.0 52.0 57.0 62.0 67.0 72.0 77.0 82.0 87.0

Loudness 2.9 6.4 9.1 12.7 17.7 24.5 33.4 45.6 62.0

Sharpness 2.1 2.1 2.0 2.0 2.0 2.0 2.0 2.0 2.0

Roughness 1.43 1.91 1.75 1.60 1.64 1.57 1.61 1.65 1.79

Fluctuation 

Strength
0.253 0.493 0.539 0.535 0.534 0.533 0.528 0.5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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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형 드론

 40.1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38.8 48.8 53.8 58.8 63.8 68.8 73.8 78.8 83.8

 38.9 48.9 53.9 58.9 63.9 68.9 73.9 78.9 83.9

 48.7 58.7 63.7 68.7 73.7 78.7 83.7 88.7 93.7

max 41.7 51.7 56.7 61.7 66.7 71.7 76.7 81.7 86.7

max 40.7 50.7 55.7 60.7 65.7 70.7 75.7 80.7 85.7

max 41.7 51.7 56.7 61.7 66.7 71.7 76.7 81.7 86.7

max 40.6 50.6 55.6 60.6 65.6 70.6 75.6 80.6 85.6

 -1.1 -1.1 -1.1 -1.1 -1.1 -1.1 -1.1 -1.1 -1.1

 9.9 9.9 9.9 9.9 9.9 9.9 9.9 9.9 9.9

  1.7 1.7 1.7 1.7 1.7 1.7 1.7 1.7 1.7

 1.1 1.1 1.1 1.1 1.1 1.1 1.1 1.1 1.1

′ 246.9 246.9 246.9 246.9 246.9 246.9 246.9 246.9 246.9

′ 71.1 81.1 86.1 91.1 96.1 101.1 106.1 111.1 116.1

 42.4 52.4 57.4 62.4 67.4 72.4 77.4 82.4 87.4

Loudness 2.9 6.5 9.3 13.0 18.0 24.7 33.7 45.8 62.1

Sharpness 2.4 2.3 2.3 2.2 2.2 2.2 2.2 2.2 2.2

Roughness 3.41 3.33 3.12 2.90 2.91 2.87 2.86 2.82 2.74

Fluctuation 

Strength
0.196 0.496 0.510 0.485 0.473 0.477 0.478 0.475 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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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기

 41.5 51.5 56.5 61.5 66.5 71.5 76.5 81.5 86.5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40.8 50.8 55.8 60.8 65.8 70.8 75.8 80.8 85.8

 48.3 58.3 63.3 68.3 73.3 78.3 83.3 88.3 93.3

max 44.7 54.7 59.7 64.7 69.7 74.7 79.7 84.7 89.7

max 43.3 53.3 58.3 63.3 68.3 73.3 78.3 83.3 88.3

max 44.6 54.6 59.6 64.6 69.6 74.6 79.6 84.6 89.6

max 42.6 52.6 57.6 62.6 67.6 72.6 77.6 82.6 87.6

 0.8 0.8 0.8 0.8 0.8 0.8 0.8 0.8 0.8

 8.3 8.3 8.3 8.3 8.3 8.3 8.3 8.3 8.3

  4.6 4.6 4.6 4.6 4.6 4.6 4.6 4.6 4.6

 3.7 3.7 3.7 3.7 3.7 3.7 3.7 3.7 3.7

′ 64.4 64.4 64.4 64.4 64.4 64.4 64.4 64.4 64.4

′ 68.9 78.9 83.9 88.9 93.9 98.9 103.9 108.9 113.9

 47.1 57.1 62.1 67.1 72.1 77.1 82.1 87.1 92.1

Loudness 2.9 6.3 9.0 12.6 17.5 24.1 33.0 45.1 61.5

Sharpness 1.5 1.4 1.4 1.4 1.4 1.4 1.4 1.4 1.5

Roughness 2.18 2.07 2.01 1.99 1.98 2.03 2.07 2.09 2.14

Fluctuation 

Strength
0.462 0.804 0.835 0.844 0.864 0.880 0.901 0.930 0.949



- 129 -

8. 철도

 43.4 53.3 58.3 63.3 68.3 73.3 78.3 83.3 88.3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41.2 51.2 56.2 61.2 66.2 71.2 76.2 81.2 86.2

 42.9 52.9 57.9 62.9 67.9 72.9 77.9 82.9 87.9

 47.7 57.7 62.7 67.7 72.7 77.7 82.7 87.7 92.7

max 49.2 59.2 64.2 69.2 74.2 79.2 84.2 89.2 94.2

max 47.1 57.1 62.1 67.1 72.1 77.1 82.1 87.1 92.1

max 46.9 56.9 61.9 66.9 71.9 76.9 81.9 86.9 91.9

max 44.5 54.5 59.5 64.5 69.5 74.5 79.5 84.5 89.5

 2.9 2.9 2.9 2.9 2.8 2.8 2.8 2.8 2.8

 6.5 6.5 6.5 6.5 6.5 6.5 6.5 6.5 6.5

  6.9 6.9 6.9 6.9 6.9 6.9 6.9 6.9 6.9

 7.7 7.7 7.7 7.7 7.7 7.7 7.7 7.7 7.7

′ 58.5 58.5 58.5 58.5 58.5 58.5 58.5 58.5 58.5

′ 68.7 78.7 83.7 88.7 93.7 98.7 103.7 108.7 113.7

 54.1 64.1 69.1 74.1 79.1 84.1 89.1 94.1 99.1

Loudness 3.2 7.2 10.3 14.4 20.0 27.4 37.4 50.9 69.1

Sharpness 1.5 1.5 1.5 1.5 1.5 1.5 1.5 1.5 1.5

Roughness 2.09 2.12 2.05 2.00 1.94 1.87 1.82 1.77 1.74

Fluctuation 

Strength
0.632 1.110 1.205 1.245 1.260 1.270 1.285 1.285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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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로

 42.3 52.3 57.3 62.3 67.3 72.3 77.3 82.3 87.3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40.8 50.8 55.8 60.8 65.8 70.8 75.8 80.8 85.8

 41.9 51.9 56.9 61.9 66.9 71.9 76.9 81.9 86.9

 45.6 55.5 60.5 65.5 70.5 75.5 80.5 85.5 90.5

max 44.8 54.8 59.8 64.8 69.8 74.8 79.8 84.8 89.8

max 43.8 53.8 58.8 63.8 68.8 73.8 78.8 83.8 88.8

max 42.7 52.7 57.7 62.7 67.7 72.7 77.7 82.7 87.7

max 41.3 51.3 56.3 61.3 66.3 71.3 76.3 81.3 86.3

 1.9 1.9 1.9 1.9 1.9 1.9 1.9 1.9 1.9

 4.8 4.7 4.7 4.7 4.7 4.7 4.7 4.7 4.7

  2.7 2.7 2.7 2.7 2.7 2.7 2.7 2.7 2.7

 1.8 1.8 1.8 1.8 1.8 1.8 1.8 1.8 1.8

′ 81.6 81.6 81.6 81.6 81.6 81.6 81.6 81.6 81.6

′ 68.8 78.8 83.8 88.8 93.8 98.8 103.8 108.8 113.8

 44.2 54.2 59.2 64.2 69.2 74.2 79.2 84.2 89.2

Loudness 3.0 6.8 9.7 13.6 18.9 25.9 35.4 48.3 65.5

Sharpness 1.4 1.5 1.5 1.5 1.4 1.4 1.4 1.4 1.4

Roughness 1.77 1.59 1.55 1.53 1.48 1.46 1.43 1.41 1.43

Fluctuation 

Strength
0.452 0.628 0.656 0.679 0.649 0.620 0.627 0.6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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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핑크 노이즈

 44.6 54.6 59.6 64.6 69.6 74.6 79.6 84.6 89.6

 40.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40.6 50.6 55.6 60.6 65.6 70.6 75.6 80.6 85.6

 42.0 52.0 57.0 62.0 67.0 72.0 77.0 82.0 87.0

 47.3 57.3 62.3 67.3 72.3 77.3 82.3 87.3 92.3

max 47.8 57.8 62.8 67.8 72.8 77.8 82.8 87.8 92.8

max 45.4 55.4 60.4 65.4 70.4 75.4 80.4 85.4 90.4

max 40.4 50.4 55.4 60.4 65.4 70.4 75.4 80.4 85.4

max 40.1 50.1 55.1 60.1 65.1 70.1 75.1 80.1 85.1

 2.0 2.0 2.0 2.0 2.0 2.0 2.0 2.0 2.0

 6.7 6.7 6.7 6.7 6.7 6.7 6.7 6.7 6.7

  0.4 0.4 0.4 0.4 0.4 0.4 0.4 0.4 0.4

 0.5 0.5 0.5 0.5 0.5 0.5 0.5 0.5 0.5

′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 68.6 78.6 83.6 88.6 93.6 98.6 103.6 108.6 113.6

 42.0 52.0 57.0 62.0 67.0 72.0 77.0 82.0 87.0

Loudness 3.3 7.4 10.5 14.8 20.4 28.0 38.2 51.7 69.9

Sharpness 2.0 2.0 1.9 1.9 1.9 1.9 1.9 1.9 1.9

Roughness 2.11 1.70 1.63 1.58 1.52 1.47 1.44 1.41 1.39

Fluctuation 

Strength
0.308 0.384 0.384 0.385 0.369 0.351 0.339 0.33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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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erodynamic noise generated in the hov-

ering state of the multi-rotor type small UAV(Unmanned Aerial 

Vehicle). First, the noise is measured according to the model and 

weight conditions of the UAV, and the physical and psychoacoustic in-

dicators are calculated to confirm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The re-

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show that the noise contains a strong 

tonal component and that the BPF(Blade Passing Frequency) is not 

fixed but is distributed within a certain range, which is a key feature 

of UAV noise.

  In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the diffusion of UAV is recognized as 

a potential environmental noise problem, and the subjective response 

to UAV noise is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noise annoya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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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he annoyance curve with other traffic noise shows 

that UAV noise causes higher annoyance at the same noise level and 

suggests that a certain penalty should be imposed in noise regul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at this difference in annoyance can 

be explained by acoustic factors indicating the sharpness of the sound. 

Also, the effective factors affecting the sound quality of UAV noise 

ar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nd re-

gression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the loudness, sharpness, and 

fluctuation strength of sound are important factors. Above results are 

reaffirmed from the sound quality evaluation using the stimulus in 

which the effective factors are controlled by signal processing.

  In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a numerical method to predict aer-

odynamic noise of UAV is proposed. After the shape information of a 

single propeller of a UAV is collected, aerodynamic coefficients and 

boundary layer thickness of airfoil sections are calculated using 2-D 

CFD. Then, the free wake vortex lattice technique is used to calculate 

the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blade surface and predict the aerody-

namic performance of the entire propeller. This method is suitable for 

low noise design research in that it can be applied to the prediction 

of the unsteady loading noise and has a lower computation cost than 

3-D CFD. Discrete frequency noise is calculated from the predicted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 using acoustic analogy, and the broadband 

noise is predicted using empirical equations based on boundary layer 

thickness. For the validation of the numerical technique, the thrust, 

torque and noise according to the rotor RPM(Revolutions Per Minute) 

are measured in the anechoic chamber, and the measured data and 

the predicted results for the single propeller are compared.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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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erodynamic noise generated during hovering of the entire aircraft 

is predicted by using the proposed technique.

  At the end of the study, in order to better predict the noise of the 

entire UAV, the wa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BPF varying in 

real time is considered. The predicted noise signal is re-sampled per 

unit time using the range of RPM and the response speed of the mo-

tor to generate a signal reflecting the main features of UAV noise. 

The predicted results are again compared with the signal measured in 

hovering flight, in terms of the noise level and the main sound quality 

factors.

Keywords  : UAV noise, noise measurement, Environmental noise, 

Noise annoyance, Sound quality evaluation, 

Aerodynamic noise, Aerodynamic prediction, 

Aeroacoustic prediction

Student Number : 2010-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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