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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RAIRIE(Propeller Air Induced Emission) 시스템은 

함정 내 가스터빈 공기압축기에서 생성된 고압공기를 

프로펠러 축계 내부에 위치한 관을 통하여 프로펠러 

날개 앞날(leading edge)과 끝단(tip) 근처로 보낸 후, 
미세한 공기분사구를 통해 프로펠러 외부로 공기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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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출시키는 시스템이다[1].
  회전하는 프로펠러 날개 주위에 공동(cavity)이 발생

할 경우 PRAIRIE 시스템에서 분출된 공기방울은 캐

비테이션 소음 억제, 선체진동 감소, 프로펠러 침식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2]. 그러나 캐비테이션 

발생위치 및 형태에 따라 발생되는 캐비테이션 소음 

특성이 크게 변함으로 인해 동일 클래스 함정에서도 

PRAIRIE 시스템의 효과가 일정하지 않으며, PRAIRIE 
시스템 작동 환경 하에서 공동의 발생 및 성숙에 대

한 정확한 물리적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함정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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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IRIE(Propeller Air Induced Emission) system is a kind of underwater radiated noise suppression system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the identification or classification of our warship’s acoustic signature by an enemy ship. 
It is effective in case of strong cavitation events. This is because air bubbles emitted from the PRAIRIE system 
mitigate drastic collapses of the cavity bubbles that can generate an intense shock wave. However, when the 
PRAIRIE system is operated in a non or weak cavitation condition, it might increase the total level of underwater 
radiated noise and induce the acoustic signatures.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the trial results on ventilation 
control of PRAIRIE to find a more efficient operation depend on the cavitation condition. Then, we show a 
variation of the amplitude modul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entil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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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인수단계에서 반복적인 시운전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CIS, Cavitation Inception Speed) 
이전 단계 또는 캐비테이션 초기단계(weak cavitation)
에서 PRAIRIE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프로펠러 날개 

끝단에서 분출되는 공기방울이 광대역 소음을 발생시

켜 오히려 수중방사 소음준위 전체를 증가시킬 위험

이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함정 운용 시에는 캐비테이

션 성숙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PRAIRIE 시스템이 활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PRAIRIE 시스템 수정없이 

PRAIRIE 공기 분사량만을 조절하여 캐비테이션 성숙

단계에서 PRAIRIE 작동으로 인한 소음 감소 효과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캐비테이션 초기단계에서도 

PRAIRIE 시스템에서 분출되는 공기량을 줄임으로 광

대역 소음 증가를 완화시킴과 동시에 캐비테이션 소

음 감소에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2장에서 

캐비테이션 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구성 및 시험환경

을 간단히 살펴본 후 3장에서는 PRAIRIE 공기 분사

량 조절 시에 캐비테이션 소음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

다. 그 후 4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2. 시험 개요

  함정의 캐비테이션 소음 측정실험 및 분석절차는 

ISO 17208-1 standard[3] 내의 Grade B를 준용하였으며, 
소음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경 10 mile 내 통행

선박이 없으며, 파고 0.6 m 이하, 풍속 12 knot 이하, 
수심 1000 m 이상의 해상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실 해상환경에서 캐비테이션 소음 측정을 위해 사

용된 장비는 Fig. 1과 같으며, 캐비테이션 초기단계에

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동까지도 비교할 수 있도록 높

은 수신감도의 하이드로폰과 높은 이득을 가지는 전

치증폭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높은 분해능을 

가지는 ADC(Analog Digital Converter) 장비를 사용하

여 양자화 오차를 최소화하였으며, 소형 원자클럭을 

이용하여 주파수 정밀도를 높였다[4].
  PRAIRIE 공기 분사량 제어 실험 전 캐비테이션 초

생 속도 및 초기단계를 판별하기 위하여 1 knot 단위

의 단계별 증속시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함정

의 CIS를 음향학적으로 추정[5]하였다. 그 후 캐비테이

션 초기단계로 추정되는 3개 속도에서 PRAIRIE 운용 

및 미운영 상태로 나누어 PRAIRIE의 작동에 따른 효

과를 확인하였으며, PRAIRIE 운용 상태에서도 공기 분

사량에 따라 4단계(30 %, 50 %, 70 %, 100 %)로 나누

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결과 중 소

음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던 PRAIRIE 운용(30 % 분사) 
및 PRAIRIE 운용(50 % 분사) 항목을 제외한 PRAIRIE 
미운용, PRAIRIE 운용(100 % 분사), PRAIRIE 운용(70 
% 분사) 항목에 대해서 PRAIRIE 공기 분사량이 음향

스텔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Fig. 1. Cavitation noise measurement system

3. PRAIRIE 공기 분사량 제어 실험 결과

  PRAIRIE 공기 분사량 제어에 따른 음향스텔스 성

능 비교는 소음준위 및 변조성분 측면에서 성능 비교

를 진행하였다. 이때 해당 함정의 PRAIRIE 시스템 제

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험항목의 정확한 

함속, 유량 및 압력 관련 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상대

적인 값만을 기재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 그래프에서

도 가로축 및 세로축 정보는 함정의 음향징표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먼저, PRAIRIE 공기 분사량이 함정의 소음준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개별 

속력구간에서 1/3 옥타브 그래프를 나타내보았다. 여

기서 가로축은 1/3 옥타브 대역, 세로축은 해당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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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 Octave(○○ knot)

(b) 1/3 Octave(○○+3 knot)

(c) 1/3 Octave(○○+5 knot)

Fig. 2. Noise level according to the ship speed

의 소음준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y축의 한 눈금의 크

기는 10 dB이다.
  Fig. 2 (a)는 증속시험을 통해 추정된 CIS(○○ knot)
에서의 1/3 옥타브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RAIRIE 운용 상태에 비해서 PRAIRIE 
미운용 상태의 소음준위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CIS 구간에서는 공동이 간헐적

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캐비테이션이 

전체 함정소음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반면 PRAIRIE
를 통해 분출되는 공기방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6]. 그리고 

PRAIRIE 동작 상태에서 공기를 그대로 내보내어 운

용할 경우(100 % 분사)와 기존과 달리 공기 분사량

을 줄여서 운용할 경우(70 % 분사)를 비교해보면 저

주파수 대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b)는 CIS에서 3 knot 증가된 시점에서의 1/3 
옥타브 그래프를 나타낸다. 이 시점에서도 ○○ knot와 

같이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PRAIRIE 운용(100 % 분사) 
시에 PRAIRIE 미운용보다 소음준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RAIRIE 미운용 경

우, 고주파수 소음준위가 크게 증가하여 PRAIRIE 운용 

상태의 소음준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캐비테이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공동은 평균적으로 크기가 작아 저주파수 대역보다는 

고주파수 대역의 소음증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

문으로 추정된다[7].
  CIS에서 5 knot 증가된 속도 구간에서의 1/3 옥타브 

그래프는 Fig. 2 (c)와 같다. 이 그래프에서는 PRAIRIE 
미운용 경우보다 PRAIRIE 운용 상태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소음준위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PRAIRIE 동작 상태에서 공기를 그대로 내보내

어 운용할 경우(100 % 분사)에는 Fig. 2 (a), (b)의 결

과와 동일하게 저주파수 대역의 소음준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기 분

사량을 줄여서 운용할 경우(70 % 분사)에는 저주파

수 대역의 소음준위 증가없이 고주파수 대역의 소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PRAIRIE 동작 상

태에서 공기 분사량을 잘 제어하여 최적의 공기 분

사량을 찾을 수 있다면 기존 PRAIRIE 운용방식에 

비해 더 낮은 속력구간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소음 감소효과도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a) DEMON signal processing(○○ knot)

(b) DEMON signal processing(○○+3 knot)

(c) DEMON signal processing(○○+5 knot)

Fig. 3. Results of DEMON signal processing according to the ship speed and ventilation control

(○○, ○○+3, ○○+5 knot, High-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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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RIE 공기 분사량이 변조성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3과 같이 데몬 신호처리 

기법(DEMON, Detection of Envelope Modulation on 
Noise)[8]을 활용하였다. 데몬 신호처리 기법은 특정 주

파수 대역 내에 존재하는 포락선을 검출하여 진폭변

조 전의 원신호 주파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

즘으로써, 수동소나체계에서 표적 탐지 및 식별을 위

해 주로 사용되나 함정 캐비테이션 발생 여부 판단에

도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9]. Fig. 3에서는 데몬 

신호처리 수행 시에 캐비테이션 변조성분 검출을 위

해 고주파수 대역만을 선정하였으며, 변조성분 식별율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규화 단계에서 OTA(Order 
Truncate Average) 기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CIS 속도 구간에서의 데몬 신호처리 결과 그

래프는 Fig. 3 (a)과 같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RAIRIE 운용 상태에 상관없이 화살표로 표

기된 추진기의 날개 통과 주파수(BPF, Blade Passage 
Frequency) 성분들은 양측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10]. 
다만 PRAIRIE 운용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날개 통과 

주파수의 조화성분 차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함정과의 거리

에 따른 변조성분 발생 여부를 확인해보면 3항목 모

두 유사한 거리에서 날개 통과 주파수 성분들이 사라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b)는 CIS에서 3 knot 증가된 시점에서의 데

몬 신호처리 결과 그래프이다. 이 속도구간에서는 

PRAIRIE 운용 상태와 PRAIRIE 미운용 상태 결과 그

래프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날개 통과 주

파수 성분들이 식별되는 거리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PRAIRIE 미운용 상태에서는 이전 CIS 속도구간보다 

날개 통과 주파수 식별 거리가 2배 이상 증가한 거에 

비하여 PRAIRIE 운용 상태에서는 이전 CIS 속도구간

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속도구간에서 PRAIRIE 공기 분사량을 약 70 %로 

조정한다면 소음준위 증가없이 변조성분이 전파되는 

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1].
  CIS에서 5 knot 증가된 시점의 데몬 신호처리 결과

는 Fig. 3 (c)와 같다. 이 속도구간에서는 이전 속도구

간에 비해 날개 통과 주파수 성분 식별거리가 전체적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3 (b) 
그래프 결과와 유사하게 PRAIRIE 미운용 상태에서는 

PRAIRIE 운용 상태에 비해 날개 통과 주파수 성분의 

식별거리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PRAIRIE 공기 분사량 제어에 따른 변조성분 변화

는 미미하였으며 날개 통과 주파수 성분 식별거리 또

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4는 CIS에서 5 knot 증가된 시점에서 저주파수 

대역를 선정하여 데몬 신호처리를 수행한 결과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RAIRIE 운용(100 
% 분사) 시에 날개 통과 주파수 성분의 식별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 결과는 Fig. 3 (c) 그래프와

는 상반되나 Fig. 2 (c) 그래프의 저주파수 특성 결과

와 일치한다. 즉 저주파수 대역과 고주파수 대역의 변

조성분 특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 PRAIRIE 공기 분사

량을 약 70 %로 운용할 경우가 음향스텔스 성능면에

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Results of DEMON signal processing according to ventilation control

(○○+5 knot, Low-frequency band)



(a) Cyclostationary analysis(○○ knot)

(b) Cyclostationary analysis(○○+3 knot)

(c) Cyclostationary analysis(○○+5 knot)

Fig. 5. Results of Cyclostationary analysis according to the ship speed and ventilation control

음향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한 PRAIRIE 공기 분사량 제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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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Fig. 5는 PRAIRIE 공기 분출량에 따른 

순환정상성 분석[12] 결과를 나타낸다. 가로축이 변조

성분, 세로축이 거리를 나타내는 데몬 신호처리와 달

리 순환정상성 분석은 가로축이 변조성분, 세로축이 

반송파 주파수(carrier frequency) 대역을 나타낸다. 따

라서 순환정상성 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변조성분이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진폭 변조되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Fig. 5 (a)에서는 변조성분이 약하게 

확인이 되어 PRAIRIE 운용조건에 따른 반송파 주파

수 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Fig. 5 (b), (c)의 

결과에서는 PRAIRIE 운용 상태와 PRAIRIE 미운용 상

태에 따른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실제로 PRAIRIE에서 분출된 공기가 캐비테이션의 

주파수 특성을 어떻게 변경시키는지에 대해 알 수 있

었으며 어떤 대역이 강하게 발생하는지, 어떤 대역이 

약하게 발생하는지 추정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PRAIRIE 공기 분사량이 캐비테이션 소

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해상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후 측정데이터를 1/3 옥타

브, 데몬 신호처리, 순환정상성 분석을 통하여 정리

하였고, 그 결과 PRAIRIE 공기 분사량을 잘 조정한

다면 음향스텔스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향후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PRAIRIE 
최적 공기 분사량 도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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