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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cludes investigation on sound transmission phenomena through a structural 

panel including structural vibration and feedback control methodology to minimize the 

transmission. Focus is placed on finding the relation between vibration pattern and sound 

transmission, and on finding optimal sensor and actuator location. A simple analog feedback 

control circuit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verify the approach. 

 

1. 서
♣
 론 

구조물 투과 음파는 진동 소음분야에서 고전적으

로 다루어 지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 특히 저주파대

역에서의 효율적인 투과 차단 기법은 아직도 많이 

연구된다. 구조물 투과 음파를 차단하는 기법은 크

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투과된 음파

를 상쇄하는 기법(Active Noise Cancellation)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조물 자체의 음파전달특성을 제

한하는 기법(Active Structural Acoustics Control)

이다. 참고자료(1-4)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투과음파 

상쇄기법의 예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법은 구조물 

특성 및 운용조건에 따라 성능이 많이 좌우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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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음향투과특성을 제어하는 기법은 상대

적으로 운용환경에 영향을 덜 받으며 특성이 안정

적이다. 이 기법은 주로 평판 구조물을 이용한 음향

투과특성 제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참고문헌(5-11)

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기법은 주로 평판

에 구동기와 센서를 접착하고 제어회로를 연결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참고문헌들은 구동기 및 센서 위

치 설정 문제(5,6) 다양한 제어로직(7-10)효과를 연구하

였다. 

이 논문에는 주파수에 따른 평판진동의 특성과 

음파전달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음파전달을 최소화 하는 센서의 위치 선정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평판 진동 제어 기법을 특정주

파수나 파형에 국한하지 않고 저주파 대역에서 모

든 파형의 음파 투과를 차단하는 제어 기법을 적용

하였다. 제어 기법은 값비싼 DSP 장비는 배제하고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아날로그 증폭기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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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현되었다. 이러한 음향투과 차단 기법은 성능

의 신뢰도 및 안정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2. 평판구조물 음향투과 특성 

 

본 논문은 주파수대역이 낮고 구조물의 형상 변

경이 불가한 경우 간단한 센서 및 구동기 그리고 

피드백 제어기를 이용하여 음파차단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논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파 대역

이란 평판 구조물의 굽힘파 파장이 주변 매질의 음

파 파장보다 충분히 작은 경우의 주파수 대역을 지

칭한다. 저주파 대역과 고주파 대역에서의 구조물의 

음향투과 차단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고주파

의 경우 굽힘파의 파장이 아주 짧아 작은 감쇄재료

를 구조물에 장착하더라도 감쇄효과가 크다. 저주파

의 경우 파장이 길어 감쇄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구조물의 공진 주파수 및 공진모드

를 음파의 투과 특성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Figure 1. 평판구조물 진동 및 음파투과 측정        

장비 개념도 (Schematic diagram of a panel vibration and 

sound transmission test setup) 

 

저주파 대역에서 평판 구조물의 음파 투과 특성

은 대칭 모드에서는 음향 투과율이 높고 비대칭 모

드에서는 음향 투과율이 낮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14in ⅹ 14in ⅹ 1/32in 의 알루미늄 평판을 음향적

으로 차폐된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고 상부에는 스

피커를, 구조물 내부에는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다. 

(그림 1 참조) 10~500Hz 사이의 단일주파수의 음이 

스피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가속도 센서를 평

판 위의 지점을 옮기면서 각 지점의 진폭을 측정한

다. 평판 구조물의 공진주파수는 86Hz, 144Hz 그리

고 260Hz 에서 각각 발생하며 이에 해당하는 공진 

모드는 그림 2 에 나타나 있다. 또한 주파수에 따른 

투과된 음파의 세기와 평판 구조물 중앙지점에서의 

진폭이 그림 3 에 나타나 있다. 

 

 

Fgure 2. 평판 구조물의 공진 모드 (Panel vibration 
patterns at resonances) 

 

  

Figure 3. 주파수에 따른 구조물의 음파 투과 특성 및 
진동 특성  (Sound transmission and vibration as 
a function of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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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Hz와 244Hz에서의 공진모드는 대칭 모드이고 

144Hz 에서의 공진은 비대칭 모드이다. 그림 3 에 

의하면 대칭 모드인 86Hz 와 144Hz 에서 중심위치 

진폭과 음향투과 특성이 최대가 되는 반면 144Hz

에서는 음향투과 및 중심위치 진동이 감지되지 않

는다.  

이러한 시험 결과로부터 저주파 대역에서는 비대

칭 진동모드는 음파를 투과하지 않으며 대칭모드만 

음파를 투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판 구조

물 진동 시 대칭 모드의 진동만 제어하면 음향투과

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

칭 모드 진동 시 진동 에너지가 가장 집중되는 곳

은 평판의 중심 부분이며 이곳에 구동기 및 센서를 

장착하여 제어하면 거의 모든 대칭 모드 진동을 제

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3. 평판구조물 전달함수 

평판구조물의 음향투과특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 구동기와 센서를 장착하여야 한다. 앞 절

에서 센서와 구동기의 최적위치를 결정하였다. 이 

절에서는 최적 위치에 장착된 구동기와 센서 사이

의 전달함수 )( ωjPu  및 저주파 음파 입사 시 음향

신호와 센서신호 사이의 전달함수 )( ωjPd  모델링

에 관하여 기술 한다. 구동기와 센서 간의 전달 함

수 )( ωjPu 의 스펙트럼은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

다. 구동기에 0~500Hz 사이의 조화 파형의 입력신

호 u를 인가하고, 이에 대한 센서의 출력 신호 y

를 수신하고 저장한 뒤 입력신호와의 위상과 세기

의 비 형태로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평판 구조물에 인가된 입사파의 신호

를 측정하고 이에 의해 발생된 센서의 신호를 측정

하여 그 비를 계산함으로써 전달함수 )( ωjPd 의 스

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  

실험에 의하여 측정된 전달함수 스팩트럼은 여러 

개의 공진모드가 중첩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이

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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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 는 각 주파수, niω  는 i 번째 모드의 

구조공진 주파수, iς  는 감쇄계수, uiK 는 구동신호

에 대한 정적 결합계수, 그리고 diK 는 입사파에 대

한 정적 결합계수이다. 각 모드에 대한 이들의 파라

미터는 커브피팅 기법을 이용하여 구해질 수 있고 

실제 측정된 스팩트럼과 커브피팅된 전달함수는 그

림 4 에 나타나 있다.  

 

 
 
Figure 4. 전달함수  )( ωjPd 와  )( ωjPu 의 측정 

값 및 커브 피팅 값 비교 (Measured and 
curve-fitted spectrums of )( ωjPd and )( ωjPu ) 

 

식 (1)와 (2)를 이용하여 입사파 )( ωjd  및 구동

신호 )( ωju 에 의해 발생된 센서신호 )( ωjy 를 종

합하여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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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ωωωω jujPjdjPjy ud +=      (3) 

 

4. 피드백 제어기 

피드백 컨트롤의 기본 개념은 외부 노이즈가 시

스템에 인가 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변수를 제

어루프를 삽입하여 최소화 하는 것이다. 비용변수는 

구조음향 투과량을 나타내는 진동 센서신호에 저주

파 대역에 무게 값을 부과한 변수로 정의할 수 있

다. 이를 정량화 하여 정의하면 비용변수 )( ωjz 는 

다음과 같다.  

 

 )()()( ωωω jyjWjz =   (4) 

 

여기서 )( ωjW 는 저주파 대역에는 값이 높고 고

주파 대역에는 값이 낮은 저주파 대역 필터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시스템에 인가하는 구동신호

는 )( ωju , 측정 가능한 센서신호는 )( ωjy 이다.  

피드백 제어기의 전달함수를 )( ωjK 라고 정의하

고 구동신호와 센서신호를 다음과 같이 연결한다고 

정의하면 피드백 제어 식은 다음과 같다. 

 

)()()( ωωω jyjKju =   (4) 

 

이를 근거로 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전달함수 

블록은 다음그림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Figure 5. 피드백 제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Block diagram of the feedback control system) 
 

그림 5 를 입사신호 대비 비용함수관계의 수식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

)(
)(

ωω
ωω

ω
ω

jKjp
jpjW

jd
jz

u

d

−
=    (5) 

식 (5)에 의하면 피드백 제어기는 입사파 

)( ωjd  에 대한 비용변수 )( ωjz  의 비 값을 최소

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어기 )( ωjK 의 크기가 운용주파수에서 충분히 

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어기 전달함수 유도는 

강인제어기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 하였는데 

이는 참고 문헌(11)에 자세해 나타나 있다. 그림 6 은 

제어기가 적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 값

을 나타낸다.  

 

 

Figure 6. 제어 대비 비제어 시 음파 투과 스펰트럼 
(Transmission spectrum with and without control)  

 

제어기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비 값이 1 차 공진 

주파수에서 25, 2 차 공진주파수에서 7 의 값을 나타

낸다. 제어기가 적용된 경우 이 값들은 두 공진주파

수에서 모두 2.5 이하의 값을 보이며 다른 주파수에

서도 제어기 적용 전의 값과 유사하거나 이하의 값

을 보인다. 특히 1차 구조공진 주파수에서 약 20dB

에 해당하는 진동감쇄 성능을 보인다. 

814 ●



   
 

 

5. 시험 및 검증 

 

앞 절에서 검토된 구조 진동 제어를 통한 음향 

투과 제어 기법이 실제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되었

다. 시험 평가를 위한 장비 구성은 2절의 진동 패턴 

매핑 기법과 유사하며 그림 7 에 개념적으로 나타나 

있다.  

평판 구조물이 음향차폐구조물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평판 구조물의 중앙에는 압전세라믹 구동기와 

가속도 센서가 접착되어 있다. 평판 구조물의 구조 

공진 주파수는 구동기의 부착으로 인해 1 차 공진 

주파수가 86Hz 에서 70 Hz 로, 2 차 공진주파수는 

240Hz 에서 230Hz 로 이동되었다. 가속도 센서의 

신호는 피드백 제어기에 연결되어있으며, 제어기는 

이들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조절한다. 제어기에서 

출력된 신호는 전기적 증폭기에 연결되어 있고 이

는 다시 구동기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음향차폐 구

조물 내부에는 소형 마이크로폰이 설치되어있어 외

부 스피커로부터 투과된 음향의 세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림 8 은 1 차 구조공진 주파수인 70Hz 에서 스

피커가 단일 주파수로 구동되었을 경우 피드백 제

어기 적용 시 및 미 적용 시 센서 진폭을 로그 스케

일로 나타낸다. 그림 9 는 협대역 백색잡음이 스피

커로부터 인가 시 센서의 신호 준위를 나타낸다.  

 

 

Figure 7. 평판 구조물 진동 피드백 제어 시험 장비 
구성도 

 (Schematic diagram of panel vibration control setup) 
 

 

Figure 8. 1차 구조 공진 주파수에서의 진동신호 비교 
(Comparison of vibration level at first resonance) 

 

 

Figure 9. 협대역 백색 잡음 인가 시 진동신호 비교  

(Comparison of vibration level when excited with 

narrow band whit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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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에 의하면 1 차 구조공진 주파수에서 제어

기 적용 시 평판의 진폭이 약 18dB 감소하였다. 이

는 이론적으로 예측한 20dB 에 근접하는 성능이다. 

또한 그림 9 에 의하면 협대역 백색잡음의 경우에서

도 1 차 구조공진 부근에서는 10dB 정도의 진동감

소가 이루어 졌고 그 외의 주파수대역에서는 제어

기 미 적용 시와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진동 

준위를 보인다.  

 

6. 결론 

본 논문은 저주파 대역에서 구조물의 음파 투과 

특성에 대한 분석과 구조물에 간단한 센서 및 구동

기를 접착하여 아날로그 피드백 제어를 통한 음향

투과 차단기법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저주파 대역에서 구조물의 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간단한 제어장비 적용으로 최대의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 유효하다.  

아날로그 피드백 제어의 장점은 회로 구현이 손

쉬운 것 외에도 설계된 주파수 대역의 모든 음향신

호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적응제

어기법 대비 입사신호의 특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 안정적인 차단성능을 보장한다. 이에 반해 단점

은 구조물의 동적 특성에 근거하여 컨트롤러가 설

계되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구조물의 동적 특성

에 변경이 있을 경우 피드백 제어 루프는 불안정 

해 질 수 있다.  

이 논문에 언급된 기법은 향 후 구조물위 투과 

특성 제어 뿐 아니라 반사제어 기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센서 신호는 입사파와 반사파의 중첩

된 신호를 수신하는 데 비해, 비용변수는 반사파에 

해당하는 특성을 나타내야 한다. 이 또한 구조 음향 

특성에 기초한 모델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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