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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기포층의 방사소음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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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eoretical model was developed to compute the effect of a bubble layer in reducing the radiation 
noise generated by a force applied on an infinite flat plate considering the noise of multi-bubbles. Using 
the model, the effectiveness of a bubble layer in reducing the structure-borne noise of the plate was 
evaluated to consider various parameters such as the source noise levels, the thickness of bubble layers, 
the volume fractions and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bubbly fluids. Considering the noise of 
multi-bubbles, the actual reduction effect of radiation noise using a bubble layer was expected in cases of 
high source levels, high volume fractions of bubbles and large thickness of the bubble layer above the 
resonance frequency of the bubble layer. According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thickness of a bubble 
layer, the source noise level and the characteristics of bubbly fluids should be optimized cautiously to 
maximize noise reduction effects.

* 
1. 서  론

수중 기포는 일반적 해양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

로 생성된다. 해양파의 쇄파, 강우 및 생물 등에 의

해 생성된 기포는 크기에 따라 해수 중에 소멸되지 

않고 수중 음파의 산란과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기

포의 공진주파수로 소음을 방출하여 해양 배경 소

음원으로 작용한다(1,2).
특히, 선박의 주행에 의해 발생된 기포는 해수 

중에서 전파되는 음파의 국부적인 왜곡을 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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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탐장비에 부가적인 감쇠현상을 일으켜 전송신호

를 흡수하거나 수신센서를 차폐하기도 한다(3~5).
이와 같이 기포가 혼합된 유체의 음파 전달 특성

을 활용하여 주변의 통행 선박으로부터 유입되는 

배경소음을 감소시켜 수중시험장의 정숙한 시험환

경 조성(6), 해양 구조물의 수중 작업시 수중으로 전

파하는 충격성 소음의 감소(7), 그리고 함정 선체 주

위에 설치된 공기분사벨트를 이용하여 기관실 선체 

주위에 기포층을 형성시켜 기관실 탑재장비에서 방

사되는 수중소음 감소(8)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포 혼합 유체의 음향적인 특성을 활용

하여 함정의 수중방사소음 저감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인위적인 기포 생성과 

기포층의 방사소음 저감 효과 해석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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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Kim 등은 단일 기포가 생성될 때의 

형상을 압력과 표면장력을 고려하여 정식화하고, 기

포발생장치를 제작하여 압축공기의 공급유량에 따

라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9).
기포층에 의해 주위 유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평

판에 외력이 가해질 때 방사되는 소음의 손실에 대

한 모델링은 M. C. Junger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10). 
Junger는 기포의 공진주파수에 대응하는 기포 체적

을 이용하여 기포유체의 평균 압축률과 파수를 구

하여 분산성을 확인하였으며, Feit(11)가 제시한 무한

평판에 대한 방사음압식과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기포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소음 손실량을 

계산하여 기포층에 의한 방사소음 저감 효과를 확

인하였다. Kim 등은 K. W. Commander와 A. 
Prosperetti이 제시한 기포유체에서의 음속 모델식을 

이용하여 기포크기의 다양한 분포 특성에 따라 음

속의 분산성을 확인하고, 무한평판 주위에 형성된 

기포층의 방사소음 저감효과를 해석하는 음향 모델

식을 제시하였다(12).
이 연구에서는 다중기포의 발생소음을 고려하여 

무한평판 주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기포층의 방사

소음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단일 기포 생성

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다중기포 음향신호를 

모사하였으며, 이를 고려한 기포층의 방사소음 저감

효과에 대한 새로운 음향모델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기포 크기에 따른 분포 형태, 체적성

분비 및 기포층 두께 등의 변화시 기포층으로 인한 

무한 평판의 방사 소음저감효과를 고찰하였다.

2. 기포층의 방사소음 저감효과

기포층의 방사소음 저감효과에 대하여 무한 평판 

주위에 기포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평판에 선 가진력이 가해질 때 수중으로 방사되는 

음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12).
Fig. 1에 도시한 바과 같이 무한평판 주위에 기포

가 있는 경우에 평판에 다음과 같은 가진력이 있다

고 가정하자(13).

   exp (1)

여기서, 는 델타함수이다. 식 (1)을 푸리에 

변환시키면,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Fig. 1 Geometry of an infinite plate and a bubble 
layer

     exp (2)

무한 평판 주위에 기포층이 있는 경우,  로

부터 축 방향으로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의 압력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    

 

 
∞

∞

  

(3)

여기서, 은 기포층의 두께, 은 기포층으로 부

터 해수중의 임의 위치까지의 거리이고,  

은 기포가 있는 경우의 전달함수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p  (4)

식 (4)의  는 경계조건과 파동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기포층이 없는 평판에 해수가 직

접 접수된 경우의 압력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     
       

 

 
∞

∞

  

(5)

여기서,  은 기포가 없는 경우의 전달함수

로서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ex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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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의  는 식 (4)에서와 같이 경계조건

과 파동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12). 그러므

로, 기포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

포층에 의한 방사소음의 감소량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og
  (7)

  log
∞

∞

   


∞

∞

     (8)

따라서, 각 주파수에 대한 기포층에 의한 방사소

음 감소량은 식 (4), 식 (6) 및 식 (8)을 이용하여 기

포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전달함수를 파수

에 따라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12).

3. 다중기포 발생 음향

압축공기와 수중 노즐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생

성하는 단일 기포의 형상과 음향 특성은 수치해석 

및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다(10). 그

러나 단일 기포가 유체내에 분포된 기포층을 이루

기 위해서는 다중기포의 생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이러한 다중기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노즐이 분포된 형태의 실험장치를 설계/제작하는 것

이 요구되나, 이 연구에서는 단일 기포 발생장치에

서 측정한 단일 기포의 음향신호에 음압중첩원리를 

적용하여 다중기포 발생시의 음향을 모사한 후,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3.1 다중 기포 음향 모사 방법
(1) 반사면의 효과

단일 기포에서 발생되는 음압은 파수 와 기포의 

반경 의 곱인 가 1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는 방

향성이 없는 monopole 방사(radiation)에 가깝기 때

문에 단순 소음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기

포 발생 음압은 다음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14).

  


  (9)

여기서, 는 complex source strength, 은 소음원

에서 떨어진 거리, 는 유체의 밀도, 는 유체에서

의 음속이다. 따라서, 음압의 진폭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10)

그리고, 음향 인텐시티는 다음 식으로 표현 된다.

  



 


(11)

여기서, 는 맥동하는 표면의 속도 진폭이다.
한편, 이러한 단순 소음원이 견고한 평면의 경계

에 근접하거나 그 위에 있는 경우에는 baffled simple 
source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계면의 가상 소음원 

영향으로 음압과 인텐시티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12)

  



 


(13)

따라서, 기포층을 형성하기 위한 기포 발생 노즐

이 평판에 아주 근접하여 위치한 경우 노즐에 의해 

생기는 기포 음원은 baffle simple source로 볼 수 

있으며, 기포발생장치로 측정한 단일 기포 음압의 2
배로 표현할 수 있다.

(2) 다중 기포의 음향 모사

이 연구에서는 다중 기포 발생시 음압은 단일기

포 발생 실험장치에서 측정된 단일기포 발생신호를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기포간의 상호 작용을 무시하

여 수집된 음압신호가 동일한 크기로 중첩되며, 다

중 기포는 정해진 시간상에서 랜덤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임의 정해진 구

간의 시간 1초 사이를 0에서 1사이로 정규화하고 

이 구간에서 기포를 단위 시간당 설정한 개수 

로 랜덤하게 발생하면, 단일 기포의 음압 신호를 중

첩하여 다음 식과 같이 다중 기포 발생에 따른 음

압을 표현할 수 있다(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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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ration method of simulated multiple bubbles 
pressure signal using a measured single 
bubble generation pressure signal

여기서, 는 단일 기포 발생시 음압, 은 다중 

기포 발생시 음압, 그리고 는 초당 기포의 발생 

빈도수이다. 음향 모사시의 는 50~1000개가 되

도록 하였다.

3.2 다중 기포 음향 모사 결과
단일 기포 발생 음압을 이용하여 다중 기포 발생 

음향 모사시 기포 발생 빈도수와 노즐 직경 및 유

량의 변화시 음압의 시간 이력과 주파수 스펙트럼

을 수치해석적으로 모사한 결과를 Fig. 3~Fig. 14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15에는 기포의 발생 빈도수

에 따른 공진주파수에서의 음압 피크치를 나타내었

으며, Table 1에는 단일 기포 발생 대비 다중 기포 

발생시의 음압 피크치 증가량을 나타내었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다중 기포도 단일 기포 발생

때 보다 미약하지만 공진주파수에서 음향 피크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 기포의 발생 

음압은 기포 발생 빈도수가 많을수록 커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기포 발생 빈도수가 적은 경우엔 

음압 피크치가 크게 변화하나 기포 발생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발생 음압의 크기 변화가 적다. 한편, 
단일 기포 발생 대비 다중 기포 발생시 기포 공진

주파수에서의 음압 피크치는 약 15.6~23.4 dB 증가

하나, 공진주파수 이외의 영역에서는 약 32.3~42.5 
dB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기포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면 피크치를 가지는 공진주파수에

서의 음압 증가 보다 주변 주파수 대역에서의 음

Fig. 3 Sound pressure waveform of the measured 
single bubble at nozzle diameter=1.0 mm, air 
flow rate=20 cpm

Fig. 4 Sound pressure waveform of simulated multi-
ple bubbles for   1,000 at nozzle diameter 
1.0 mm, air flow rate 20 cpm

Fig. 5 Sound pressure waveform of the measured 
single bubble at nozzle diameter=1.0 mm, air 
flow rate=200 cpm

압 증가폭이 더 커기 때문에 기포의 공진 음향 특

성은 둔화되면서 백색잡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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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ound pressure waveform of simulated multi-
ple bubbles for   1000 at nozzle diameter 
1.0 mm, air flow rate 200 cpm

Fig. 7 Sound pressure waveform of the measured 
single bubble at nozzle diameter=1.5 mm, air 
flow rate=20 cpm

Fig. 8 Sound pressure waveform of simulated multi-
ple bubbles for   1000 at nozzle diameter 
1.5 mm, air flow rate 20 cpm

Fig. 9 Sound pressure waveform of the measured 
single bubble at nozzle diameter=1.5 mm, air 
flow rate=200 cpm

Fig. 10 Sound pressure waveform of simulated multi-
ple bubbles for   1,000 at nozzle dia-
meter 1.5 mm, air flow rate 200 cpm

Fig. 11 Sound pressure spectra of the measured single 
bubble and simulated multiple bubbles at 
nozzle diameter=1.0 mm, air flow rate=20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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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ound pressure spectra of the measured 
single bubble and simulated multiple 
bubbles at nozzle diameter=1.0 mm, air 
flow rate=200 cpm

Fig. 13 Sound pressure spectra of the measured 
single bubble and simulated multiple 
bubbles at nozzle diameter=1.5 mm, air 
flow rate=20 cpm

Fig. 14 Sound pressure spectra of the measured 
single bubble and simulated multiple 
bubbles at nozzle diameter=1.5 mm, air 
flow rate=200 cpm

Fig. 15 Sound pressure peak level of the simulated 
multiple bubbles according to the nozzle 
diameter, air flow rate and the number of 
bubble generation

Table 1 Increased noise spectrum value in dB from 
 = 1 to  = 50~1000

Nozzle 
Dia.

(mm)

Flow 
rate

(cpm)

Frequency

At Resonance Others

1.0
20 19.1~26.9

15.6~23.4

23.4~38.2

32.3~42.5
200 14.2~22.9 32.9~38.9

1.5
20 14.4~22.2 40.2~49.0

200 14.7~21.7 32.8~44.0

4. 다중기포 발생 소음을 고려한 기포층의 

방사소음 저감 효과

4.1 수치계산 방법
무한평판 주위에 기포층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경우 기포층의 실질적인 수중방사소음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음원의 음압 수준과 함께 다

중 기포 발생시 유발되는 추가적인 음압을 고려해

야만 한다. 즉, 소음원의 수준이 높아 다중기포 발

생 소음을 마스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중기포 발

생 소음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기포 발생 소음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기포층의 

실질적인 수중방사소음 저감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다중기포 

발생 소음을 고려하여 기포층의 실질적인 방사소음 

저감 효과를 산정하였다. 
소음원의 소음 수준을  , 다중기포발생시 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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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라 두고, 소음원의 소음과 다중기포 발

생 소음이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하면, 수중으로 방

사되는데 기여되는 소음 수준 
′ 는 소음원의 음압 

수준과 다중기포 발생시 음압 수준과의 합으로 표

현될 수 있다. 이때 기준 위치는 소음원과 기포발생 

지점에서 해수 방향으로 동일하게 1 m가 떨어졌다

고 가정한다.
이렇게 구한 음압 수준을 dB로 환산하여 

′ 로 

두고, 원래의 소음원 수준을  라 하면, 실제적인 

감소효과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
′  (15)

여기서, 은 다중 기포의 발생 소음 수준을 고려

하지 않은 경우의 기포층 소음 감소량이다.

4.2 수치계산 및 고찰
인위적으로 발생한 기포층의 실질적인 소음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즐 직경 1.5 mm, 유량 

200 cpm으로 기포층을 생성시킨 경우에 대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때, 다중 기포의 초당 발생 

빈도수가 250개로 모사하였다. 한편, 상기와 같이 생

성한 기포의 공진주파수는 약 920 Hz이며, 기포의 해

수 중 상승운동으로 인해 기포층의 깊이가 4 m 이내

로 변동한다고 가정하면 기포의 공진주파수는 875±
60 Hz 범위의 값을 가진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음원의 음압 수준

과 기포층의 체적 성분비와 두께를 달리 하면서 기

포층의 실질적인 소음 저감 효과를 산정한 결과는 

Fig. 16~Fig. 23에 나타내었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소음원의 소음 수준이 60 dB

인 경우에는 기포층의 공진주파수 대역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기포층의 소음 저감효과는 거의 없

었으며 오히려 공진 주파수 이하의 대역에서는 기

포층 생성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방사소음 수준

을 더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소음원의 소

Table 2 Input data used for numerical calculation
Source level(dB) 60, 80, 100, 120

Volume fraction,  0.004, 0.006, 0.008, 0.01

Thickness of bubble 
layer(m) 0.0508, 0.0764

음 수준이 80 dB인 경우에는 공진주파수 영역에서 

기포층의 소음저감효과가 약간 발생하며, 100~120
dB의 소음원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주파수 영역에서 

기포층의 소음저감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원의 소음 수준이 100 dB 이상인 주파

수 대역에서는 기포층에 의한 방사소음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포의 체적성분비와 기포층의 두께가 작은 

경우에는 공진주파수 부근의 주파수 대역에서만 방

사소음 저감효과를 가지나, 체적성분비 또는 기포층

의 두께가 커지면 방사소음 저감효과를 가지는 주

파수 대역이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포층의 수중방사소음 저감 효과는 

기포층의 공진주파수, 기포층의 체적성분비 및 두께

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포층의 공진

Fig. 16 Noise reduction for =0.004 and =0.0508 m, 
considering the noise of multi-bubbles gene-
ration

Fig. 17 Noise reduction for =0.004 and =0.0762 m, 
considering the noise of multi-bubbles gene-
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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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대역에서는 방사소음 저감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Fig. 18 Noise reduction for =0.006 and =0.0508 m, 
considering the noise of multi-bubbles gene-
ration

Fig. 19 Noise reduction for =0.006 and =0.0762 m, 
considering the noise of multi-bubbles gene-
ration

Fig. 20 Noise reduction for =0.008 and =0.0508 m, 
considering the noise of multi-bubbles gene-
ration

라서, 수중방사소음 저감을 위해 기포층을 활용할 

경우에는 소음원의 음압 크기와 주파수 특성은 물

Fig. 21 Noise reduction for =0.008 and =0.0762 m, 
considering the noise of multi-bubbles gene-
ration

Fig. 22 Noise reduction for =0.01 and =0.0508 m, 
considering the noise of multi-bubbles gene-
ration

Fig. 23 Noise reduction for =0.01 and =0.0764 m, 
considering the noise of multi-bubbles gene-
ration



김 종 철 ․허 보 현 ․조 대 승

1230/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제 19 권 제 11 호, 2009년

론 기포의 크기, 분포 특성, 체적 성분비 및 기포층

의 두께를 유의 깊게 설계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다중기포의 발생소음을 고려한 무

한평판 주위에 형성된 기포층의 방사소음 저감효과

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중기포의 발생소음을 고려하

기 위하여 기포발생장치에서 측정한 단일기포 발생

소음을 이용하여 다중기포의 발생소음을 모사하였

으며, 이러한 소음을 고려한 기포층의 방사소음 감

소량에 대한 새로운 음향 모델식을 제안하였고, 기

포층의 크기, 분포형태 및 체적성분비 변화에 따른 

기포층의 방사소음저감 효과를 고찰하였다.
단일기포 발생소음을 이용하여 다중기포의 발생

소음을 모사한 결과, 기포의 공진주파수에서 음압 

피크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포 발생빈도수가 증가

할수록 주변 주파수대역의 음압신호가 커지는 백색

잡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기포 발생소음을 고려한 무한평판 주위에 형

성된 기포층의 방사소음 저감효과는 소음원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저감효과가 있으며, 기포층의 공

진주파수, 체적성분비 및 두께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기포층의 공진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대역

에서는 방사소음 저감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으

나, 기포의 공진주파수 주변 주파수 대역에서 저감

효과가 가장 크며, 공진주파수 보다 큰 주파수 대역

에서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중방사소음 저감을 위해 기포층을 활용

할 경우에는 소음원의 음압 크기, 주파수 대역 및 

기포층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유의 깊은 설계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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