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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고속철도의 최대속도는 300 km/h이며 지속전

인 기술발전에 따른 향후 속도 증가를 고려했을 때 

철도소음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최고 시험

속도 400 km/h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세대 고속철도

가 개발됨에 따라 유동환경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탄성공명패널은 미세천공판, 공동, 후판으로 구성된 

구조물이며 해당 패널은 설계변수에 따라 목표 주파

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탄성공명패널은 철도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으로써 주

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해당 패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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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high-speed railways are continuously being developed, the elastic resonance panels are gaining 

more attention as a way to reduce railway noise. To develop an elastic resonance panel for 

high-speed railway applications, the flow environment must b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sound ab-

sorption performance prediction technique for elastic resonance panels considering the flow environ-

ment was established by applying an acoustic impedance model.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and 

derived results from the established method, the validity of the technique was verified, and the sound 

absorption performance with respect to the design variables was analyzed based on the proposed 

technique. The analytical results of design variables confirmed both the degradation of sound absorp-

tion performance because of the flow environment and the movement of the absorption peak 

frequency. In addition, a design method based on the porosity was proposed, and the specific porosity 

is presented as the design reference porosity. Further, we observed that the increase in flow velocity 

inverted the movement tendency of the sound absorption peak frequency based on a specific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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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탄성공명패널은 헬름홀츠 공진(Helmholtz resonance)

에 의한 흡음 메커니즘을 가진다(1~3). 해당 메커니즘 

바탕의 흡음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Maa(4,5)는 최초로 탄성공명패널을 흡

음구조로써 제시하였으며 탄성공명패널의 이론적 기

반과 발전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Lee et al.(6)은 

패널의 진동이 흡음성능에 영향을 미침을 실험 및 해

석적으로 도출하였다. Sakagami et al.(7)은 이중 미세

천공판으로 구성된 탄성공명패널을 제시하였으며 저

주파수 대역에서의 추가적인 흡음성능을 확인하였다. 

Toyoda et al.(8)은 허니컴을 포함한 탄성공명패널에 

대한 흡음성능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와 비교검증

을 수행하였으며 중주파수 대역에서의 흡음성능 향상

을 확인하였다. Park et al.(9)은 기존 비선형 임피던스 

모델을 바탕으로 설계변수에 따른 탄성공명패널의 흡

음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탄성공명패널에 

대한 흡음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유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

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유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의 흡음성능에 대한 

연구는 탄성공명패널의 기하학적 특성에 의해 어려움을 

갖는다. 탄성공명패널의 천공이 1 mm 이하로 굉장히 

작은 기하특성을 가짐에 따라 직접적으로 천공을 모델

링하여 유동환경에서의 흡음성능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

운 실정이다. 해당 천공을 직접적으로 모델링 한 후 전

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및 음

향해석(acoustic analysis)을 통하여 유동환경에서의 

흡음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면 패널 주변에서 발생하

는 유동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지만 직접 모델링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전산유체역학을 기반으로 해당 천공에 대해 유동

환경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때 계산비용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유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의 흡음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 바탕의 예측기법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

행되어야하며 정립된 예측기법 바탕의 유동환경기반 

탄성공명패널의 흡음특성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음향 임피던스 모델 이론 기반의 유

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 흡음성능예측기법을 

정립하고 해당 이론 바탕의 흡음특성 연구를 수행하

였다. 유동환경이 반영된 탄성공명패널의 음향 임피

던스 모델을 탄성공명패널 흡음성능예측 이론에 반영

하여 흡음성능을 도출하였으며 흡음 피크에 대한 

strouhal 수 및 흡음 스펙트럼에 대한 실험결과와 비

교검증함으로써 해당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검증된 이론 기반의 방법을 바탕으로 설계변수에 

따른 탄성공명패널의 흡음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설계 기준 공극률을 도출하였으며 철

도소음의 저주파수 대역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탄

성공명패널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유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 

흡음성능예측 이론

2.1 유동환경을 고려한 음향 임피던스

유동환경은 고속 철도환경과 동일하게 패널 외부

로의 접선유동(grazing flow)이 분포하는 환경을 가

정한다. 유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의 흡음성능

은 패널 주변의 유동환경의 영향을 반영한 음향 임피

던스를 적용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해당 유동환경

의 영향을 반영한 음향 임피던스는 실험적으로 유동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조건 하에서 도출되었

다. 기존 탄성공명패널에 대한 음향 임피던스는 Maa(4,5)

에 의해 도출되었으며 식 (1)과 같다. 

 











 




































(1)

여기서, 는  에 해당하는 상수이며, ,
는 각각 공기중 점성계수와 밀도를 나타낸다.  , 

는 각각 탄성공명패널의 두께 및 천공직경을 나타

Fig. 1 Reference apparatus for microperforated panel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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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식 (1)은 주변 유동이 없을 때의 탄성공명패널

의 음향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Fig. 1과 같이 실험적

으로 도출된 유동환경의 영향에 따른 음향 임퍼던스

의 변화를 식 (1)에 반영함으로써 식 (2)의 유동환경

을 고려한 음향 임피던스가 도출된다(10~13).

 











 






































(2)

여기서, 은 탄성공명패널 주변에 접선유동환

경이 반영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음향 레지스턴

스(resistatance)에 해당하며 은 마하수(Mach num-

ber), 는 0.15로 실험적으로 도출된 상수에 해당한

다. 은 실험적으로 도출된 음향 리액턴스(reactance)

의 변화를 나타내며 에 해당한다.

기존 탄성공명패널의 음향 임피던스 모델을 바탕으로 

유동영향에 따른 임피던스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유

속에 따른 음향 임피던스값이 도출된다. 이 논문에서

는 해당 임피던스값을 바탕으로 유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에 대한 흡음성능 예측을 수행하였다. 

2.2 탄성공명패널 흡음성능예측 이론

유동환경을 고려한 음향 임피던스 모델을 탄성공

명패널 흡음성능예측 이론(8)에 적용하였다. 해당 탄

성공명패널 흡음성능예측 이론은 패널을 기준으로 입

사파, 반사파, 투과파 및 패널 거동 사이의 관계를 규

명하고 최종적으로 패널의 흡음성능을 도출하는 이론

에 해당한다. Fig. 2는 입사파를 기준으로 패널 주변

에 형성되는 음압 및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각 수식

에서의 아래 첨자 1, 2, 3은 각각 미세천공판, 공동, 

후판을 의미한다. 축 수직법선을 기준으로 의 입사

각을 가지며 진폭이 1인 입사파와 패널 주변 음압 분

포는 식 (3) ~ 식 (5)으로 표현된다(14).

 
sin  cos

(3)



 

 
∞

∞


 

(4)

 

 
∞

∞


  (5)

여기서, 는 공기에 대한 밀도를 나타내며 과 는 

각각 해당 위치에서의 입자속도(particle velocity)를 

나타낸다. 공동 내부 음압과 속도는 식 (6)과 식 (7)

로 도출된다. 

   
 cos

 
 cos sin (6)





cos  
 cos

 
 cos sin (7)

여기서,  ±는 공동 내부에서 양방향으로 전파되는 

음압의 진폭을 각각 나타내며 는 공기중 음속을 나

타낸다. 패널 내부와 외부의 음압 차로 인해 외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힘으로부터 패널의 거동이 발생

한다. 해당 힘으로부터 발생한 패널 거동에 대한 운

동방정식은 식 (8)과 같다. 




 



(8)

여기서, , 는 각각 탄성파에 대한 파수와 굽힘 강

성(flexural rigidity)을 나타낸다. 는 의 단

위 가진이 패널에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변위를 나타

낸다. 탄성공명패널이 미세천공판과 후판을 포함하기 

때문에 식 (8)을 각 패널에 각각 적용해야되며 이로

부터 미세천공판과 후판에 대한 변위가 각각 도출된

다. 의 단위 가진으로부터 도출된 미세천공판과 

후판에 대한 변위가 과  일 때 각 패널 내외부의 

음압 차이로부터 도출되는 미세천공판과 후판에 대한 

변위는 합성곱(convolution)을 통해 식 (9)와 식 (10)

과 같이 도출된다(8).  Fig. 2 Analy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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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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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10)

미세천공판과 후판 간의 속도 경계조건은 각 패널 

내부, 외부에서의 속도 연속성 조건에 해당하며 해당 

조건은 식 (11)과 식 (12)로 표현된다(15). 

 






(11)

 (12)

여기서, 는 미세천공판의 공극률에 해당하며 는 

로 표현된다. 는 유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의 음향 임피던스를 나타내며 는 

의 허수부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식 (2)의 음

향 임피던스 모델을 식 (11)의 임피던스항에 적용함

으로써 유동환경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였다. 

식 (4) ~ 식 (7), 식 (8) ~ 식 (10)을 정리하여 속도 

연속성 경계조건인 식 (11)과 식 (12)에 대입하면 미

세천공판과 후판 내외부의 속도에 대한 식 (13)과 식 

(14)를 도출할 수 있다. 

 sincos 
 sin

 (13)

sin
 sin (14)

여기서, , 는 식 (4) ~ 식 (7)을 속도 연속성 경

계조건 식 (9)와 식 (10)에 대입함으로써 도출된 변수

들에 해당하며 각각 미세천공판과 후판 외부의 속도 

진폭을 나타낸다. 입사파와 반사파에 대한 인텐시티

는 각각 식 (15)와 식 (16)으로 표현된다. 

 

cos
(15)

  




∙∗



cos
sin

∙sin∗

(16)

여기서, 는 미세천공판 외부의 음압 진폭을 나타낸

다. 해당 인텐시티를 바탕으로 유동환경을 고려한 탄

성공명패널에 대한 흡음률을 도출할 수 있으며 해당 

흡음률은 식 (17)과 식 (18)과 같다. 

   


(17)

 log




lim

sin









lim

 sin

(18)

식 (17)은 단일 입사각에 대한 흡음률을 나타내며, 

식 (18)은 모든 입사각에 대한 평균 흡음률을 나타낸

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흡음률식은 음향 임피던스 모

델을 적용함에 따라 유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

의 흡음률을 나타내며 이 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동 

조건에서의 탄성공명패널에 대한 흡음성능 특성분석

이 가능하다. 

3. 유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 

흡음성능 

3.1 탄성공명패널 제원 및 검증

유동환경에서의 흡음성능 도출을 위한 탄성공명패

널의 제원과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해당 탄성공명

패널은 미세천공판, 공동, 후판으로 구성된 단층 탄성

공명패널이며 각 패널의 재질은 모두 알류미늄으로 

구성되었다. 각 패널은 매질과 두께만을 포함하는 무

한 평판임을 가정하였다. 고속철도 환경과 동일하게 

미세천공판 외부에 유속이 분포하도록 Fig. 2와 같이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해당 패널을 기준으로 유속, 천

공직경, 공극률에 따른 흡음성능 도출하였다. 

탄성공명패널은 천공과 공동을 포함함에 따라 헬

Table 1 Each panel information

Panel information

Material Aluminum

Density 2700 kg/m3

Elastic modulus 68.9 GPa

Poisson ratio 0.33

MPP thickness  1 T

Cavity thickness  44.88 T

Back wall thickness  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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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홀츠 공진에 의한 흡음 피크를 가지며 천공과 공동

의 제원에 따라 해당 흡음 피크주파수가 결정된다. 

이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속에 따

른 흡음 피크주파수의 변화를 실험결과(16)와 비교하

였다.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이론 기반의 계산결

과들은 모두 2절의 이론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Fig. 3

은 식 (18)을 통해 도출된 유속 10 m/s, 30 m/s, 50 m/s, 

100 m/s에서의 흡음 피크주파수에 대한 예측결과와 

동일 조건에서의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해당 결과들

은 헬름홀츠 공진에 의한 흡음 피크주파수를 천공 직

경과 유속으로 무차원화한 Strouhal 수로 표현되었다. 

예측 및 실험결과 모두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흡음 

피크주파수가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검증을 위하여 유동환경에 의한 흡음 스펙

트럼 결과를 도출하고 실험결과(17)와 비교하였다. 

Fig. 4는 유속 75 m/s에서의 탄성공명패널 흡음 스펙

트럼에 대한 예측과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예측과 실

험결과에서 모두 헬름홀츠 공진에 의한 흡음 피크가 

발생하였다. 해당 흡음 스펙트럼에서 탄성공명패널 

고유모드에 의한 흡음 피크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

는 패널의 두께가 1 T로써 얇은 구조물에 해당함에 

따라 구조 공진에 의한 고유모드가 관심주파수 범위 

외에서 형성되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

측 및 실험결과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흡음률에 대

한 경향과 흡음 공진에 의한 피크주파수에 대한 경향

이 일치하였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음향 임피던스 

모델 기반의 유동환경을 반영한 탄성공명패널 흡음성

능예측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3.2 설계변수에 따른 탄성공명패널 흡음특성

목표 주파수의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탄성

공명패널의 흡음 피크주파수를 목표 소음저감 주파수

에 일치하도록 탄성공명패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유동환경에 따른 탄성공명패널의 흡음 피

크주파수의 변화 및 해당 흡음 피크주파수의 크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출된 결과들은 3.1절에서 

검증된 이론 기반의 흡음성능예측기법을 바탕으로 도

출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패널의 제원 및 물성치는 

Table 1과 동일하다. 

Fig. 5는 검증된 흡음성능예측이론을 바탕으로 도

출된 유동의 유무에 따른 탄성공명패널의 흡음성능을 

나타낸다. 검정색 점선과 빨간색 실선은 각각 유동이 

없을 때와 60 m/s의 유동이 있을 때의 흡음성능을 나

타낸다. 유동이 고려됨에 따라 피크 흡음률이 감소하

였는데 이는 유동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흡음성능의 

저하를 의미한다. 탄성공명패널은 패널의 천공과 공

동 내 공기층 사이의 헬름홀츠 공진에 의한 흡음특성

을 가진다. 해당 패널 주변에 유동이 흐르게 되면 천

공과 공동 내부로 유동이 유입됨에 따라 헬름홀츠 공

진이 구현되기 위한 주변 공기층이 유입류의 방해를 

받게 된다. 주변 공기층이 방해를 받게 됨에 따라 유

동이 흐르게 되면 유동이 흐르지 않을 때와 비교했을 

때 흡음성능이 저하된다. 더하여, 흡음 피크주파수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흡음 피크주파

수의 이동은 2.2절의 탄성공명패널 흡음성능예측이론

에 식 (2)의 유동환경을 고려한 임피던스를 적용함으

로써 유동영향이 반영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에 해당

한다. 추가적으로 유동을 고려함에 따라 흡음률 분포 

Fig. 3 Validation of Helmholtz peak frequency analysis
results with experiments

Fig. 4 Validation of absroption coefficient spectrum 
analysis results at flow velocity 7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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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이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영향은 

유동이 고려됨에 따라 난류소산에 의한 흡음효과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

환경이 고려됨에 따라 흡음 피크주파수 및 흡음 피크 

크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목표 주파수 대역의 소음 저

감을 위한 탄성공명패널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향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한다. 

Fig. 6은 이론 기반으로 도출된 유속 50 m/s일 때 

공극률 변화에 따른 탄성공명패널의 흡음성능을 나타

낸다. 공극률이 증가함에 따라 흡음 피크주파수가 증

가하고 전체적인 흡음률이 커졌다. 공극률이 증가하

는 것은 헬름홀츠 공진 시스템에서의 면적이 증가하

는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공극률 증가에 따라 해당 

흡음 피크주파수가 증가한다. 공극률이 작을 경우 유

동영향에 의해 전체적인 흡음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탄성공명패널을 통한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충

분한 공극률을 가지는 탄성공명패널을 적용해야한다.  

Fig. 7은 흡음성능예측이론을 기반으로 도출된 유

속 별 미세천공판의 공극률에 따른 탄성공명패널의 

흡음성능을 나타낸다. 각 공극률에 따른 탄성공명패

널의 흡음성능을 분석했을 때 유속 증가에 따라 흡음

률 크기가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유입류에 의한 천공 및 공동 주변 공

기층의 방해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속 증가에 따

라 흡음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더하여, 흡음 피크주파수의 경우 공극률 증가에 따

라 유속증가에 따른 흡음 피크주파수 이동 경향이 반

전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유속 증가에 따

른 흡음 피크주파수 이동 경향의 반전 현상은 헬름홀

츠 공진에 의한 흡음 메커니즘과 주변 유동현상의 상

관관계로부터 분석가능하다. 헬름홀츠 공진에 의한 

흡음 메커니즘은 헬름홀츠 공진 질량-스프링 시스템

으로부터 모사가능하다(18~21). 공극률이 작을 경우 속

도 증가에 따라 천공 주변에 발생하는 와류량이 감소

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헬름홀츠 공진 시스템에서의 

Fig. 5 Analysis results of absorption coefficient with 
and w/o flow

Fig. 6 Analysis results of absorption coefficient for 
perforation ratio at flow velocity 50 m/s

(a)  = 0.1 %

(b)  = 0.5 %

Fig. 7 Analysis results of absorption coefficient for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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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성분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해당 영향

으로부터 유속 증가에 따라 흡음 피크주파수가 감소

한다. 탄성공명패널 공극률이 클 경우 유속 증가에 

따라 내부유입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헬름홀츠 공진 

시스템에서의 스프링 성분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

시키며 해당 영향으로부터 헬름홀츠 공진에 의한 흡

음 피크주파수가 증가한다. Fig. 7에서의 공극률 0.1 % 

경우는 공극률이 작음에 따라 헬름홀츠 공진 시스템

에서의 질량 성분이 주도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부

터 유속 증가에 의한 흡음 피크주파수가 감소하였다. 

공극률 0.5 %의 경우는 공극률이 커짐에 따라 헬름홀

츠 공진 시스템에서의 스프링 주도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유속 증가에 의한 흡음 피크주파수가 증가하였

다. Fig. 7의 결과와 같이 유속 증가에 따른 흡음 피

크주파수 이동 경향이 공극률 별로 변화하기 때문에 

탄성공명패널 설계를 수행할 때 해당 공극률의 영향

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Table 2와 Table 3은 각각 천공직경 0.5 mm, 1 mm

일 때의 유속 별 공극률에 따른 탄성공명패널의 흡음 

피크주파수를 나타낸다. 각 천공직경 별 유속증가에 

따른 흡음 피크주파수의 증감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

나지만 증감경향이 변화하는 기준 공극률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천공직경 0.5 mm의 경우 공극률 

0.2 % 일 때 유속 30 m/s에서 50 m/s로 증가함에 따라 

흡음 피크주파수가 감소하였지만 천공직경 1 mm의 

경우 동일한 흡음 피크주파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에 따라 천공직경 1 mm의 경우 공극률 0.2 % 

근처에서 유속에 따른 흡음 피크주파수 증감 경향이 

변화하는 기준 공극률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천

공직경 0.5 mm의 경우 0.2 %보다 높고 0.5 %보다 낮

은 공극률에서 기준 공극률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탄성공명패널의 설계변수에 따라 기

준 공극률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공극률을 

도출한 후 해당 공극률을 바탕으로 소음저감 설계를 

수행해야함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3.3 흡음특성 고려한 탄성공명패널 설계방안

Fig. 8은 이론 기반으로 계산된 천공직경 1 mm일 

때 공극률 별 유속에 따른 탄성공명패널의 흡음 피크

주파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따라 유속

에 따른 흡음 피크주파수 증감 경향이 반전되는 기준 

공극률이 0.2 % 근처에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준 공극률에 따라 흡음 피크주파수 증

감 경향이 반전되기 때문에 해당 기준 공극률을 설계 

기준 공극률로 설정한 후 공극률의 구간을 구분하여 

유동영향을 반영한 탄성공명패널의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탄성공명패널의 경우 공극률 0.2 %보다 

높은 공극률을 사용하게 되면 유동환경에 따라 흡음 

피크주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저주파수 설계 관점에서 불리하다. 공극률이 0.2 %보

다 낮은 경우 유동환경에 따라 흡음 피크주파수가 감

Table 2 Analysis results of Helmholtz resonance peak 
frequency for U and  at hole diameter 0.5 mm

           U
 

10 m/s 30 m/s 50 m/s

0.1 % 172 Hz 165 Hz 84 Hz

0.2 % 249 Hz 271 Hz 271 Hz

0.5 % 398 Hz 444 Hz 472 Hz

1.0 % 591 Hz 625 Hz 671 Hz

Table 3 Analysis results of Helmholtz resonance peak 
frequency for U and  at hole diameter 1 mm

           U
 

10 m/s 30 m/s 50 m/s

0.1 % 172 Hz 165 Hz 84 Hz

0.2 % 249 Hz 271 Hz 271 Hz

0.5 % 398 Hz 444 Hz 472 Hz

1.0 % 591 Hz 625 Hz 671 Hz Fig. 8 Analysis results of Helmholtz resonance peak 
frequency for U and   at hole diameter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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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기 때문에 저주파수 설계 관점에서 유리하지만 

유속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흡음률 감소 경향은 동일

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흡음률을 갖기 위해서

는 높은 공극률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의 철도소음을 저감시키 위

해서는 공극률이 높은 탄성공명패널 모델을 바탕으로 

설계 및 적용을 수행해야하며 공극률이 높은 모델의 

경우 유속 증가에 따라 흡음 피크주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목표하는 소음저감 설계 주파수보다 낮은 주

파수로 탄성공명패널 설계를 수행해야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음향 임피던스 모델을 바탕으로 유

동환경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에 대한 흡음성능예측

기법을 정립하고 해당 방법으로 도출된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이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방법을 바탕으로 패널 주변 유동 유무에 따

른 탄성공명패널의 흡음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결

과를 통해 유동에 의한 흡음률의 감소 및 흡음 피크

주파수의 이동 현상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더하

여, 설계변수에 따른 탄성공명패널의 흡음성능을 도

출하였으며 공극률에 따른 흡음 피크주파수를 헬름홀

츠 공진 질량-스프링 시스템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흡음 피크주파수의 이동 및 이동 경향의 반전현상을 

분석하였다. 흡음 피크주파수의 증감 경향이 특정 공

극률을 기준으로 변화함에 따라 해당 특정 공극률을 

설계 기준 공극률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설계 기준 공

극률을 바탕으로 저주파수 대역의 철도소음을 저감시

킬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패널 주변에 접선유동이 형성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난류경계층에 의한 공력 공진

(aerodynamics coincidence)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연

구가 필요하다. 해당 공력 공진이 저주파수 대역에서 

형성됨에 따라 해당 영향을 고려한 탄성공명패널의 

설계기법을 구축한다면 저주파수 대역의 철도소음 저

감에 더욱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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