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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kinds of polyurethane elastomers were prepared and their acoustical properties underwater investigated.

Their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using a dynamic mechanical analyzer. The sound speed and echo

reduction in the 1-50 kHz frequency range were calculated from the data obtained using the analyzer. The sound speed,

transmission and attenuation cofficient in 300-800 kHz were measured in a water-filled tank. Impedance tub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reflective coefficient and echo reduction in the 3-8 kHz range. The polyurethane elastomer

containing a hollow glass sphere showed a lower reflective coefficient and a higher echo reduction than the polyurethane

elastomer without a f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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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에서의 안보

중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수중함이나 수상함은 해양

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사장비로서 현대전에 있어 매우 효

과적이고 중요한 장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방사

되는 소음이나 소나에 대한 반사음은 상대에게 탐지될 수 있

기 때문에 피탐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중에서의 목표탐지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소나는 크게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능동형은 스스로 음파

를 수중으로 발신하여 그것이 목표에 닿았다가 돌아오는 반

사파를 잡은 것이다. 발신에서 수신까지 걸린 시간을 통해 목

표까지의 거리를, 그 반사파가 돌아오는 방향을 통하여 목표

의 방위를 알아낸다. 수동형 소나는 여러 개의 수중 마이크로

폰을 모은 것이다. 수동형 소나는 목표의 방향은 알 수 있어

도 목표까지의 거리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선

체에 분산 배치된 수동형 소나에 의해 감지된 음파의 시간차

로부터 목표의 위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능동형 소

나와 수동형 소나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보통의 경

우 두 형의 소나를 함께 장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중함 또는 수상함의 스텔스화를 위하여 능동형

소나에서 발신된 음파를 함체 표면에서 흡수하여 반사되지 않

게 하는 코팅 재료와 수중함이나 수상함의 내부에서 나오는

방사 소음을 차단하여 수동형 소나에 대한 표적 강도를 최소

화시키는 코팅 재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방사 소

음의 감소와 표적 강도의 감소는 상대방의 소나에 감지되지

않던가, 감지되더라도 실제의 크기나 거리와 다르게 인식되

어 피탐율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선

체 코팅용 재료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해양 작

전 수행능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선진

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그 연구결과는 군사목적용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주로

발표되어 왔고 군사목적용인 경우 비밀리에 진행되어왔기 때

문에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

서는 2종류의 폴리우레탄 탄성체를 제조하고, 3가지 방법으

로 다양한 주파수에서 수중 음향 특성을 연구하여 무반향 코

팅 재료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Experimental

1. 재료

폴리우레탄 prepolymer (Vibrathane B625)는 Uniroyal에서

구입하였고, 1,4-butanediol (1,4-BD) 및 hollow glass sphere는

Aldrich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폴리우레탄 탄성체 제조

폴리우레탄 prepolymer를 80oC에서 2시간 가열한 다음 1,4-

BD를 첨가하고 40초 동안 혼합 후 주형에 casting 하였다.

Casting된 폴리우레탄 prepolymer를 120oC의 오븐에서 20시†Corresponding author E-mail: bhahn@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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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경화시켰다. 경화된 폴리우레탄을 금형에서 분리한

후 다시 120oC의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경화시켰다.

3. 측정

시편의 밀도는 밀도측정장치 (Precesa 205 A SCS)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동적 점탄성 특성은 dynamic mechanical

analyzer (DMA) (Perkin-Elmer DMA7)를 사용하여 −50oC,

−40oC,  −30oC, −20oC, −10oC, 0oC, 및 10oC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주파수 범위는 0.1 Hz~50 Hz로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폴리우레탄 탄성체 제조

Vibrathane B625는 methylphenylene diisicocyante (MDI)와

polytetramethylene glycol로부터 합성된 폴리우레탄 pre-

polymer이다. 폴리우레탄 탄성체는 Scheme 1과 같은 과정으

로 제조되었다. 폴리우레탄 시편 PU-1은 prepolymer에 당량

비 0.95의 1,4-BD로 사슬 연장을 한 다음 120oC에서 경화시

켰고 PU-2는 음향 감쇄 효과를 위해 1%의 hollow glass sphere

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폴리우레탄 탄성체의 배합비 및 밀

도는 Table 1과 같다.

2. 동적 점탄성 측정

DMA를 이용하여 −50oC, −40oC, −30oC, −20oC, −10oC, 0oC,

및 10oC의 온도에서 0.1~50 Hz의 주파수에 따른 폴리우레탄

의 동적 점탄성을 측정하였다. Figure 1과 Figure 2는 여러 온

도에서의 PU-1과 PU-2의 주파수에 따른 storage modulus (E′)

와 Tan δ의 측정 결과이다. 

수중함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나는 주파수 범위가 1~50 kHz

인데 DMA의 측정 가능한 주파수는 1~50 Hz이므로 여러 온

도에서의 1~50 Hz의 E′을 측정하고 이를 time-temperature

superposition (TTS)에 의해 기준 온도 10oC에서 1~50 kHz의

E′으로 변환하였다.1 Figure 3은 PU-1과 PU-2의 master curve

이다.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E′은 증가하였고, PU-2의 E′이

PU-1 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PU-2에 첨가된 hollow glass

sphere 때문으로 사료된다.

시편을 통과하는 음의 속도는 식 (1)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2

 (1)C = 
E 1 ν–( )

ρ 1 ν+( ) 1 2ν–( )
-------------------------------------⎝ ⎠
⎛ ⎞

1/2

Scheme 1. Figure 1. E′ and Tan d of PU-1.

Table 1. Composition and Density of Polyurethane Elastomer

prepolymer 1,4-BD
hollow glass 

sphere
density

PU-1 Vibrathane B625 0.95 - 1.07

PU-2 Vibrathane B625 0.95 0.0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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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음속, ρ는 밀도, E는 elastic modulus이며 ν는

Poisson's ratio이다. 계산된 폴리우레탄 내에서의 음속은

Figure 4와 같다. 음속은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1200 m/s로

부터 1700 m/s까지 증가하였다. PU-2에서의 음속이 PU-1에

서 보다 빠른데 이는 PU-2의 E′은 높고 밀도는 낮기 때문이다.

재료의 음향 임피던스는 식 (2)와 같이 음속과 밀도의 곱으

로 계산된다.

Z = C × ρ  (2)

Figure 2. E′ and Tan d of PU-2.

Figure 3. The master curve of PU-1 and PU-2.

Figure 4. Sound speed of PU-1 and PU-2.

Figure 5. Acoustic impedance of PU-1 and PU-2.

Figure 6. Echo reduction of PU-1 and P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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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폴리우레탄 시편의 음향 임피던스를 보여준다.

주파수에 따라 음속이 증가함으로 폴리우레탄의 음향 임피던

스도 증가한다. 그러나 물의 음향 임피던스인 1.48 MRayl에

정확히 매칭되는 재료는 없었다.

폴리우레탄의 음향 임피던스와 물의 음향 임피던스로부터

식 (3)에 의해 수중에서의 echo reduction (ER)을 계산하였다.3

 (3)

Z1 및 Z2는 각각 시편과 물의 음향 임피던스이다. Figure 6

은 폴리우레탄 시편의 주파수에 따른 echo reduction을 나타

낸 것이다. Echo reduction 값이 높을수록 시편 경계면에서 음

이 반사가 적어진다. PU-1은 2 kHz 부근에서 echo reduction

이 최대였고 PU-2는 6 kHz부근에서 최대 값을 보였다. 

3. 수조 실험

300 kHz 이상의 주파수에서의 음속 및 음향 특성은 수조에

서 측정하였다. 측정 장치의 구성은 Figure 7과 같다.

Transducer는 Panametrics V301, pulse receiver는 Panametrics

5900PR, 그리고 Oscilloscope는 LeCroy사의 LT322를 사용하

였다. 300~800 kHz에서의 음속은 1720~1830 m/s로 측정되

었다.

투과계수 (transmission coefficient)는 식 (4)로 정의된다.

 (4)

여기서 ptr은 투과음의 음압이고 pin은 입사음의 음압이다.

Figure 8은 주파수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투과계수를 나타내었

다. PU-2의 투과계수가 PU-1보다 낮았다. 

감쇄계수 (attenuation cofficient, a)는 식 (5)로부터 계산된다.

 (5)

여기서 x는 시편의 두께를 나타낸다. Figure 9는 폴리우레

탄 시편의 주파수에 따른 감쇄계수의 그래프로서 PU-2가 PU-

1에 비해 높은 감쇄 계수를 보였다.

4. Impedance tube 실험

수중에서의 폴리우레탄의 음향 특성을 impedance tub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4-7 Impedance tube의 개략도는 Figure

10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피던스 튜브는 길이 800 cm,

내경 8 cm의 물이 채워진 스테인레스 관으로서 관의 한쪽 끝

에 transducer를 설치하고 반대편 끝에 시편을 장착한 다음

transducer에서 발생한 음이 시편 표면에서 반사되는 정도를

하이드로폰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튜브내 압력은 0.42 MPa로

설정하였고 6 cycle의 tone burst 신호를 시편에 입사하였다.

시편이 없는 경우 하이드로폰 위치에서의 반사계수 및 시편

설치 후의 반사계수의 상대비를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시편

의 반사 계수 (R)를 측정하였다.

ER = 20– log Z1 Z2–

Z1 Z2+
----------------

T = 
pir

pin

------

ax = ln
Pm

ptr

------

Figure 7. A schematic diagram of water filled tank test apparatus.

Figure 8. Transmission coefficient of PU-1 and PU-2 measured

by water filled tank test.

Figure 9. Attenuation coefficient of PU-1 and P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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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rd는 시편이 장착된 경우 하이드로폰 위치에서의 복

소 반사계수, rs는 steel plate의 복소 반사계수, d는 시편의 두

께, k는 튜브 내부의 물의 real wave number이다. 하이드로폰

에서 시편까지의 거리 및 하이드로폰에서 steel plate까지의 거

리가 동일하다면 식 (6)에서 exp(−2ikd)는 상쇄될 수 있다.

Figure 11은 폴리우레탄과 steel plate의 주파수에 따른 반사계

수 그래프이다.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사계수가 감소하

였고 PU-2의 반사계수가 PU-1보다 낮았다.

반사계수와 echo reduction은 식 (7)과 같은 관계에 있다.

 (7)

Figure 12는 임피던스 튜브 실험에 의해서 측정된 주파수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echo reduction 그래프이다. PU-2의 echo

reduction이 PU-1보다 높았고 PU-1은 4.5 kHz 부근에서 그리

고 PU-2의 경우에는 7.5 kHz 부근에서 최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동적 점탄성 특성으로부터 계산된 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PU-2가 보다 높은 echo reduction을 보이는 이유는

PU-2에 첨가된 hollow glass sphere의 음향 감쇄 효과 때문으

로 사료된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2종류의 폴리우레탄을 제조하고 3가지 방법

으로 수중 음향 특성을 연구하였다. 폴리우레탄 탄성체 내에

서 1~50 kHz의 주파수 범위의 음속은 동적 점탄성 특성으로

부터 1200~1700 m/s로 계산되었다. 수중에서의 echo reduction

은 PU-1은 2 kHz, PU-2는 6 kHz 부근에서 최대가 되었다. 수

조 실험에서 300~800 kHz에서의 음속은 1720~1830 m/s로 측

정되었고 투과계수는 0.2~0.9, 감쇄계수는 1~12 dB/cm로 측

정되었다. 임피던스 튜브를 사용하여 측정된 3~8 kHz에서의

반사계수는 0.63~0.93이었고 echo reduction은 PU-1은 4.5

kHz, PU-2는 7.5 kHz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여러 주파수

범위에서 PU-2가 PU-1보다 수중에서 음을 잘 흡수하고, 흡수

한 음을 잘 감쇄시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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