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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음벽의 상단모서리는 방음벽의 차음효과를 

저하시키는 또 다른 허상음원으로 작용하며 이 현상은 

저주파수 영역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능동소음제어장치를 통해서 상단 모서리 

표면의 음장을 최소화함으로써 표면임피던스의 변화를 

통한 상단모서리 주변의 소리에너지의 역학과 원거리 

음장에서의 효과를 고찰한다. 능동제어장치를 함유하는 

상단모서리를 수학적으로 모델화하여 음장의 분포와 

소리의 세기, 능동제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수치해석적 연구를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방음벽의 차음효과를 높이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1. 서론

반무한평면의 모서리에서의 소리의 회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음향학적으로 소프트 (Z ； 0) 한 

모서리 영역이 소리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보다 

높은 감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1] 

이러한 소프트한 표면을 실현시키기에 적합한 방법은 

한 예로 공진성 흡읍장치를 모서리 상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진주파수 영역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2] 

옥타브 이상의 넓은 주파수 대역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의 길이를 다르게 설계하거나 다양한 

기하학적 변형을 주는 등 다소 복잡한 구조적인 

변형들이 요구된다. 특히 저주파수 영역으로 갈수록 

요구되는 공진기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방음벽인 

경우 높이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현실적 배경에서 저주파수 영역에 유리하게 

이용되는 능동소음제어의 원리를 도입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상단의 모서리의 음향임피던스를 

최소화하여 소리 에너지의 전달을 차단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방음벽에 도입된 능동소음제어에 관한 

지금까지의 타 연구들 (예. [5][6]) 과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라면 여러 가지 관련 파라메터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음장의 역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에 매우 

용이하면서도 실제로 적용, 시공에 효율적인 수학적 

모델을 확립하여 원리적이면서 실제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1)에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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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임피던스로 인한 원통주변의 소리 에너지의 흐름을

2. 모델

Fi이d point

그림 2). 반무한 평면 상단의 음장 능동제어에 관한 

모델

(b)

(c)

그림 1). 소리의 세기; 단단한 표면 (a), 능동제어 (<pm = 

247.5°, <pM = 90°) (b), Z=0 (c)

을 나타내었다. 능동제어를 통해서 형성된 음장은 제 1 

차음장과 합쳐지며 단단한 표면을 타고 넘어오는 소리 

의 흐름을 차단, 저감한다 (그림 2)(b)). 단 하나의 지 

점 (<Pm)의 임피던스를 최소화 시켰는데도 20 dB 에서 

35 dB 에 가까운 감쇄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甲0： 소리의 입사각도

a : 원통의 중심과 음원 사이의 거리

b : 원통의 반지름

<ps： 제 2음원의 중심과 평면의 사이각도

<Pa ： 제 2 음원의 중심 각도

<p : 관찰점과 평면의 사이각도 

r : 원통의 중심과 관찰점 사이의 거리 

P:회절각도

모델로서는 단단한 (Z-^oo) 표면의 반무한 평면에 

부착된 단단한 표면의 원통이 선택되었다. 제 2 

음원은 중심각 <pA 에 해당하는 원통 표면의 일부분의 

진동에 의한 음원이며 진동 속도와 위치 <ps 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 음원은 평면에 대해 甲0 의 각도로 

a 의 거리로부터 입사하는 무지향성의 선음원을 

선택했고 계산에서는 원통으로부터의 거리 a 가 충분히 

r) 평면파가 입사하는 

계산은 이차원에서만 

능동제어에 의한 그늘 

원통표면의 음향학적

>>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전

이루어졌다. P 는 회절각으로서 

영역의 음장 계산에 사용된다.

특성은 음향임피던스

에 의해서 결정되며 계산

(1)

초기 조건으로서는

임피던스가 원통의 둘레를 따라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az/a<p = 0), 임의의 관찰점 (r,<p) 에서의 음압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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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의 반평면 벽에 의해 야기되는 음압 Pscreen 과 

추가적으로 평면에 부착된, 임피던스 Z 가 무한대인 

원통에 의해 야기되는 영향 Cylinder. 제 2 음장에 의해 

형성되는 Psee 의 영향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

J
吹,0必=U，(r#)+Pg"，硏+£瞄,(4 聃-aj 

戸 (2)

a 는 각각의 제 2 음원에 해당하는 진폭과 위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 2 음장을 결정하는 제 2 음원의 

위상과 진폭 a 는 다음과 같이 원통 표면상의 특정한 

지점에서의 음압절대값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결정한다:

M
£网庭=&.

«=1 (3)

은 음압을 최소화하는 원통표면의 각 지 점과 평면의 

사이각이다. 평면 뒷면의 원거리음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도록 원통표면의 음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식 (2)의 각 항에 관한 유도와 자세한 

기술은 [1][3][4] 에 제시되어 있다. 능동제어를 통한 

음장의 역학적 변화는 원통표면상에서의 제 2 음원의 

위치 (<ps) 와 방사출구의 크기 (<Pa), 최소화점의 위치 

(<pm) 그리고 kb( = 2«bA), 즉, 원통의 크기와 파장의 

비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3. 제 2차음원과 센서의 위치

그림 3) 에서 보여주듯이 능동음압제어를 통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음원의 위치와 

최소화점의 위치는 한정되어 있다. 소리의 입사각이 

45° 도인 경우 음원의 중심이 벽과 이루는 각도가 

180° 이하인 경우에 음압레벨의 감소가 이루어지며 이 

음원이 점점 그늘 영역쪽으로 접근할 수록 선택할 수 

있는 최소화점의 범위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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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센서와 2 차음원의 위치에 따른 원거리 

음장에서의 음압레벨감쇄 효과 (b/X = 0.1-1.6, p = 10 

。~80。의 평균값, 啊 =45。)

가장 음압례벨 감쇄율이 높은 결과를 초래하는 위치는 

입사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위치에 따른 

음압레벨 감쇄율에 관한 전체적인 경향은 소리의 

입사각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음원은 소리가 입사하는 방면으로 소리를 방사하도록 

위치시켜야 하고, 반대편(벽의 후면) 지점의 음압을 

0 으로 제어해야 이를 통해서 원통표면에 직접 접한 

영역에 소리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총체적인 원통주변의 음장도 최소화된다. 그림 4)는 

센서와 제 2 차음원의 위치가 그림 2)와 동일한 

경우이며 다양한 b/入 (= 0.1-1.6) 에 대한 원거리 

음장에서의 능동제어를 통한 감쇄효과를 계산하였다.

그림 4). 능동음압제어를 통한 원거리 음장에서의 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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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감쇄효과 (<Pm = 247.5°, <pm = 90°,(po = 45 °) 

회절각 0 2 45。인 영역에서는 전 주파수 영역에서 10 

dB 이상의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 제 2차 음원의 크기

그림 5). 제 2차음원의 크기 (<pA) 에 따른 원거리음장 

에서의 음압레벨감쇄효과 (b/X = 0.1-1.6, P = 10°-80° 

의 평균값)

2장에서 언급했듯이 <pA 의 크기에 따른 제 2차음원으 

로 인한 원통표면에서의 음압의 분포형태가 달라지므로 

원통표면의 일부를 통해서 방사되는 제 2차음원의 방 

사출구의 크기 <pa 도 능동음압제어 의 효과에 영 향을 준 

다. 제 2 차음원은 무한평면과 원통에 의해서 원통표면 

상의 특정위치에 야기되는 음압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 

림 5)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리의 입사각에 무관하게 

<Pa = 45。인 제 2음원을 통해서 능동음압제어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에서의 각각의 소리 입사각에 대한 음압레벨감쇄효과 

(Improvement )는 각각의 오차센서와 제 2음원의 최적 

의 위치를 선택한 조건하에서 계산한 값들이다.

결론

벽의 상단모서리의 임피던스는 벽으로 인한 그늘 영역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단단한 표면의 모서리 

영역의 임피던스를 능동제어함을 통해서 넓은 주파수 

영역에 걸쳐서 벽의 근처 뿐 아니라 원거리 음장에서도 

이를 통한 높은 음장감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 임피던스의 능동제어를 통해서 회절 현상으로 인 

해 원통의 표면에 접해서 타고 넘어오는 소리 에너지의 

세기 (intensity) 는 전향, 저감된다. 능동제어를 이용하 

여 모서리 영역 표면의 음압을 최소화할 경우 표면상에 

서 적합한 제어 위치와 그 밖의 요구되는 요소들이 충 

족된다면 적은 규모의 간단한 제어시스템으로 passive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 그늘 영역 형성이 가능하며 저주 

파수에서도 효과가 높다. 이 논문에 소개된 수치해석적 

연구는 무향실내의 모델실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며 

그에 의한 결과는 [3][4] 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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