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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the Underwater Radiated Noise 

of a Naval Vessel Using Hull Vibration

한 형 석†․이 경 현*
Hyung-Suk Han and Kyung-Hyun Lee

(Received November 23, 2012 ; Revised March 26, 2013 ; Accepted April 3, 2013)

Key Words : Underwater Radiated Noise(수중방사소음), Vibration Velocity(진동 속도), Sound Radiation 
Efficiency(음향방사효율) 

ABSTRACT

Underwater radiated noise is one of the important performances related to stealth of the naval 
vessel. However, the evaluation can't be performed frequently due to the cost. Therefore, the estima-
tion method of the underwater radiated noise with average hull vibration is suggested in this paper 
assuming that the hull of the ship is infinite plate which consists of various unit plates. Through the 
experiment, the estimated noise is verified from the comparison to the measured data.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underwater radiated noise according to the operating equipments is estimated with 
measured vibration velocity.

* 

1. 서  론

함정의 수중방사소음은 함정의 스탤스 성능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이며 이

를 저감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함정의 수중방사소음은 적함의 음향 탐지 체계 및 

어뢰가 탐지하는 주요 소음 원이며 함정 수중방사

소음의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의 측정을 통해 아함

의 피탐 위험도 평가가 가능하고 음향 징표 획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피·아 식별이 가능

하다. 따라서 수중방사소음을 저감하는 연구의 중

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해군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1~6) 군사

보안으로 인해 연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조된 구축함의 경우 프로펠러에서 발생하

는 공동 현상(Cavitation)에 의한 소음이 수중방사소

음의 주 원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공동 현상이 발

생하기 이전에는 주추진기, 보조기기 및 배관계통 

소음이 주 소음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건조된 함정

의 수중방사소음 측정 결과로부터 공동현상 발생 이

전 속도에서는 속도별로 소음레벨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며 유체동력학적 소음 소스의 전체 소음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속 운항 중 수중방사소음의 탑재장비 

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주요 소음원인 추진기 엔진, 
감속기어 등의 소음 외에도 발전기 펌프 등 보기류 

소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기계류 소음은 함정에 탑재되어 있는 장

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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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함 건조 

후 수중방사소음의 측정은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및 평가의 상황

을 고려해 볼 때 수중소음에 대한 관리는 해석 의

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건조 및 인수 시운전 

중 이러한 문제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 이

전에서 함정의 수중방사소음을 수면하 선체의 굽힘

진동에 의한 전달소음만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선체의 진동 속도를 이용하여 수중방사소음을 예측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평판의 고체소음과 수중방사소음

유체나 가스입자로 가득 차 있는 공간에서 강체 

또는 탄성체 구조물을 동일한 속도로 가진하면 소

음이 발생되며 이러한 음향파는 주위 유체의 음속

으로 진행되는 압축파의 형태로 전파된다. 가장 

간단한 음향방사 구조의 한 예인 무한 피스톤의 

운동은 유체입자들을 피스톤에 수직방향으로 움직

이게 만들어 소음을 전달시킨다. 이러한 무한 피

스톤의 단위면적당 전달되는 음향파워는 식 (1)(7)

과 같으며 여기서 음향방사효율은 이론적으로 1.0
이 된다.

  
  (1)

여기서 는 유체밀도, 는 유체 내 음속, 은 

방사면적, 는 피스톤 속도의 RMS값이다.
무한 강 피스톤보다 일반화된 굽힘 진동을 받는 

무한 강판의 음향파워는 식 (2)(7)와 같다.

   
  (2)

여기서 는 음향방사효율이며 는 강판의 속도의 

RMS값이다

굽힘 진동을 받는 유한평판의 경우 무한평판과 달

리 평판 끝단에 의한 불연속 효과에 의해 음향파워는 

달라지며 가진의 형태, 진동 모우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점가진 유한평판(point-excited finite 
thin plate)의 음향 파워는 식 (3)(7)과 같다. 

  

















  (3)

여기서 는 진동하는 판의 밀도, 은 판의 종파

(longitudinal wave) 속도, 는 내부손실팩터, h는 

판의 두께이다. 
식 (1)~(3)과 같이 평판의 방사소음과 구조진동간

의 관계는 음향방사효율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음향방사효율은 가진의 형태, 강판의 크

기 및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식 (2)에서 무한강판의 

음향방사효율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 

(3)에서 점가진 유한 강판의 음향방사효율은 식 (5)
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4)

 















(5)

이러한 평판 구조물의 가진에 따른 방사소음을 보

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음향방사효율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Maidanik(8)

은 잔향공간에서 리브가 있는 강판에 대한 음향방사

효율을 식 (6)~(12)와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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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ln
  (12)

여기서 f는 주파수, P는 평판의 둘레(), S
는 평판의 면적(=ab)이다.

앞서 언급된 내용은 음향방사효율에 관한 일반적

인 이론이며, 수중의 음향방사 효율에 관련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Hattori(9)는 무향 수조의 바닥에 

여러 종류의 판을 부착한 다음 이를 가진기를 이용

하여 가진시켜 판의 진동과 수중소음을 계측하였다. 
Hattori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판에 대한 음향방사효율을 식 (13)~(16)과 같이 제안

하였다. 

 ≤  log  log 
   

   


(13)

  ≤ 
log  log

log 
   

(14)

  ≤  log  log
   Hz

(15)

   log  (16)

여기서 m은 표면밀도(), B는 굽힘 강성(Nm) 

(


 ), 는 판의 방사면적이다. 

2.2 단순화 가정

이 연구의 목적은 선체진동을 이용하여 수중방사

소음을 예측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단순화 가정을 

설정하였다.
가. 수중방사소음은 보통 선체를 점음원으로 간주

할 수 있을 만큼 원거리에서 측정된다.
나. 수중방사소음은 선체의 구조전달소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공기 투과소음 무

시, 캐비테이션 발생속도 이전에서만 유효).
다. 선체 구성 기본 강판은 4개의 에지가 모두 보

강재로 둘러싸인 강판(0.6 m×2.4 m×15 mm)
으로 가정한다.

라. 선체는 “다” 에서 언급한 여러 개의 기본강판

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선체 

진동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은 선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강판의 진동에 의한 소음의 합으로 

가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 및 단순화 가

정을 바탕으로 수면하 선체를 여러 개의 단순지지 

강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수중방사소음은 

이들 강판의 진동에 의한 굽힘파로만 구성된다고 가

정하여 수중방사소음을 예측하고자 한다.

3. 선체진동을 통한 수중방사소음 예측 검증

선체진동을 이용하여 수중방사소음을 예측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이 실제 운용중인 함정에 대해 

정박 중 주요장비 운전 상태에서 선체진동 및 수중

방사소음을 측정하였다. 진동 측정은 B&K Type 
4513 가속도계를 이용하였으며 좌, 우현 각각 총 

12점에 대해 B&K 3560B를 이용하여 계측을 수행

하였다. 여기서 선체진동 계측지점은 수면하에 해수

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강판에 대해 함 내부에서 선

수부터 선미까지 적절히 배치하였다. 
수중소음의 경우 선수와 후미 쪽에 하이드로폰

(B&K Type 8103)을 이용하여 선체에서 1 m 떨어

진 지점에서 수면 하로 4 m 떨어진 지점에서 좌현 

및 우현에 대해 계측하였다. 
실제로 1 m 떨어진 지점에서 계측할 경우 함정의 

소음을 점음원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 위치에 다른 

소음의 영향도를 무시할 수 없다. 위치에 대한 영향

도를 무시하고 함정의 소음을 점음원으로 가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함정의 소음을 계측해

야 한다. 하지만 시험 사정 상 원거리 계측이 어려

워 선체로부터 1 m 떨어진 좌, 우현 각각 2개의 다

른 지점에서 소음을 계측하고 평균값을 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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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ometer
 Hydrophone

(a) Hydrophone and accelerometer locations

(b) Hydrophone setup

Fig. 1 Test setup

이를 점음원에 의한 방사 소음값으로 가정하였다.
Fig. 2는 하이드로폰으로 측정한 소음의 스펙트럼

과 선체 진동 속도 및 전 절에서 정의한 음향 방사 

효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 방사 면적은 함의 수면 하 면적을 사용하

였으며 음향방사효율은 전절의 Hattori식(식 (13)~
(16))을 사용하였다. 음압의 계산은 전절에서 선체를 

무한강판 및 유한강판 조합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

하여 각각 계산하였다.
Fig. 2에서 계산된 값과 측정값의 패턴을 비교해 

보면 예측한 소음은 선체를 무한강판 조합으로 가정

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더 실제 측정 결과와 유사함

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선박의 선체구조는 여러 

강판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유

한평판의 에지 효과(edge effect)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유한평판 가정 보다

는 무한평판 가정을 통한 음향방사효율을 가지고 수

중방사소음을 예측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

된다.

f0 Hz

Fig. 2 Overside noise from measurement and calcu-
lation for finite and infinite plate

Fig. 3 Overside noise from measurement and calcu-
lation with Maidanik's and Hattori's equations

Fig. 3은 무한강판 가정에 대해 음향방사효율을 

식 (6)~(12)의 Maidanik식을 사용한 경우와 식 (13)
~(16)의 Hattori식을 사용했을 때 수중방사소음 예측 

결과이다. Fig. 3에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Maidanik
식보다는 Hattori식이 수중방사소음을 예측하는데 보

다 정확함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Figs. 2~3의 결과값에 대해 100 Hz~

6400 Hz까지의 음압레벨값의 비교결과이며, 무한강판 

및 Hattori의 음향방사효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된 음

압레벨이 실험결과와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측정 및 계산 결과로부터 선체진동 측

정을 통해 수중방사소음을 근사적으로 예측할 수 있

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음향방사효율은 Hattori식
을 사용하고 선체를 여러 개의 무한강판의 조합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진동 신호를 통한 소음 

예측은 f0 Hz 이하의 저주파에서는 실제 측정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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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all sound pressure level by calculation 
and experiment

Expression Overall sound pressure 
level(100 Hz~6400 Hz)[dB] 

Assuming finite plate & 
= Maidanik Eq. 140.7

Assuming finite plate & 
= Hatorri Eq. 126.9

Assuming infinite plate & 
= Maidanik Eq. 132.5

Assuming infinite plate & 
= Hatorri Eq. 118.8

Experiment 117.8

레벨과의 오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4. 장비 운전 상태에 따른 선체진동 변화 및  

수중방사소음 예측

항해 중 수중방사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선이 하이드로폰 열(array)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측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측정 

회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체진동으로

부터 수중소음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프로펠러를 제

외한 기계류 소음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해군에서 운항중인 특정 함

정에 대해 선체에 총 8개의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운항장비 및 속도별 진동레벨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체진동에 의한 수중방사소음을 앞서 언

급한 방법을 통해 예측해보았다.
선체진동은 함정에 장착되는 개별 장비의 소음진

동 평가로부터 최소소음을 가지는 장비조합과 최대

소음을 가지는 장비조합으로 장비운용조합을 선정하

고 각각의 조합으로 운용한 상태에서 평가하였다. 
Fig. 4는 12 knots 및 15 knots 디젤엔진 운전 모드

에서 정박 중 선체진동이다. Fig. 4로부터 최대소음 

장비조합운전 시 대비 최소소음 장비 조합 운전 시 

저주파 대역에서 진동레벨의 차이가 크게 남을 알 

수 있었다. 
선체진동 측정 결과로부터 수중방사소음을 예측 해 

본 결과 Fig. 5와 같이 최소소음 장비 조합 및 최대 

f1 Hz 

0.2 mm/s

(a) 12 knots

f1 Hz 

(b) 15 knots

Fig. 4 Average vibration velocity on the hull on the 
diesel engine operating mode 

소음 장비조합 시 수중방사소음을 예측할 수 있었

다. Fig. 5에서 최대소음장비조합 대비 최소소음장비

조합의 각 주파수에서 방사소음 스펙트럼 레벨 비교 

결과, 소음차이가 최대 8.25 dB까지 저감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중방사소음의 저감량에 따라 함정

의 탐지 가능 거리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는 식

(17)의 소나방정식으로부터 식 (18)~(19)와 같이 근

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log (17)

maxmin  dB (18)

min
max
   (19)

여기서 TL은 목표물의 URN에 대한 소나시스템까

지의 전달손실(dB), r은 피탐 가능 거리, SL은 목표

물의 음압레벨, AG는 소나시스템의 배열이득, N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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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Hz 

20 dB

(a) 12 knots

f1 Hz 

(b) 15 knots

Fig. 5 Estimation of the underwater radiated noise on 
the diesel engine operating mode 

주변소음레벨이며 DT는 탐지경계레벨로 장비조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변수들로 식 (18)에서 모두 

소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1 Hz에서 최대 8.25 dB의 음압레벨 차이

로 피탐거리의 감소정도를 계산해보면 식 (19)와 같

이 최소소음조합장비의 피탐거리는 최대소음조합의 

“1/2.59”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선체를 무한강판으로 가정한 단위 

강의 조합으로 가정하고 음향방사효율을 Hattori가 

제안한 식을 사용하여 선체진동 측정을 통해 수중방

사소음을 예측하였다. 선체진동 레벨은 장비 운용 

중 수면 하 선체에 대해 여러 지점에서 측정하였으

며 수중방사소음 계산 시 선체진동은 측정된 진동레

벨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정박 중 실제 함정의 수중방사소음 측정 결과와 

계산을 통한 예측 결과로부터 f0 Hz 이상의 고주파 

영역에서는 이 연구에서의 가정을 통해 예측한 결과

가 실제 측정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f0 Hz 이하의 저주파에서는 오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저주파에서의 오차는 앞서 2절에서 

언급한 단순화 가정에 대한 한계로 판단된다. 저주

파에서 소음 예측값과 실제 계측값의 오차가 존재하

긴 하지만 수중방사소음 관리를 위해 선체진동을 지

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함 내부 장비의 진동 변화 

등으로 인한 선체진동 변화 및 이로 인한 수중방사

소음의 변화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실내 공기소음 등 

기타 소음 전달 경로의 고려가 필요하고 기계류 소

음의 각각의 주요 주파수 성분에 대한 예측 정확도

를 높여야 한다. 이는 추후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로 부터 선체진동 측정을 통해 수중

방사소음 레벨의 근사적 예측이 가능하며 운용중인 

특정 함정에 대해 장비 조합운전에 따른 수중방사소

음의 차이를 계산을 통해 예측할 수 있었다. 예측결

과로부터 최소소음 장비 조합 운전 시 수중방사소음

이 최대소음 장비 조합 운전 시 대비 f1 Hz에서 최

대 8.25 dB까지 차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러한 

소음 저감을 통해 피탐거리는 “1/2.59”배까지 감소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함정 소음 계측 시 선체에서 1 m 떨

어진 지점에서의 소음 평균값으로 가정하였으나 위

치에 따른 소음 변화로 인해 소음 평균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실험에서는 원거리에서 하이드로

폰 배열로 소음을 측정하여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

한 수면하 선체에 대해 보다 많은 지점에서 진동을 

계측하여 선체진동 평균값을 보다 정확히 산출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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