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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직각형의 밀폐함 내부 음장이 임피던스와 음압응답에 미치는 효과를 유한요소법을 직각형의 밀폐함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이론 및 실험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여 유한요소법이 다양한 모드를 나타내는 스피커 시스템의 

개발에 유용한 방법 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In this study, the interior acoustic field of a speaker system with rectangular closed cavity and its effect on the impedance 
and the sound pressure reponses are investigated by apply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to the rectangular enclosure. Based 
on a good agreement with the theoretical and the experimental, it is founded that FEM is a useful method for the develop
ment of a speaker system generating the diverse mode.

I.서 론

국내의 오디오 기기의 보급과 스피커 시스템의 생산량 

은 큰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근래에는 디자인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음질의 향 

상을 위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은 보완이 요구되며, 기 

존의 기술적 평가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밀한 음장해석이 

필요하다.

고주파수 영역에서 발생되는 밀폐함 내부의 장성파가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어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um 일반적으로 밀폐함 내부의 청상파를 줄이는 

방법으로 흡수물질을 삽입하지만,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 

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은 기계, 음향계가 결합된 스피커 시스템의 밀폐함 

내부에 흡수물질이 없어 정상파를 줄이는 해석이 가능하 

다. 유한요소법은 공학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수치해석 

으로 음장 및 구조물의 해석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 

다. 특히 스피커 시스템처 럼 구조물과 음향 장치가 결합 

된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问 Gladwell 등은 음향 공동 

(cavity)의 모드형태와 주파수 결정에서 유한요소법을 이 

용하였으며, 2차원 직각 요소(element)를 도입하여 압력 

과 변위를 고려한 공식을 구하였다.*61  Craggs는 소닉 붐 

(sonic boom)에 대 한 판과 음향장치의 응답과 밀폐함 사이 

의 패널을 통과하는 음을 유한요소법에 적용시켰다卩 W 

그리고 음의 방사로 인한 구조물의 응답을 조사하기 위해 

Gladwell과 Mason은 직각 패널의 응답을 연구하였다.回 

최근에는 음향적인 유한요소와 결합된 등방의 탄성적인 

다공 물질을 유한요소로 모델화하여 소음 억제를 위한 2 

차원 탄성 흡수 유한요소 모델이 개발되었다.问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사용한 스피커 시스템 밀폐 

함 내부의 음장은 주파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 

타낸匸］■. 그래서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 

여 직각형의 밀폐함과 콘형의 스피커 유니트를 결합한 

일반적인 스피커 시스템에 흡수물질이 없이 스피커 유니 

트의 위치를 변화시켜 밀폐함 내부의 정상파의 효과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밀폐함을 요소 분할(mesh)한 

후 경계조건을 적용시켜 밀폐함 내부의 방사 임피던스와 

음압 분포 및 음압 변화량(pressure gradient)과 지향패 턴 

을 가시화 하였으며 밀폐함 내부의 음압을 등압선(iso

baric line)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수치계산 결과를 분 

석하여 밀폐함 내부에 있는 콘형 스피커 유니트의 최적 

위치를 연구하였다.

口 . 이론 및 계산 모델

음향적인 유체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에서 유체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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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속방정시은 유체가 압력 변화에 따라 밀도가 변하 

며，심성 손실은 부시뇐다. 二리고 평균 밀도와 압력은 유 

체에서 일성하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음향 파동방성 

시이 논1다.

(1)

여기서 C는 유체 내에서의 음속, P는 음압, t는 시간이 

다. (1)식을 행렬 연산자를 이용하면 행렬 표기법으로 나 

타낼 수 있다.

1 ,12 P-J%TW({L") = O (2)
c dt

요소(element) 행렬식은 식(2)에 Galerkin의 방법을 적 

용하고 실제 압력 변화와 영역의 체적 적분을 곱하면 다 

음과 같다.时

[ 丄町＞空-廿(叔)+〔 (\L}T?＞P)({L}P)d(vol)
jvol c at

-po [ {L}T dP({L}P)d{S) (3)
J s

여기서 济RJ는 압력의 실제변화, s는 압력이 수직으로 

가해진 면이며, 3}은 표면에 수직한 단위 법선 •벡터이 

다. 유체와 구조물의 경계면에서 구조물의 수직 가속도 

와 압력 변화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식(3)의 우변항 

의 행 렬 표기법은 (4)식과 같다.

a2
{/尸"}户)=-伽(刁戸{U}) (4)

여기서 {〃}는 경계면에서 구조물의 변위 벡터이다• 식 

⑷를 식(3)에 대입하고 적분하면 손시이 없는 파동방정 

식 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f 丄堂一况)+( ({L}T &P)({L} P)d(vol)
J vol C dt vol

=—i po SP{N}7 (~~T {U})』(s) ⑸
■' vol O t

식⑸는 유체 압력 p와 구조물의 변위성분 ", 0 그리고 

边의 독립변수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압력의 공간 변위와 

변위 성분에 대한 형태함수(shape function)의 근사적인 

유한요소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N}'r{Pe} (6)

U = (N]T{Ue} ⑺

여기서 {N}는 압력에 대한 요소형태함수(element shape 

function), {N}는 변위에 대한 요소형태함수이며, {已}는 절 

점의 압력 벡터(nodal pressure vector)이다. 그리고 {〃＜；}는 

M3, {%} 및 {Ze}의 절점의 변위성분 벡터이다 식⑵와 

(3)으로부터 시간에 대한 2계 미분과 압력의 실제 변화는 

다음과 같다.

X p ..
二下5 仔" 
er

d2 -
一辰{U} = {Ue} 
c t

(9)

bP={N}T{5Pe} (10)

형태함수에 행렬 연산자 $}을 곱한 식을 (11)식과 같 

이 두었다.

[B] = {L}{N}「 (ID

여기서 M}은 히初“ d/dy, a/拓의 ix3 행렬이다. 식⑸는 

(6)~(11)식으로 부터 다음과 갇은 행 렬식 으로 유도된다.

|Mf] {P} +風]\Pe\ +p0[Re]T{Ue} = W (12)

[罔는 각각 유체의 질량 행렬, 강성 행렬이며, 

golRT는 유체와 구조물의 경계면에서 결합 질량(coup

fig mass) 행렬이다. 식(12)에 경계면에서 손실을 고려한 

항을 대입한 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Mf] {前 +[CH {Pe} +[阀{Pe} +p0[Re\T{Ue) = 0 (13)

여기서【Cl는 유체의 감쇠(damping) 행렬이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계산 및 실험에 사용된 직접 방사 

형 스피커 시스템의 모델로서 밀폐함의 체적은 120(H)X 

90(W)X60(D) cm이며, 재질은 두께 1.5 cm의 퍼어티클 

보오드이다. 저음용 스피커(DAEWOO, D301)의 구경은 

254 mm, 깊이는 45 mm, 정격입력 60 W 그리고 임피던스 

8£1이며, 신호발생기(Pasco, Model PI-9587A)의 오차는 

+ 0.2 dB(10 Hz-20 kHz) 이다. Sound Level Meter(B&K,

Fig 1. Diagram of a loudspeaker system used in the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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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pe !616)이 응답느•싱 S ±0.5 dB(5 Hz-3() kH 기이나. U 

니-、W- 실힊 & * 기의 요동과 암소음 (back ground 

noise) ,0/ 죄 卜회 하기 위해 무음향실에서 행하였匸卜.

in.결과 및분석

一닏一의실험은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NSYS(Swanson An

alysis Systems, Tnc.. revision 5一0)를 사용하였다. Fig. 2는 

시 저방사헝 스피 커 시 스템 의 밀 폐 함을 피커 유니트 의 

위치(Pl, P2. P3) 벼화에 따라 요소 분할하여 얻은 겨자 

(mesh)생싱 결과员, 진동판의 절점(node)은 음압의 경계 

조건이 직용된 지점이며, 요소(element)의 총수는 375개 

이다.

Z, = —----------  - R, +/X (14)

여기서 &외• p\-: 사가 신동판의 F시과 압력이다

임피던스의 실수 부분 R,(resistanc)은 밀폐함의 벽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으므로 항상。이다. 공명 주파수 때 방 

사 임피던스의 리엑턴스(X,) 항이 큰 값을 나타낸 것은 

밀폐함의 차원(H, W, D) 중에서 반파장의 정수배와 일치 

할 때 특정 주파수에서 스피커 유니트에서 방사된 음이 

밀폐함의 벽으로부터 완전히 반사되기 때문에 공명으로 

¥해 발생함을 의미한다.冋 밀폐함 내부의 공명주파수는 

(15)식으로 계산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C)

(15)

여 기 서 欢，檢 그리고 m는 공명 모드에 대 한 정 수이匸h

Fig 2. The calculated finite element division for different locations 
：(A)P1, (B)P2, (C)P3.

진동판의 경계조건은 진동판의 절점에 0.02 N/m2의 음 

압을 가하였다. 그리고 밀폐함의 경계조건은 음압이 완 

전히 반사되므로 흡수계수(absorption coefficient)를。으 

로 두었다.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NSYSmi의 흡수계수 

범위는 0에서 1까지이며, 1의 값은 음압을 완전히 흡수하 

는 경계조건이다.

Fig. 3은 (14)식에 의해 계산된 스피커 유니트의 위치에 

따른 밀폐함내부의 방사 임피던스(乙 : radiatioh impedance) 

로서 진동판의 속도(扁와 진동판에 미치는 힘의 비율로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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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culated radiation impedance for locations(Pl, P2, and 
P3).

Table 1. Resonance frequencies of enclosed box.

Number
MODE

fAHz)
Mode
NumberM* nK nd

1 1 0 0 143.3 Hl
2 2 0 0 286.6 H2

0 0 1 286.6 DI
3 1 0 1 320.7 KI
4 2 0 1 406.2 K2
5 3 0 0 430.0 H3
6 3 0 1 517.1 K3
7 0 0 2 572.7 D2

Fig. 3에서 주파수가 증가할 수록 많은 임피던스 피크 

치가 발생하였으며, Tabic 1에서 처럼 다양한 모드 패턴 

은 밀폐함의 규격에 좌우되는 특징이다. HI, H2 그리고 

H3은 밀폐함의 높이(H) 방향으로 겨［산된 임피던스 값으 

로서, 높이 방향의 차원과 반파장의 주파수가 정수배가 

될 때 각각 (I, 0, 0), (2, 0, 0), (3, 0, 0)의 모드를 나타난다. 

여기서 H2와 깊이 방향의 모드인 이은 발생한 공명 주 

파수가 같다. P2, P3 위 치 일 때 143.3 Hz와 286.6 Hz에 서 

밀폐함의 벽으로 부터 음이 완전히 반사되므로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 응답이 큰 반응을 보인 반면 P1 위치에서 

는 일정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P2, P3에서 발생 

되는 고유모드의 마디 위치에 PI 위치로 스피커 유니트를 

위치 변동시키므로 인해 발생된 정상파(standing wave)를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H1 및 H2는 직각형의 모델 

에서 밀폐함 내부의 공명 주파수를 식(15)에 의해 계산된 

결과로서, Table 1에서 각각 1과 2에 해당하는 모드 

(mode)이 다. 비슷한 이 유로 3, 4 그리 고 6번 모드일 때 P1 

위치에서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의 웅답이 일정하다.

+ ( 音)'( 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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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radiation impedance for )ocations(Pl, P2, and 
P3).

Fig. 4는 식(14)와 (16)에서 측정된 방사 임피던스이다. 

음압은 진동판의 앞면에서 0.5 cm 떨어진 곳에 마이크로 

폰을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진동판의 속도는 식(16)식 

皿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eK Bl
I I =----------------------------- 「一.——  ....... ―-- ■=■ (16)

+ /?/；)<<>(> A/j *; , + I----- 〈쓰 )

V Qt \ Wo w I

식(16)의 상세 한 측성방법은 참고문헌 에 상세 히• 설 명 

되어 있어 생략하였다. 500 Hz 이상의 주파수에서 많은 

피크치를 보여 계산값과 차이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 

사용된 밀폐함의 부피에 영향을 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5는 계산된 방•사 임피던스를 식(17)에 대입하여 구 

한 출력음압 특성으로서, P, co 그리고 M은 각각 규격화 

된 음압 레벨、각 진동수 그리고 무게 가 40 g인 스피 커 진 

동판의 질량을 나타낸다.糜

2이。gf나諏 07)

하이파이(Hi-fidclity) 재생을 고려할 때, 일정한 출력응 

답 특성은 스피커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P2, P3 위치일 때 각각 143.3, 286.6 그리고 430 Hz에서 

큰 음압 응답을 보이卫 있다. 이깃은 밀폐힘 내부로 빙•사 

된 음이 벽으로부더 완전 히 반사되므로 (14)식에 의해 계 

산된 큰 임피던스 값을 가지는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P1 위치일 때 143.3과 286.6 

Hz에서 일정 한 응답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6~9는 HI, H2, K1 그리고 H3의 모드 특성을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여 스피커 유니트의 위치 수정에 따른 밀 

폐함 내부의 음장 변화를 가시화하여 방사 임피던스 특성 

과 비교하였다. (a)와 (b)의 결과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 

여 스피커 유니트의 진동판에 0.02N/WZ2의 일정한 음압을 

경계조건으로 주었을 때 절점의 압력을 이용해서 요소의 

중심에서 계산된 결과로서, (a)는 음압의 변화를 벡터로 

나타낸 모의실험 결과로서. 음압 변화량(pressure gradi-

FREQUENCY 머 Z}

Fig 5. Calculated sound pressure responses for locations(Pl, P2 
and P3).

ent)과 지향 패턴을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내었 

다. 그리고 (b)는 밀폐함 내부 음압의 등압선(isobaric 

line)으로, A~I까지의 기호는 각각의 등압선에 대한 음압 

(sound presure)-] 크기 를 나타낸다.

Fig. 6은 H1 모드인 143.3 Hz일 때 유한요소법으로 계 

산된 결과이다. P1 위 치일 때 밀폐함 내부의 등압선이 거 

의 원형의 둥압 패턴을 나타내며, 진동판의 뒤쪽에 큰 음 

압의 산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Fig. 3처 럼 H1 모드에서 응 

답 특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1, 0, 0) 모드가 발생되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A의 음압은 0.001 N/疽 

이며, I는 0.017 N/m2이다. 그러나 P2 및 P3 위치에서는 

스피커 진동판의 위치 수정으로 인해 방사 임피던스 특 

성에서 피크치를 보인것 처럼 (1, 0, 0)의 공명 모드가 발 

생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A와 I의 음압의 크기는 각각 

0.001, 0.027, 0.001, 0.022 N/" 이 다.

Fig. 7은 H2 모드인 286.6 Hz일 때 계산된 결과로서, P1 

위치일 때 주파수의 증가로 인해 밀폐함 내부의 등압 패 

턴이 더욱 세밀하며, 원형의 등압 패턴과 음압의 산이 진 

동판의 뒤쪽에 발생하였으며, 방사 임피던스 특징 처럼 

일정한 응답을 보여 H2에서 기대되는 (2, 0, 0)의 모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A의 음압은 0.001 N/m2이며, 

I는 0.019 N/m2이다. 그러나 스피커 진동판의 위치 수정으 

로 인해 P2 및 P3 위치에서 는 (2, 0, 0)의 공명 모드가 아닌 

(0, 0. 1) 모드의 D1 모드가 발생되었다. 이것은 본 실험 

에 사용된 밀폐함의 규격에서는 깊이 방향의 모드에 의 

존함을 알 수 있으며"1% 또한 방사 임피던스 특성도 밀 

폐함의 부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A 

와 I의 음압의 크기 는 각각 0.001,0.019, 0.001,0.021 N/nz2 

이다.

Fig. 8은 K1 모드인 320.7 Hz일 때 유한요소법으로 계 

산된 결과로서, P1 및 P3 위치일 때 각각 방사 임피던스 

의 피크치는 335, 345 Hz로 유한요소 해석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드 패턴은 Table 1 에서 기대할 수 있는 (1, 0, 1) 

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P1 위치에서는 정상파 

의 마디위치에 스피커 유니트를 설치함으로 인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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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b)

M Q 匚二二二
R R_____________

Fig 6. The calculated (a)Pressure gradient and (b)Isobaric line 
using FEM at 143.3 Hz for different locations：(A)Pl, 
(B)P2, (C)P3.

Fig 7- The calculated (a)Pressure gradient and (b)Isobaric line 
using FEM at 286.6 Hz for different locations： (A)PI, 
(B)P2, (C)P3.

임피던스 값을 나타낸 Fig. 3 처럼 (1, 0, 1)의 공명 모드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다 

른 방법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유한요소법에 의해 가 

시화될 수 있는 장점이다.

Fig. 9는 Table 1의 H3 모드인 430 Hz일 때 계산된 유 

한요소 결과이다. P1 위치 일 때 406.2 Hz일 때 기대되는 

(2, 0, 1) 모드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435 Hz에서 방 

사 임피던스의 피크치를 나타내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유한요소해석에서 요소분할의 오차 때문이다. 여 

기서 A의 음압은 0.0이 7V/次2이 며, I는 0.032 N/m2이 다. 

그리고 P2 및 P3 위치에서는 각각 425, 420 Hz에서 임피 

던스의 피크치를 보여 유한요소법의 결과 처럼 등압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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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시c니laled (a) Pressure gradient and (b) Isobaric line 
using FEM at 320.7 Hz for different locations: (A)P1. 
(B)P2, (C)P3.

Fig 9. The calculated (a)Pressure gradient and (b)Isobaric line 
using FEM at 430.0 Hz for different locations ：(A)P1, 
(B)P2, (C)P3.

트］이 다소 기울어져 있으나 (3, 0, 0)에 근사한 모드를 보 

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밀폐함의 규격에서, 스피커 유니트 

의 위치수정으로 밀폐함 내부의 정상파 모드를 억제시키 

는 효과를 유한요소법으로 가시화 할 수 있으며, 계산 및 

측정된 임피던스와 거의 일치하였다. 다양하게 발생되는 

모드 형태를 해석하여 적절한 스피커 유니트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스피커 시스템의 평가와 설계에 유영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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虬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 

여 직각형의 밀폐함과 콘형의 스피키 유니트름 결합한 

일반석인 스피 커 시스템에 흠수문질이 없이, 스피키 유 

니트의 위치 변화에 따라, 출력음압에 영향을 미치는 밀 

폐함 내부의 성상파를 억제시키기 위해 유한요소법의 유 

용성을 검증하였다.

밀폐함의 규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임피던스 

는 큰 응답을 보이는 피크치에서 밀폐함 내부의 공명 모 

드로 인해 출력음압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스피 

커 유니트의 위치가 P2 및 P3일 때, 길이 방향인 Hl, H3 

모드에서 각각 (1, 0, 0), (3, 0, 0)의 모드를 나타낸 유한요 

소법과 계산 및 측정된 임피던스 그리고 식(15)에 의한 

공명주파수 값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밀폐함의 부피가 

큰 경우에 (2, 0, 0) 모드 대신에 깊이 방향의 (0, 0, I)의 

모드 형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파수가 증가 

할 수록 측정된 임피던스와 계산된 임피던스 피크치는 다 

소 차이가 있었으며, 요소분할에 따른 오차로 인해 유한 

요소법과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2, 0, 1)의 K1 모드에서 

도 계산 및 측정치의 오차가 다소 있었지만 P2, P3에서 

발생된 공명 모드의 마디 위치에 스피커 유니트를 이동 

함으로서 정상파가 억제됨을 유한요소법으로 가시적으 

로 확인하여 유한요소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들을 응용하면 전기계, 음향계 그리고 구 

조물이 결합된 스피커 시스템의 디자인과 출력응답특성 

을 정 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더욱더 훌륭한 음의 재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스피커 시스템의 개발과 생산에 기 

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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