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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군 함정에 있어 수중방사소음은 자함의 위치탐

지 및 식별을 적함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함정 개발에 있어 수중방사소음의 관리는 가장 중요

한 항목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함정 개발 중 수중방사

소음에 대한 해석 및 검증시험은 특수성능으로 분류

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Mansnikov는(1) 소나방정식을 가지고 잠수함이 적

함을 탐지할 수 있는 거리를 다양한 해양환경아래에

서 예측하였고 이를 통해 수중방사소음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수중방사소음은 함정뿐만 아니라 

일반 상선에서도 중요하고 다루어지고 있다. Miston

은(2) 어업조사선(research vessel)에 대한 수중방사소

음 검토를 통해 수중방사소음의 기준을 검토하였으

며, ABS는(3) 일반상선 및 조사선에 대한 수중방사소

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음저감을 위해 수중방

사소음의 가장 큰 주요소스인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소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4~6) 최

근에는 수중방사소음의 저감량이 점점 커지면서 종래

에 다루어지지 않고 있던 비공동상태에서의 프로펠러 

소음(7,8), 항해 시 선체의 유동소음에 의한 수중방사소

음(9), 기계류에 의한 수중방사소음(10~12) 등 다양한 분

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중방사소음은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

음, 외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은 함내에 설치

되어 있는 여러 기계류 장비 등의 공기음 및 구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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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stimate the underwater radiated noise of a ship, the underwater radiated sound from 

the hull as well as the propeller cavitation should first be defined. However, the propeller cavitation 

sound is not defined yet but the approximated value is used in the design state of the ship. In this 

research, the propeller sound including external flow-induced noise is defined. The underwater radi-

ated noise of a ship and underwater radiated noise estimated from the acceleration on the hull by 

experiment.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050/KSNVE.2019.29.5.705&domain=http://journal.ksnv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Hyungsuk Han et al. ; Study for Estimation of Propeller Cavitation Sound using Underwater Radiated Sound...

706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29(6) : 705~713, 2019

에 의해 해수와 접해있는 외판의 진동에 의해 전달되

는 소음이다.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은 

계측 또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주요장비의 음향파워

와 구조음을 입력으로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선체진동을 가지고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외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은 정확히 알려

져 있지 않으므로 수중방사소음 계측을 통해 얻어진 

값을 바탕으로 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수중방

사소음 해석 시 외부소음원은 배관계통 소음 및 프로

펠러 소음만이 적용되고 있으며 모두 경험에 의한 근

사치만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함정의 수중방사소음의 주요 소스는 

프로펠러 소음을 포함한 외부가진소스에 의한 소음으

로 알려져 있으며 프로펠러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

게 되면 수중방사소음은 급격히 증가한다. 대잠 작전

을 수행하는 캐비테이션 이전 속력에서는 외부가진소

스에 의한 소음보다는 자함의 토널소음을 저감해야만 

잠수함 등 위협세력을 탐지하는 자함의 소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으므로 기계류 토널소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작전 중에는 자함이 잠수함 등 위협세력

에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소음을 줄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주요소음원인 프로펠러 소음을 최소화하

기 위해 프로펠러의 케비테이션 발생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하고 케비테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이 소음을 

최소화 해야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펠러 소음의 저감을 위

한 첫 단계로 외부가진소스에 의한 소음의 주성분인 

프로펠러 소음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수중방사소음

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펠러 등 외부소스에 의한 소음을 정의하기 위해

서 선체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얻어진 진동속도 정보

와 선체구성강판의 음향방사효율을 가지고 내부가진소

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을 파악하고, 계측된 수중방사

소음으로부터 이를 차감하여 외부가진소스에 의한 수

중방사소음을 정의하고자한다. 여기서 외부가진소스의 

주성분이 프로펠러 소음이므로 이를 프로펠러 소음으

로 간주하여 프로펠러 소음을 정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

유체나 가스입자로 가득 차 있는 공간에서 강체 또

는 탄성체 구조물을 동일한 속도로 가진하면 소음이 

발생되며 이러한 음향파는 주위 유체의 음속으로 진

행되는 압축파의 형태로 전파된다. 가장 간단한 음향

방사 구조의 한 예인 무한 피스톤의 운동은 유체입자

들을 피스톤에 수직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소음을 

전달시킨다. 이러한 무한 피스톤의 단위면적당 전달

되는 음향파워는 식 (1)과(13) 같으며 여기서 음향방사

효율은 이론적으로 1.0이 된다.

   
         (1)

여기서 는 유체밀도, 는 유체 내 음속, 은 방

사면적, 는 피스톤 속도의 RMS 값이다.

무한 강 피스톤보다 일반화된 굽힘 진동을 받는 무

한 강판의 경우 음향방사효율이 주파수에 따라 달라

지므로 음향파워는 식 (2)와(13) 같이 음향방사효율이 

고려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는 음향방사효율이며 는 강판의 속도의 

RMS 값이다

함정 선체의 수중방사소음은 선체를 구성하는 기

본 강판의 진동 굽힘파에 의해 전달된다고 가정하고, 

여러개의 기본 강판의 조합으로 구성된 판의 경우 개

별 판의 끝단 효과(edge effect)가 크지 않다고 가정

하면 선박의 접수강판에 의해 방사되는 음향파워의 

계산은 식 (2)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여기서 N개의 강판의 음향방사효율은 동일하고 

이들 강판들의 진동은 모두 동일한 진동레벨을 가진

다고 가정하였다.

   ×   
   (3)

여기서 는 기본 강판의 접수면 면적(2.4 m

× 0.6 m), N은 수면하 선체를 구성하는 기본판의 개

수(= (수면하 접수면적)/) 는 수면하 

강판의 평균 속도이며 기본판의 치수는 2.4 m × 0.6 m× 0.012 m이다.

일반적으로 수중방사소음의 음압레벨은 기준음압

(reference pressure)을 10-6 Pa로 두고 이에 대한 dB 

형태로 표기되므로 식 (4)와 같이 수중에서 음향파워

와 음압과의 관계를 dB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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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4)

여기서 는 평균음압(ref = 10-6 Pa), 는 음향파워

(ref = 10-12 Watt), S0는 기준면적(1 m2), S는 측정면적

이며, 함정 수중방사소음 계측 시 측정 면적은 Fig. 1

과 같이 함을 육면체 형태로 가정한 후 선체에서 1 m 

떨어진 육면체 면적을 사용하였다.  

식 (3)에서 음향방사효율은 주로 Maidanik이 제안

한 식과 Uchida의 실험식이 주로 사용된다. 

Maidanik은(14) 잔향공간에서 리브가 있는 강판에 대

한 음향방사효율을 식 (5) ~ (11)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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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는 주파수, P는 평판의 둘레( ), S
는 평판의 면적(=ab)이다.

Uchida는(15) 0.91 m × 1.41 m의 강판, 알루미늄판, 

아크릴판 및 FRP판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물

과 접하는 강판의 음향방사효율을 식 (12) ~ (15)와 

같이 제안하였다.      

 ≤ 

log  log 

where   

   


(12)

   ≤ 

log  log

log 

where   

      (13) 

   ≤ 

log  log 

where   Hz

           (14)

 
  

log 
          (15)

여기서 m은 표면밀도( ), 는 강판의 밀도, 는 

강판의 두께, B는 굽힘 강성 (




), 는

판의 방사면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Fig. 2에서와 같이 선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강판을 ①의 2.4 m × 0.6 m 강판으로 정의

할 수도 있지만 이들 강판의 4개 조합인 ②의 2.4 m

× 0.6 m × 4 강판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이들 강판의 

8개 조합인 ③의 2.4 m × 0.6 m × 8 강판으로도 정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동하는 기본 강판을 정의하

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강판크기에 고유주파수를 고려

하여 Uchida의 실험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함정의 선체를 구성하는 기본 강

판을 2.4 m × 0.6 m 강판(①)이라고 가정하여 음향방

사효율을 정의 하게 되면 2.4 m × 0.6 m 강판의 조합

강판(②, ③)을 기본강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의한 

음향방사효율대비 음향방사효율이 크게 정의된다. 선

행연구의(11,12) 결과 및 Fig. 3의 실험결과로부터 2.4 mFig. 1 Measurement surface of the sound of a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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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m 강판의 고유진동수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선

체의 음향방사효율이 주파수감소에 따라 점차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4 m × 0.6 m 강판의 고유진동수 이하에서 

선체의 진동은 2.4 m × 0.6 m,*4n(n=1일 경우 Fig. 2

의 ②, n = 2일 경우 Fig. 2의 ③) 강판의 고유진동수

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 진동으로 인해 수중방사소음

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4 m × 0.6 m*(4n) 강판의 

음향방사효율은 이 주파수 범위에서 2.4 m × 0.6 m 

강판 대비 작으므로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바와 같이 

방사효율이 저주파로 갈수록 작아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Fig. 2와 같이 2.4 m × 0.6 m 강판의 

고유진동수 미만, 2.4 m × 0.6 m × 4 강판의 고유진동

수 이상에서 음향방사효율은 2.4 m × 0.6 m × 4 크기

의 강판(Fig. 2의 ②)의 음향방사효율을 사용하였고, 

2.4 m × 0.6 m × 4 강판의 고유진동수 미만, 2.4 m ×

0.6 m × 8 강판(Fig. 2의 ③)의 고유진동수 이상에서 

음향방사효율은 2.4 m × 0.6 m × 8 크기의 강판의 음

향방사효율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n이 3이상일 경우 

강판의 고유주파수는 수중방사소음 해석 주파수 범위 

하한치(31.5 Hz)보다 작으므로 Fig. 2에서 정의한 기

본강판 ①의 고유진동수보다 작은 저주파에서는 n이 

1, 2인 Fig. 2의 강판구조 ②, ③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음향방사효율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저주파에서 음향방사소음을 지배하는 가

진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음향방사효율이 작아지므

로 동일한 진동 값에 따른 방사소음의 예측레벨이 작

아지며 Fig. 3과 같이 기존의 Uchida식과 비교해볼 때 

200 Hz 미만의 저주파에서 실험결과와 더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Fig. 3에서 음향방사효율의 계측은 측

정대상함정의 측정면적을 Fig. 1과 같이 가정하고 1 m

거리에서 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음압을 여러 지점

에서 계측한 후 식 (4)를 이용하여 음향파워를 구하

였다. 여기서 함의 면적은 Fig. 1과 같이 함의 길이와 

폭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계산하였다.

이 절의 검토결과로부터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정

된 Uchida식을 음향방사효율로 사용할 경우 2 kHz 미

만의 주파수 영역에서 실제 계측으로 얻어진 음향방사

효율과 유사한 형태의 음향방사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Uchida는 0.91 m × 1.41 m의 유한강판을 가지고 

강판의 방사효율을 실험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강

판의 조합에 따른 음향방사효율을 고려하지 못하였으

므로 저주파 영역에서 음향방사효율이 실험결과와 다

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 kHz 이상 고주파 영역의 경우 Uchida의 음

향방사효율보다 Maidanik의 음향방사효율이 실험식

Fig. 3 Radiation efficiency proposed in this research

①
②

③

0.6m

2.4m

Transverse
stiffener

Longitudinal 
stiffener

Deck plate

(a) Structure of the shell of the ship

Natural freq. for 
structure "①"

Natural freq. for 
structure "②"

Natural freq. for 
structure "③"

(b) Sound radiation efficiency 

Fig, 2 Radiation efficiency of the structure "①", "②",
"③" from Eq. (5)~(8) and propos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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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선체의 음향방사효율은 200 Hz 

미만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된 Uchida식을 사

용하였고, 200 Hz에서 2 kHz 사이에서는 기존 Uchida

식을 적용하였으며 2 kHz 이상에서는 Maidanik식을 

적용하여 정의하였다.

2.2 외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

일반적으로 함외부에서의 소음은 프로펠러 소음, 배

관계통에 의한 유체소음 및 항해 중 선체와 부가물에 

의해 발생하는 유동소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소음

에 대한 정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프로펠러 소

음 및 배관계통 소음은 여러 가지 실험결과에 따라 근

사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항해 중 선체 및 

부가물에 의한 유동소음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부가진소스에 의한 소음은 측정된 전체 

수중방사소음에 대해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

소음을 차감하여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

부가진소스에 의한 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스들의 

개별적인 기여도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SNAME(16)는 캐비테이션 발생 이후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팁볼텍스(tip vortex) 및 블레이드 시트

(blade sheet) 캐비테이션 소음에 대해 식 (16), (17)

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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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프로펠러 중심에서 3 ft 떨어져 있는 지

점에서의 팁볼텍스 캐비테이션 소음(ref = 10-6 Pa), 

는 프로펠러 중심에서 3 ft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의 블레이드 시트 캐비테이션 소음(ref = 10-6 Pa), 

은 최대 소음을 가지는 주파수(Hz), 는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수, 는 프로펠러 rpm, D는 프로펠러의 

직경(ft), , 는 보정계수로 식 (18),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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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캐비테이션 발생속도, 는 운항속도이다.

일반적으로 프로펠러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압력파의 

형태로 선체를 가진하기 때문에 프로펠러 상부 선체의 경

우 프로펠러 소음에 의한 영향으로 큰 진동이 발생한다.

3. 수중방사소음 예측 결과 

이 절에서는 실제 수중방사소음 평가 시 계측한 선

체진동 신호를 가지고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

소음을 예측하고 계측한 수중방사소음과의 에너지 차

이로부터 프로펠러 소음을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이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SNAME에서 제

안하는 프로펠러 소음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고자 한다. 

3.1 선체진동을 이용한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 계측

현재 수중방사소음은 1/1 옥타브 또는 1/3 옥타브

밴드로 계측한 후 밴드 평균값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 Hz당 음향에너지로 관리하고 있다.

유체소음과 같이 광대역 소음의 경우 계측하는 옥

타브밴드 주파수 내에 큰 피크 없이 대체적으로 유사

한 수준의 소음이 계측되기 때문에 옥타브밴드 평균

으로 1 Hz당 음향에너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만, 기계류 소음 등 내부가진소스에 의해 방사되는 

수중방사소음은 기계류 특유의 토널(tonal) 소음을 가

지고 있으므로 이 토널 소음이 크게 발생할 경우 옥

타브밴드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러한 토널 소음을 포함한 소음에 대해 옥타브밴드 평

균으로 수중방사소음을 규제하게 되면 계측된 음압레

벨이 주파수 평균을 통해 크게 감소하므로 기계류 소

음의 토널 소음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수중함의 경우 수중방사소음 평가 시 협대역 

신호에 대한 토널소음 또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지

만 수상함의 경우 옥타브 평균값만이 수중방사소음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토널소음의 관리를 

위해서는 수상함의 경우도 수중함과 같이 협대역 신

호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Fig. 4는 캐비테이션 발생 전 특정속도(00 knots)에

서 3척의 함정에 대해 계측한 수중방사소음과 선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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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호를 통해 예측한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

소음이다. Fig. 4에서 정박(anchoring) 상태에서의 수

중방사소음은 내부 접수 선체에서 계측한 진동속도와 

Fig. 3에서 정의한 음향방사효율을 가지고 식 (3), (4)

를 통해 계산한 소음이다. 이때 감속기어와 추진축은 

분리된 상태에서 계측하였으며 소화펌프, 냉수제조기, 

발전기 등 주요 장비를 동작시켜 놓은 상태에서 접수

선체의 진동을 계측하였다. 항해 시에는 정박상태와 

동일한 지점에서 접수선체의 진동을 계측하고 정박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중방사소음을 계산하였다. 

항해 중에는 정박중과 다르게 감속기어가 추진축과 

연결되어 부하를 받기 때문에 선체진동에 의한 소음

레벨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Fig. 4로부터 캐비테이션 발생 전 함정의 수중방사

소음과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간의 차이

가 전 측정 주파수 범위 내에서 10 dB 이상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중방사소음에 기계

류 소음 등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의 기

여도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캐비테이

션 발생 이전부터 수중방사소음의 주성분은 프로펠러 

소음을 포함한 외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임

을 알 수 있었다.

물론 1 Hz 간격으로 계측된 협대역 신호를 가지고 

평가해 보면 기계류 소음의 토널 소음 발생 시 수중

방사소음에 대한 영향도는 커진다. 

Fig. 5는 측정된 선체가속도 신호를 이용하여 계측

한 특정함정의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의 

협대역 스펙트럼 예측 결과와 함정의 수중방사소음에 

대한 옥타브밴드 평균 스펙트럼이다. Fig. 5와 같이 

토널 소음이 없을 경우에는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

중방사소음은 전체 수중방사소음에 거의 기여하지 못

하나, 토널 소음이 존재할 경우 옥타브밴드 평균 스

펙트럼 기준으로 볼 때 수중방사소음에 있어 문제가 

없을지라도 탐지 및 식별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함정의 소나 운용에 있어 적함 식별을 위해 

협대역 소음신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기

계류 소음의 토날 소음은 수중방사소음 옥타브 평균 

기준과 별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군에

서는 이를 TASS 운용 기준으로 정의하여 별도로 관

리하고 있다.  

20dB

(a) Ship A

20dB

(b) Ship B

20dB

(c) Ship C

Fig. 4 1/1 Octave band average spectra for the meas-
ured total underwater radiated noise and un-
derwater radiated noise from the hull vibration 
only 

10dB

Fig. 5 1/1 Octave band average spectra for the 
measured total underwater radiated noise and 
narrowband spectra for the under water radi-
ated noise from the hull vibratio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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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펠러 및 외부가진 소스에 의한 수중

방사소음 예측

앞절에서 수중방사소음 계측결과와 선체 가속도 신

호를 이용하여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을 

예측한 결과로부터 프로펠러를 포함한 외부가진소스

에 대한 소음레벨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외

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이 프로펠러 소음이 

지배적이라고 가정하고, 계측결과로부터 예측된 외부

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과 SNAME에서 제시

한 프로펠러 소음의 예측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총 3척의 함정에 대한 프로펠러 소음

을 식 (16), (17)을 이용하여 예측해 보았다.  

식 (16), (17)의 경우 캐비테이션 발생 이후 프로펠

러 소음이므로 이 절에서는 3척 함정 프로펠러의 캐

비테이션 초생속도보다 1노트 ~ 3노트 높은 속력인 

“N” 노트 및 12노트 ~ 14노트 높은 “N+11” 노트에서 

프로펠러 소음을 예측해 보았다. 

Fig. 6은 SNAME에서 제안한 식을 이용하여 프로

펠러 크기와 회전수가 다른 3척의 함정에 대한 “N”

노트 속도에서의 프로펠러에 의한 수중방사소음 예측

결과와 계측된 수중방사소음 및 내부가진 소스를 가

지고 수중방사소음의 에너지 차로부터 얻어진 외부가

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이다. 두 결과 비교로부

터 3척 모두 125 Hz 이상 영역에서 계측으로부터 얻

어진 외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과 SNAME

에서 제안한 식을 이용한 팁볼텍스에 의한 프로펠러 

20dB

(a) Ship B

20dB

(b) Ship C

20dB

(c) Ship D

Fig. 6 1/1 Octave average sound pressure level at N 
knots

20dB

(a) Ship B

20dB

(b) Ship C

20dB

(c) Ship D

Fig. 7 1/1 Octave average sound pressure level at 
N+11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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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테이션 소음 예측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

었다. 여기서 “N” 노트의 경우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

와 1노트 ~ 3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때의 

캐비티는 주로 팁볼텍스 캐비티이며 아직 블레이드에

서 시트 캐비티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프로펠러 

소음은 식 (16)의 팁볼렉스에 의한 프로펠러 소음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로부터 125 Hz 이상에서 외부가진 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의 주요성분은 프로펠러 소음으로 

판단되며 125 Hz 이하의 소음은 프로펠러 외 다른 외

부 소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7은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 대비 약 12노트 ~

14노트 높은 “N+11” 노트에서 SNAME 식을 이용한 

프로펠러 소음예측결과와 수중방사소음 및 내부가진 

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의 에너지 차로부터 얻어진 

외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이다. Fig. 7에서 3

척 모두 250 Hz 이상에서 식 (17)의 블레이드 시트 

캐비테이션에 의한 프로펠러 소음 예측 결과와 실험

적으로 예측된 외부 가진 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

속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크기가 매우 크고 이 주파수

들이 통상 수백 Hz의 고유진동수를 가짐을 고려해 

볼 때 외부가진 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에서 250

Hz 이상의 소음은 프로펠러의 시트 캐비테이션 소음

이 지배적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50 Hz 미만의 고

유진동수를 가지는 큰 기포가 “N+11” 노트에서 발생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50 Hz 미만에서 계측한 소

음레벨이 SNAME 식에 의한 예측결과보다 작게 나

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척의 함정에 대해 SNAME가 제시하고 있는 프로

펠러 캐비테이션 소음과 수중방사소음 및 내부가진소

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 예측 결과로부터 유추한 프

로펠러 소음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로부터 추후 함정 설계 시 프로펠러 소

음은 SNAME에서 제시하는 값을 채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수중방사소음의 정확한 예측과 개선을 위해서는 

가진소스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함

정설계 과정에서 프로펠러 소음을 포함한 외부가진요

소는 근사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는 선체부착 가속도계를 이용한 내부가진소스에 의한 

수중방사소음레벨의 예측결과와 계측을 통해 얻어진 

함정의 총 수중방사소음레벨을 가지고 외부가진소스

에 의한 수중방사소음레벨을 예측하였다. 예측결과 

분석 대상인 3척의 함정 모두 수중방사소음은 내부가

진소스보다는 외부가진소스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

으며, 외부가진소음원 중 프로펠러의 소음이 125 Hz 

이상영역에서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측된 

프로펠러 소음은 SNAME가 제시하는 프로펠러 캐비

테이션 소음의 실험식 계산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SNAME 계산식의 함정설계 

채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후  기

이 연구는 국방기술품질원 자체연구로 실시된 것

으로 군사보안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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