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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기존 수중방사소음 해석은 방사효율을 이용한 원음

장 예측 연구가 주류였다1)~2) 방사효율을 이용한 원음. 
장 예측은 수중 소음원을 하나의 점음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나타나는 차원 원음장 방사패3
턴을 예측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 

기법을 DHIE(Discrete Helmholtz Integral Equation)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 계측데이터와 , 
상호 비교한 논문이다.

시험 구조물2. 

수조내에 설치된 수중몰수체의 수중근접음장 계측은 

하이드로폰 어레이에 개 하이드로폰을 설치하고 수16 , 
중몰수체 축방향으로 이동계측을 실시하였다 수중몰수. 
체는 길이 직경 인 원통형 구조물로써 몸체 4m, 1.3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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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표면에 반경방향 진동을 계측할 수 있는 가속도센

서 개와 가진기 대 가진력을 계측하는 임피던스헤64 2 , 
드 개가 설치되어 있다 수중 근접음장 계측은 가진기2 . 
가 특정 토널주파수로 연속가진 중 계측하였다 전체적. 
인 시험 배치도는 과 같다Fig 1 .

Fig. 1 The experiment set-up

원음장 예측 알고리즘3. (DHIE)

본 논문에서 연구중인 기법은 표면진동장에서 DHIE
계측된 표면진동장의 속도 상호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수중방사패턴을 예측하고 원음장 음향파워를 이용하, 
여 수중방사패턴의 음압크기를 보정하는 기법이다 자. 
세한 유도과정과 기호의미는 참고문헌 에 나와 있으3
며 원음장 예측시 사용한 최종식은 식 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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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차원 수중방사패턴 예측을 위하여 수중구조물의 표면진동장을 이용하여 차원 원3 3
음장 패턴을 예측한 뒤 수중구조물의 근접음장 계측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된 원음장 음향파워

를 이용하여 산출된 원음장 패턴의 음압크기를 보정하였고 이를 실험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논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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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서 도출된 원음장 음압을 이용하여 원음장 (1)

패치의 음향파워를 해석한 뒤 전체 원음장 음향파워, 
에 대한 원음장 패치 음향파워비를 식 와 같이 계산(2)
하였다.

 

                           (2)

식 와 수중 근접음장 계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2)
된 실험 원음장 음향파워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원음장 

음압을 보정하였다.

원음장 예측결과 비교 및 결론4. 

토널 주파수로 가250, 450, 1250, 1750, 2450Hz 
진하였을 때 수중 근접음장 계측 데이터를 이용한 원, 
음장 산출결과와 기법을 이용한 원음장 예측결DHIE
과를 에 제시하였다Fig. 2 .

전체적으로 표면진동장을 이용한 원음장 패턴 예측

은 근접음장 계측 데이터를 이용한 원음장 패턴과 유

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원음장 패치에서 실험결. 
과와 해석결과간 차이 발생 원인은 근접음장 계측시 

수중음압 계측 데이터가 일부 지역에 누락되었기 때문

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면진동장에 따라 원음. ㅍ

장 패턴이 예측되기 때문에 고주파수보다는 저주파수

에서 예측결과가 실험결과에 더 근접한 것으로 DHIE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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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50Hz

(b) 450Hz

(c) 1250Hz

(d) 1750Hz

(e) 2450Hz

Fig. 2 The comparis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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