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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산산  소소음음  해해석석  기기법법을을  이이용용한한  잠잠수수함함  표표면면  처처리리에에  따따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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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arine has been performed for national defense activities representatively as a multi-purpose 
underwater vehicle. Underwater Radiated Noise (URN) which emitted during underwater vehicle oper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rvivability of the underwater vehicle.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the effects of 
surface treatment on noise aspects in whole submarine body for the first time. Prior to the acoustic analysis on 
the submarine model, the acoustic analysis procedure using commercial CFD software was verified using a 2D 
cylinder model. Acoustic analysis on submarine model was conducted for two cases: smooth surface as a 
reference case, and a few micrometers of V-type applied riblet case. To solve the incompressible fluid flow 
passing the submarine, th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RANS) equation coupled with the k-ω SST 
turbulence model was used. For acoustic analysis, the Ffowcs Williams and Hawkings acoustic analogy, which 
calculates flow-induced noise by designating a physical wall as a noise source, was used. The noise effects 
according to the surface treatment on submarine shape were examined by comparing overall sound pressure 
level (OASPL) between smooth and riblet case and the results indicate that noise around submarine shape was 
reduced about 4.3 dB in maximum on surface-treated area. However, when calculating OASPL excluding noise 
below 20 Hz, which is a frequency range where noise does not propagate, the noise tends to increased due to 
riblet shape. This study provides established procedure in acoustic analysis on whole submarine body and a new 
perspective that underwater radiation noise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surface treatment on 
submarine.

Key Words : 잠수함(Submarine), 표면 처리(Surface treatment), V형 미세구조(V-type riblet), 음압도(Sound pressure level), 
총 음압도(Overall sound pressure level), FW-H 음향 상사법(FW-H acoustic an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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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서    론론

잠수함은 다목적 수중 운동체로 여겨지며, 그에 따라 많은 

연구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방 목적의 

군사적 활동으로 사용되고, 또한 관광업, 심해 탐사, 심해 파

이프라인 확인 등의 산업 활동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잠수함과 같은 수중 운동체의 수중 체류 시간을 늘

리기 위해, 운행 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많은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수중 운

동체 운행 시 잠수함에 가해지는 항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에

너지 소모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방법에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직접적인 방법은 수중 운동체 표

면에 공기 방울 (Air bubble)을 분사함으로써 항력 감소 효과

중앙대학교 | IP:165.194.58.*** | Accessed 2022/01/10 14:19(KST)



5566  //  JJ..  CCoommppuutt..  FFlluuiiddss  EEnngg.. SS..  KKiimm  ․․  JJ..  RRyyuu

[1]를 얻는 것이고, 간접적인 방법은 수중 운동체 표면에 미

세구조 처리를 통해 항력 감소 효과[2]를 얻는 것이다. 잠수

함 운행 시 수중으로 방사되는 수중 방사 소음 (Underwater 
Radiated Noise)은 함정 자체에서 기인하여 수중으로 전파된 

소음으로서, 기계류의 진동 소음이 선체를 통해 방사되는 소

음, 추진기 또는 프로펠러의 공동현상 (Cavitation)에 의해 수

중으로 직접 방사되는 소음, 선체 주위의 난류 유동으로 인한 

소음 등을 복합적으로 일컫는다. 수중 방사 소음 대부분은 추

진기나 프로펠러의 공동현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선체 운행에 

따른 선체 주위의 난류 유동 소음 (Turbulent flow noise)도 무

시할 수 없기에 선체의 적절한 형상 설계를 통해 수중 방사 

소음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한다[3].
선행 연구를 조사해본 결과, 수중 물체 표면 미세구조 처

리에 따른 항력 감소 효과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는 존재한

다[2]. 또한,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기존의 수중 물

체의 운행에 따른 소음 효과에 대해 해석한 선행 연구[4]도 

존재하지만, 항력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잠수함 표면 미세구

조 처리에 따른 전체 형상에서의 수중 방사 소음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잠

수함은 운행 시 발생하는 수중 방사 소음이 잠수함의 생존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소음 관점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산 해석을 통해 잠수함 형상 표면에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

했을 때 나타나는 소음 효과를 기존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하

지 않은, 매끄러운 표면의 잠수함 형상에서의 총 음압도 

(Overall sound pressure level, OASPL)와 비교하여 확인해보고

자 한다.

2. 배배경경  이이론론

2.1 Ffowcs Williams and Hawkings 음음향향  상상사사법법  및및  
Farassat’s formulation, 1A 이이론론

소음 예측에는 직접 압력 변동을 추출하는 직접 수치 모사

법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수치 해석 기법을 이용

하면 가장 정확한 소음 예측이 가능하지만, 계산 비용의 관점

에서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근사적 전산 유체 

기법과 Lighthill이 제안한 유속 및 엔트로피 변동과 점성 응

력을 소음원으로 하는 음향 상사법을 결합한 여러 소음 해석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5]. 음향 상사법이 지니는 장점은 소음 

성분을 물리적인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대표적

으로 Lighthill의 방법이 있다. Lighthill의 음향 상사법에 기반

을 둔 Ffwocs Williams and Hawkings (FW-H) 음향 상사법이 

상용 전산 해석 프로그램에서 대표적인 소음 분석법으로 사

용되고 있다. 다음은 Ffwocs Williams와 Hawkings가 제시한 

임의의 운동하는 강체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상사식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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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c는 소리의 속도 (), ′는 밀도 섭동 (Density 

perturbation)을 (), 는 Lighthill 응력, 는 물체의 속

도 (), 는 표면압력, 는 크로네커 델타(Kronecker 

delta)을 의미한다. 는 물체 표면을 의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가 0보다 작을 때는 물체 내부, 가 0보다 클 때는 

물체 외부를 각각 나타낸다. 하지만, 비균일 편미분방정식 

(Inhomogeneou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인 FW-H 음향 상사

식은 Farassat (2007)에 의해 수치 해석 기법으로 계산될 수 

있는 적분식으로 나타내어졌다 (Farassat’s formulation). 
Farassat’s formulation은 소음을 두께 (Thickness, monopole), 하

중 (Loading, dipole), 난류 유동(Turbulent, quadrupole)의 3가지 

소음 성분으로 나누어 적분 계산을 진행한다[7]. 다음은 

Farassat가 제안한 FW-H 음향 상사식을 적분식으로 나타낸 

Farassat’s formulation, 1A 식이며, 위에서부터 각각 두께, 하중, 
난류 소음 성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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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는 면 적분을, 는 부피 적분을 의미한다. 
는 유체의 밀도 (), 는 물체 수직 성분의 단위 벡터

를 나타내며, 아래 첨자로 나타낸 은  성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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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for acoustic simulation

는 투영 요소를 나타낸다. 는 음속에 기반한 마하 (Mach) 

수를, 은 를 나타내며, 모든 적분은 지연 시간 

(retarded time,   )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2.2 전전산산  해해석석  소소음음  해해석석  절절차차

전체적인 소음 해석은 Fig. 1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잠수함 형상을 CAD를 이용해 모델링한 후, 유동 해석

을 위해 ANSYS Mesh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격자를 형성하

였다. 유동 해석에는 Siemens사의 STAR-CCM+ 프로그램을 사

용했으며, 유동 해석기법으로는 DNS, 대와류 모사법 (Large 
eddy simualtion, LES)에 비해 계산 비용이 적은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RANS) 해석 방법을 선택했다. 
또한, 미세구조 형상에 대해 RANS와 다양한 난류 모델 적용 

전산 해석을 진행한 선행 연구[8]를 참고하여, 항력 감소 효

과 관찰에 효과적인 전단 응력 전달 (Shear stress transport) 식
을 결합한 k-ω SST 모델을 난류 모델로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음 해석기법인 FW-H 음향 상사법

은 상용프로그램에서 유동 해석과 동시에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서의 음압 (Acoustic pressure) 데이터를 축적해준다. 그

러한 음압 데이터에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

여 시간-압력 데이터를 주파수-음압도 데이터로 변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위치에 수음점 (Noise receiver point)을 배치

하여 총 음압도 (식 (5)) 비교를 통해 미세구조 처리에 따른 

소음 효과를 관찰했다. 는 각 수음점에서 설정한 시간 

간격 (Time-step)마다 저장된 음압 데이터의 제곱평균제곱근 

(Root mean square)을 취한 값이다. 는 본 연구에서 진행

할 수중 조건에서는, × 로 설정한다.

   logs (6)

3. 2D 실실린린더더  형형상상을을  이이용용한한  

소소음음  해해석석  절절차차  확확립립을을  위위한한  사사전전  연연구구

잠수함 형상 소음 해석에 앞서, 이미 선행 연구가 많이 존

재하는 2D 실린더 형상을 이용하여 상용 전산 해석 프로그램

을 통한 소음 해석을 검증했다. 전체적인 해석 절차 및 형상

Fig. 2 Schematic for validation on acoustic analysis 
                       using 2D cylinder model

은 선행 논문[5]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진행했다. 지름(D)이 20 
mm인 원통을 해석하기 위해 가로 46D (= 920 mm), 세로 

30D (= 600 mm)의 C-H 형상을 가지는 해석 유동장 

(Flow-field)을 설정하여 공력 소음 해석 (Aero-acoustics)을 진

행했다. 총 418,238개의 사각형 격자를 형성하였으며, 수음점

은 실린더 하단 표면으로부터 10 mm 지점에 위치시켜 (수음

점 1) 해당 수음점에서의 음압도 (Sound pressure level, SPL)를 

도출했다. Fig. 2에 2D 실린더 형상 공력 소음 해석에 사용한 

유동장을 나타내었으며, R1은 수음점 1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투과성 적분면 (Impermeable surface)을 소

음원으로 지정하여 소음 계산을 진행했다. 소음은 주로 유체

와 실린더 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소음원을 

비투과성 적분면 (Fig. 2에서 실린더 형상)으로 지정하면 벽 

경계조건 (Wall boundary condition)의 필터의 역할을 하게 된

다[9]. 즉, 비투과성 적분면을 소음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

당 비투과성 적분면에서의 적분 계산을 진행하여 소음을 예

측한다.
본 절에서의 소음 해석 검증에는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유

체를 공기로 설정하여 진행했다. Fig. 3는 입구에서의 공기 속

도를 30, 40 m/s로 달리했을 때, 수음점 1에서의 속도별 음압

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공력 소음 해석 (Aero-acoustics)에

서는 수중 조건과 다르게, 를 × 로 설정한다. 
Fig. 3(a)는 선행 논문 (Choi 등[5])에서의 해석 결과를 

WebPlotDigitizer (©Ankit Rohatgi)를 통해 얻었으며, 수음점 1
에서 유동 속도에 따른 음압도를 나타낸다. Fig. 3(b)는 본 연

구에서 진행한 소음 해석 결과를 나타내며, 두 그림 모두 파

란색 선은 속도가 30 m/s일 때, 빨간색 선은 40 m/s일 때의 

결과값을 보여준다.
먼저, 동일한 형상에 대해 실험[10] 및 전산 해석[5]을 진

행한 선행 연구들과 스트로우홀 수 (Strouhal number, )를 

비교했다. 스트로우홀 수는 주파수와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어

지는데,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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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oi et al.(2014)

(b) Our simulation

Fig. 3 SPL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air velocity of inlet flow    
         at receiver point 1 : (a) Previous study, (b) Present study

  
 (7)

위의 식에서 는 와류 (Vortex)의 주파수 (), U는 유동의 

속도 (), D는 특성 길이 (Characteristic length, )로, 본 절

에서는 실린더의 지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 속도

가 30 m/s일 때의 스트로우홀 수를 선정했으며, Table 1에는 

선행 연구들과 비교한 결과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전산 해

석을 수행한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 실험을 통해 얻은 스

트로우홀 수에 더 근접한 값을 도출했다.
전체적으로 음압도 범위는 40-120 dB로 비슷한 수준이었지

만, 피크 (Peak) 소음이 발생하는 피크 주파수 (Peak frequency)
가 다소 달랐다. 이에 대해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동일 물리 

현상에 대해 유동 속도 및 특성 길이 등이 변할 때, 피크 무

차원 주파수에 해당하는 스트로우홀 수는 비슷하게 유지되는 

Comparison groups Strouhal number ( )
Experiment (Norberg et al.(2003)) 0.195

Simulation (Choi et al.(2014)) 0.222 (-13.9%)
Our simulation(2021) 0.185 (+5.1%)

Table 1 Strouhal number comparion among precedent papers and 
               our simulation

Fig. 4 Geometry for flow simulation on submarine shape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전산 해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각 유동 속도에서의 스트로우홀 수를 구해봤을 때 30 
m/s일 때는 0.186, 40 m/s일 때는 0.17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에 따라, 식 (7)에서 지름과 스트로우홀 수가 일정할 때 와

류 주파수는 유동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유동 속도 비

율에 따라, 속도가 30 m/s일 때는 다른 경우 (40 m/s)에 비해 

피크 주파수 지점이 왼쪽으로 3/4배 치우쳐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첫 번째 피크 주파수 지점은 유동 속

도가 30, 40 m/s일 때 각각 약 280, 360 Hz인데, 이는 앞서 식 

(7)에 대해 분석한 음압도 형상 경향성과 일치했다. 또한, 
Table 2에는 각 유동 속도에서의 피크 주파수를 나타냈다.

각 속도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크 주파수를 

비교해봤을 때, 첫 번째 피크 주파수를 기준으로 각각 2, 3배
의 배수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일정한 주기로 와류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와류가 발생하는 주기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선행 연구를 참고한 사전 

연구를 통해, 전산 해석을 이용한 소음 해석 절차를 확립할 

수 있었다.

4. 잠잠수수함함  형형상상  주주변변  소소음음  해해석석

4.1 잠잠수수함함  형형상상  모모델델링링  및및  격격자자  형형성성

잠수함 형상 주변 해석 유동장 및 잠수함 형상은 Fig. 4에 

나타냈다. 해석 유동장은 길이 1.75 m, 높이 0.5 m로 설정했

고 잠수함 형상은 잠수함의 머리(Head), 꼬리(Tail) 부분을 반

지름 0.125 m를 갖는 1/4의 원으로, 미세구조 처리가 진행되

는 몸통 (Plane surface) 부분은 길이 0.5 m로 설정하였다. 미

Velocity ( ) Peak frequency ( )
30 ( = 0.186) 278.319 555.525 833.844
40 ( = 0.179) 357.362 715.836 1073.2

Table 2 Peak frequency at different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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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sh schematic used in this study

세구조 처리는 잠수함 형상의 몸통 부분에 적용하였으며, 미

세구조는 너비 100 ㎛, 높이 50 ㎛로 설정했다.
잠수함 형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유동 현상을 더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해 잠수함 형상에 가까울수록 전체적인 유동장 

격자보다 더 미세한 격자를 형성하고자 했다. 우선, 해석에 

사용할 격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총 네 개의 격자를 이용

하여 격자 의존성 테스트 (Grid independence test)를 진행했다. 
Table 3에는 네 개의 격자를 이용하여 진행한 격자 의존성 테

스트 결과를 나타냈다. 격자 의존성 테스트는 미세구조 처리

를 진행한 경우로 진행했으며, 잠수함 형상을 머리, 몸통, 꼬

리 부분으로 구분했을 때, 해당 부분에서의 면적 평균 벽 전

단 응력(Aver-averaged wall shear stress) 비교를 통해 격자 의

존성을 확인했다.
가장 미세한 격자 구조인 격자 4를 기준으로, 격자 3 몸통 

(Plane surface) 부분에서 최대 약 0.7%의 오차가 발생했지만, 
해석 시간 등의 계산 비용의 관점을 고려하여, 격자 3을 본 

연구에서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미세구조 표면의 경우 총 733,287개의 사각형 

격자를, 매끄러운 표면의 경우 총 636,595개의 격자를 형성하

여 유동 해석을 진행했다. 해석 형상의 표면에서 첫 번째 격

자의 크기의 나타내는 벽함수(Dimensionless Wall Distance, y+)

Mesh Total cells Area-averaged wall shear stress ( )
Head Plane surface Tail

1 367,525 89.703 
(-2.85%)

10.388
(14.92%)

27.269
(-0.86%)

2 494,190 87.897
(-0.78%)

10.682
(12.51%)

26.723
(1.16%)

3 733,287 87.328
(-0.13%)

12.125
(0.7%)

27.137
(-0.37%)

4 1,013,327 87.217 12.210 27.036

Table 3 Results for grid independence test on riblet case

Mesh 
properties

Surface 
(head, plane, tail) Other regions

Wall y+ ~ 2 -
Mesh size × m (= 10㎛) × m (= 500㎛)
Total mesh ~ 800,000

Table 4 Details for mesh formation

Fig. 6 Schematic for boundary conditions on flow simulation

는 잠수함 형상 주변에서 2보다 작도록 격자를 조밀하게 형

성하여 유동 해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격자 형성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Table 4에 나타냈으며, 해석 격자 형상은 Fig. 5에 

나타냈다.

4.2 잠잠수수함함  형형상상  주주변변  유유동동  해해석석  설설정정

Fig. 6와 Table 5에는 각각 유동 해석 경계조건에 대한 개

략도와 자세한 유동 해석 조건을 나타냈다. 잠수함 형상 모델

을 지나는 비압축성 (Incompressible) 수중 유동을 해석하기 위

해, 정지해 있는 잠수함 형상에 수중 유동이 가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유동 속도는 잠수함 운행 속도인 5 m/s를 가정했으

며, 나머지 유동 해석 조건은 앞선 3장에서 다룬 2D 실린더 

형상에 대한 해석 조건과 같다. 또한 Fig. 6처럼 축(Axis) 경

계조건을 설정하여, 2D 축 대칭 (Axisymmetric) 전산 해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압도 해석 시 관심 주파수 영역을 

0 ~ 2,000Hz로 설정했으며, 그에 따라 유동 해석 시간 간격은 

×로 설정했다. 또한, 유동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잔차 (Residual)가 수렴할 수 있도록 총 해석 시간은 

3.0s로 설정했다. 유동 해석은 본 연구의 목적대로 크게 두 

가지 형상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 번째는 잠수함 형상 표면

에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잠수함 

형상 표면에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한 경우이다.

Turbulence model k-ω SST

Inlet
- Velocity inlet : 5m/s
- Turbulence intensity : 5%
- Turbulent viscosity ratio : 10

Outlet Pressure outlet
Solver type - Pressure based

- 2nd order implicit
Surface type - Smooth surface

- Riblet surface (w=100㎛, h=50㎛)
Flow scheme Segregated flow (Incompressible)
Space scheme Axisymmetric

Acoustic analysis 
method

Ffowcs Williams and Hawkings acoustic 
analogy

Table 5 Details for boundary conditions and simulation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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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ooth surface case

(b) Riblet surface case

Fig. 7 Pressure contour on smooth and riblet surface case :
   (a) Smooth surface case, (b) Riblet surface case

(a) Smooth surface case

(b) Riblet surface case

Fig. 8 Velocity contour on smooth and riblet surface case :
   (a) Smooth surface case, (b) Riblet surface case

4.3 잠잠수수함함  형형상상  주주변변  유유동동  특특성성

Fig. 7-9은 4.1절과 4.2절에서 언급한 잠수함 형상 모델링과 

경계조건 및 전산 해석 조건을 이용하여 진행한 잠수함 형상 

주변 유동 특성을 나타냈다. Fig. 7(a)는 잠수함 형상 표면에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Fig. 7(b)는 잠수함 형

상 표면에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한 경우의 압력 분포를 각각 

Fig. 9 Turbulent kinetic energy differences between riblet and 
               smooth case (zoomed  in micrometer scale)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한 경우에서

의 압력 분포가 더 작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잠수함 형상 

표면 처리를 진행한 몸통 부분에서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

는 미세구조 표면에서의 마찰 항력 감소에 의한 효과로 판단

된다.
Fig. 8에는 Fig. 7과 같이 위에서부터 각각 잠수함 형상 표

면에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잠수함 형상 표면

에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한 경우에서의 속도 분포를 나타냈

다. 압력 분포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미세구조 처리를 진

행한 경우에서의 속도 분포가 더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선 

압력 분포와 비슷한 특성으로 잠수함 형상 표면 처리를 진행

한 몸통 부분에서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세구조 처리

를 진행한 잠수함 형상 몸통 표면에서의 압력 항력 형성에 

의한 효과로 분석했다.
또한 Fig. 9에서처럼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한 잠수함 몸통 

표면을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확대했을 때, 난류 운동 에너

지(Turbulent kinetic energy)는 미세구조 표면의 요철 부분에서 

매끄러운 표면에 비해 더 컸지만, 요철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서는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표면과 비교했을 때 더 작았다.
이처럼, 잠수함 형상 몸통 표면에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함

으로써, 잠수함 형상 몸통 부분에서 다소 다른 유동 특성을 

띤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유동 특성을 바탕으로, 소

음 분석 시에도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한 잠수함 형상 몸통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4 FW-H 방방법법을을  이이용용한한  잠잠수수함함  형형상상  소소음음  해해석석

본 절에서는 비투과성 적분면을 소음원으로 지정하는 

FW-H 방법을 이용하여 잠수함 형상 주변 소음 해석을 진행

했다. 앞선 2장에서의 언급과 동일하게, FW-H 방법을 사용하

면 유동 해석과 동시에 지정한 수음점에서의 음압 데이터를 

축적해준다. Fig. 10은 잠수함 형상 소음 해석 유동장을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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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for acoustic analysis using FW-H method

(a) = 2.5 m

(b) = 5 m

Fig. 11 OASPL comparison between riblet and smooth surface       
                using FW-H method : (a)  = 2.5 m, (b) = 5 m

수음점 배치는 잠수함 형상을 감싸는 반원 위에 7개의 수

음점을 배치하고 반원형 배치의 반지름()을 변경하며 해당 

수음점에서의 총 음압도를 도출했다. 본 잠수함 형상 소음 해

석에는, 잠수함 형상(Fig. 10 참고)을 비투과성 적분면으로 지

정하여 수중 소음 해석을 진행했다.

(a) = 2.5 m zoom in

(b) = 5 m zoom in

Fig. 12 Zoomed in OASPL comparison between riblet and smooth  
             surface : (a)  = 2.5 m, (b) = 5 m

먼저, 각 수음점에서의 총 음압도를 추출하여 미세구조 처

리에 의한 잠수함 형상 소음 효과를 해석했다. Fig. 11에서 빨

간 선은 미세구조 표면을, 검은 선은 매끄러운 표면을 의미한

다. Fig. 11에서는 미세구조 표면과 매끄러운 표면 사이의 총 

음압도 차이가 눈에 띄게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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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범위를 조정하여 Fig. 12에 나타냈다. 또한, Table 5와 6에

는 각각  가 2.5, 5 m일 때 미세구조 처리 여부에 따른 총 

음압도 값들을 나타냈다. 의 길이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나

타난 특성은 수음점 1과 4에서는 미세구조 표면에서의 총 음

압도는 감소했지만, 나머지 수음점에서의 총 음압도는 증가했

다. 특히, 미세구조 처리를 진행하면서 수음점 4에서의 총 음

압도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미세구조 처리에 따른 평균 총 

음압도는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가 2.5 m일 때 최대 약 4.3 

dB의 소음 절감 효과가,  가 5 m일 때 최대 약 4.4 dB의 

소음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세구조 처리를 진

행한 잠수함 몸통 표면에서 큰 소음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미세구조 처리를 통해 전체적인 잠수함 

형상에서 수중 방사 소음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되었

다.

Table 6와 같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 2.5 m일 때, 
수음점 2, 4, 6에서의 음압도를 도출하여 미세구조 표면과 매

끄러운 표면 사이의 음압도 형상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Fig. 13에는 각각 수음점 2, 4, 6에서 주파수 범위를 0 ~ 100 
Hz로 조정한 음압도를 나타냈다.

먼저 잠수함 형상에 대한 소음 해석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를 살펴보면, 선행 연구[11]에서 언급한 것처럼 뚜렷한 톤 

(Tone) 혹은 피크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광대

역 (Broadband) 소음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잠수함 운

Receiver point OASPL [dB]
Smooth Riblet Comparison

R1 136.3424 135.4360 -0.9063
R2 123.6373 123.8991 +0.2618
R3 133.0196 133.5824 +0.5627
R4 144.5257 140.2253 -4.3004
R5 125.5278 126.0040 +0.4762
R6 122.6125 122.7337 +0.1212
R7 131.3497 132.2993 +0.9496

Average - -0.4050

Table 5 OASPL comparison at = 2.5 m using impermeable 
                  FW-H method

Receiver point OASPL [dB]
Smooth Riblet Comparison

R1 130.6563 129.7391 -0.9172
R2 116.2304 116.5256 +0.2951
R3 127.2194 127.7955 +0.5762
R4 138.4950 134.1220 -4.3730
R5 112.9830 114.2256 +1.2426
R6 114.2217 114.4196 +0.1979
R7 125.7550 126.7053 +0.9502

Average - -0.2897

Table 6 OASPL comparison at = 5 m using impermeable 
                    FW-H method

(a) Receiver point 2: (2.165, 1.25) [m]

(b) Receiver point 4: (0, 2.5) [m]

(c) Receiver point 6: (-2.165, 1.25) [m]

Fig. 13 SPL comparison between riblet and smooth case on 
                   receiver point 2, 4, 6 (= 2.5 m) 

행 시 주요 소음원 중 기계와 추진기에 의한 소음원이 제외되

고, 잠수함 형상에 따른 유동 소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톤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위에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분석

했다.
다음으로 미세구조 처리 여부에 따른 음압도 차이를 살펴

보면, 수음점 2와 6에서는 미세구조 표면에서의 음압도가 매

끄러운 표면에서보다 미세하게 더 컸지만, 잠수함 몸통 부분

인 수음점 4에서는 미세구조 표면에서의 음압도가 더 낮은 

수준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서 살펴본 총 음압

도에서, 수음점 4에서는 미세구조 표면에서의 총 음압도가 더 

작고, 수음점 2와 6에서는 매끄러운 표면에서의 총 음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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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다는 해석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0 Hz 이하의 낮은 주파수 영역의 소

리는 해저에서 전파가 불가능하므로, Fig. 13과 같이 20 Hz를 

기준으로, 전파가 가능한 주파수 범위 (20 ~ 2000 Hz)에서의 

총 음압도를 추가로 도출해보았다. 앞선 식 (6)과 다르게, 푸

리에 변환을 진행한 주파수별 음압도 데이터를 역으로 총 음

압도 값으로 계산한다. 해당 계산은 식 (8)에 나타냈다.

   log



 (8)

위 식에서 는 주파수 성분에 해당하고, 는 해당 주파수

에서의 음압도 값을 나타낸다.

Table 7과 8에 주파수 범위가 20 ~ 2000 Hz일 때, 각각  

가 2.5, 5 m일 때 미세구조 처리 여부에 따른 총 음압도 값들

을 나타냈다.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의 길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수음점 1, 4에서 미세구조 표면에서의 총 음압도

는 감소했지만, 나머지 수음점에서의 총 음압도는 증가했다. 
특히, 미세구조 처리에 따라 수음점 4에서의 총 음압도가 많

이 감소했다. 하지만 앞선 결과와 다르게, 수음점 5에서 미세

구조 처리에 따른 큰 총 음압도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가 

5 m일 때 최대 15.8 dB의 소음 증가 효과가 발생하면서, 평

균적으로는 미세구조 처리에 따라서 소음이 증가한다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Receiver point OASPL [dB]
Smooth Riblet Comparison

R1 136.3158 135.4088 -0.9070
R2 120.8051 121.1708 +0.3657
R3 132.0438 132.7165 +0.6726
R4 144.3814 139.9076 -4.4739
R5 109.0636 116.8181 +7.7546
R6 118.8028 119.2275 +0.4247
R7 131.3318 132.2823 +0.9505

Average - +0.6839

Table 7 OASPL (from 20Hz SPL) comparison at = 2.5 m 
                   using impermeable FW-H method

Receiver point OASPL [dB]
Smooth Riblet Comparison

R1 130.6318 129.7136 -0.9181
R2 115.4186 115.7370 +0.3183
R3 126.9689 127.5671 +0.5982
R4 138.4286 133.9982 -4.4304
R5 92.1524 107.9865 +15.8341
R6 112.9177 113.2109 +0.2932
R7 125.7361 126.6873 +0.9512

Average - +1.8066

Table 8 OASPL (from 20Hz SPL) comparison at = 5 m 
                    using impermeable FW-H method

5. 결결    론론

본 연구에서는 잠수함 형상 표면 미세구조 처리에 따른 소

음 효과를 관찰했다. 먼저, 2D 실린더 형상을 이용하여 소음 

해석 절차 확립을 위한 사전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FW-H 
음향 상사법을 이용하여 잠수함 표면 미세구조 처리에 따른 

소음 효과 해석을, 잠수함 형상 표면 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총 음압도와 비교함으로써 확인했으며, 이와 함께 

잠수함 형상에 대한 소음 해석 절차를 확립할 수 있었다. 
FW-H 방법을 이용한 소음 효과 관찰 시, 잠수함 표면 미세구

조 처리로 최대 약 4.3 ~ 4.4 dB의 수중 방사 소음 절감 효과

가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0.3 ~ 0.4 dB의 소음 절감 

효과가 해석되었다. 하지만, 소음이 전파되지 않는 주파수 영

역인 20 Hz 미만의 소음을 제외한 총 음압도 계산 시, 미세

구조 처리에 따라 오히려 소음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동 속도 및 미세구조 형상 등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잠수함 형상 미세구조 처리에 따른 소음 해석을 

진행해볼 예정이다.

후후    기기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

된 수중 운동체 장기체류 특화연구실 (UD200012DD)의 연구

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Note

This paper is a revised version of a paper presented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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