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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복잡한 음장을 지정된 구역에 정확히 형성하는 것은 음향 어레이를 이용한 응용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역 경계요소법을 원용한 음향홀로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음장의 특성을 

얻기 위한 음원 어레이의 필터 계수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음원 파악에 적용되는 음향 홀로그래피는 음장에서의 

음압을 측정하여 표면에서의 음원 특성을 재구성 하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음원 설계 문제에서는 목적하는 음장 특성이 

주어진 조건이 되며, 음원의 체적 속도는 이러한 음장을 얻기 위한 출력 신호가 된다. 설계 과정에 있어서 먼저 목표 음장의 

특성 제한 조건을 갖는 음장 데이터를 구성하고, 음원과 공간을 경계요소법으로 모델링 한 뒤, 소요되는 음원의 정보를 

역으로 유도한다. 예제로서 16개의 스피커를 갖는 어레이를 이용해 전방의 반은 평면파 전파, 나머지 반은 정숙공간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목표 음장을 구현 하였다.

핵심용어: 음향 홀로그래피, 역 문제적 접근, 음향 어레이, 음장 제어

투고분야: 음향신호처리 분야 (1.5), 건축음향 분야 (7.7)It is very difficult to form a desired complex sound field at a designated region precisely as an application of acoustic arrays, which is one of important objects of array systems. To solve the problem, a filter design method was suggested, which employed the concept of an inverse method using the acoustical holography based on the boundary element method. In the acoustical holography used for the source identification, the measured field data are employed to reconstruct the vibrcracoustic parameters on the source surface. In the analogous problem of source array design, the desired field data at some specific points in the sound field was set as constraints and the volume velocity at the surface points of the source plane became the source signal to satisfy the desired sound field. In the filter design, the constraints for the desired sound field are set, first. The array source and given space are modelled by the boundary elements. Then, the desired source parameters are inversely calculated in a way similar to the holographic source identification method. As a test example, a target field comprised of a quiet region and a plane wave propagation region was simultaneously realized by using the array with 16 loudspeakers.
Keywords' Acoustical holography, Inverse method, Source array, Rendering of sound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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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다수의 음원을 이용한 음장 제어 (soimd field control) 

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음자가 원하는 음장을 공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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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하드웨어에 의한 한계 때문 

에 두 개 혹은 4개의 제한된 수의 음원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5채널 이상의 멀티채널 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많게는 수십 개에 이르는 음원을 이용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상업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1]. 이러한 

다채널 음장 제어 시스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Ambisonic 

과 WFS {Wave Field Synthesis)를 들 수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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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가상의 음원을 모델 

링 하는 방법으로 재생하는 음장과 음원이 존재했던 음 

장의 차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상 음원 방법 (image 

source method) [4]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보정 [5]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음원의 모델링에 기반한 방법과 다르게 공간에 

서의 음압 정보에 기초한 방법은 공간에서의 음향특성 

변화를 근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 

며 능동 소음 제어와 같이 특정한 형태의 음장 (무음 공 

간)에 대해 최적화된 방법으로 발전하여왔다. 여기에서 

발전된 형태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특정형태의 음장 

을 재현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6],

만일 원하는 음장에 대한 음압 분포를 알 수 있고 음향 

신호의 전달 경로를 모델링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음원의 

응답을 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역 문제 

적 접근 방법 (inverse approach)은 음향 홀로그래피와 

같은 음원 재구성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구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음원 재구성 문제에서는 측정을 통해 공 

간에서의 음압 분포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음원 특성을 

역으로 도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역 접 

근 방법을 이용한 음원 설계 문제에서는 청음자 (listener) 

의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가상의 음압 분포가 측정 

데이터를 대신하게 된다. 인간의 청감은 복잡한 다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몇 가지의 한정된 인자에 

의해 청음자의 주관적 요구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기술의 한계를 고려한 목표 

음장은 객관적인 구체적 형태로 주어져서 청음자의 요구 

를 근사적으로 반영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청음자의 요 

구가 반영된 주파수 응답의 형태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면, 역 문제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음원의 설계인자를 도 

출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음자가 원하는 음장을 

얻기 위한 음향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구성하 

였다 이를 위해 음원 재구성 방법을 원용한 역 접근 방법 

에 의하여 음원을 설계 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표 이론적 배경

2.1. 역 경계 요소법에 의항 음향 홀로그래피 [7~9]

균일한 매질을 갖는 음장 내에서의 음향 전파는 다음 

식과 같이 특정 체적 내에서 Green 함수에 의해 유도되는 

Kirchhoff-Helmholtz 적분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c(rMr)=f 氾) 繹쁘顷。)
s, L 3n(r0) an(r0) J (1)

이 때, r은 공간좌표, r°는 경계면 & 위 점의 좌표를 의미 

하며 c(r)은 입체각 (solid angle), p(r)은 공간에서의 음 

압, G(r, r°)은 Green함수 (Green function), n은 단위 

법선 벡터 (unit normal vector)를 의미한다. 식 ⑴은 이 

산화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행렬식의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D，P，= Msvs, pf = DfPs + Mfvs. (2, 3)

이 때, Ps와 Fs는 경계 면에서의 음압 (sound pressure)과 

속도 (particle velocity)를 의미하며, 由는 영역 내부에서 

의 음압, 力s와 肱는 경계면에서의 단극 (monopole) 및 

쌍극 (dipole) 행렬을 나타내며, 와 M는 영 역 내부에 

서의 단극 및 쌍극 행렬을 나타낸다. 식 ⑵는 선택 영역 

표면에서의 음압과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며, 식 ⑶은 영 

역 내부에서의 음압과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식 ⑵ 

를 식 ⑶에 대입하여 표면에서의 속도에 의한 공간에서 

의 음압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Pf =(力*「机+加三. ⑷

여기서, G，는 영역 내에서의 진동음향 전달 행렬 (vibrb 

acoustic transfer function)을 의미한다. 음원에 관한 정 

보를 얻기 위해서는 企의 역행렬을 취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G는 정방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역 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소 자승해 (leasirsquare solution) 와 

특이 치 분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하게 된다:

", =(Gf이=(G)p/ (5)

여기서 ((%)*는 G%의 유사 역행렬 (pseudcrinverse matrix) 

를 의미하며 연산자 H 는 Hermitian 변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렬 4는 企의 특이치로 구성된 대각행렬이며, 

久와 %는 특이치 벡터로 구성된 행렬이다.

2.2. 음원 설계 문제에 대한 기술

2.1 장의 식 ⑸는 음원 설계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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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하는 음장의 특성은 

특정점에서의 음압으로 주어지기 보다, 충격응답 (impulse 

response) 혹은 주파수 응답 (frequency response) 의 분포 

로 주어지게 된다. 또, 음원의 특성 역시 표면에서의 속도 

가 아닌 음원 신호에 적용될 필터가 되어야 한다.

앞 절에서 구한 식 ⑸에서, 원하는 음장을 구현하기 위해 

음원에 적용되어야 할 필터 계수를라고 하였을 때, 

각 음원에 동일한 크기의 단위 신호 皿이 주어졌다고 하 

면 음원의 표면 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6)

만일 특정 지점에서의 목표응답을 瓦呻이라고 하면, F1 

에 의해 발생 되는 음압은 다음과 같다:

Ptargel, 1 target^} (7)

식 ⑹과 ⑺에 의하여 식 ⑸은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하는 음장을 얻기 위한 필터를 

유도할 수 있다:

4%=(Gj 瓦/ , (8a)

AF Htarget . (8b)

기본적으로 식 (8b)는 식 ⑸와 동일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무차원화 된 설계인자에 맞추어 표현을 변형한 

식이다.

III. 음원 설계

3.1. 음원 설계 과정

역 경계요소법에 의한 음향 홀로그래피 방법을 이용하 

여 음원을 설계하는 과정은 크게 세가지 단계로 구분된 

다. 첫 번째 단계로 목표 음장을 정의하여야 한다. 이 과 

정은 일반적인 음원 재구성 문제에서 측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음원 설계 문제에서는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음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타당한 형태의 값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은 측정값을 이 

용한 방법과 이론식을 이용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측정값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수한 음향 조건을 갖 

거나 혹은 재현하고자 하는 공간의 음향특성을 실제로 

측정하여 음장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 이다. 예를 들어 

음향특성이 잘 조정된 청음실의 좋은 자리의 주파수 혹은 

충격응답을 청자가 위치하는 모든 영역에서 얻어지도록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을 이용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타당한 분포를 얻을 수 있고 특정한 

장소의 음향특성을 모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지만, 영역이 넓을 경우에 측정에 많은 노력이 소요 

되며, 청자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이론적 계산을 이용하여 가상의 음 

장 분포를 구성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 

목표 음장을 구성할 수 있고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 

으나 실제 청자가 느낄 청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 어렵 

다는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 단계로서 공간과 음원을 경계요소 모델로 모델 

링 한다. 기존의 음장 제어 방법에서는 음원을 단순한 이 

상적 음원 (simple source)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에, 라우드 스피커가 반사체 혹은 산란체로서 음장에 미 

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계 요소법을 이 

용하면 음원의 기하학적 형상과 방향성 역시 모델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로서 경계 요소법에 따른 계산에 의해 음 

원과 공간점의 전달함수를 구한 후 식 ⑸ 혹은 ⑻를 이 

용하여 음원 제어기 필터 계수를 유도한다. 일반적인 소 

음 문제에서는 음장에서의 음압을 측정할 때 잡음 성분이 

포함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규화 과정이 적용된다. 그 

러나 첫 번째 단계에서 이론식을 이용하여 목표 음장을 

구성하였다면, 음장 데이터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 될 수 있다.

3.2. 시뮬레이션 예제

실행 예제로서, 제어용 음원 전방에 놓인 음장에서 일 

부의 영역에는 평면파가 전파되고 인접한 일부 영 역에는 

음압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필터 

를 설계하였다. 그림 1은 500 Hz에 대하여 구성된 목표 

음장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준다. 공간내에 평면파가 y 방 

향으로 진행 될 때 음향 전파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p(y,a» = Ae5e抑. ⑼

이 때, k는 파수 (wave number僵, 屮는 음원에 대한 

상대적 위상을 의미한다. 음장 데이터의 좌표는 그림 1과 



역 경계요소법에 기초한 음향 홀로그래피 개념에 따른 음원 어레이 설계 263

같이 영역 전체에서 0.2 m 간격으로 선택하였으며, 총 

231개의 음장 점이 사&되었고, 상대적 위상은 없다고 가 

정하였다.

음원은 높이, 너비, 깊이가 각각 0.1 m이고 정면 중앙 

에 0.075 이의 진동판을 갖는 16개의 라우드스피커를 가

0 5 1 1 5 2
x(m)

그림 1. 500 Hz에서의 목표 음장과 선택 점의 좌표3)

Fig. 1, Distribution of target field pressure and coordinates 

of selected points (•) at 500 H乙

(a)

정하였다. 그림 2(a)는 음원 어레이의 경계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b)는 한 개의 음원을 모델링 한 

것이다. 한 개의 음원은 64개의 삼각형 요소로 모델링 

하였고, 요소의 가장 긴 변은 0.057 m로, 이 때 모델의 

주파수 싱한은 1 k田이다 (X/6 기준 적용). 가진점은 진 

동판의 중심에 위치하는 절점으로 하였으며, 다른 부분 

들은 강체 (rigid body)로 가정하였다.

그림 3은 목표 음장과 설계된 음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압의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목표 음장의 

형태를 잘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음압 분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영역 (평면파와 무음영역의 경계)에 

서는 읍압의 변화 경향이 목표 음장에 비해 서서히 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주파수에 따른 목표 음장 

과 얻어진 음장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차는 다 

음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Error (%) - 1以---------- x 100. (%)

£成诲』 (10)

!1 = \

그림 2 음원의 경계요소 모델: (a) 전체 어레이 시스템의 경계 요소 모델, (b) 단일 음원의 경계 요소 모델 

Fig. 2. Boundary 영이Teit mod이s： (a) whole array system, (b) singl얀 so니「ce of the array.

4

(a)

그림 3. 목표 음장 (좌측)과 설계된 음원 (우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압의 분포: (a) 100 Hz, (b) 400 Hz, (c) 700 Hz, (d) 1000 Hz 

Fig. 3. Comparison of target field (left column) and sound field generated by designed source array (right column) at： (a) 100 Hz, 

(b) 400 Hz, (c) 700 Hz, (d) 1000 Hz.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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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목표 음장 좌측)과 설계된 음원 (우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압의 분포: (a) 100 Hz, (b) 400 Hz, (c) 700 Hz, (d) 1000 Hz 

Fig. 3. Comparison of target field (left column) and sound field generated by designed source array (right column) at： (a) 100 Hz,

(b) 400 Hz, (c) 700 Hz, (d) 10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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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목표 음장과 구현된 음장 간의 오차

Fig, 4. Error of generated sound field compared to the 

target sound field. 

여기서 N은 공간에서의 음장점 개수를 의미하며 Ptarget,n 

은 刀번째 점에서의 목표 음압 응답, P5.n은 그 점에서 

얻어진 음압 응답을 의미한다. 그림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경계 요소 모델의 주파수 상 

한과 음원 간의 간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3. 선택 영역에 따른 오차의 변화

앞 절에서의 예제와 같이 이론식에 기반한 가상 데이터 

를 음장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음장 점의 수에 크게 구애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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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500 Hz에서의 목표 음장과 선택 제어점의 좌표 (•)： (a) 음원과 가까운 한 변을 선태 (b) 대상 음장을 둘러 싸는 주변점들을 선택 

Fig. 5. Distribution of the target field pressure and the coordinates of selected control points (•) at 500 Hz： (a) frontal points, 

(b) peripheral points.

(a)

그림 6. 그림 5에 표시된 관측 제어점을 이용하여 설계된 음원으로 구현된 음장의 분포 (좌측 그림은 5(a)와 비교, 우측 그림은 5(b)와 

비교): (a) 100 Hz, (b) 400 Hz, (c) 700 Hz, (d) 1000 Hz

Fig. 6. Comparison of sound field generated by designed source array using the selected observation points in Fig. 5(a) (left 

column) and Fig. 5(b) (right column) at： (a) 100 Hz, (b) 400 Hz, (c) 700 Hz, (d) 1000 Hz. (continue).

수의 측정점으로 높은 정확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Ise 

[10]는 목표로 하는 영역내에 원하는 음장을 형성시키기 

위해 해당 영역을 닫힌 공간의 형태로 간주한 후 그 경계 

에서 음압 조건을 맞추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개념이 

본 연구의 방법에 의해 구현되지를 검토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음장 점을 선택하였다. 그림 

5(a)는 음원에서 목표 영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제어 대 

상점을 직선의 형태로 선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5(b)는 제어 대상점이 선택영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선택 점간의 간격의 앞 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2 m로 

하였다.

그림 6은 위의 그림 5의 선택 점을 이용하여 설계된 

제어기 필터로 구현된 음장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에 보 

여지는 것이 그림 5(a)의 선택 점들을 이용한 경우이며, 

우측에 나타난 것이 그림 5(b)와 같이 선택한 점들을 이용 

한 경우이다. 그림 5(a)와 같이 선택된 점들을 이용한 경 

우 평면파 구현과 정숙공간 구현 양쪽모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그림 5(b)와 같이 목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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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림 5에 표시된 관측 제어점을 이용하여 설계된 음원으로 구현된 음장의 분포 좌측 그림은 5(a)와 비고 우측 그림은 5(b)와 

비교): (a) 100 녀乙 (b) 400 Hz, (c) 700 Hz, (d) 1000 Hz

Fig. 6. Comparison of sound fi이d g연ne「aied by designed sowc뎐 array using the selected observation points in Fig. 5(a) (left 

g더umn) and Fig. 5(b) (right column) at- (a) 100 Hz, (b) 400 Hz, fc) 700 Hz, (d) 1000 H乙

10

F「e 이 uenGy (Hz)

그림 7 목표 음장과 구현된 음장 간의 오차: —■一，목표제어 영역 

의 한 변을 선택한 경우; • -, 영역 경계 전체를 선택한 

경우 ▲ , 영역 내부 전체에서 균일하게 선택한 경우

Fig. 7. Error of gmerat^i sound field cornered to the target 

sound fmid： 一 ■—, using selected field p미개s by the 

frontal edge； selected by the wh이e peripheral 

boundary; , uniformly selected in the 湖!히e 

domain area.

영역의 경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목표 음장을 유사하게 구현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에 보인 바와 같이 각 경우의 오차를 살펴보면 이러 

한 경향을 더욱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경계면 만을 선택 

하여 설계 했을 때에 비하여 영역 전체의 점들을 이용했 

을 경우 최대 18 %까지 오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선택한 점의 개수는 60개에서 231개로 증가하 

게 된다. 만일 3차원 영역에 대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사용되는 음장 점의 개수 차이는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계면 만을 이용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IV•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원 재구성 방법에서 시영되는 경계요 

소법에 의한 음향 홀로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음장을 구현하기 위한 음원 어레이를 설계하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음원 재구성 문제와 목표 음장 

을 얻기 위한 음원 설계 문제는 음장 데이터에서 음원 

정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음원 설계과정은 목표 음장의 설정, 공간과 음원의 

경계 요소 모델링, 목표 음장을 얻기 위한 제어기 유도의 

세 단계로 구성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16개의 라우드스피커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음장을 

구현하는 모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목표 음장을 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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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 

법은 공간의 음향학적 모사나 가상 청음환경 구현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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