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 MASKING SYSTEM
CATALOGUE

ENSURE SPEECH PRIVACY

MASK INTRUSIVE NOISE

LOW ENERGY, LOW COST

■ SOUNDMASKING 이란?
SOUNDMASKING(소음중화장치)이란 특별한 음향발생장치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위의
소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SOUNDMASKING SYSTEM은 인공적 소음으로 주위 소음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소음제어기술이 적용된 시스템 입니다.
EX ) 1.선풍기를 켜두면 TV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선풍기 모터와 바람소리의 방해
2.비오는 날 조용히 느껴짐 ▶빗소리가 다른 잡음을 들리지 않게 함

■ SOUNDMASKING 주요 적용처
회의실

개방사무실

안내데스크

도서관

회사

공공시설

건강센터

병원

•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곳 (공동시설, 공공시설)
• 소음으로 인한 업무에 방해가 있는 곳 (관공서, 민원실 등)
• 집중력이 요구되는 곳 (도서관, 학교, 병원, 교실 등)
• 음성 보안이 요구되는 곳 (병원, 회의실, 기관장실(대표실), 의회, 국회 등)

■ SOUNDMASKING 효과
•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
• 소음을 중화시켜 업무효율 향상 및 개선
• 여러 잡음들로 인한 집중력 저하 해결
• 보안이 필요한 대화에서 보안 환경 조성
• 공공시설에서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
• 일상생활에서의 소음 스트레스 감소(층/벽, 외부)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현황
이미지

품명

품번

사이즈
(W*D*H)

단가(원)

나라장터식별번호

음향발생장치

AU/
SM-GR-3100

483*155*45mm

4,021,000

24030812

PA스피커
(천장매립형)

AU/
SM-TC-1265

165*165*100

338,000

24035801

PA스피커
(노출형)

AU/
SM-T-1200

150*150*100

324,000

24035800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품목만 별도 구매 가능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7조의3(옵션 품목 별도 구매) ①항에 의거

■ SOUND MASKING SYSTEM

■ SOUND MASKING SYSTEM 유형

언더
플로어
시스템

천장
시스템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기존의
천장 안에 설치 또는 공사 중 설치가 가능
사례 : COMMONWEALTH BANK

바닥 아래 설치

사례 : 카운슬 하우스2(호주 정부청사)

9층 건물 2개로 구성 4,500명

호주 멜버른의 유명한 친환경 건물

이상의 직원 수용가능 건물

강철 및 콘크리트 복합재로 제작된

편안한배경음이 발생하여 소음을

바닥 밑에 설치

줄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음성 프라이버시를 보장

표면장착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

바닥 또는 매립형 시스템을 설치 할 수
없는 곳에 매달아 설치하는 시스템

벽이나 천장에 설치하는 시스템

사례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사례 : 메디컬 센터

낮은 파티션의 개방형 설계로

리셉션 데스크와 전화를 통해

콜센터에서 소음 문제 발생

전강정보를 수집 할 때마다

아치형(톱니) 천장구조로 노출된

프라이버시 노출

트랜스듀서를 사용

5개의 ‘컷인’ 천장형 스피커와 선반

트랜스듀서는 기존 조명 피팅과

생성기 설치하여 프라이버시

블렌딩 되어 시각적인 방해가

문제해결

없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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