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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축소잔향실인 간이 잔향실을 이용하는 성능 평가 방

법의 적용을 확장하여, 기존의 잔향실 만을 활용하는 경우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 때문에 다양한 모델 평가 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다 보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간이 잔향실을 활용한 차음 성

능 평가 방법의 적용[1,2]을 확장하여 선박용 차음패널의 차음성능을 

측정하였다. 나아가서 보다 복잡한 구성 요소를 갖는 High Noise 

Reduction 패널의 차음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차음성능의 실험적 평가 방법

2.1 간이잔향실 제원 및 장치

  미니챔버는 간이잔향실에 해당하며, 주어진 체적과 크기에 대하여 

정재파의 영향을 줄이고 가능한 실내 음압이 동일할 수 있도록 실내 

경계면들이 서로 평행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다. 미니챔버의 벽은 

MDF(두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음원 실의 총면적과 

부피는 각각 , 이고 수음실의 면적과 부피는 각각 

,이다. 또한 시편 설치부의 크기는 1.0m×1.2m 이다.  

  미니챔버의 각 부분의 크기는 Fig. 1에 보여진다. 

   

                Fig. 1 간이잔향실 장치

2.2 실험 과정

  실험 모델의 크기는 1200mm x 998 mm로 준비하고, 소

음원실과 수음실 사이에 놓인 거치대에 설치하고 시편과 거

치대 벽 사이에 발생하는 틈을 실링처리 하였다. 이 경우 실

링 방법으로서는 진흙, 청테이프를 각각 고려하였으며, 시편

과 거치대 벽의 틈을 약 2mm정도 이하로 되도록 고려하였

기 때문에 실링의 종류에 따른 실험 결과의 오차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파악되었다.

  음원으로서는 소음원실 및 수음실 각각에 스피커 한 개씩 

설치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우선 소음원실의 스피커를 백색 

잡음으로 가진하면서 소음원실과 수음실의 음압을 측정하였

다. 이 경우 각 방에서 서로 다른 6지점에서 음압을 측정 하

였다.

  수음실의 잔향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스피커에서 백색 

잡음을 발생시키다가 스피커 신호를 끈 순간부터 음압레벨

이 60dB 감소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경

우 1/3 octave 대역의 중심주파수(100Hz~5000Hz)에서의 

잔향시간을 한꺼번에 측정하기 위하여 신호분석기의 Multi- 

buffer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Fig. 2)는 잔향시간을 측정하

기 위한 신호에 대한 시간 및 주파수에 대한 3차원 분석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음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문헌 [3,4]을 참고 할 수 있다.

   

       Fig. 2 신호의 시간에 따른 1/3 octave 대역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

       3. 간이잔향실 성능평가 실험

  

  실험에서는 선박에서 주로 사용되는 패널들의 음향투과손실(STL)값

을 측정하였다. 패널모델로서는 단일 샌드위치 패널과 이중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고차음(High Noise Reduction)패널을 고려하였다.

3.1 단일 샌드위치패널과 이중 샌드위치패널의 차음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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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샌드위치 모델은 표면재-중심재-표면재로 이루어져있으며, 표

면재의 두께는  철판이며, 중심재는 밀도 인 고밀도 

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샌드위치 패널의 표면재의 두께는 

 철판이며, 두 단일 암면은 두께 , 밀도  이며, 

중심재는 두께 , 밀도 인 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의 경우 두 개의 단일 샌드위치 패널과 사이의 암면은 세 부분으

로 나누어져 접착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그래프는 실제 잔향실

에서의 실험 결과와 미니챔버에서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있으며 미

니챔버에서의 측정 결과가 2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실잔향실에서

의 음향투과손실 STL 값의 경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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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 단일 샌드위치 패널        Fig. 3(b): 이중 샌드위치 패널

   

                  단일 샌드위치 패널 (Fig. 3(a))의 차음 성능

   

                  이중 샌드위치 패널 (Fig. 3(b))의 차음 성능
 

 3.2 고차음(High Noise Reduction)패널의 차음성능

  고차음(High Noise Reduction)패널은 단일 샌드위치 패널의 암면층 

사이에 굴곡형 천공판 1개와 중공층을 삽입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표면재는 두께 철판이며, 두 암면층은 두께 , 밀도 

이고 천공판은 두께 인 굴곡형 판으로 되어 있어 공

기층 가 형성되고, 양 끝에는 밀도 인 암면으로 된 M 

ba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차음(High Noise Reduction) 

패널은 단일 샌드위치 패널의 암면층 사이에 굴곡형 천공판 2개와 중

공층을 삽입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표면재는 두께 철판이며, 

두 암면층은 두께 , 밀도 이고 천공판은 두께 

인 굴곡형 판으로 되어 있으며 2장이 마주 보고 붙여져 있어 공기층 

가 형성되고, 양 끝에는 밀도 인 암면으로 된 M bar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천공판의 구멍 지름은 이다. 미니챔버

에서의 실험 결과가 25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실제 잔향실에서

의 음향투과손실 STL의 경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Fig. 4(a): 고차음(High Noise Reduction)패널(내부천공판1+공기층[5mm]) 

  Fig. 4(b): 고차음(High Noise Reduction)패널(내부천공판2+공기층[10mm])

  

차음(High Noise Reduction)패널 (Fig. 4(a))의  차음 성능

  

         고차음(High Noise Reduction)패널 (Fig. 4(b))의  차음 성능

4. 결  론

  축소잔향실인 간이 잔향실을 활용한 차음 성능 평가 방법

의 적용을 확장하여, 복잡한 구성 요소를 갖는 고차음(High 

Noise Reduction)패널의 차음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음 성능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선박용 차

음 패널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차음 특성을 실험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실험과 해석연구팀의 예측모델 

들에 대한 실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

는 선박용 차음 패널의 시공기준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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