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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소음과 반대 파장 소리로 상쇄시켜

동요 가사처럼 기찻길 옆에 살아도 아기가 잘도 잘 수 있게 됐다. 싱가포르 과학자들이 시야

를 전혀 가리지 않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창문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메인 추가

[사이언스샷] 소음 막는 스피커 덕분 기찻길옆 아기 잘도 잔다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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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운-셍 간 교수가 방범창 창살에 설치된 소음 상쇄용 스피커를 점검하고 있다. 이
장비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절반으로 줄였다./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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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양 공대의 운-셍 간 교수 연구진은 9일(현지 시각)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도

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절반으로 줄이는 능동 소음 제어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소음과 정반대 파장 소리로 상쇄

연구진은 유리 창문 밖에 있는 방범창의 창살에 지름 4.5㎝의 소형 스피커 24개를 설치했다.

각각의 스피커 간격은 12.5㎝였다. 유리창 바깥쪽에 붙은 센서가 외부 소음을 감지하면 스피

커들이 그와 같은 주파수의 소리를 집안으로 낸다. 다만 음파의 파장이 정반대다.

소리는 파도처럼 골과 마루가 있는 형태로 전달된다. 외부 소음과 스피커가 낸 소리가 정반

대 파장이면 서로 상쇄돼 사라진다. 공항에서 항공기 소음을 막는 헤드폰과 같은 원리이다.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능동 소음 제어 장비가 설치된 모형 창문을 설치하고 2m 떨어진 거리

에서 스피커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같은 소리를 발생시켰다. 창문 안쪽에서 소음을 측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소음제거 실험 장치. 모의 창문 앞에 설치된 스피커로 도로 소음과 같은 주파수를
발생시키면 창살에 설치된 소음 상쇄용 스피커 24개가 이를 상쇄한다./NTU

원본보기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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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더니 10데시벨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창문을 열

고 살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혈압, 심근경색 위험 17%까지 줄여

이번 장비는 300~1000헤르츠 주파수에서 소음 제어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 트럭이나 오토바

이, 기차 등 교통수단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소음이 10데시벨 줄

면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17%까지 줄어든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장비는 사람이 내는 소음은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람 목소리는 주파수가 3

00헤르츠보다 낮다. 그런 주파수의 소음을 상쇄하려면 스피커가 더 커야 한다. 그래야 낮은

주파수의 공기를 대량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피커가 커지면 창문을 가리는

문제가 생긴다.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면 목소리는 계속 낮춰야 한다.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ywlee@chosun.com]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구독 / 미스터트롯 티켓 받자 

▶ 임영웅 영탁 이찬원 콘서트 공짜로 보러 갈래?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밀리터리시크릿 '밀톡'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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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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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위로

https://mrtrot.chosun.com/?utm_source=naver&utm_medium=link1&utm_campaign=news
https://mrtrot.chosun.com/?utm_source=naver&utm_medium=link2&utm_campaign=news
https://nsearch.chosun.com/search/total.search?query=%5B%EB%B0%80%ED%86%A1%5D&siteid=&category=&sort=1&writer=%EC%9C%A0%EC%9A%A9%EC%9B%90&field=&date_period=&date_start=&date_end=&emd_word=&expt_word=&opt_chk=&utm_source=naver&utm_medium=link3&utm_campaign=news
http://www.chosun.com/
https://tivan.naver.com/gfa/dgY2zkOwKqjQyh4OY9QqAta90zX-6tlCks9xdDtSLSv8wZOxew3ZUIHH0cXKG0wKv5xq2Ts--Rc3X8eqZLZwNbXeXSZnLpzKMx_efWO8r3DDqS2zwlr3c5PeGkNcV-eqQb4X_OTVFWhzxAa9CMAGtj-3CKIzqK-4TGTzELpJwWQ_yCGhpC3bv7zLCuMU6oG7ejndg1YowYEtNmkGcr7-LvoTv7e5WraIoQCADKGjLBtQJWL0dEs0oVH6Pv2XpbrZrg3nKhuQnZiyqP9telBhBDwGTrX9dWrU3MMqMfk5tmQ0DbINo1OiRhQv-VM2CVOja9n6J2JS3fXOcmzv79ySRo2Rz1nFLG3iLlUafVgsUb96fStUv3XYLrF8L4k1tNJCO2dSjMnDbKg457tEjo41WZwrMnrcYwWoA7vRh6kOrL93p3puyXFoPS5FFhGiTEXSp2mx4RyYPgZS-Fte1Zk4s2QU_BvtMDzz_YcxhzLSggDONzLmHzaQPmHQAAe2BJRSu7vYbR8TtEp2coUz8FdcydTuMbqp0x3nxJqvIcR0XzQQImB_UZCq3dcZhBA-mExHc4dpaZXnHMbfI28_g7nmkvG16rU8jIhLltEemoesT3G7xPQKkx5Q1Tk_0Y46R8iWObowZNJdYOp5XvYTIlV78xY8EfcZ2fUybxR3tvuyRPciV2WhzNLHKc7CZTJWET0y1wxOxvyYgVmMmrwv0TbeuYG7zEMwNs-xMXq2n14ktpPHu_jce3sjKXMfGOAtXMmYNLozpwIAR4tlPiFqhU3ti_FUjiN3hSmYS6iSBsTFxHJ6CbRNdT5nS8GhGfK6bqFbRjYMDc5-qINnV1a0jPNBGRD8fZNHAaTCBcomwTOAgjw=/


7/10/2020 [사이언스샷] 소음 막는 스피커 덕분 기찻길옆 아기 잘도 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45477?sid=105 4/7

구독한 기사는 네이버 MY뉴스에서 볼 수 있어요 

조선일보 언론사홈 바로가기

"이상한 말 남기고 집 나섰다" 실종신고 7시간뒤인 0시 1분 발견

[단독] 박원순, 실종 전 정세균에 전화 "너무 힘들다"

박시장, 북악산서 숨진채 발견… "타살 흔적 없다"

"박시장이 성추행 하고 사진을 보냈어요" 前비서 경찰에 고소

전투기 'F-22 랩터' 기밀 빼돌린 한국인… 미국서 기소

이영완 기자
구독자 3,804 응원수 298

[사이언스카페] 알약 하나로 운동효과, 뇌 회춘시킨다

해뜨기 전 북쪽 하늘에 혜성 꼬리 보인다

1997년 이후 줄곧 과학 분야만 취재하고, 국내 유일 과학기자 기명칼럼인 ‘이영완의 사이언스카페’에서 자
연과 역사, 문화를 과학으로 풀어내길 좋아하는 이야기꾼, 이영완 과학전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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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영화에서 독 뿜던 공룡, 도마뱀보다 새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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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댓글 정책은 조선일보가 결정합니다. 안내

14개의 댓글 내 댓글

현재 댓글
14

작성자 삭제
0

규정 미준수
0

hans****
2020.07.10. 07:34

답글 2 61 1

jang****
2020.07.10. 07:19

답글 7 24 3

roll****
2020.07.10. 09:00

답글 2 3 0

haju****
2020.07.10. 09:37

답글 작성 1 0

thsg****
2020.07.10. 09:01

답글 작성 1 0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층간소음 잡는스피커도 만들어주세요~~ 제발~~~

우리집에 꼭 필요. 집사람 소리좀 잡아줘!

층간소음도 잡아줬음 했는데 진동으로 인한 소음은 효과 미미할 듯. 미친 304호 진짜 험한 생각 매
초 매 분 든다.

신음소리 상쇄하는 스피커도 개발해주세요. . 제원룸 옆방에서 밤마다 소리가 들려서 미치겠어요

기찻길 옆 아기가 있는집이 아니어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소리에 예민한 편이라 소음은 정말 싫
어요 ~~ 좀 더 활용되서 다른 생활 곳곳의 소음 유발하는곳에도 생겨 소음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네
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네이버로 로그인 해주세요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설정

BE

맨위로



7/10/2020 [사이언스샷] 소음 막는 스피커 덕분 기찻길옆 아기 잘도 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45477?sid=105 6/7

1
[단독] 박원순, 실종 당일 정세균에게 "너무 힘들다. 죄송하다"

8시간전

2
[종합] 새벽 병원 아수라장...비내리는 옥상에서도 탈출

2시간전

3
"박시장이 성추행 하고 사진을 보냈어요" 前비서 경찰에 고소

15시간전

4
신현준, 매니저 갑질의혹에 "나도 서운한 것 많아" [전문]

14시간전

5
박시장 안치 서울대병원, 지지자들 "일어나라" 오열

4시간전

댓글 더보기

조선일보 랭킹 뉴스
오전 10시~11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보고 싶은 언론사를 바로 구독해 보세요

더팩트 매경이코노미 동아일보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헤드라인

[단독] 박원순, 실종 당일 정세균에게 "너무
힘들다. 죄송하다"

CCTV에 찍힌 朴시장의 마지막 모습, 배낭
메고 모자 눌러쓴채...

여권, 박원순
해 여성은 누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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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45517


7/10/2020 [사이언스샷] 소음 막는 스피커 덕분 기찻길옆 아기 잘도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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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전체보기 언론사 전체 선택

언론사 전체 랭킹 뉴스
오전 10시~11시까지 집계한 조회 수입니다. 총 누적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전체서비스 PC버전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오류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조선일보

1
韓만 죽쑤고 日·中선 품귀현상···유니클로 웃게한건 '마스크'

54,233

2
피난민 살던 판잣집 9억에 산다···없어서 못파는 '뚜껑' 정체

40,791

3
신현준, 매니저 갑질의혹에 "나도 서운한 것 많아" [전문]

32,373

4
오늘 이후 전세대출→3억원 초과 아파트 사면 대출 바로 갚아야

28,116

5
부산 시간당 50㎜ 물 폭탄…침수피해·도로 통제 속출

27,258

1
박원순

15,

2
피난민

8,7

3
페미니

7,7

4
박원순

5,0

5
[날씨

4,6

시사 경제/생활 연령별

맨위로

https://m.news.naver.com/rankingList.nhn
https://nid.naver.com/nidlogin.login?svctype=262144
https://m.naver.com/services.html?f=svc.new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545477&viewType=pc
https://m.news.naver.com/ombudsman/index.nhn
https://m.help.naver.com/support/alias/news/news_m1.naver
https://m.help.naver.com/support/alias/news/news_001.naver
https://www.naver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