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1)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수중 원통형 구조물의 경우 무인잠수정 수중함,그리고 어뢰들의 기본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수중.구조물의 경우 진동에너지가 가진원에서 구조물을따라 전달되며 구조 재료 자체의 감쇠뿐 아니라 소음방사에 의한 감쇠가 동시에 이루어진다(1,2) 또한.이러한 소음 방사로 인하여 구조물 주변에 자체소음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자체소음 발생 특성을.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수중 구조물의 진동 전달 특성을 해석 및 실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수중 구조물의 특성상 고주파수 대역,이상 까지 고려하여야 한다(10 kHz ) (3)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수 대역에서 원통형 수중 몰수체의 진동전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기 중과 수중에서해당 모델의 진동 전달함수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해석실험 해석실험 해석실험 해석2.2.2.2.실험실험실험실험2.1 Set-up2.1 Set-up2.1 Set-up2.1 Set-up실험 모델은 길이 반경 두께2.7m, 0.18m, 6mm인 알리미늄 원통형 구조물이다 반경 방향 진동을.교신저자† ;수원대학교 기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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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기 위하여 진동 가진기 을Wilcoxon F7-1사용하였으며 진동 가속도 센서로서는, Endevco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가진력을 측정하기7259B .위해 인 를 가진기 끝Force Sensor Endevco 2312에 장착하였다.은 실험을 위한 수중실험 장비 배열을 보여Fig.1준다 공기 중 실험에서도 같은 장비 배열을 사용하.였다 두 경우 모두 로프를 이용하여 실험 모델을.자유롭게 매달아 지지되도록 하였으며 수중에 모델,을 위치시킬 때 부력을 상쇄시켜 평형을 유지하도록를 장착하였다Dummy weight .

Fig.. 1Fig.. 1Fig.. 1Fig.. 1 수중 실험 장비 배열도실험 내용실험 내용실험 내용실험 내용2.22.22.22.2진동 가진 방향으로서는 반경 방향을 고려하였고,공기 중과 수중에서 반경 방향 진동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진동 측정 지점으로서는 모델의 길이 방향.으로 개의 섹션을 나누어 고려하였으며 각 섹션4 ,당 가속도개 ∼ 를 장착하였다 진동 가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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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상 주파수 범위에 대하여 간격 단10kHz 1kHz일 주파수로 가진 하였다 측정된 진동 가속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진동 전달함수를 구하였다 진동 전.달함수는 에 해당하며 여기서 는 실험 모/ ,Ⓑ Ⓐ Ⓐ델의 가진원 부근 지점 의 진동 가속도를 나타내( )②고 는 실험 모델의 끝단 지점 의 진동 가속도( )①Ⓑ를 나타낸다(Fig.2).
Fig. 2Fig. 2Fig. 2Fig. 2 진동 전달함수 ( / )Ⓑ Ⓐ 측정 개념실험결과 분석실험결과 분석실험결과 분석실험결과 분석3.3.3.3.과 는 이상 주파수 범위에서 각Fig.3 Fig.4 10kHz각 공기 중과 수중에서의 진동 전달함수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결과로부터 진동 전달함수 값이.모든 주파수 범위에 대하여 실험모델의 가진원 부근지점 으로부터 실험모델의 끝단 지점 으로 갈( ) ( )② ①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가진원으로 부.터 끝단으로 감쇠되는 진동 전달함수 감소 값이 전주파수 범위에 대해서 공기 중에서의 약 60dB(  보다 수중에서 약) 40dB( 로 약 작게) 20dB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음 방사 효.율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계주파수 이하에서는 소음방사가 구조물 가까운 근거리 음장에 국한되지만 임계주파수 이상에서,는 소음방사가 원거리 영역까지 효과적으로 발생되어 이에 따른 구조물 진동에너지 손실이 상대적으로보다 크게 발생된다 이러한 소음방사효율 특성을.파악하기 위하여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실험 모델과같은 두께를 갖는 무한평판에 대한 소음방사효율을고려할 수 있다(4) 해당 무한평판에서 굽힘파를 고려.하는 경우 공기와 수중에서의 임계주파수는 각각,와 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수중 임계주2kHz 37kHz .파수 이하에서는 소음방사에 의한 진동에너지 손실이 공기 중에서의 경우가 수중에서 보다 상대적으로보다 크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중 임계주파수.이하에서는 가진원으로부터 끝단으로 진동에너지가

전달되며 감쇠함으로써 발생하는 진동 전달함수 감소 값이 수중보다 공기 중에서 보다 크게 발생함을알 수 있다
Fig. 3Fig. 3Fig. 3Fig. 3 공기 중 측정 진동 전달함수
Fig. 4Fig. 4Fig. 4Fig. 4 수중 측정 진동 전달함수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본 연구에서는 원통형 구조물에 대하여 진동전달함수를 공기중과 수중에서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써 주어진 모델의 수중 임계. ,주파수 이하에서는 가진원으로부터 끝단으로 진동에너지가 전달되며 감쇠함으로써 발생하는 진동 전달함수 감소 값이 공기 중보다 수중에서 보다 작게 발생함을 보였다. 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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