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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

판 구조물의 전달 손실은 효과적인 차음 설계를 위한 

필수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특히, 흡/차음재 부착둥 적 

층에 의한 차음 성능의 변화 예측이 중요하다. 실제의 

차음 구조물은 유한한 크기를 갖게 마련인데, 현재까지 

는 무한 판 이론에 제한각이나 경계 손실둥을 적용하여 
그 값을 산출함으로써 판의 유한효과를 고려하였지만, 

해석의 임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적용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음재가 부착된 유한한 면적을 갖는 적 

층판의 음향 전달 손실을 임계 주파수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예측하고 흡음재의 부착에 따른 전달 손실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판은 무한한 강체 배플위에 있 
다고 가정하였고, 모드 전개법올 웅용하여 개개의 판 
모드들의 거동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흡음재는 공극질 

제료로 가정하여 Biot 의 이론을 적용하였다. 해석 결과 

로부터, 흡음재둥이 부착된 적충판에 대해서는 일반적 

인 제한각의 적용이 어렵고, 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예측 도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서론

판 구조물의 음향 전달 손실은 효과적인 차음 설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특흐], 

현대에 들어서 그 수요가 급중하고 있는 흡/차옴재의 

부착둥, 적충에 따른 차옴 성능 변화의 예측이 중요하 

다. 1940년대 이후 이론적 혹은 실험 적인 방법을 통하 

여 적충판의 진동-음향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지 만[1], Biot 에 의해 공극 재료 (porous material)에 
대한 수하척 모델이 제시되기 이전에는 효과적인 여[측 

이론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즉, 그 이전에는 흡음재 내 

부를 통하여 1 종류의 파동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유효 
유체 모델을 사용함으로 해서 흡음재 자체의 강성과 그 

에 따른 주파수 톡성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1980 

년대에 Biot 의 이론이 음향 전달 모델에 적용되기 시작 

하면서 임의의 적층 구조를 가진 판의 음향 전달 해석 

이 이루어졌고, 실험 결과를 비교적 잘 근사하였다 [2], 

하지만, 지금까지의 음향 전달 해석은 주로 무한한 크 

기의 판에 제한되어져 왔다. 실제의 판 구조물들은 유 

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판의 유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일반적인 적용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1969년에 제시된 경계손실 

(boundary damping)개념 [3]은 판의 손실 계수를 내부 손 
실과 함께 경계 조건에 따른 부가적인 손실을 고려한 

실 손실 계수 (in-situ loss factor)로 하여 판의 유한 효과 

를 고려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각각의 경계 조건마다 

전체 손실 계수를 실험적으로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 

른다. 한편, 최근에 제안된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한 수 

치적인 방법 [4]은 음파가 판에 수직으로 입사되는 경 

우만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못하며, 수 

치적인 방법의 대개가 그러하듯이 인자 해석에 어려움 

이 따른다. 제안된 여러가지 방법중 가장 신뢰성을 확 

보한 방법은 제한각 (limit angle)을 이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판에 입사된 음파중 그 입사각이 일정한 

각을 넘어서는 성분들은 판의 웅답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못 한다는 가정하에 1967 년 Mulholland [5]에 의해서 

처음 제안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 

으며, 78。를 사용했을 경우 실험 결과와 가장 잘 일치한 

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흡/차음재가 부착되지 않은 단 

일판에 대해서는 실험에 의해서 그 신뢰성이 확보된 상 

태이지만, 적충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며, 그 적용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차음 

재의 부착에 따른 적충판의 음향 전달 손실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존의 제한각을 이용한 해석의 적용 가능성 

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유한한 적층판의 음향 전달 손실

유한한 적충판의 간략화된 수학적 모델은 그림 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적충에 의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림 1 과 같은 2 차원 모델을 고려 

하였다. 여기서 판은 무한한 강체 배플에 단순지지 

(simply-supporte庭)되어 있고, 공극질의 흡/차음재료가 고 

정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재료에 관한 

해석은 Biot 의 모델을 이용하였고, 그에 따른 물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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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산출 결과 [6]롤 이용하였다.

이때 판에는 그림 1 과 같이 입사각 0로 평면음파가 
입사되고, 그에 따른 적충판의 웅답으로부터 음파가 전 

달되게 된다. 여기서 입사 음장과 전달 음장의 음압 분 

포는 KirchhoflC-Helmholtz 적분식올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2p,(x,)，= 0,z)
(la) 

-2f 5(匕)竺讐'-G(디!;)^Dg

跡)尸。= 2j (g)쓰炬)-G(r | 乌)鴛即r。- (lb) 

여기서 밑첨자 1 과 3은 각각 입사음장과 전달음장을 

의 미하고，• 는 입사음압을 의 미 한다. G 는 2 차원 자유음 

장 Green 함수이며 판과 배플의 표면에서는 수직 변화 

율이 0이다. 한편, 위의 입사음파에 의한 판의 수직방 

향 웅답변위, w 는 다옴의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 +by+s-으예 (2)

여기서 시간 조화항은 e**로 하였고, 이후의 과정에서 

는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식 2에서 D 는 판의 굽힘 

강성이고 ◎와 方는 각각 판의 밀도와 두께를 의미한다. 

한편, 巧와 s 는 흡음재를 구성하는 2 가지의 물질 즉, 

고체와 유체의 인장 압력을 의미하고, 质는 고체부의 
전단 압력을 나타낸다. 이는 그림 2 의 간략화 된 흡음 

재 모델에 도시되어 있다. Biot 의 이론에 의하면, 각각 
의 압력과 그에 따른 변형율은 다음의 연성된 2개의 

파동 방정식의 지배를 받는다.

커
+Aiu) = NV— +grad[Q4 + JV)e + Qc],

자:
不(印u + 缶U) = gr쎄 Qe + 网.

여기서 Ai, 02, 缶는 흡음재롤 이루고 있는 2 개의 구성 

재료간 관성 상호 작용이 고려된 밀도이고,0는 점성에 

의한 상호 작용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1 와 N은 Lame 

상수를 의미하며, u 와 U 는 각각 고체와 유체의 변위 
벡터이며, e 와 £는 변형율을 나타낸다.

한편, 유체와 판, 홉음재간의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유체와 판:

碧="六心)， 伽)

昂房

(2) 판과 흡음재:

w(x) = uy(x,y = 0)> w(x) = Uy{x,y - 0), ”* = 竺,(4b)

* 2 dx

(3) 흡음재와 유체:

-如2=s，-(l-^)p2 =o-y> & =0， (4c)

여기서。는 흡음재의 공극률 (porosity)를 의미한다.

식 12,3에 위의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함께 풀면, 음 

향 전달 계수, r를 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판의 

유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모든 변위 성분을 판의 

공진상태에서의 고유 모드로 전개하여 나타낼 수 있다. 
즈

(5)

여기서 在(X)는 판의 고유 공진 모드를 나타낸다.

한편, Biot 의 이론에 의하면 흡음재료내에는 3 종류의 
파동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양방향으로 진 행하는 6개 
의 파동 성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도 식 5와 같이 

판의 고유모드를 기본으로 전개하여 나타낼 수 있고, 
결국 한 주파수에 대해吃과 함께 6개의 모드 계수并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려하는 모드의 차수를 N으로 

한정한다면 모두 7 X N 개의 미지 계수가 존재한다. 여 

기서 판의 모드간 상호작용을 무시하면, 다음의 식 6 과 
같이 〃번쌔 모드에 대한 선형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로부터 판의 웅답 모드 계수，仍을 구할 수 있다.

A„x„ = P,„. (6)

한편, 입사되는 음파가 평면파임을 가정하면 판 면적 

에 입사된 음향 파워, 〃優 는 acos&2poco 과 같고, 식 6 

에서 구한 於을 식 lb 에 대입하여 구해진 음압을 이용 

하면 전달된 음향 파워, 口，g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产鼻屯八、!’. (7)

입사된 음향 파워와 전달된 음향 파워의 비로써 음향 
전달 계수가 정의되는데, 식 6 과 7로부터 구해진 전달 

계수는 특정한 입사각에 따른 값이다. 실제 구조물에서 

구조물 표면에 입사되는 음장은 일반적으로 공간적으로 

랜덤한 분포를 가지며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랜덤 입사 투과 계수 (random 

incidence transmission oogfiicient) 가 입사각에 따른 투과 
계수보다는 유용한 값이라 할 수 있다. 랜덤 입사 전달 

손실은 물리적으로는 확산음장에 의한 전달 손실을 의 

미하며, 다음과 같이 입사각에 따른 영향올 평균한 값 

이다.

r = f r(^)cos^d0 . (8)

3. 결론 및 고찰

그림 3은 단순 지지된 단일 판의 음향 전달 손실을 

나타낸다. 위의 모드 전개를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와 

무한판의 전달 손실에 제한각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 

를 비교하였는데, 제한각을 90。로 하였을 경우에 주파 

수에 따른 경향은 잘 예측하지만, 그 크기는 7dB 정도 
낮게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제한각을 78。로 하 

였을 경우에는 그 크기는 비숫하지만, 주파수에 따른 

경향은 틀리게 예측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실제 전달 

손실의 측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주파수 밴드에 대해 평 
균된 값이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개개의 모드에 의한 

영향을 주파수에 대해 평균할 경우, 그림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각 (78。)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값과 유사 

해 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판의 경우에는 제 

한각을 이용한 방법이 어느 정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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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그림 4는 흡음재가 부착된 적층판의 음향 
전달 손실을 보여주는더】, 단일판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떼, 제한각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앞서 식 7 에 의헤 계산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2 가 

지 제한각을 사용한 경우 주파수에 따른 경향을 잘못 

예측하고 있으며, 그 크기도 작게 예측하고 있다. 또한, 

흡음재의 부착으로 인해 단일판과는 달리 개개의 모드 

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파수에 

대해 평균을 취하더라도 그 경향은 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적층판의 경우에는 제한각을 적용하여 음향 전 
달 손실을 예즉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예 

측 이론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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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ometry of the considere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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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porous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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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alculated sound transmission loss of simply-supported finite single steel panel (a = Im, t = \mm). (a) Compared with 

those of infinite panel predicted by using 2 limit angles, (b) fiequency averaged transmission loss vs. that of infinit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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