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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 탑재되는 장비의 대형화로 탑재되는 냉각계통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배관소음이 증가함에 따라 함내소음 및 수중방사소
음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배관소음을 줄이기 위해
크기 대비 성능이 우수한 흡음형 소음기의 음향성능을 수치해석 방
법을 이용하여 예측 및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단일확장형 소음기의
성능을 실험 및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기존
실험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실험 방법을 제안하였다. 소
음기의

음향성능은

자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투과손실

(Transmission loss)을 이용하여 나타내었고, 실험은 배관 끝단 임
피던스를 바꿔서 측정하는 Two-load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 수치해석 방법은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고, 흡음재의 흐름저항성(Flow resistivity)을 입력 매개변수로 하는
Delany-Bazley-Miki 모델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단순확장형 및
흡음형 소음기 음향성능 각각에 대해 실험·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결
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였고, 흡음재 물성치에 따른 4가지 분류에 대
한 모의결과를 예측 및 분석하였다.

주요어 : 흡음재, 파이프 소음기, 전달손실, 음향성능
학번 : 2019-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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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함정에는 많은 장비들이 탑재되고, 이런 장비들에서 발생되는 열
을 감소시키기 위해 냉각계통이 존재한다. 최근 함정이 고성능화됨
에 따라 탑재되는 장비들은 대형화가 되었고, 더 많은 냉각계통이
필요해졌다. 냉각계통의 증가로 인해 배관을 통해 발생하는 함내 소
음 및 수중방사소음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배관소음을 줄이는 방
법으로 배관의 구조 설계 변경, 소음기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
만,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소음기를 부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소음기는 크게 반사형 소음기와 흡음형 소음기로 분
류된다. 일반적으로 반사형 소음기는 저주파수 대역에서, 흡음형 소
음기는 중고주파수 대역에서 성능이 좋게 나타난다[1]. 일반적으로
소음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기 자체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
이 있지만, 함정 경량화 및 협소한 공간문제로 크기 대비 성능이 우
수한 흡음형 소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흡음형 소음기는 음
파가 전파되면서 내부에 부착된 흡음물질을 통해 음향에너지가 열
로 전환되어 통과 후의 음향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소음을 저감
시킨다[2]. Munjal(2014)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소음기 전반에 대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다[3]. Peat(1991)는 소음기 음향성능을 계산하는

1

데 있어 편리한 전달행렬(Transfer matrix)을 사용한 방법을 설명하
였다[4]. Tao and Seybert(2003)는 소음기의 투과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중 현재 사용되는 방법들로 분해방법(Decomposition method),
Two-source 방법, Two-load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각 결과를
비교하였다[5].

또한

측정에

있어서는

Two-load

방법이

음원

(source)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므로 가장 쉽다고 설명하였다. Xu,
M.B., et al(2004)은 단순확장형태의 흡음형 소음기에 대해 흡음재
두께, 흐름저항성 등 흡음재 특성이 음향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식 및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1]. Selamet,A., et
al.(2005)은 서로 다른 저항을 갖는 두 개의 흡음재가 두 층을 이루는
소음기의 음향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 확장 및 수
축되는 인터페이스(interface)에서 압력/속도의 연속성을 적용한 이론
식을

통한

결과와

수치해석적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6].

Selamet,A., et al.(2004)은 흡음형 소음기에서 내부에 부착된 흡음재
앞에 다공성 판을 두었을 때, 음향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식을 통
해 예측하였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7]. D.Veerababu
and B.Venkatesham(2020)은 다층으로 구성된 흡음재가 부착되고 각
흡음재 사이에 다공성 판이 있는 원통형 소음기의 투과손실을 그린함
수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이론식을 개발하였고, 해당식을 통해 다층으
로 구성된 흡음재가 음향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8]. 위와
같이 흡음형 소음기의 음향성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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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흡음형 소음기 중 원통형의 흡음형 소
음기 음향성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흡음형 소음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러 매개변수가 음향성능에 미치는 각
각의 영향만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음재의 물성치에 따른 소음기 모의를 통해
음향성능을 예측하고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종합적으
로 분석하였다.

1.2. 논문 구성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논문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
다. 2장에서는 소음기의 종류 및 음향성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
에서는 소음기 성능 계측 실험에 대하여 실험 구성 및 방법 그리고
결과를 서술하였고, 4장에서는 소음기 성능을 모의하는데 필요한 배
경이론, 흡음재의 물성치에 따라 상황을 분류한 방법과 전반적인 모
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 소음기 음향성능 모의 방법 그리고 분류된
상황에 대한 음향성능 결과를 예측 및 분석한 소음기 음향성능 모
의 결과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논문의 결과
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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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기 일반

2장은 기본적인 소음기의 종류 및 음향성능 지표에 대하여 설명
한다. 2.1 절에서는 소음기의 종류를 구분하였고, 2.2 절에서는 음향
성능을 평가하는 각 지표에 대해 기술하였다.

2.1. 소음기 종류
소음기는 크게 반사형 소음기(Reactive/Resistive silencer)와 흡음
형 소음기(Dissipative/Absorptive silencer)로 구분된다. 반사형 소음
기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간섭 현상을 이용한다. 음파가 소음기 내
에서 스스로를 차단하기 위해 반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반사는 소
음기 구조 또는 면적의 불연속성으로 발생하며 이를 통해 소음을
저감시킨다. 반사형 소음기는 그림 1.(a)와 같이 일반적으로 특정 주
파수에서 음압레벨을 낮추도록 설계된 일련의 공진 및 확장 챔버로
구성된다. 흡음형 소음기는 소음저감을 위해 흡수(Absorption)를 사
용한다. 흡음재 내에서 음향에너지를 열로 전환시켜 에너지가 감소
하게 되고, 소음기 통과 전·후의 음향에너지를 비교하면 소음이 저
감되는 효과가 있다. 흡음형 소음기는 그림 1.(b)와 같이 소음기 내
에 흡음재가 부착되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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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음기 종류: (a) 반사형 소음기, (b) 흡음형 소음기

2.2. 소음기 음향성능
소음기 음향성능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
첫 번째로, 삽입손실(Insertion loss) 이다. 삽입손실은 필터 유무
에 따라 방사되는 음향파워의 차이다. 정의된 식은 다음과 같다.

      log 

(1)

아래첨자 1과 2는 각각 필터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 삽입손실(Insertion loss) 정의
두 번째로, 소음감소량(Noise reduction) 이다. 소음감소량은 배기
관(exhaust pipe) 와 미관(tail pipe)에서 선택된 임의의 위치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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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의 차이다. 정의된 식은 다음과 같다.

 


  log 


(2)

그림 3. 소음감소량(Noise reduction) 정의
마지막으로, 투과손실(Transmission loss) 이다. 투과손실은 소음
기에서 들어오는 파워레벨과 무반향 끝단으로 전송된 파워레벨의
차이다. 그림 4와 같이 나타나고, 정의된 식은 다음과 같다.





 
      log      
 

 


 log     



과



(3)

은 각각 배출관과 미관의 면적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투과손실에 대한 실험에서는 같게 한다.



과



은 임피던스 튜

브의 배출관 부분에서 입사파와 반사파를 각각 나타내고,





과

은 필터를 지나고 난 임피던스 튜브의 미관 부분에서 입사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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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파를 각각 나타낸다. 이때 무반향 끝단을 가정하므로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투과손실(Transmission loss) 정의
위에서 설명한 삽입손실과 소음감소량은 배관 끝단 임피던스, 음
원 임피던스 및 소음기 구조와 같은 배관계통의 특성을 포함하므로
소음기 자체의 고유 물리적 특성으로 볼 수 없지만, 투과손실은 소
음기의 고유 소음감소 정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소음기 음향성능
은 투과손실 지표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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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기 음향성능 계측 실험

3장은 단순확장형 소음기를 활용한 실험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음향성능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비교한다. 3.1 절에서는 소음기의 투과손실을 측정하는 측정
기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2 절에서는 전반적인 실험 구성 및 방
법, 마지막으로 3.3 절에서는 실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3.1. 소음기 투과손실 측정기법
일반적으로 소음기가 탑재된 배관계통은 그림 5 와 같이 배출관
(Exhaust pipe), 소음기(Silencer), 그리고 미관(Tail pipe)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음원에서 발생한 음파가 배출관, 소음기 그리고 미관으
로 전파되며, 여기서 전파는 강체배관 내 평면파 전파로 가정하였
다. 해체기법(Decomposition method) 와는 달리 Two-load 방법은
끝단을 완전한 무반향 조건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Two-source 방
법처럼 음원을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Two-load 방법을 사용한
다[5]. Two-load 방법은 음향장치의 전체 전달행렬의 계산에 기반
을 둔다. 여기서 음향장치는 소음기이고, 투과손실은 4개의 마이크
로폰이 있는 임피던스 튜브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전달행렬의 원소
는 음원에서의 입사파와 반사파, 소음기를 통과한 입사파와 반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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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여기서



과



은 각각 임피던스 튜브의 배출관에서의 입사파와

반사파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과



는 임피던스 튜브의

미관에서의 입사파와 반사파를 의미한다. 그림 5 은 위의 입사파와
반사파 사이의 전달행렬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5. 입사파와 반사파 사이의 전달행렬.

위의 식(4) 에서 각 입사파 간의 비를 통해 투과손실을 구할 수 있
으며,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5)

하지만 Two-load 방법에서는 끝단 임피던스를 바꿔주기 때문에
크게 열린끝단과 닫힌끝단 총 두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하고,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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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식(6),(7) 에서 아래첨자 “O” 와 “C” 는 각각 열린끝단과 닫힌끝단
을 의미한다. (6),(7) 식을 이용하여



를 나타내게 되면,

    

    

(8)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음압의 측정위치는 그림 6 과 같고,

그림 6. Two-load 방법의 측정 설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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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위치에서 계측된 음압은 평면파 이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12) 식을 이용해서,  ,



(9)

(10)
(11)

  

, , 

(12)

에 대해 나타내면,




    

     
sin 


(13)




   

     
 sin 

(14)




   

     
 sin 

(15)




    

     
sin 


(16)

(13)~(16) 식과 같이 나온다. 위의 입사파와 반사파들을 자기스펙트
럼 및 상호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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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17)




   


     
 sin 

(18)



 


   

 


 sin 

(19)




    


     
sin 


위 식에서



펙트럼이고,

(20)

은 첫 번째 마이크로폰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자기스

  

는 각각 1번째와 2~4번째 마이크로폰에서

측정된 데이터 간 상호스펙트럼이다. (17)~(20) 식을 이용하여 (5)
식을 다시 작성해보면 (21) 식과 같이 투과손실을 표현할 수 있다
[9].



      
  log 
      



(21)

3.2. 실험 구성
실험은 길이 2,000mm, 직경 450mm 인 단순확장형 소음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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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단순확장형 소음기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 7 와 같이 나타난
다. 그림 8 에서 설치된 소음기의 모습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림 9 는 실험 테스트 설정 개략도이다. 실험에 사용된 주파수는
0~1000Hz 까지의 광대역(Broadband) 신호와 45~1,000Hz 의 주파
수를 5Hz 간격으로 50초 가진 및 10초 휴식하는 지속파(Continuous
Wave) 신호다. 사용된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은 B&K 4224 지향성
스피커와 378B02 1/2’’ 자유 음장 마이크로폰이다.

그림 7. 실험에 사용된 단순확장형 소음기의 개략도.

그림 8. 설치된 소음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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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 테스트 설정 개략도.

3.3. 실험 과정 및 결과
광대역 신호는 0~1000Hz 까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계측 시간은 104초이다. 시간영역에서 신호를보면 그림 10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0. 시간영역에서의 광대역 신호(0~10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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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신호에 대한 소음기의 투과손실 실험결과는 그림 11 과 같
이 나타낼 수 있고, 투과손실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정상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생각되어 그림 12 와
같이 광대역 신호에 대한 위상차를 확인하였다. 위상차는 센서1과
센서2, 센서1과 센서3 두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각각의 선들은
사용한 신호 범위인 10초를 1초 간격으로 나눠 각 초에 해당하는
색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1. 광대역 신호에 대한 투과손실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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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광대역 신호에 대한 위상차 결과
광대역 신호에 대해 각 주파수별로 위상차가 일정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시간 변화에 따른 위상차를 확인하기 위해 100, 300,
400Hz를 대표주파수로 뽑아 광대역 신호 및 지속파 신호에 대한 위
상차를 확인하였다. 사용된 지속파 신호는 시간영역에 대해 나타내
면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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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간영역에서의 지속파 신호
(45~1000Hz, 5Hz 간격, 50초 가진, 10초 휴식)

그림 14. 광대역 및 지속파신호 사용시 시간에 따른 위상차 :
(a) 100Hz, (b) 300Hz, (c) 400Hz
광대역 신호 및 지속파 신호에 대해 시간변화에 따른 위상차를
확인해보면 그림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 3개의 그래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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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광대역신호에서는 시간변화에 따라 위상차가 일정하지 않고,
아래 3개 그래프와 같이 지속파에서는 시간변화 따른 위상차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단순확장형 소음기
투과손실 계측결과는 지속파신호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실험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음속이 340m/s 이므로 해당 음속에
대한 투과손실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단순확장형 소음기 투과손실 계측 결과(340m/s)
유사한 환경에서의 음속을 통해 투과손실을 확인해본 결과 음속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환경에서의 정확한 음속을 산출하였다. 음속산출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 16 과 같으며, L 은 2,670mm 이다. 스피커에서 핑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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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고 두 센서에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상호상관 관계 함수를
이용하여 시간지연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음속을 산출하였다. 그림
17 과 같이 상호상관 관계 함수 적용 결과와 시간지연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 산출된 음속은 351.3677m/s 이다.

그림 16. 음속 산출 테스트 개략도
corre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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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음속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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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음속을 이용하여 나타낸 단순확장형 소음기 투과손실 계측
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산출된 음속을 통해 구한 주파수에 따른
투과손실 변화는 각 주파수에 맞는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8. 단순확장형 소음기 투과손실 계측 결과(351.367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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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음기 음향성능 모의

4장은 소음기의 음향성능 모의를 위해 흡음재 물성치 변화에 따
라 상황을 분류하고 각 상황에 대해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음
향성능을 모의하였다. 4.1 절에서는 흡음형 소음기에 사용되는 흡음
재의 흐름저항성과 이를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Delany-Bazley-Miki
모델에 대하여 기술한다. 4.2 절에서는 소음기 음향성능 모의 방법
에 대해 설명하고 분류된 6가지 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4.3 절
에서는 앞 절에서의 상황 분류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다.

4.1. 배경이론
기본적으로 흡음형 소음기는 소음기 내부에 부착된 흡음재를 통
해 음향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면서 소음기를 통과한 음향에너지가
입사된 음향에너지보다 작아지게 되어 소음을 저감시키게 된다. 흡
음형 소음기의 경우 단순확장형 소음기와는 달리 흡음재가 내장되
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흡음형 소음기의 음향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흡음재의 음향특성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흡음재의 음향특성
은 특성임피던스(Characteristic impedance)와 파수(Wavenumber)로
나타낼 수 있다. 흡음재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음향
특성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10]. 이 음향특성들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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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Delany-Bazley-Miki 모델이다[11]. 또한
소음기에

부착되는

흡음재의

폴리에스터(polyester),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유리 섬유(glass fiber)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흡
음재의 사용환경을 고려 섬유질로 그 종류를 국한하고 위의 모델이
적합하다. Delany-Bazley-Miki 모델은 다수의 실험 데이터를 통해
특성임피던스와 파수에 대해 간단한 멱급수 관계를 제시한 모델로
특성임피던스와 파수는 (22), (23) 식과 같이 표현된다.



              



(22)




              




(23)

여기서
파수,





는 특성임피던스,

는 각속도 그리고





는 파수,
와





는 흐름저항성,



는 주

는 각각 공기의 밀도와 속도를

의미한다. 위의 식은 많은 다양한 흡음재들을 대상으로 실험적 방법
을 통해 구한 경험식이다. Delany-Bazley-Miki 모델은 흐름저항성
(Flow resistivity)을 입력 매개변수로 한다. 흐름저항성은 흡음재의
흡음특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다[12]. 유체속도에 대한
샘플의 단위길에 따른 압력 차이의 비율로 정의되며, 흡음재의 중요
한 음향특성 중 하나이다.[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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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흐름저항성은 (24) 식과 나타낼 수 있고,
흡음물질 두께,



는 평균유속,

∆

통과 후의 압력차를 의미한다. 단위는



는 흐름저항성,



는

는 흡음물질을 통과하기 전과



또는



로

나타낸다.

4.2. 소음기 음향성능 모의 방법
4.2.1 유한요소법 기반 범용 해석프로그램 이용
소음기 음향성능을 모의하기 위해 음향해석 방법으로는 유한요소
법 기반 범용 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있어 지배방정식
은 파동방정식을 사용하였고, 계측한 음속 351.3677  를 음속으


로, 위 음속에 해당되는 온도를 고려 공기밀도는 1.293  로 하
였다. 또한 다공성물질에 대한 물성치는 흐름저항성을 입력하였으
며, 음향해석을 위해서 Delany-Bazley-Miki 모델을 사용하였다. 배
관은 강체로 가정하였으며, 내부 음파의 전파는 평면파 전파를 가정
하였다.

4.2.2 음향성능 모의 상황 분류
소음기 음향성능 모의는 총 6가지로 상황을 분류하였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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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에 사용된 단순확장형 소음기에 대해 모의하여 투과손실을
확인하였다. 소음기 크기는 그림 6과 같으며, 새롭게 제안한 실험
방법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유한요소법 기반 범
용 해석프로그램을 통한 모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흡음형 소음기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지 않아 모의 결
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Xu, M.B., et al(2004) 의 실험에서 사
용된 흡음형 소음기에 대해 모의하였다[1]. 해당 소음기의 크기는
그림 19 와 같으며,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은 4,896rayl/m 다.

그림 19. 실험 흡음형 소음기 개략도
세 번째에서 마지막까지는 흡음형 소음기의 흡음재 물성치에 따
른 음향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흡음재의 두께, 흐름저항성 변화 및
층 구분 등 총 4가지의 상황으로 분류를 하였다.
먼저 흡음재 두께(h)에 따른 투과손실 변화이다. 길이 2,000mm,
직경 450mm 로 소음기 크기를 고정시키고, 소음기 내부에 들어가
는 흡음재의 두께를 그림 20 과 같이 바깥쪽부터 10~100mm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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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m 간격으로 변화시켰다. 이때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을 실제 소
음기에서 사용하는 값과 유사하게 10000, 20000, 40000 rayl/m 로
나눴다.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이 고정된 상태에서 흡음재 두께가 증
가한다면 흡음재에서 음향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음향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에 따라 흡음재에서 두께 변화에 따른 음향성능을 확인한다.

그림 20. 흡음재 두께(h) 변화에 대한 소음기(직경 고정)
네 번째는 흡음재 흐름저항성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변화로, 그림
21 과 같이 나타난다. 세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음기의 크기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흡음재의 두께를 25, 50, 75, 100mm 로 분류하
고, 각 흡음재 두께에 대해 흐름저항성을 1,000, 2,000, 5,000, 10,000,
20,000, 40,000 rayl/m 로 변화시켜 음향성능의 변화를 확인한다. 흡
음재의 두께가 고정된 상태에서 흐름저항성이 높아진다면 흐름저항
성의 정의에 따라 흡음재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압력차가 크게 나타
난다는 것이므로 음향성능도 마찬가지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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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흡음재 흐름저항성 변화에 대한 소음기
다섯 번째는 흡음재 두께(h)를 바꾸지만, 소음기 확장부분에 흡음
재가 가득 채워진 상태로 가정한다. 이는 세 번째 경우와는 달리 소
음기와 내·외부 배관 사이의 빈 공간 없이 흡음재로 채워져 흡음형
소음기의 크기 변화에 따른 음향성능의 변화를 보기 위함이다. 그림
22 와 같은 형태의 소음기로 흡음재 두께가 변하면 그에 따라 소음
기 직경도 변한다. 흡음재 두께는 25, 50, 75, 100mm 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소음기 직경은 300, 350, 400, 450mm 가 된다. 흐름저항
성은 세 번째 상황과 동일하며, 각 흐름저항성의 흡음재에서 두께변
화에 따른 음향성능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흡음재는 중~고주파수
에서 흡음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음기 크기변화에 따른 흡
음성능은 주로 저~중주파수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려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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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흡음재 두께(h) 변화에 대한 소음기(직경 변동)
앞에서는 단일 흡음재에 대하여 음향성능을 비교하였다면 마지막
은 그림 23 과 같이 흡음재를 두 층으로 구분하여 투과손실 변화를
확인한다. 여러 층으로 나눌 경우 층별로 임피던스 차이가 나타나
더 큰 흡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분류하였다. 흡음재 각
층의 두께는

, 

로 나타낸다. 소음기 직경은 첫 번째와 마찬가

지로 고정되어 있고, 흡음재 각 층의 두께는 25/75mm, 50/50mm,
75/25mm 로 구분하였으며, 흐름저항성은 10,000, 20,000, 40,000
rayl/m 로 나눠서 음향성능을 확인한다.

그림 23. 흡음재 층 구분에 대한 소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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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음기 음향성능 해석 결과
4.3.1 단순확장형 소음기 음향성능 계측·해석결과
3.1 절 에서 설명한 Two-load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데이터 기반
으로 투과손실을 구할 수 있다. 모의에서 평면파 전파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 설정이 필요하고, 식은 다음
과 같다[3].

 
max   
 



는 임피던스 튜브의 직경이고,



(25)

는 튜브 내 음속을 의미한다.

실험데이터를 통해 계산한 음속은 351.3677m/s 이다. (25) 식을 이
용하여 차단주파수를 구하면 823.7Hz 가 나온다. 그림 24 는 실험결
과와 이론식 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24 에서
주파수가 커질수록 이론식과는 다르게 투과손실값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차단주파수 이상에서는 음파가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쇠하여 투과손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차단주파수까지의 결과만 유효하게 해석할
수 있다[14]. 비교결과 소음기의 음향성능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
과가 차단주파수 내 주파수 범위에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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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주파수에 따른 투과손실 실험, 이론 및 수치해석 결과 비교

4.3.2 흡음형 소음기 음향성능 실험·해석결과
흡음형 소음기에 대한 모의는 Xu, M.B., et al(2004) 의 실험에서
사용된 소음기와 같은 크기 및 물성치를 갖는 형태로 실시하였다
[1]. 실험 결과값과 모의 결과값은 그림 25 에 나타나 있다.

그림 25. 흡음형 소음기 투과손실 실험·해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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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에서 ∘가 실험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 선이 모
의 결과값이다. 두 값이 일치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에 따라 흡음형 소음기에 모의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4.3.3 흡음재 두께에 따른 음향성능 결과
먼저 흡음재 두께 변화에 따른 소음기의 음향성능 결과를 확인한
다. 두께는 10~100mm 까지 10mm 간격으로 구분하고, 각 흐름저항
성은 10,000, 20,000, 40,000 rayl/m 로 분류한다.

그림 26. 흡음재 두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10mm 간격, 10,000 ray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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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흡음재 두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10mm 간격, 20,000 rayl/m)

그림 28. 흡음재 두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10mm 간격, 40,000 ray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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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7, 28 은 모두 10mm 간격으로 두께를 구분하고, 흐름저항
성을 각각 10,000, 20,000, 40,000 rayl/m 로 두어 투과손실을 비교한
결과다. 흐름저항성 각각에 대해 두께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변화량
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00 rayl/m 에서는 10mm 두
께 변화당 10dB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20,000 rayl/m 에서는
5~10dB, 40,000 rayl/m 에서는 약 2dB 정도까지 증가폭이 작아진
다. 증가폭은 작아지지만 예상했던 점과 같이 전반적으로 두께가 두
꺼워질수록 투과손실이 크게 나타난다.

4.3.4 흡음재 흐름저항성에 따른 음향성능 결과
다음은 흡음재 흐름저항성 변화에 따른 소음기 투과손실 결과이
다. 흡음재 두께를 25, 50, 75, 100mm 로 분류하고, 각 두께에 대하
여 흐름저항성을 1,000, 2,000, 5,000, 10,000, 20,000, 40,000 rayl/m
로 바꿔주면서 투과손실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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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흡음재 흐름저항성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두께 25mm)

그림 30. 흡음재 흐름저항성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두께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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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흡음재 흐름저항성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두께 75mm)

그림 32. 흡음재 흐름저항성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두께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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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에서는 흐름저항성이 증가할수록 투과손실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0 에서는 20,000 rayl/m 까지는 흐름저항
성이 증가할수록 투과손실이 증가하였으나, 40,000 rayl/m 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 에서는 10,000
rayl/m 까지는 흐름저항성이 증가할수록 투과손실 증가하나, 그 이
상에서는 오히려 투과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에서도 마찬가지다. 흡음재의 각 두께에 대해 흐름저항성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같이 흐름저항성이 높아질수
록 전반적으로 흡음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임피던스가 증가하고 음이 흡음재에서
반사되어 흡음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4.3.5 소음기 직경(흡음재 두께)에 따른 음향성능 결과
다음은 흡음재 두께(소음기 직경)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결과이
다. 그림 34, 36, 38 는 첫 번째 경우와 같은 소음기 직경이 450mm
로 고정된 상태에서 내부에 부착된 흡음재의 두께를 변경시키면서
얻은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33, 35, 37 는 두 번째 경우와 같이 흡
음재를 소음기 직경에서 배관 직경을 뺀 나머지에 모두 채운 상황
에서 흡음재 두께를 변경하여 소음기 직경도 같이 변하는 경우의
결과이다. 모두 흡음재 두께 간격은 25mm 이며, 흐름저항성은
10,000, 20,000, 40,000 rayl/m 로 구분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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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흡음재 두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소음기 직경 변경)(25mm 간격, 10,000 rayl/m)

그림 34. 흡음재 두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소음기 직경 고정)(25mm 간격, 10,000 ray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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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흡음재 두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소음기 직경 변경)(25mm 간격, 20,000 rayl/m)

그림 36. 흡음재 두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소음기 직경 고정)(25mm 간격, 20,000 ray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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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흡음재 두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소음기 직경 변경)(25mm 간격, 40,000 rayl/m)

그림 38. 흡음재 두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소음기 직경 고정)(25mm 간격, 40,000 ray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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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34(흐름저항성 10,000 raly/m)에서 보면, 모두 두께가 증
가할수록 투과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경 변화와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5, 36(흐름저항성 20,000 rayl/m)에서 보면, 소음기 직경이
변하는 경우 두께 75mm부터 투과손실 최대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소음기 직경이 고정된 경우와 비교해보면 흡음재 두
께는 똑같지만 소음기 직경이 변하는 경우 투과손실이 조금 더 크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38(흐름저항성 40,000 rayl/m)에서 보면, 소음기 직경이
흡음재 두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75mm부터 투과손실 최대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음기 직경이 고정된 경우와 비교
해보면 흡음재 두께는 같지만 직경이 변하는 경우가 투과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33, 35, 37(소음기 직경 변화)를 비교해보면 0~300Hz 의 저
주파수 대역에서 흡음재의 흐름저항성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은
40,000 rayl/m를 제외하고 약 3dB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소음기의
직경을 변경함에 따른 투과손실 변화는 동일한 주파수 범위에서
10dB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40,000 rayl/m를 앞에서 제외한 것은
해당 흐름저항성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값으로 임피던스가 크게 증가
하여 음이 흡음재에서 반사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즉, 소음기
자체의 크기를 증가시켜 나타나는 흡음효과가 흡음재의 흐름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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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음기 직경이 흡음재 두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와
소음기 직경이 고정된 경우를 비교해보면 소음기 직경이 흡음재 두
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더 좋은 흡음효과를 보이고, 저주파수 대
역에서는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에 의한 흡음효과보다 소음기 크기를
키우는 구조적 변경에 의한 흡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3.6 흡음재 층 구분에 따른 음향성능 결과
마지막은 흡음재 층을 2개로 나누어 투과손실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39 는 내측 및 외측흡음재의 물성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
교로 2개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을 10,000 또는 20,000 rayl/m 로 하
고, 두께를 25,75mm, 50,50mm, 75,25mm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투과손실을 비교한 결과다. 흡음재 두께 구분과는 상관없이 내측흡
음재의 흐름저항성이 외측흡음재보다 작을 때의 투과손실이 반대의
경우보다 모두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결과
그래프에서는 모두 내측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이 더 작은 경우로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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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내측 및 외측흡음재의 물성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그림 40. 흡음재 층 구분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내측 : 10,000, 외측 : 20,000 ray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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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흡음재 층 구분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내측 : 10,000, 외측 : 40,000 rayl/m)

그림 42. 흡음재 층 구분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내측 : 20,000, 외측 : 40,000 ray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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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은 내측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을 10,000, 외측을 20,000
rayl/m 로 한다. 두께 변화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이고, 내측 75mm,
외측 25mm 일 때 투과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10,000 rayl/m 인 결과와 비교할 때 약 660Hz 이상에
서는 최대 10dB 정도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보다 작은 주파
수에서는 6~7dB 정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은 내측을 10,000 rayl/m, 외측을 40,000 rayl/m 로 두고 비
교한 결과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측 75mm, 외측 25mm 일
때 가장 투과손실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전체 10,000 rayl/m 일 경
우와 비교해보면 약 630Hz 까지는 두 층으로 나눌 때가 단층일 때
보다 더 투과손실이 크게 나온다.
그림 42 는 내측을 20,000 rayl/m, 외측을 40,000 rayl/m 로 한 결과
이다. 앞선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내측 75mm, 외측 25mm 일 때 가
장 투과손실이 크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단층일때와 두 층일 때 투
과손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43 은 앞의 세 경우에서 모두 내측 75mm, 외측 25mm 일
때 투과손실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같은 두께의 경우로 흐름저항
성을 다르게 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세 경우를 비교해보
면 내측 10,000, 외측 20,000 rayl/m 일 때 투과손실이 가장 크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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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흡음재 층 구분에 따른 투과손실 비교
(  = 75mm,



= 25mm)

결론적으로 내측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이 외측 흡음재보다 작을 때
투과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두 층으로 흡음재를 나눠 사용할 때가
단일흡음재를 사용할 때 보다 약 60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는 투과손실이 약 5dB 정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비교해볼 때, 흡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약
660Hz 이하에서는 내측흡음재 흐름저항성이 10,000raly/m이고, 외측
흡음재가 20,000rayl/m인 경우였고, 660Hz 이상에서는 흡음재가 확
장부분에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

두께

100mm,

흐름저항성이

10,000rayl/m인 경우이다. 또한 물성치의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의
변화에 대해 고주파수에서는 흐름저항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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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저주파수에서는 소음기의 크기 변
화가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한 흡음재 물성치에 의
해 소음기의 음향성능이 많이 변하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전 주
파수 대역에서 흡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음기의 크기 및 흡음
재의 흐름저항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소음기 크기 및 형태에
영향을 주는 설치 환경과 임피던스 차이로 인해 반사가 크게 일어
날 수 있는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의 영향을 고려해야하고, 각 물성치
가 음향성능에 미치는 영향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최적화를 통해 최
적값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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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흡음형 소음기의 음향성능을 수치해석 방법을 이
용해 예측 및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단순확장형 소음기의 음향성능
결과를 실험 및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소음기
의 음향성능을 예측 및 분석하기 위해서 유한요소법 기반 상용 수
치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소음기의 형태 및 흡음물질로 인한
소음 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배관을 강체로, 관내 음파의 전파를
평면파전파로 가정하여 모의하였다. 흡음형 소음기의 경우 다공성물
질의 음향특성인 특성임피던스와 파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다공음
향(Poroacoustics)모델인 Delany-Bazley-Miki 모델을 적용하였고,
각 음향특성의 입력매개변수로는 흡음물질의 흐름저항성을 입력하
였다. 소음기의 음향성능은 소음기의 고유한 소음감소 정도를 표현
할 수 있는 투과손실 지표로 평가하였다.
소음기의 음향성능에 대해서 크게 실험 및 모의결과를 비교하는
것과 모의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2가지 경우, 전자의 경우를 단
순확장형 소음기와 흡음형 소음기로 분류하고, 후자의 경우를 흡음
재 물성치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총 6가지 상황을 모의하였다.
먼저 단순확장형 소음기 실험에 대해서는 4개의 마이크로폰을 사
용하는 4단자법과 배관 끝단 임피던스를 바꿔주는 Two-load 방법
을 사용하였고[9], 기존 광대역신호를 사용하던 방법의 위상차가 일
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위상차가 일정한 지속파신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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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법을 통해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여 지속파 신호를 사용하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흡음형 소음기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지 않아
Xu, M.B., et al(2004) 의 실험결과와 해당 소음기에 대해 모의하였
고, 일치성을 확인하여 모의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1].
흡음형 소음기에 대한 모의는 흡음형 소음기의 음향성능이 흡음
재 물성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모
델의 입력매개변수인 흐름저항성의 변화와 흡음재의 두께 변화, 소
음기 크기, 흡음재 층 구분 총 4가지 경우로 나눠 실시하였다. 각
경우에 대해 모의 전 예상했던 것과 대부분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
다. 우선 흡음재 두께가 증가할수록, 흐름저항성이 커질수록 음향성
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흐름저항성의 경우 일정 수
치 이상에서는 임피던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이 흡음재에서 반사
되어 흡음효과가 감소하였다. 또한 저주파수 대역에서 흐름저항성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의 변화보다 소음기 형상에 따른 투과손실 별
화가 더 크게 나타났고, 고주파수에서는 흡음재 특성에 따라 투과손
실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2개의 흡음재를 사용할 경우 내측흡음재
의 흐름저항성이 외측흡음재보다 작을 때 음향성능이 더 커졌다. 두
번째로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을 변화시킨 경우, 흐름저항성이 커질수
록 투과손실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나, 특정 값을 넘어서게 되면 오
히려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전 주파수 대역에서 흡음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소음기의 크기 및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설치 환경 및 흡음재의 흐름저항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적
값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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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함정 내 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소음기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 흡음형 소음기의 흡음재
물성치에 따라 달라지는 음향성능을 예측하였고, 실험적 부분에 있
어 기존의 광대역신호가 아닌 지속파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실제 함정에 사용되는 소음기 성능개량에 적용할 경우, 함
정의 협소한 공간 및 경량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음기의 음
향성능에 대한 흡음재 두께, 흐름저항성 등 다양한 매개변수의 영향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실제
소음기 실험을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현 연구에서는 각 물성치가 음향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적화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우선 최적화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소음기에 대한
음향성능을 예측 및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소음기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형상의 소음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야 하며, 함정에 사용되는 배관은 기체 배관뿐만 아니라 액체배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추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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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coustic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acoustic absorbent properties of
pipe silencer
Yongbeom, Lee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ize of equipment mounted on the ship is enlarged, the
cooling system to be mounted increases. So as the pipe noise
increases, the noise inside the ship and underwater radiation
noise(URN) increase. In this study, the acoustic performance of a
dissipative

silencer

with

excellent

performace

for

size

was

predicted and analyzed using a numerical analysis method to
reduce the pipe noise. To this end, the performance of the single
expansion chamber silencer was verified using experiment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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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methods. In addition, a new experimental
method was proposed by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experimental method. The acoustic performance of the silencer
was expressed using the transmission loss(TL), an indicator of
its own performance, and the result was derived using the
two-load method, which measured by changing the impedance at
the end of the pipe. For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 a
general-purpose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was used, and
the Delany-Bazley-Miki model with the flow resistivity of the
sound absorbing material as an input parameter was applied.
Finally, we compared the experimental and simulated results for
each of the acoustic performances of the simple expansion type
and the dissipative silencer to confirm the consistency of the
results, and predicted and analyzed the simulation results for four
classifications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the sound absorbing
material.

keyword : absorptive material, pipe silencer, transmission loss,
acoust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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