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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It is known that elimination of ship engine room noise is impossible thing, so the working 
environment in the engine room is getting worse because ships are recently built with huge engines to take 

higher sailing power. In the yacht and cruise yacht, the engine room noise is more serious because they have 

bigger engines relative to their hull sizes. The noise generated from the main engine makes the employee to 

hearing loss and the transmitted noise make the uncomfortable conditions in the cabins of ship. The noise 

generated by ship engine must be attenuate for the employee and passenger. In yacht and cruise yacht, the 

noise levels in cabines are the most important criterions to the value of commodities. In this study, the noise 

absorbtion barrier which have resonators is experimentally studied by the 1/3 octave band noise elimination 

rates(%).

수일 : 2007년 10월 16일, 채택확정 : 2007년 11월 13일

유 훈(책임 자) : 목포해양 학교, 기 시스템공학부

E-mail : yuyh@mmu.ac.kr,  Tel : 061-240-7103 

1. 서  론

  선박에는 선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의 동력을 만

들기 해 기 실이 있으며, 선박의 기 실에는 보

통 주 엔진(main engine)이 앙부에 설치되고 주변

에는 발 기를 비롯한 각종보조기계가 설치된다. 선

박에 사용되는 주 엔진은 디젤엔진으로 엔진의 운

효율을 높이기 해서 폭발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선박의 기 실에는 이들의 연속 인 폭발행

정에 기인하는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박의 기 실은 주 엔진  보조기계에서 발

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 소음의 환경에 놓여지게 

되며, 특히 주 엔진에서 연속 으로 발생하는 폭발

소음은 감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

것에 기인하여 선박의 기 실은 소음을 개선하기

한 노력이 미비하여 작업자의 청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 소음의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고 부가가치의 용 선박인 요트  크루즈 요

트에서는 가벼운 선체에 비교하여 고 출력의 엔진을 

탑재하게 되므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승조원 

 탑승자의 안락감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최

근에는 국내에서도 요트제작이 시도되고 있으나, 엔

진룸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이것의 차단이 구매를 결

정하는 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박에

서는 주 엔진의 소음을 흡수하거나 차단하기 한 장

치나 설비가 없기 때문에 기 실 내부는 작업이 불

가능할 정도로 고소음의 환경으로 되고 있다
1)
.

  그러나 최근에 연구  개발되고 있는 CMS 

(condition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한 기계 상태 

감시시스템
2)
을 이용하면 기 실의 메인엔진을 개방

해둘 필요가 없게 된다. 즉, 기 실의 앙 부분에 

치하고 있는 주 엔진을 차음벽으로 폐하는 형

태를 취할 수 있으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소음에 지를 차단할 수 있게 되어 기 실의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 엔진의 소음을 효과 으로 흡수

하여 소멸시키거나 차단하기 해 헬름홀쯔 공명기를 

사용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공명기는 특정 주

수의 소음을 소멸  감할 수 있으며, 용의 편의

성  구조 인 간략성 등으로 인하여 보편 으로 이

용될 수 있는 소음제어 요소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항공 우주분야의 소음문제에 용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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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한 공명주 수의 계산

이나 공명기배열에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선박 기 실의 주 엔진에서 발생

하는 소음을 감시키기 하여 주 기 과 주 기

을 감싸는 컨테이  부분을 모델링하여 공명기의 

설치  효과에 하여 실험으로 검정하 다. 공명

기의 흡음효과에 의한 흡음성능을 조사하기 하여 

공명기를 설계, 제작한 다음 선박에서 소음이 문제

로 되는 주 수(0-600Hz) 성분의 소음을 상으

로 소음차단용 벽으로 용될 수 있도록 실험결과

를 제안한다.  

2. 헬름홀쯔 공명기

  공명기는 Fig. 1(a)과 같이 목의 체 에 비하여 

상 으로 큰 부피를 갖는 공동(cavity)과 좁은 목

(neck)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향기구로 이것의 공명

주 수에서 높은 흡음 성능을 가진다. 공명기의 목 

부분으로 일정한 음압이 작용하면 공명기의 좁은 

목에 치한 유체입자는 목의 단면에 하여 균일

한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때 목의 길이( l )에 치

한 유체입자는 질량요소로 변환되고, 공동을 이루는 

체 (V)이 스 링요소로 변환되어 Fig.1(b)와 같은 

등가 1자유도 시스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명기에 

의한 소음의 흡수는 공명기의 목의 부분과 유체사

이에서 발생하는 성마찰, 열 도 등에 의한 에

지 손실로 변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름홀쯔 공명기에서 일어나는 상을 연속방정

식과 운동량방정식으로 표 하면 공명기의 임피던

스( )는 다음과 같다
5).

ZHR= Rr+ j ( ωm- S
ω )           (1)

여기서   은 공명기의 지스턴스를 나타내며, 은 

목의 부분에 존재하는 유체의 유효질량을 나타낸다.

   (a) Geometry of resonator   (b) Modeling

Fig. 1 Helmholtz resonator and modeling
  

S는 공동에 의해 생성되는 강성으로 다음식과 같이 

정의된다.

m= ρ l '/A                      (2)

S= ρc 2/V                      (3)

여기서 는 공기의 도, 는 공기에서의 음속도이

다. 공명기의 공명 상은 식 (1)의 임피던스가 최소

일 때 발생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여 구하여지는 공

명기의 공명주 수( )는 다음 식과 같다.

  

f r=
c
2π

A
Vl'
                  (4)

식(4)에서 공명주 수는 공명기의 구체 인 형상과

는 상 이 없이 공명기를 이루고 있는 각 요소인 공

명기 목의 단면  (A), 공명기 공동의 체  (V), 공명

기 목의 유효길이 ( ′)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공명기의 고유진동에 향을 미치는 라메터는 

공동의 형상이 공명기의 공명주 수에 향을  

수 있는  가능이 있다6,7). 

3. 실  험

3.1 공명기의 설계  제작

  공명기는 제작상의 변수를 최소화하기 하여 원

통형으로 설계하 다. 실제 제작하기 한 원통형

(cylinder type) 공명기의 설계치수  제작형상을 

Fig.2 에 보인다. 공명기는 실제로 선박의 기 실내

부에서 사용되어질 가능성을 비하여 철제로 제작

되었다. 제작되어진 원통형 공명기의 설계 공명주

수는 394.8Hz 이다.

3.2 실험장치의 제작  공명기의 제작

  실험장치는 선박의 주 엔진을 상으로 이것을 

에워싸는 형태의 차음용 컨테이  격자부분으로 가

Fig. 2 Cylinder type Helmholtz re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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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men A  (b) specimen B

(c) specimen C (d) specimen D

10 microphone signals

2 signals white noise
signal

signal generator

microphones

Fig. 6 Schematic diagram of testing apparatus

정하 다. Fig. 3은 주 엔진을 에워싸는 차음용 컨

테이 를 격자로 분할 한 형상을 보인다. 그림에서 

분할된 실험용격자(experimental lattice)는 직육면

체로서 실험용박스로 가정하여 스피커를 설치하고, 

컨테이 는 차음용 강 으로 치환된다.

  공명기의 흡음  차음성능을 실험하기 한 실험

용박스를 Fig. 4에 보인다. 실험용 박스는 체

(700×600 ×440 mm3)의 내부 부피를 가지는 직육면

체로 형상화하 다. 실험용 박스의 수직면은 분할된 

격자간의 상호간섭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콘크리트와 철 으로 제작되어졌다. 격자로 분리된 

컨테이 의 부분은 실험용박스의 덮개로 형상화되

어 진다. 덮개로 사용되는 철 의 경우를 specimen 

OSP(only steel plate)라 하고, 철 에 부착되는 공

명기의 개수에 의해 제작된 시험편을 각각 

specimen A, B, C  D라 한다. 

  Fig. 5는 차음용 철 (specimen OSP)에 각각 4 

(2×2), 16(4×4), 36(6×6), 64(8×8)개의 공명기를 부착

한 실험용철 으로 specimen A, B, C,  D를 보인

다. 원통형공명기의 배열로 인해 공명기사이에 형성

되는 공간은 우 탄 스 이(urethane foam 

spray)로 채워졌다.

Fig. 3 Virtual cross strips and experimental lattices 
around the main engine

Fig. 4 Geometry of the experimental lattice

3.3 측정방법

  실험용 박스 내부에 설치되어진 공명기의 흡음 

 차음효과는 2가지의 측정 방법에 의해 조사된다. 

흡음효과는 실험용박스 내부에서 얻어진 소음 벨

을  비교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차음효과는 실험용

박스 외부에서 얻어진 소음 벨을 비교하여 조사할 

수 있다. Fig. 6은 차음벽의 내부  외부에서 소음

벨을 측정하기 해 설치된 측정계통도를 보인다.

  첫 번째는 Fig. 5에서 보인 실험용 박스내부에 설

치된 2개의 microphone으로부터 측정되는 소음 벨

을 구하여 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두 번째는 

공명기를 통하여 방출되는 소음 벨을 구하기 하

여 실험용 박스주변에 반구형으로 일정거리에 설치

된 10개의 microphone으로 측정하는 음향 워 측정

법8) (sound power measuring method)을 이용한다.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은 0-600Hz 사이의 

white noise 성분으로 다채  소음분석기(Oros-25, 

10ch.)의 신호 발생기(generator)에서 발생한 신호는 

amplifier를 통하여 증폭되어 입력된다.

Fig. 5 Attached shape of the abso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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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고찰

  실험결과는 실험용 격자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로

부터 동일한 소음을 발생하는 조건에서 Fig. 5에서 

보인 공명기를 부착한 차음용철 을 설치한 다음 

컨테이  내부  외부에서 측정한 실험결과에 

해 고찰한다.

4.1 음원의 실내외 소음 벨

  공명기의 실내흡음 성능을 고찰하기 하여 실험

용 격자 내부  외부(음향 워측정법)에서 얻어진 

실험결과를 Fig. 7에 비교하여 보인다. 격자내부 소

음 벨(noise levels inside of the box)은 실험용 격

자내부에 설치된 2개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취득한 

신호를 평균한 것으로 체 주 수범 에서 외부 

소음 벨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 그림에서 표시된 

394.8Hz는 제작된 공명기의 설계공명주 수를 나타

낸다.

  음향 워측정법에 의해 측정되어진 외부소음 벨

(noise levels outside of the box)은 Fig. 6에서 보

듯이 음원을 일정거리에서 에워싼 10개의 마이크

로폰에서 취득한 소음 벨을 음향 워측정법으로 

종합한 것으로 내부 소음 벨에 15dB이상 높은 소

음 벨을 보인다. 특히 외부소음 벨의 경우 강 의 

진동 특성이 발생하여 진동모드에서 소음 벨이 

격하게 높아지는 상을 보인다.   

4.2 실내 소음 벨과 공명기의 흡음성능

  컨테이 의 실내 소음 벨은 Fig. 4에서 보인 실

험장치의 cover 부분을 Fig. 5에서 보인 실험용 철

으로 결합하 을 경우, 실험용 격자 내부에서 얻

어진 소음 벨을 비교하여 공명기의 흡음성능을 비

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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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oise levels inside and outside of the lattice 
covered with specimen OSP

  Fig. 8은 철   철 에 부착한 공명기 개수의 

증가에 따라 얻어진 소음 벨을 비교한 것이다. 철

만의 경우(specimen OSP)가 반 으로 높은 소

음 벨을 보이며 공명기의 부착에 의해 특정주 수

(392.5 Hz)에서 소음 벨이 격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공명기의 부착에 의한 소음 벨의 감은 

부착된 공명기의 개수가 많을수록 공명주 수

(392.5Hz)를 심으로 범 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

다. 이것은 공명기개수의 증가에 따른 제작오차에 

의해 공명주 수를 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설계공명주 수(394.8Hz)보다 실험공명주 수

(392.5Hz)가 낮은 것은 원통형공명기에서 발생하는 

구조상의 차이로 단된다
6,7)
. 공명주 수가 분포하

는 역이외에서는 소음 벨의 곡선이 서로 교차하

는 등 소음특성을 주 수별의 미소단 로 나 어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옥타 밴드별 소음

벨로 비교한다.

  Fjg.9(a)는 1/3옥타 밴드의 심주 수(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의  범 로 분할하여  비교한  

30

40

50

60

70

0 100 200 300 400 500 600

Frequency (Hz)

N
oi

se
 le

ve
l  

(d
B[

A
])

only steel plate(OSP )

specimen A
(4ea. resonators)

specimen B
(16ea. resonators)

specimen C
(36ea. resonators)

specimen D
(64ea. resonators)392.5Hz

Fig. 8 Relative noise levels inside of the lattice 
covered with resonators

40

50

60

70

31.5 40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315 400 500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N
oi

se
 le

ve
l (

dB
[A

])

: OSP(only steel pate)
: specimen A
: specimen B
: specimen C
: specimen D

67.5
67.3

65.9
65.2

64.1

 OSP  sp.A   sp.B   sp.C   sp.D

Specimens

69.1

 (a) Relative noise levels        (b)Total 
Fig. 9 1/3 octave band noise levels and total noise 

levels by specimens



선박기 실의 소음 감을 한 차폐공명기의 개발에 한 연구

- 76 -

소음 벨의 결과를 보인다. 실험 공명주 수

(392.5Hz)의 성분이 포함되는 1/3옥타 밴드의 심

주 수(400 Hz)에서는 공명기의 흡음에 의한 소음

감효과가 탁월하여 부착 공명기의 개수가 증가가 

하는 시험편의 순서에 따라 소음 벨의 크기가 

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외의 심주 수 성

분에서는 부착공명기에 의한 소음 벨의 차이는 있

지만 체 소음 벨에 미치는 향은 미소하다. 따

라서 체 소음 벨의 총합은 400Hz에서 얻어진 소

음 벨과 차이가 많지않다. 시험편 OSP의 경우를 

비교하면, 옥타 밴드의 400Hz성분은 76.5dB[A]이

고, 체성분의 총합은 69.1dB[A]이다. 체소음

벨은 공명기 개수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양이 많

아진다.

  Fig. 10은 공명기의 각 심주 수 별로 시험편 

OSP의 경우에 발생하는 소음 벨로부터 공명기를 

부착한 4종의 시험편에서 발생하는 소음제거율

(noise elimination rate,%)을 비교하여 보인다. 소음

제거율은 데시벨(dB[A])로 표시되는 소음 벨과 달

리 비례합수로 표시되므로 각 심주 수에서 변화

량의 차이가 소음 벨에 비교해서 크게 나타난다. 

옥타 별의 비교에서 경향이 항상 일정하지 않으나, 

체소음 벨에 의한 소음제거율은 부착공명기의 

증가에 따라 높아짐을 보인다. 이들의 소음제거율로

부터 부착되어진 공명기의 개수를 고려하면 하나의 

공명기(unit)는 시험편 OSP에서 발생하는 체소음

의 0.8%를 감할 수 있다.  

4.3 실외 소음 벨과 공명기의 차음성능

  공명기의 차음성능은 실험격자 외부에서 음향 워

측정법에 의해 얻어진 소음 벨의 변화량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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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side noise elimination rate of the lattice 

by the number of resonator

  Fig. 11은 실험용 격자 외부에서 측정된 각 시험

편의 소음 벨을 비교하여 보인다. 소음 벨은 반

으로 specimen OSP의 굥우가 가장 높은 값을 보

이지만 공명주 수 부근에서 변화가 커다. 그리고 

공명주 수 보다 높은 주 수 역에서도 약간 차이

를 보이지만 변화의 정도나 경향이 일정하지 않아

서 1/3옥타 밴드 별로 소음 벨을 비교한다.

  Fig. 12는 1/3옥타 밴드의 심주 수로 분할하

여 비교한 소음 벨의 결과를 보인다. 공명주 수

(392.5 Hz)의 성분이 포함되는 1/3옥타 밴드의 

심주 수(400Hz)에서는 공명기의 흡음에 의한 소음

감 효과가 탁월하여 부착공명기의 개수의 증가에 

따라 소음 벨의 변화량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Fig. 13은 외부소음 벨의 소멸 정도를 비교하기

해 심주 수별로 시험편 OSP의 경우에 발생하

는 소음 벨로부터 공명기를 부착한 4종류의 시험

편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제거율을 비교하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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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 별의 비교에서 경향은 Fig. 10에서 보인 내부 

소음 벨의 제거율과는 달리 공명기 개수의 증가와 

함께 모든 심주 수에서 높은 소음제거율을 보인

다. 특히 심주 수 400Hz에서 specimen A 과 

specimen D는 제거율이 45%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Fig 13(b)에서 각 심주 수별 소음제거율에 

한 총합을 비교하면 4개의 공명기가 부착된 

specimen A의 경우는 5.81%, 36개의 공명기가 부착

된 specimen D의 경우는 44.9%의 소음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음제거율은 공명기의 개수에 

비례하지는 않으나, 체소음 벨에 의한 소음제거

율은 부착공명기의 증가에 따라 높아짐을 보인다. 

이들의 소음제거율로부터 부착한 공명기의 개수를 

고려하면 공명기 한 개(unit)는 기에 방사하는 소

음에 지의 0.78%를 감할 수 있다. 

  실험 결과로부터 주 엔진을 감싸는 체 컨테이

의 격자수를 고려하면 훨씬 높은 소음 감의 효

과를 기 할 수 있다.

 

4. 결  론

  선박 기 실의 주 엔진에서 발생하는 주 수 

 공명주 수와 일치하는 특정주 수 성분의 소음

을 감소시키기 하여 공명기를 설계 제작하여 실

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 수  특정주 수의 실내소음을 제거하기

해 벽면에 공명기를 부착한 경우 공명기의 개

수가 증가할수록 목 주 수의 서음 벨이 낮아

져 설계된 공명 주 수의 흡음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2. 실내소음에 의한 흡음의 경우 공명기 한개(unit)

에서 기 소음에 지의 0.8%를 감할 수 있다.

3. 특정 주 수의 실외소음을 제거하기 하여 벽면

에 공명기를 부착한 경우 공명기의 개수가 증가

할 수록 목 주 수의 벨이 낮아져 설계된 공

명주 수의 차음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4. 차음의 경우 음향 워측정법으로 얻어진 기방

사 워의 0.78%를 한 개(unit)의 공명기에서 

감할 수 있다.

5. 원통형 공명기는 구조의 특성에 의해 이론 공명주

수가 실제 공명주 수보다 높게 평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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