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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에어컨 실외기의 구조 방사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제진재를 적용함에 있어 구조 인텐서티 (structural 

intensity)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에어컨 실외기 각 

패널의 법선 방향의 속도는 레이져 스케닝 바이브로 

미터 (laser scanning vibrometer) 에 의해 측정되며, 

즉정 된 데이터는 공간 주파수 영역 Cfr-domain) 으로 

변환하여 구조 인텐서티 계산에 필요한 공간 미분값이 

구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계산된 구조 인텐서티 

중 반동 전단 구조인텐서티 (reactive shearing 

structural intensity) 값이 가장 높은 부분에 사각형 

형상의 제진재를 적용한다. 본 논문은 패널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제진재의 적용으로 에어컨 실외기의 구조 

방사 소음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서론

구조물의 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제진재를 구조물 

표면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생산 시간과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임의의 위치에 제진재를 적용하였을 경우 

원하지 않는 진동 패턴을 유발 시켜 구조 방사 소음을 

증가시킬 수 있다.[1] 따라서 적절한 제진재의 

적용위치를 찾는 것은 비용 및 소음, 진동 저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구조 

인텐서티는 제진재의 적절한 적용위치를 찾는데 있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구조 인텐서티에 대한 연구는[2-4] 대부분 그 식과 

측정 기술에 대해 중점을 두었었다. 본 논문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outdoor unit of air-conditioner) 를 

가진기로 가진하여 외부 패널의 구조 인텐서티를 계산한 

뒤 제진재를 적용하여 구조 방사 소음을 저감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운전 중인 에어컨 실외기에 같은 

방법으로 제진재를 적용하여 방사소음 저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2. 구조 인텐서티

2.1 구조 인텐서티의 개념

구조 인텐서티 식은 미소 평판의 중간면의 변위 와 

판재의 단면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 당 굽힘 모멘트, 

전단 모멘트 및 전단력에 의해 유도되어 진다. 이러한 

식과 그 전개 과정, 컴퓨터를 사용한 신호 처리 방법 및 

효과적인 필터링 방법은 다른 논문에 논의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단지 Pavic 의 구조 인텐서티 기본 

식만을 언급한다. 평판이 xy 방향으로 놓여 있을 때 

X 방향에 대한 구조 인텐서티 식은 다음과 같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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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조 인텐서티 계산

구조 인텐서티는 법선 방향 속도와 그 공간상 미분에 

의해 계산되어 지며, 구조 인텐서티 값의 정확성은 공간 

미분의 처리과정에 달려있다. 공간 미분의 계산을 위해 

측정된 속도 데이터는 공간 퓨리에 변환（spatial Fourier 

transform）에 의해 공간 주파수 영역 （wave - number 

domain, k-space）로 변환하여야 한다. 공간 주파수 

영역으로 전환된 데이터의 공간 미분은 단순한 대수 

계산식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Pavic 식에 의한 구조 인텐서티의 계산 과정은 Fig. 

1과 같으며 이때 사용되어 지는 식은 （1）이다.

Measuring the normal velocity

Windowing
*

Zero-padding

Spatial - FFT

Filtering
I

Calculating wave number domain derivatives
e

Spatial - IFFT

Structural intensity

그림 1). Procedure to calculate structxiral intensity

3. 실험

3.1 실외기 가진 실험

실제 운전 중의 법선 속도 즉정을 통한 구조 

인텐서티 계산과 제진재 적용 전에 그림 2 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 각 면의 구조 인텐서티를 계산하기 

위하여 표면의 법선 방향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실외기는 철재 프레임에 피아노선을 

이용하여 매단 뒤, 실외기 바닥 패널의 압축기가 

놓이는 부분에 20 cm 가진 봉을 연결하고, MB Modal 

50A 가진기를 사용하여 관심 주파수 240 Hz 및 746 

Hz 의 단일 신호로 가진하였다. 여기서 관심 주파수는 

운전 중인 실외기의 진동 및 음압 피크 값 중 운전 

환경（냉방, 난방）이나 진동 측정 위치（실외기 외부패널） 

및 음압 측정 위치（전방, 후방）에 관계없이 피크 값을 

갖는 주파수이다. 실험 시 실외기를 단일 주파수로 

가진하여 제진재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주파수의 구조 

인텐서티를 통해 최적의 제진재 적용위치를 찾고 

제진재에 의한 방사음압의 저감 효과를 확연하게 보기 

위함이다.

3.2 운전 중 실외기 실험

실제 운전 중의 실외기 구조 인텐서티 계산을 

위하여 무향실 내에서 알루미늄 프레임 위에 실외기 

바닥을 고정하여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모든 측정 

환경 및 구조 인텐서티 계산 방법은 가진기에 의한 

실외기의 실험과 동일하며 사용되어진 제진재도 

동일하다. 각 면의 법선 속도 측정 시 PCB 353B15

outdoor unit of

amplifier

t------compressor
/ mounting points

그림 2). Experimental set-up for the outdoor unit on 
shaker-excit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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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계를 측정 패널 표면에 부착하여 기준신호로 

받아 들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가진 실험

관심 주파수 240 Hz 및 746 Hz 에서 그림 1 의 계산 

과정에 의해, 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동 전단 구조 

인텐서티 맵을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각각 패널에 대한 반동 전단 구조 인텐서티 크기가 

가장높은 부분은 그림 3 의 흰색 사각형 박스로 나타낸 

부분이며 이곳에 제진재를 적용한 뒤 방사 되는 음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관심 주파수 240 Hz 인 경우 위 

패널에 제진재를 적용하였을 때 13.6 dB 의 방사 소음

(a) base panel (b) top panel (c) front panel

그림 3). Experimental set-up for the outdoor unit on 
shaker-exciting mode (left:240 Hz, right: 746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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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ound pressure level with and without damping 
patches on operating mode - (a) 240 Hz, (b) 746 Hz. 

저감으로 그 효과가 가장 컸으며, 관심 주파수 746 

Hz 인 경우 바닥 패널에 제진재를 적용하였을 때 16.4 

dB 의 방사 소음 저감으로 그 효과가 가장 컸다. 각각 

패널에 대한 제진재 적용 전. 후의 방사 소음 레벨과 

저감 정도를 표 1 에 정리하였다. 제진재 적용 전, 후의 

변화된 방사 음압 스펙트럼을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4.2 운전 중 실험

구조 인텐서티법을 실제 운전 중의 실외기에 

적용하여보았다. 그림 5 는 운전 중의 실외기 각 

패널의 반동 전단 구조 인텐서티 맵을 나타내며, 

그림에서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제진재의 

적용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에어컨 운전 시 냉방 조건을 유지 하였으며 음압 

측정 위치는 실외기의 중앙에서 전, 후방 1 m 떨어진 

지점이다. 실외기 전, 후방 방사 음압의 변화를 아래 

표 2 에 정리했다. 변화된 방사 음압 스펙트럼을 Fig.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실제 운전 중 실외기의 구조 인텐서티 법을 이용한 

제진재 적용은 가진 실험에 비해 그 방사 음압 저감 

정도가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외기 앞 패널에 

제진재를 적용하였을 경우 실외기 전방의 방사 음압 

측정 시 240 Hz 성분에서 2.1 dB 의 방사 소음 저감을 

보이며, 실외기 모든패널의 반동 전단 구조 인텐서티가 

높은 부분에 제진재를 적용했을 경우 최고 3 dB 의 

저감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외기 후방의

표 1). Change of sound pressure level of outdoor unit on 
operating mode

Radiated Sound Pressure

Level (Reduction), [dB]

240 Hz 746 Hz

No Damping Patches 67.1 58.4

Apply

Damping

Patches

Base Panel 62.8 (-4.3) 42.0(-16.4)

Top Panel 53.5(-13.6) 55.6 (-2.8)

Front Panel 60.7 (-6.4) 56.9 (-1.5)

Rear Panel 64.4 (-2.7) 56.5 (-1.9)

Right Panel 63.2 (—3.9) 56.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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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 음압 측정 시 앞 패널에 제진재를 적용하였을 

경우 746 Hz 성분에서 1.9 dB, 모든 패널에 제진재를 

적용하였을 경우 2.3 dB 의 저감 효과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 base panel (b) top panel (c) front panel

그림 5). Experimental set-up for the outdoor unit on 
shaker-exciting mode (left:240 Hz, right:746 Hz)

표 2). Change of sound pressure level of outdoor unit on

X Change of Sound Pressure Level, [dB]

Measured at Front Measured at Rear

240 Hz 746 Hz 240 Hz 746 Hz

Apply

Damping

Patches

Base -2.1 +0.6 -0.4 -0.7

Top -0.7 +1.0 +0.3 -1.2

Front -1.4 -0.6 -0.9 -1.9

Rear -0.8 +0.5 -0.2 -1.2

Right 0 -0.3 +0.1 -1.4

All -3.0 -0.8 -1.0 -2.3

operat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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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6). Sound pressure level with and without damping 
patches on shaker-exciting mode - (a)240 Hz, (b)746 Hz.

5.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외부패널을 단일 

신호로 가진하여 법선 방향 속도 데이터를 측정한 뒤 

구조 인텐서티를 계산하였다, 반동 전단 구조 인텐서티 

크기가 높은 부분에 제진재를 적용하여 구조 방사 

소음이 최고 16.4 dB 저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운전 중인 에어컨 실외기의 구조 인텐서티법을 

이용한 제진재 적용을 통해 최고 3 dB 의 방사 소음 

저감을 이룸으로써 반동 전단 구조 인텐서티는 에어컨 

실외기와 같은 구조물의 구조 방사 소음 저감을 위한 

제진재 적용 위치 예측에 최적의 방법을 제시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실제 운전 중의 경우 일부 패널에 

제진재를 적용하는 것보다 모든 패널에 제진재를 

적용하였을 경우 방사 음압 저감의 효과가 커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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