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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크루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선에서 요구되는 낮은 

선실 소음(1-2)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선실의 주요 소

음원인 HVAC 소음을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HVAC 소음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3-4), HVAC 소음예측값의 정밀도를 향

상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HVAC 요소의 소음특

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5-6). 

다수의 소음저감 기술이 적용되는 크루즈선의 경

우 fan 등과 같은 소음원으로부터 객실로 전파되는 

성분은 많은 부분 저감된다. 따라서 객실의 HVAC 

소음크기는 duct layout의 마지막 요소인 room unit

의 성능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선박용 room unit의 소음특성은 크게 소음저감량

(삽입손실)과 유체소음으로 표현되는데, 내부구조를 

다수의 HVAC 요소의 조합으로 표현하면 기존의 

HVAC 소음해석 방법(3-4)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소

음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HVAC 요

소로의 근사방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성능측정결과

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 대형 room unit의 소음예

측을 위해 모델링되는 room unit내 챔버 요소에 대

해 고찰하고자 한다. 챔버 부분에 대한 기존 단순 

모델을 보안 할 수 있는 개선방법에 대하여 살펴보

고, 실제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모델의 유용성

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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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출구 Room Unit의 해석모델

먼저 대상 room unit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입구와 다수의 토출구를 가진 room unit을 고려하였

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room unit의 구조

와 크기을 보여주고 있다. Fig. 2는 HVAC 해석방법
(3-4)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room unit의 HVAC 요

소로 근사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3은 근사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와 실험결과(8)를 비교

하여 보여주고 있다.

 

Fig. 1 Schematic of a multiple-outlet room unit

Fig. 2 Simple model of multiple-outlet room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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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estimated insertion loss

(a) chamber part of the room unit shown in Fig.1

(b) Theoretical model of a multiple-outlet chamber
Fig. 4 Chamber element of a multiple-outlet room 

unit

3. Room Unit 내부 chamber 요소 모델링

Fig. 4는 Room Unit 내부 챔버요소와 해당부위의 

이론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요소를 이용하여 

room unit의 소음특성을 해석한 결과를 Fig. 5에 수

록하였다. 그림에서 개선된 챔버요소를 사용한 결과

는 기존 해석결과에 비하여 측정결과와 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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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sertion loss estimated using a chamber 
element

4. 요약 및 결론

다수의 토출구를 가진 선박용 room unit의 소음

예측을 위하여 챔버요소를 개선하여 모델링하였다. 

챔버요소 개선 후 예측결과가 개선 전에 비하여 측

정결과와 더 유사한 형태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 개선 챔버요소는 room unit 소음해석 및 저소

음화에 유용 개발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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