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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ESM(equivalent source method) with the continuation of acoustic near-

field for NAH(near-field acoustic holography) to overcome the finite measurement aperture effect 

and reconstruct the normal velocity on an arbitrarily shaped structure surface. The continuation 

method is an extension of the measured sound field into a region outside and is based on the Green’s 

function relating acoustic quantities on the two conformal surfaces. This algorithm is not limited to 

planar surfaces and can be applied to arbitrarily shaped surfaces. The ESM is an alternative 

approach of BEM-based NAH for the reconstruction on a general structure. In ESM the acoustic 

field is represented by a set of point sources located over a surface that is close to the structure 

surface. The simulat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reconstruction error of particle velocity 

on the source surface is 11% and 16% for planar and cylindrical sources separately. 

 

 
기기기기 호호호호 설설설설 명명명명 

� : Column vector of sound pressure ��  : Column vector of normal particle velocity � : ��, �, 	
 Point coordinate on the hologram surface  � : ���, ��, 	�
 Point coordinate on the source surface   : Propagator matrix from normal velocity to 

pressure 

1. 1. 1. 1. 서서서서
♣♣♣♣
    론론론론    

산업용 회전기기, 박용 발전기, 건설 장비 등의 중

공업 분야 제품의 음향성능은 주로 음압 측정에 의

한 음향파워로 평가되며, 저소음화를 위해 위치별 

음압측정이나 음향인텐시티 측정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위치별 상관관계가 없어 소음원의 위치나 

방사특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근접음향홀로그래

피는 소음원 면에서의 입자속도(particl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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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 음향 인텐시티 등의 대부분의 음향요소를 파

악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큰 치수와 임의 형상을 

갖는 소음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음원의 넓은 

면적 중에 일부분의 측정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임의 형상의 소음원에 적용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 

전통적 NAH 기법인 Fourier-based NAH(near-

field acoustic holography)는 직교, 원통, 구 좌표

계로 표현될 수 있는 소음원의 근접한 거리에서 음

압의 크기와 위상을 측정하고 공간 푸리에 변환을 

통해 파수(wave number) 영역으로 변환된 후 역 

전파자(inverse propagator)와 파수 영역의 필터

(k-space filter)를 통해 소음원 면의 파수 영역의 

입자속도 또는 음압을 계산하고 공간 역푸리에 변

환을 통해 공간영역의 입자속도와 음압을 계산할 

수 있다.(1) 소음원 면에서 계산된 입자속도와 음압

은 소음원 면에서 뿐만 아니라 원거리 음장에서의 

인텐시티 분포, 음향파워 등의 대부분 음향인자를 

계산할 수 있어 제품의 저소음화를 위해 효율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파악하고자 하는 소음원

보다 보통 2 배 정도 큰 측정면적을 필요로 하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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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상의 소음원에 대한 NAH 계산을 위해서는 

BEM-based NAH 적용이 필요하지만 

BEM(boundary element method) 모델화가 필요하

며 계산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2) 

소음원 보다 큰 측정면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 근접음장 연속법(Continuation of acoustic 

near-field)(3,4,5),  SONAH(Statistical Optimized 

NAH)(6), HELS(Helmholtz Equation Least 

Square)(7)이 제안되었다. 임의 형상의 소음원을 위

한 방법으로 BEM-based NAH 이외에 HELS, 

ESM(Equivalent Source Method)(2) 방법이 제안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위해 근접음장 연속법과 ESM 을 적용

한 수치해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2. 2. 2. 2. 근접음장근접음장근접음장근접음장    연속연속연속연속법법법법(Continuation of acoustic (Continuation of acoustic (Continuation of acoustic (Continuation of acoustic 

nearnearnearnear----field)field)field)field)    

근접음장 연속법은 NAH 계산시 유한의 측정면적

에 의한 영향(finite measurement aperture effect)

을 줄이기 위해 측정 면의 음압과 음원 표면의 입자

속도 간의 전파특성을 고려하여 측정 면에서 확장

된 영역의 음압 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3) 확장

된 영역의 음압 분포는 Fourier-based NAH와 본 

논문의 3, 4장에 언급된 ESM에 적용되어(2,4) 음원 

표면의 음향요소(음압, 입자속도, 음향 인텐시티)를 

계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2.1 2.1 2.1 2.1 정식화정식화정식화정식화    

음원 표면에서의 입자속도와 측정 면에서의 음압 

관계는 식(1)과 같이 전파자 행렬(propagator 

matrix)로 표시할 수 있으며 평면형 음원일 경우 

Rayleigh 1차 적분식에 의해 전파자 행렬은 식 (2)

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 ��
                                            (1) 

 

 � �������� �����������|������| dx� dy�       (2) 

 

전파자 행렬을 특이값 분해(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하면 식 (3)으로 표시된다.   

  � $%&', % � diag�σ,, … , σ./
   (3) 

 

따라서, 측정 면에서의 음압과 음원 표면의 입자

속도 관계식은 식 (4)와 같으며 음원 면에서의 입자

속도는 측정 면의 음압과 역 전파자 행렬(inverse 

propagator matrix)에 의해 식(5)로 계산이 된다. 

식 (7)은 Regularization 방법 중 하나인 Modified 

Tiknohov 방법이며 Regularization 과정은 역행렬 

계산시 ill-posed 문제와 Fourier-based NAH에서 

적용되는 k-space filter 과정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제공한다.(5) 

    ���
 � $%&'�� ��
         (4) 

 ��0��
 � &%�123$'���
        (5) 

 %�1 � diag� ,45 , … , ,467
       (6) 

 

23 8 diag 9… , σ��/�σ�� ; α= >>?4�@A
�
 , … B (7)  

 

식(5)에서 구해진 입자속도 값을 다시 식(1)에 대

입하게 되면 측정 면에서의 확장된 영역의 음압분

포를 얻을 수 있다. 

 �C��
 � $23$'���
                                            (8) 

 

2.2.2.2.2222    수치계산수치계산수치계산수치계산    

평면형 음원으로 진동하는 평판에서 Subsonic 형

태로 방사되는 경우(600 Hz, Fig. 1)에 근접음장 연

속법을 적용한 결과를 Fig. 2에 표시하였다. 본 논

문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Fig. 2의 결과와 SVD을 

이용한 NAH 결과로써 입자속도에 대한 계산결과의 

오차는 7.8%이었으며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Fig.1 Sound pressure on hologram(full 

aperture) and small region used for continuation 

of acoustic near-field(dotted white rectan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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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Extended Sound pressure on 

hologram(calculated result of continuation) and 

small region used for continuation of acoustic 

near-field(dotted white rectangular) 

 

 3333. . . . 등가음원법을등가음원법을등가음원법을등가음원법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    

(NAH using Equivalent Source Method)(NAH using Equivalent Source Method)(NAH using Equivalent Source Method)(NAH using Equivalent Source Method)    

임의 형상의 소음원에 대한 음향홀로그래피는 일

반적으로 BEM을 적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1,8~12) 이는 측정면과 소음원 면과의 전달행렬을 

구하기 위한 BEM 적분방정식의 이산화

(discretization)가 필요하며 해를 구하기 위해 전달

행렬에 대한 특이점 분해(SVD)와 정규화

(regularization method)를 적용해야 한다. 이때 

BEM은 소음원 전체를 둘러싸는 측정조건이라서 계

산소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며 소음원 전체를 측

정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임의 형상 소음원에 대한 전통적 방법인 BEM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HELS(7)와 등가음원법

(ESM, Equivalent Source Method)(2)이 소개되었다. 

비교적 정식화가 간단한 ESM 방법은 수치적분 계

산이 필요없어 계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수치

계산이 용이하다. ESM은 이론적으로 BEM에 근사

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증명은 참고문헌
(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ESM은 2장에 

언급된 근접음장 연속법을 적용하여 소음원의 일부 

면적의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NAH 계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333.1 .1 .1 .1 등가등가등가등가    음원법의음원법의음원법의음원법의    정식화정식화정식화정식화    

ESM과 BEM의 indirect formulation과의 관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참고문헌(2)에 기술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ESM에 사용되는 주요 수식과 측정 

위치 및 등가음원 위치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Fig. 3에 표시된 Exterior NAH 문제의 경우 등가

음원(equivalent source)의 위치는 음원 면의 내부

에 위치하게 되고 측정위치 ΓE에서의 음압은 등가

음원 위치(ΓF)와 등가음원 계수(qH)로 식(9)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ig. 3 The source surface position for exterior 

NAH 

 p��
 � ∑ qHΦ��, KL
/MHN, ,   KH O ΓP    (9) 

 

   KH : 등가음원 위치 
   qH : 등가음원 계수 

   Φ��, �
 � �RS ���|���|
T�|���|  : Green’s function 

 

식 (9)는 행렬형태로 식 (10)과 같이 표현되며 등
가음원 계수(qH)를 정규화(Regularization method)에 의

한 행렬연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  UVW � �               (10) 

 

[G]: X YZ[ complex matrix, G�H � Φ���, KH
 
   8 ]^,, _ ^,`a ^bc a^d, _ ^d`

e 

  ^bc � fghijkTlmjk   

  nbc � |��,, ��, �o
 p �	,, 	�, 	o
| 
 

계산된 등가음원 계수를 이용하여 음원 표면(Γ )

에서의 입자속도는 Euler’s equation을 이용하여 식 

(11)과 같이 표현되며 행렬형태로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ρωv��
 � ∑ qH rΦ��,KL
rs�t
/MHN, ,   � O Γ    (11) 

    uP � ,�ρω
UPvVW            (12) 

UPvV : Z Y Z[ complex matrix, �HPv � rwxt�,yz{rs�t�
  

  |u 8
}
~�

��55�� _ ��5���a ���k�� a
���5�� 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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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우(1.4k Hz)

하기 위해

였다. Fig.

압분포이며

면에서의

 2가지

계산 오차를

 발생하는

effect)

 

(a) Supersonic(1

Fig. 

(measurement) plane of (a)supersonic and 

(b)subsonic for the same vibration mode shape

 

(a) S

Fig. 

source surface for (a)supersonic and (b)subsonic 

cases for the same vibration mode shape

 

4444. . . . 근접음장근접음장근접음장근접음장

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

    

4444.1 .1 .1 .1 

근접음장

로시져를

 

Particle velocity on reconstructed plane: Loaded data

5

���k�� �
�c �
    수치계산수치계산수치계산수치계산

특정 모드로

(1.4k Hz)

위해 

Fig. 

압분포이며

면에서의

가지 경우

오차를

발생하는

effect)는 나타나지

upersonic(1

Fig. 4

(measurement) plane of (a)supersonic and 

(b)subsonic for the same vibration mode shape

Supersonic(1

Fig. 5 

source surface for (a)supersonic and (b)subsonic 

cases for the same vibration mode shape

근접음장근접음장근접음장근접음장

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

.1 .1 .1 .1 계산계산계산계산

근접음장

로시져를 Table 1

Particle velocity on reconstructed plane: Loaded data

10

� ���� |��
수치계산수치계산수치계산수치계산

모드로 

(1.4k Hz)와

 2개의

 4은 

압분포이며 Fig.

면에서의 입자속도

경우 

오차를 보이고

발생하는 유한

나타나지

upersonic(1

4 Sound pressure on hologram 

(measurement) plane of (a)supersonic and 

(b)subsonic for the same vibration mode shape

upersonic(1

 Reconstructed particle velocity on 

source surface for (a)supersonic and (b)subsonic 

cases for the same vibration mode shape

근접음장근접음장근접음장근접음장

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

계산계산계산계산    절차절차절차절차

근접음장 연속법과

Table 1

Particle velocity on reconstructed plane: Loaded data

15

=fghiTlm��,, ��
수치계산수치계산수치계산수치계산    

 진동하는

와 Subsonic

개의 다른

 수치계산에

Fig. 5는

입자속도

 각각

보이고

유한 

나타나지 

upersonic(1.4

Sound pressure on hologram 

(measurement) plane of (a)supersonic and 

(b)subsonic for the same vibration mode shape

upersonic(1.

Reconstructed particle velocity on 

source surface for (a)supersonic and (b)subsonic 

cases for the same vibration mode shape

근접음장근접음장근접음장근접음장    연속법과연속법과연속법과연속법과

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음향홀로그래피    

절차절차절차절차    

연속법과

Table 1에

Particle velocity on reconstructed plane: Loaded data

20

ghi�k
m�k A
�, �o


진동하는

Subsonic

다른 

수치계산에

는 ESM

입자속도이다

각각 6.6%, 10%

보이고 있으며

 측정면의

 않음을

4kHz)

Sound pressure on hologram 

(measurement) plane of (a)supersonic and 

(b)subsonic for the same vibration mode shape

.4k Hz)

Reconstructed particle velocity on 

source surface for (a)supersonic and (b)subsonic 

cases for the same vibration mode shape

연속법과연속법과연속법과연속법과

    

연속법과 ESM

에 표시하였다

Particle velocity on reconstructed plane: Loaded data
 

25

A 
 p �
진동하는 평판에

Subsonic의

 주파수로

수치계산에 

ESM를

이다. Supersonic

6.6%, 10%

있으며 

측정면의

않음을 알

Hz)    

Sound pressure on ho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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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alculation of the source coefficient W using 

the regularization method(conjugate gradient 

least square method) 

  UVW � �  
10 

Calculation of particle velocity reconstruction 

using Eq. (12) 

  uP � ,�ρω
UPvVW  

 

 

4444....2222    평면평면평면평면    음원에음원에음원에음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적용적용적용적용    

음원의 일부만 측정하여 ESM을 적용하는 경우 

근접음장 연속법의 적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3.2

절에 언급한 수치계산 모델중 Subsonic 경우에 대

해 근접음장 연속법의 적용 전/후에 대한 수치계산

을 수행하였다. Fig. 6-(a)는 측정면 일부를 나타내

고 Fig. 6-(b)는 (a)를 x, y 방향으로 10개 지점씩 

확장하여 근접음장 연속법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다. Fig. 7-(a)는 Fig. 6-(a)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ESM 을 적용한 소음원 표면에서의 입자속도 계산 

결과이고 계산 오차가 47%로 큰 오차를 보이고 있

으며 진동모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Fig. 7-(b)

는 근접음장 연속법이 적용된 Fig. 6-(b)를 이용하

여 ESM을 적용한 결과이고 계산 오차가 11%이며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4444....3333    실린더형실린더형실린더형실린더형    음원에음원에음원에음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적용적용적용적용    

Fig. 8에 표시한 실린더형 음원에 대해 본 논문에

는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Full aperture 데이터를 사

용한 경우 소음원 표면에서의 입자속도 계산 오차

는 10.6%의 높은 정도를 보였다. 음원의 일부만의 

측정 데이터와 근접음향 연속법을 적용한 결과를 

Fig. 9-(a)와 (b)에 각각 나타내었다. 평면형 음원에 

대한 적용과 같이 Fig. 10-(a)와 (b)에 근접음장 연

속법 적용 전/후의 소음원 표면에서의 입자속도 분

석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계산오차는 각각 40%와 16%

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근접음장 연속법이 적용된 

ESM 결과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결과 비교를 위

해 Fig. 11-(a)와 (b)에는 각각 원통 전체의 입자속

도와 측정면에서의 입자속도를 나타내었다. 

 

  
(a)                    (b) 

Fig. 6 (a)Sound pressure on hologram and 

(b)extended sound pressure using continuation of 

acoustic near-field  

 

 
(a)                     (b) 

Fig. 7 Reconstruction result of particle velocity 

on source surface (a)without and (b)with the 

continuation of acoustic near-field  

 

 
Fig. 8 Cylinder model(radius=0.5m, height=2m) 

and vibration mode 

 

 
(a)                       (b) 

Fig. 9 (a)Sound pressure on hologram and 

(b)extended sound pressure using continuation of 

acoustic near-field(cylindric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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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Reconstruction result of particle velocity 

on source surface (a)without and (b)with the 

continuation of acoustic near-field(cylindrical 

source) 

 

 
(a)                      (b) 

Fig. 11 (a) Full measurement aperture and (b) 

Small measurement patch of Particle velocity on 

source surface(original value) 

 

5555.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논문에서는 소음원이 비교적 크고 임의 형상

을 가지는 산업기기류에 대해 유한의 측정면적에 

의한 영향(finite measurement aperture effect)을 

극복하기 위해 근접음장 연속법(continuation of 

acoustic near-field)을 적용하였고 임의형상 소음

원에 대해 비교적 빠른 계산시간과 수치계산의 단

순화의 장점이 있는 ESM(equivalent source 

method)(2) 방법을 적용하였다.  

평면형 음원과 실린더형 음원에 대해 적용한 결

과 소음원의 위치와 진동모드와 같은 음향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소음원 표면에서의 입

자속도 계산 결과 오차는 각각 11%, 16%의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당사 제품의 음향특성 파악에 활용할 계획

이며 효율적인 저소음화 방법 도출에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된다.  

 

    

참참참참    고고고고    문문문문    헌헌헌헌    

(1) E. G. Williams, 1999, Fourier Acoustics: Sound 

Radiation and Nearfield Acoustical Holography, 

Academic Press 

(2) N. Valdivia and E. G. Williams, 2006, Study of 

the comparison of the methods of equivalent sources 

and boundary element methods for near-field acoustic 

holography, J. Acoust. Soc. Am. 120, 3694–3705  

(3) E. G. Williams, 2003, Continuation of acoustic 

near fields, J. Acoust. Soc. Am. 113, 1273–1281 

(4) E. G. Williams, B.H. Houston, 2003, Fast 

Fourier transform an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formulations for patch nearfield acoustical holography, 

J. Acoust. Soc. Am. 114(3), 1322-1333 

(5) E. G. Williams, 2001, Regularization methods 

for near-field acoustical holography, J. Acoust. Soc. 

Am. 110(4), 1976-1988 

(6) J. Hald, 2009, Basic theory and properties of 

statistically optimized near-field acoustical holography, 

J. Acoust. Soc. Am. 125(4), 2105–2120 

(7) S.F. Wu, 2000, On reconstruction of acoustic 

pressure fields using the Helmholtz equation least 

squares method, J. Acoust. Soc. Am. 107(5), 2511–

2522 

(8) G.T. Kim, B.H. Lee, 1990, 3-D sound source 

reconstruction and field reprediction using the 

Helmholtz integral equation, J. of Sound and Vibration, 

136(2), 245-261 

(9) M.R Bai, 1992, Application of BEM-based 

acoustic holography to radiation analysis of sound 

sources with arbitrarily shaped geometries, J. Acoust. 

Soc. Am. 92(1), 533-549 

(10) B.K. Kim, J.G Ih, 1996,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vibro-acoustic field over the surface enclosing 

an interior space using the boundary element method, J. 

Acoust. Soc. Am. 100(5), 3003-3016 

(11) N. Valdivia, E.G. Williams, 2004, Implicit 

methods of solution to integral formulations in 

boundary element method based nearfield acoustic 

holography, J. Acoust. Soc. Am. 116(3), 1559-1572 

(12) N. Valdivia, E.G. Williams, 2004, 

Approximations of inverse boundary element methods 

with partial measurements of the pressure field, J. 

Acoust. Soc. Am. 123(1), 109-120 

6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