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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ise reduction performance of a passive facility is dependent on the its length or volume.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the larger the size of passive facility is, the better the noise reduction 
performance is. The sound directivity control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for the noise re-
duction without a passive fac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lange attached to inclined exit of the tube and sound directivity when the sound radiates from 
the tube to the outside. As a result, the sound radiated from flanged tube had weak sound directivity 
in the wide angle. Also as the flange was bigger, the sound pressure level was lower in the behind 
the flange. 

 1)

기 호 설 명

 : 플랜지 직경

  : 측정 거리

 : 임피던스관 직경

 : 플랜지 경사 각도

1. 서  론

덕트계 및 배관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피

동장치를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시키는 피동제어 방

식과 역위상의 음파를 발생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능동제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능동제어

방식은 가격이 비싸고 적용범위 또한 매우 제한적이

며, 피동제어방식은 피동장치를 부착 했을 때 장치

가 대형화 되는 문제점이 있다.[1~3] 

피동장치의 부착 없이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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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소음의 지향성을 제어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의 산업현장에서는 방사소음의 전파방

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직관이나 곡관출구를 경사처

리하거나, 관 출구에 플랜지를 부착한 사례가 있

다.[4,5] 이들 연구는 출구로 방사되는 펄스파 강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한편, 정상 불규칙 소음이 플랜지가 부착된 관 출

구로 전파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일부의 연구결과

만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 출구 

경사각과 관 출구에 부착된 플랜지 크기에 따른 지

향성 측정결과와 음향해석 결과의 비교고찰을 통하

여 플랜지 크기와 관 출구 경사각이 소음방사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 실  험

실험은 임피던스관의 출구에 경사진 관에 플랜지

를 부착하여 일정 반경에서 출구 경사별 음압레벨을 

측정하고 지향특성을 파악하였다. 음장해석은 FEM

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된 Comsol multiphysics 음

향해석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관 출구 경사각 및 플

랜지의 부착 유무에 변화를 주면서 음장을 해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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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지향성 측정을 위한 임피던스관과 마이

크로폰의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임피던스관은 직

경 80 , 길이 2,260 , 두께 5의 아크릴관

이며 출구 각도 변화에 따른 지향성 측정을 위해 출

구로부터 측정 위치의 마이크로폰 까지의 거리는 2

 , 마이크로폰의 각도는 15°간격으로 벌어지도록 

하였다. 관 출구의 각도는 0~60°까지 변화시켰다. 

Fig. 2 는 지향성 측정실험에 대한 두 가지 방향

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sound 

directivity measurement 

(a) A-A' direction (b) B-B' direction

Fig. 2 Sound directivity measurement 

direction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관 출구의 경사각도에 따른 AA'방향에서

의 지향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임피던스관 직경은 

80mm이며, 관 출구의 경사는 0 ~ 60°까지 변화하

였으며 측정위치는 출구로부터 반경 2m 거리로 하

였다. 그 결과 출구에서 방출되는 음파는 출구의 경

사면의 법선 방향으로 강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a)   = 0° (b)   = 30°

(c)   = 45° (d)   = 60°

Fig. 3 The effect of inclined angle of 

tube exit A-A' direction on the 

sound directivity

Fig. 4는 관 출구의 경사각도에 따른 BB'방향에서

의 지향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거리는 출구로

부터 2m거리에서 수행하였고 측정높이는 임피던스

관의 중심축과 같은 높이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BB'방향에 관해서는 모든 출구 각도 조건에서 임피

던스관의 축 방향으로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출구 경사가 0도인 경우에서는 다른 출구 각도 조건

과 비교하여 축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출구 각도가 0°인 

특성상 출구면의 방향이 임피던스 관의 축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Fig. 5는 관 출구의 경사각에 따른 지향성 음향해

석 결과이다. 임피던스관 직경은 80이며 관 출

구의 경사는 30°~60°로 변화하였다.  Fig. 5(a),(b)

에서 알 수 있듯이 Fig. 3의 결과와 같이 방출된 음

파는 출구 경사 방향으로 강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ig. 5(c),(d)는 출구로부터 2

거리에서의 음압레벨을 음향 해석 결과(1kHz)와 

실제 측정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대체 적으로 상당

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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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

(b)   = 30°

(c)   = 45°

Fig. 4 The effect of inclined angle of 

tube exit on the B-B' direction 

sound directivity

(a)   = 0° (b)   = 45°

(c)   = 0° (d)   = 45°

Fig. 5 Comparison between simulation 

and measurement

(a)  = 0 (b)  = 400

(c)  = 800 (d)  = 1200

Fig. 6 The effect of the diameter of 

flange on the sound directivity

Fig. 6은 플랜지를 관 출구에 부착하여 관 출구에

서 방출되는 음파의 지향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임

피던스관의 직경은 80이며 관 출구에 부착한 

플랜지의 직경은 0~1200이다. 그 결과 플랜지

의 직경이 커질수록 강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각도의 

범위가 넓어짐을 확인하였고, 플랜지 뒤쪽으로 음이 

회절 되는 현상이 플랜지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1. 플랜지를 부착하지 않고 관 출구의 경사각을 변

화시킨 경우는 관 출구에서 방사되는 음은 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강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다. 

2. 관 경사출구에 플랜지가 부착된 경우는 플랜지의 

직경이 커질수록 넓은 각도범위에서 약한 지향성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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