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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855년 독일의 생리학자 헬름홀츠(1)가 복합음에서 

단일음을 분리해 내기 위해 고안한 헬름홀츠 공명기

(Helmholtz Resonator)는 덕트(Duct) 내의 유동 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계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9)

 

일반적으로 공명기는 상당히 큰 부피를 가지는 공동

(Cavity)과 목(Neck)으로 구성되는데, 공동과 목의 기

하학적인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공명 주파수

(Resonant frequency)를 덕트의 소음 주파수에 일치시

켜서 협대역(Narrow band) 소음을 줄이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오고 있다.
(10,11)

 이런 공명기의 소음 저감 

능력은 주파수 영역에서 얻어지는 투과 손실 곡선

(Transmission loss curve)으로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소

음 저감을 위해서는 투과 손실 곡선의 피크 주파수

Key Words: Resonator Design(공명기 설계), Geometry Uncertainties(형상 불확실성), Transmission Loss(투과 손

실), Shape Parameter(형상 계수), Resonant Frequency(공명 주파수), Peak Frequency(피크 주파수) 

 

초록: 공명기의 공명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관계식을 수

치적인 방법으로 얻는다. 그 전통적인 공식은 단순함 때문에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덕트 

소음 저감용 공명기의 공동과 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산업 현장에서는 

그 공식이 갖는 형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 공명기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추가 근사식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목과 공동의 형상 계수를 정의하고, 공명기의 투과 손실 곡선 상의 피크 주파수와 계산식의 공명 주파

수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사용하여 형상 계수들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관계식의 유

효성을 수치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Abstract: An additional relationship equation is numerically obtained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conventional 

equation for obtaining the resonant frequency of a resonator. Although the conventional equation is widely used in 

industry because of its simplicity, it does not provide enough information on the cavity or the neck of the resonator for 

noise reduction in a duct. Resonator designers have difficulty implementing resonator design owing to the uncertainty 

in geometry presented by the well-known formula for determining the resonant frequency.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work determines an approximate equation using results of numerical calculation. To this end, shape parameters of 

the neck and cavity of a resonator are defined, and an equation describ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derived by 

adjusting the peak frequency in the transmission loss curve of a resonator to its resonant frequency. The application and 

validity of the derived equation are investigated in a numerical simulation and an acoustic experime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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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음 주파수와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 투과 손실 곡선 상의 피크 주파수, 소

음 주파수가 일치하도록 공명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헬름홀츠가 제시한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 계산식

(2.1 절의 식 (1)참조)을 살펴보면, 공명 주파수는 공

동의 부피(
cV ), 목의 단면적(

nS )과 길이(
nh )에 의해서 

결정된다.
(9)
 계산식의 단순함 때문에 기초 설계 단계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소음 주파수와 동일한 공명 주파수를 

만족하는 공동의 부피, 목의 단면적과 길이의 조합

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 중 한 개의 조합을 선

택하여 설계한다 하더라도 투과 손실 곡선의 피크 

주파수가 공명 주파수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공명 주파수 공식(식 2.1 절의 식 (1)참조)이 

간과한 목과 공동의 기하학적인 정보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즉, 헬름홀츠의 공명 주파수 계산식은 형상

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주파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론 공명 주파수 계산식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

이 계속 되어오고 있다. Alster
(12)는 목 내의 유체의 

움직임을 고려한 공명 주파수 공식을 제시하고 실

험적으로 입증하였으며. Chanaud
(13,14)는 원기둥 공

동을 갖는 헬름홀츠 공명기의 새로운 목(Neck) 보

정길이를 제시하였다. Kim 등(15)은 불안정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의 형상과 공동의 개수가 헬름

홀츠 공명기의 음향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고, Tang
(16)은 단면이 점점 좁아지는 목을 가진 

헬름홀츠 공명기의 음향 임피던스와 흡음 계수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weon 등(17)은 공동

의 형상 변화에 따른 헬름홀츠 공명기 내부에서 

충격파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보정

된 공명 주파수 계산식은 공명기가 덕트에 실제 

장착되었을 때의 투과 손실 특성과 함께 살펴볼 

때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로 발전될 수 있다. 

단일 공명기에 대해 앞서 진행된 연구들은 두 개 

이상의 공명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확장되었다. 

Dan 등(18)은 부피나 목의 길이가 바뀔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공명기를 여러 개 사용하

는 연구에 적용하였다. Xu 등(19)은 이중 헬름홀츠 공

명기의 흡음 성능을 연구하였고, Tang 등(20)은 부가 

공동(Additional cavity)이 연결된 공명기의 흡음 성능

을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다. Li 등(21)은 부피가 큰 음

향 공동과 헬름홀츠 공명기 배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Kim 등(22)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흡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명기 배열에 대한 연

구를 하였으며, Park 등(23)은 기존의 음향 공동과 헬

름홀츠 공명기 배열의 음향 연성 문제를 적분방정식

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헬름홀츠의 공명 주파수 계산식이 

가진 형상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추가 관계식을 유

한 요소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유도하고자 한다. 

즉, 헬름홀츠가 사용한 주파수 공식(식 (1) 참조)에 

의해 계산된 공명주파수(
rf )가 투과 손실의 피크 

주파수(
pf
)와 일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관계

식을 수치적인 방법으로 유도 한다. 이를 위해, 목

과 공동의 형상 계수를 각각 정의하고, 이들 사이

의 관계를 나타내는 간단한 근사식을 구한다. 다양

한 형상의 공명기의 투과 손실 값(Transmission loss 

value)을 계산하기 위해 COMSOL Multiphyscis 4.2a

를 사용하고, MATLAB 을 사용하여 근사식을 얻는

다. 얻어진 근사식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근사

식과 공명 주파수 계산식을 이용하여 설계된 공명

기를 아크릴로 제작하여 음향 실험을 수행하였다.  

2. 공명기 설계 문제 

2.1 해석 모델과 공명 주파수 

공명기가 장착된 음향 해석 시스템은 Fig. 1 과 

같이 덕트(Duct), 목(Neck), 공동(Cavity)으로 구성

된다. 일반적으로 형상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

나 본 연구에서는 제작 가능성과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적절히 가정한다. 덕트의 단면

은 정사각형으로 가정하고, 한 변의 길이를 
dh 로, 

단면적을 
dS 로, 덕트의 총 길이는 a로 나타낸다. 

목과 공동의 단면도 정사각형으로 가정하고, 높이, 

단면적, 부피를 각각 
nh 와 

ch , 
nS 와 

cS , 
nV 와 

cV

로 나타낸다. 하첨자 ‘n’은 목(Neck)을, ‘c’는 공동

(Cavity)을 나타낸다. Fig. 1 에서 
tf 는 덕트에 유입

되는 유동의 주된 소음 주파수를 나타낸다.  

 

a

dh

dh

nh

ch

cS

nS

dS

Neck

Cavity

Duct

 
Fig. 1 Helmholtz resonator connected to the duct 



형상 정보를 고려한 덕트 소음 저감용 헬름홀츠 공명기 설계: 추가 관계식과 실험 

   

 

461 

 
( )nnc

n
r

hhV

Sc
f

∆+
=

π2
, 

π
n

n

S
h 7.1=∆  (1) 

 

헬름홀츠가 사용한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 공식

(식 (1) 참조)은 공동의 부피(
cV ), 목의 단면적(

nS )

과 보정된 유효 길이(
nn hh ∆+ )로 계산된다.

(24)
 식 

(1)에서 c는 음속을 나타낸다. 헬름홀츠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
rf )가 소음 주파수(

tf )에 일치하도록 

nh 과 
nS 을 설정하면 

cV 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

러나, 공동의 단면적(
cS )과 공동의 높이(

ch )를 결

정하지 못하는 형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는 공동의 단면적(
cS )과 공동의 높이(

ch )를 

결정하는 추가 관계식을 공명기의 투과 손실 곡선

의 피크 주파수(
pf )가 소음 주파수(

tf )와 일치하

여야 한다는 요구 조건으로부터 얻고자 한다. 

2.2 형상 계수와 관계식 유도 전략 

먼저 공동과 목의 형상 계수(Geometry parameter)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의 높이(
ch
)와 단면

적(
cS )의 비를 공동의 형상 계수(

ccc Shα /= )로, 목의 

높이(
nh
)와 단면적(

nS )의 비를 목의 형상 계수

)/=( nnn Shα 로 정의한다. 공동과 목의 부피와 두 

형상 계수가 정해지면, 공동의 높이와 단면적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물론, 식 (1)을 만족하는 
cα

와 
nα
의 쌍은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다. 그 여러 

쌍 중에서 투과 손실 곡선의 피크 주파수(
pf
)가 

소음 주파수(
tf )와 일치하는 쌍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한다.  

방법 1: 정해진 목의 부피 )( nV 에 대한, 목의 형상 

계수 )( nα 와 공동의 형상 계수 )( cα 의 관계식 유도 

방법 2: 정해진 목의 형상 계수 )( nα 에 대한, 목의 

부피 )( nV 와 공동의 형상 계수 )( cα 의 관계식 유도 

3. 추가 관계식  

목과 공동의 구체적인 형상 정보를 제시하는 추

가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방법 1 에서는, 

( )nnn hSV ⋅= 을 먼저 고정하고 
nα )/( nn Sh= 을 선택

하면, 그에 따른 ( )ccc hSV ⋅= 는 식 (1)에서 정해진

다. 그리고, 투과 손실 곡선의 피크 주파수(
pf
)가 

소음 주파수(
tf )와 일치하는 

cα 를 음향 해석을 통

해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nα 와 

cα 의 쌍들에 대

해 대해 곡선 일치법(Curve-fitting method)을 적용

하여 근사식을 구한다. 방법 2 에서는, 
nα 을 먼저 

고정하고 
nV  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cV 는 식 (1)

에서 정해진다. 그리고, 투과 손실 곡선의 피크 주

파수(
pf )를 소음 주파수(

tf )에 일치시키는 
cα 를 

음향 해석을 통해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nV 와 

cα

의 쌍들에 대해 곡선 일치법(Curve-fitting method)

을 적용하여 근사식을 구한다.  

위 두 가지 방법을 Fig. 1 의 음향 시스템에 적용할 

때, 정사각형인 덕트 단면(
dS )의 한 변(

dh )은 0.04 m

이고, 덕트의 길이(a )는 1 m이며, 소음 주파수(
tf )는 

300 Hz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공명기의 투과 손

실 값은 COMSOL Multiphyscis 4.2a 의 Acoustics 모듈

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투과 손실 곡선의 피크 주파

수(
pf )가 소음 주파수(

tf )와 일치시키는 
cα 를 찾기 

위해, 
cα 를 0.1 단위로 변경하며 반복 계산하였고, 

최적값 
cα 는 Hz1.0≤- pt ff 를 만족하도록 하였다. 

3.1 방법 1 

5 가지 목의 부피(
*

nn VV γ= , 3
dn hV =* , =γ 0.6, 0.8, 

1.0, 1.2, 1.4)와 8가지 
nα 값 ( =nα 175, 155, 135, 115, 

95, 75, 55, 35)으로 구성된 40개 (
nV ,

nα )쌍 각각에 

대한 최적의 
cα 를 구했다. Fig. 2 는, *

8.0 nn VV ×= , 

55=nα , 7.58=cα , 3109.3 mVc
-4×= 인 헬름홀츠 

공명기의 투과 손실 곡선과 음압 분포를 나타낸다. 

투과 손실 계산에는 식 (2)를 사용하였다. 식 (2)

에서 
iπ 와 

tπ 는 각각 입사파와 투과파의 음향 파

워이고, 덕트의 오른쪽 끝에는 무반사(Anechoic 

termination)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ip 는 Fig. 1 의 

왼쪽 입구로 들어오는 입사파이고, 
tp 는 오른쪽 

출구로 나가는 투과파이며, ρ 는 음향 매질의 밀

도이다. 

=TL
cρp

cρp

π

π

t

i

t

i

2/

2/
log10=log10 2

2

1010    (2) 

 

계산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유한 요소 

모델의 메쉬(Mesh)는 충분히 작게 생성하였다. 8

개의 
nα 값에 대한, *

8.0 nn VV ×= 와 *
4.1 nn VV ×= 경우

에 대하여 각각 구한 최적의 cα 를 구하여 Table 1

에 나타내었다. 투과 손실 곡선의 피크 주파수와 

소음 주파수의 차이가 0.1 Hz 이하를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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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mission loss curve 

 
(b) Acoustic pressure distribution at Hz300=tf  

Fig. 2 Results of acoustical analysis on the Helmholtz 
resonator for *

×8.0= nn VV , 55=nα , 7.58=cα  
3109.3 mVc

-4×=  

 

하는 기준을 사용하였기에, 
cα  값이 한 개의 값이 

아니라 범위로 나타내어진다. *
4.1 nn VV ×= 경우에, 

175,155,135=nα 일 때, Hz1.0≤- pt ff 를 만족하는 

cα 가 존재하지 않았다. 각 경우에 구한 
nα 와 

cα

의 관계를 Fig. 3(a)와 Fig. 3(b)에 도시하였다. 각 

nα 에 대한 
cα 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표시하였고, 

중간값을 이용하여 
cα 와 

nα 의 관계를 나타내는 

근사식(식 (3)참조)을 얻었다. 근사식의 계수는 

Table 2 에 정리하였다. 나머지 3 개의 목의 부피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 식 (3)의 계수

(
1k ~

7k )를 얻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nα 이 증가

하면, 
cα 는 감소하였다. 즉, 목의 부피가 일정할 

때, 목의 단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질수록 공동의 

높이는 단면적에 비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즉, 

긴 목과 납작한 공동 또는 납작한 목과 긴 목의 

조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1

6

2

5

3

4

4

3

5

2

6

1

kkkk

kkk

nnn

nnnc

++++

++=

ααα

αααα
   (3) 

Table 1 Values of 
cα  depending on 

nα  obtained by 

using Method 1 for *
8.0 nn VV ×=  and *4.1 nn VV ×=  

respectively  

nα  
cα  

*
8.0 nn VV ×=  *4.1 nn VV ×=  

175 8.1~9.4 - 

155 25.9~27.2 - 

135 37.6~39 - 

115 46~47 17.5~17.9 

95 53.1~53.7 33.6~34.6 

75 57.6~58.1 44.3~45.1 

55 58.4~59 50.1~50.6 

35 56.6~56.9 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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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1= nn VV  

 

Fig. 3 Approximate curves obtained by using the data in 
Table 1 

 

3.2 방법 2 

방법 2 에서는 먼저 결정한 각각의 
nα 에 대하여, 

nV 와 cα 의 추가 관계식(Additional approximate 



형상 정보를 고려한 덕트 소음 저감용 헬름홀츠 공명기 설계: 추가 관계식과 실험 

   

 

463 

Table 2 Coefficients of the approximate equation in Eq. 
(3) for *

8.0 nn VV ×=  and *4.1 nn VV ×=  

 
*

8.0 nn VV ×=  
*4.1 nn VV ×=  

1k  1110534.5 −×  0 

2k  810811.3 −×−  0 

3k  510022.1 −×  0 

4k  001357.0−  510979.1 −×−  

5k  08989.0  310663.1 −×−  

6k  737.2−  1851.0  

7k  17.87  5.48  

 

Table 3 Values of 
cα  depending on 

nV
  obtained by 

using Method 2 for 35=nα
 and 55=nα

, 

respectively 

nV ( 3m ) 
cα  

35=nα  55=nα  

51084.3 −×  4.59~2.59  7.62~1.62  

51012.5 −×  9.56~6.56  59~4.58  

5104.6 −×  6.54~3.54  56~6.55  

51068.7 −×  2.53~9.52  1.53~7.52  

51096.8 −×  2.52~52  6.50~1.50  

 
equation)들을 구한다. 방법 1 에서와 마찬가지로 

40 개 (
nV ,

nα )쌍 각각에 대한 최적의 
cα 를 구한다. 

5 개의 
nV 값에 대한, 35=nα 와 55=nα 경우에 대

하여 각각 구한 최적의 cα 의 범위를 Table 3 에 나

타내었다. 각 경우에 구한 
nV 와 

cα 의 관계를 Fig. 

4(a)와 Fig. 4(b)에 도시하였다. 각 
nα 에 대한 

cα 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표시하였고, 중간값을 이용하

여 nV 와 cα 의 관계를 나타내는 근사식(식 (4)참

조)을 얻었다. 근사식의 계수는 Table 4 에 정리하

였다. 나머지 6 개의 
nα 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 근사식의 계수(
1q ~

4q )를 얻을 수 있었

다. 전반적으로 
nV 이 증가하면, 

cα 는 감소하였다. 

즉, 목의 높이와 단면적의 비가 일정할 때, 목의 

부피가 증가할 수록, 공동의 높이는 단면적에 비

하여 작아짐을 알 수 있다.  

43

2

2

3

1 qVqVqVq nnnc +++=α      (4) 

Table 4 Coefficients of the approximate equation in Eq. 
(4) for 35=nα  and 55=nα  

 35=nα  55=nα  

1q  1210×947.7  -
1310×788.1  

2q  810616.2 ×  
910436.4 ×  

3q  -
510×77.2  -

510×717.5  

4q  12.69  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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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pproximate curves obtained by using the data in 
Table 3 

4. 도출된 추가 관계식 검증 

4.1 소음 주파수 변화  

목표 소음 주파수( tf )가  변경될 때, 소음 주파

수 300 Hz 에 대해 얻어진 결과(Table 2 와 4)의 유

효성을 살펴본다. 방법 1 에서 얻은 근사식(식(3))

을 이용하여, 목의 부피( nV )가 
*
nV×8.0 이고, 목

의 형상 계수( nα )가 40 일 때 얻은 cα 는 57.2 이

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소음 주파수가 200 Hz 와 

500 Hz 일 때에 계산된 투과 손실 피크 주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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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99.1 Hz(오차율 0.45%)와 498.8 Hz(오차율 

0.24%)였다. 또한, 목표 주파수와 nα 의 변화에 따

른 오차율을 살펴보기 위해, Hz150=tf 와 

Hz600=tf 일 때 3 개의 nα 값에 대한 오차율을 

Table 5 에 정리하였다. 목표 소음 주파수가 300 Hz

에서 멀어질수록 300 Hz 보다 오차율이 증가하였

으나, nα 값이 작을수록 오차율이 대체로 감소하

였다. 식 (1)이 유도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식 

(5) 참조)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 (5)에서 

λ 는 주파수( f )에 반비례하는 파장이다: 

fc /=λ . nα 이 커지면 nh 이 커지게 되는데, 지

나치게 증가할 경우 식 (5a)의 조건을 위배하게 

될 수 있다. 반대로 nα 이 아주 작아지면 지나치

게 
nS 이 커져서 식 (5b)의 조건을 완벽히 만족시

킬 수 없다. 다만, 
nh 은 직접 λ 와 비교되지만 

nS

의 제곱근을 취하여 λ 와 비교되기 때문에, f 의 

증가로 인해 λ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낮은 

nα  값에 대해 구한 
cα 값을 사용하면 오차율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Difference between the target noise frequency 
(

tf ) and the peak frequency (
pf ) of the 

transmission loss curve   

tf  nα  Error (%) 

150Hz 

35 1.47 % 

95 1.00 % 

175 3.13 % 

600Hz 

35 0.63 % 

95 6.12 % 

175 12.47 % 

 

Table 6 Difference between the target noise frequency 
and the peak frequency of the transmission loss 
curve 

nα  nV  Error rate 

35 

*
×6.0 nV  0.34% 

*
×0.1 nV  0.42% 

*
×4.1 nV  1.22% 

75 

*
×6.0 nV  1.5% 

*
×0.1 nV  3.3% 

*
×4.1 nV  5.02% 

λ<<nh    (5a) 

λ<<nS    (5b) 

λ<<nV
3

   (5c) 

 

또한, 방법 2 에서 구한 근사식(식 (4))과 Table 4 를 

소음 주파수가 100Hz 와 400Hz 인 경우에 적용해 보

았다. 
nα 값이 55 이고, *

nn VV γ= ( 8.0=γ )일 때, 공

동의 형상 계수(
cα )는 1.59  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

여 계산한 투과 손실 피크 주파수는 각각 98.8 Hz (오

차율 1.2%) 와 398.4Hz (오차율 0.4%)였다. 
nV 과 오차

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소음 주파수를 500Hz 이

고 nα 값이 각각 35, 75 일 때에 
nV 에 따른 오차율을 

Table 6 에 정리하였다. 
nV 이 줄어들수록 오차율이 줄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nV 이 줄어들

면, 식 (5c)의 조건을 좀 더 잘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방법 2 를 사용하여 공명기를 설계할 때, 

되도록 작은 부피를 갖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4.2 공동, 목, 덕트의 단면적 변화 

Tables 2 와 4 는 방법 1 과 방법 2 를 목, 공동, 

덕트의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음향 시스템에 적

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본 절에서는 앞서 구한 결

과가 원형 단면의 목, 공동, 덕트에 적용할 수 있

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Fig. 5 에 나타낸 3 개의 

해석 모델을 사용한다. Fig. 1 과 비교할 때, Fig. 

5(a)에서는 목의 단면만 원형으로, Fig. 5(b)에서는 

공동의 단면만 원형으로, Fig. 5(c)에서는 덕트의 단

면만 원형으로 변경되었다. 방법 1 을 이용하여 얻

은 근사식(식 (3))과 Table 2 를 기반으로 Fig. 5 의 

해석 모델에 대한 음향 해석을 수행하여 투과 손

실 피크 주파수를 얻는다.  

소음 주파수가 300 Hz 이고, 목의 부피와 형상

계수가 각각 *
×8.0= nn VV 와 35=nα 일 때, 근사식

을 사용하여 얻은 
cα 는 56.7 이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피크 주파수와 소음 주파수의 오차율을 

Table 7 에 정리하였다. 목과 공동의 단면의 변화에 

따른 오차율은 0.1 % 내외이지만, 덕트 단면의 변

화는 좀 더 큰 오차(오차율 3.9%)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
×8.0= nn VV 와 115=nα 일 때 얻은 근사식의 

계수를 Fig. 5(c)에 적용할 경우에는 그 오차가 

1.07%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Fig. 6 에 나타낸 덕트의 원형 단면과 직사각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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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사각형 옆면이 겹치는 영역(Overlap region)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해석 모델 Fig. 5(a)와 Fig. 

5(b)에는 존재하지 않는 겹치는 부분 때문에, 해석  

 

 
(a) Helmholtz resonator of the cylindrical neck and 

square pillar cavity connected to the square pillar 
duct 

 
(b) Helmholtz resonator of the square pillar neck and 

cylindrical cavity connected to the square pillar duct 

 
(c) Helmholtz resonator of the square pillar neck and 

cavity connected to the cylindrical duct 
 

Fig. 5 Acoustic analysis model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ross-section of the cavity, the neck and the 
duct 

모델 Fig. 5(c)의 목 부피는 식 (1)을 이용한 계산

에서 사용되는 부피보다 작게 된다. 
nα 값이 상승

하면, 사각형 옆면의 가로 길이(
nS )가 짧아지고, 

이로 인해 겹치는 영역이 줄어들어서 계산에서 사

용되는 부피가 실제 부피에 근접하게 되어 오차율

이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목과 공동의 단면 모양

이 바뀌더라도 식 (3)과 Table 2 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 원형 덕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큰 

nα 값에 대해 유도한 근사식을 사용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식 (4)와 Table 4 를 이용하여, 방법

2 를 Fig. 5 의 해석 모델에 적용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5. 검증 실험과 활용 전망 

본 연구 내용은 실제 덕트 내부의 소음을 줄이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용 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덕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덕트 내부를 흐르

는 유체에 의해 발생하는 주된 소음 주파수를 알

기 어렵다.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는 나중에 장착

될 공명기의 목만 덕트에 생성하여 덮개로 막아 

둔다. 물론, 설계될 목의 부피와 형상 계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방법 1 또는 방법 2)를 사용

하여 결정한다. 즉, 주어진 덕트의 단면적과 예상 

 

Table 7 Results obtained by applying Eq. (3) and 
coefficients in Table 2 to analysis models in 
Fig. 5  

 Fig. 5(a) Fig. 5(b) Fig. 5(c) 

cα  56.7 

pf  298.2Hz 299.6Hz 288.3Hz 

error 0.6% 0.13% 3.9% 

 

 

 
Fig. 6 Cross-section of the neck and the duct in Fig.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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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arget frequencies and dimensions of experimental 
resonators 

 
Single 

resonator 
Multiple resonator 

tf  300 Hz 280Hz 300Hz 320Hz 

)( 2mSn  2031.0  
2034.0  

)(mhn  052.0  045.0  

)( 2mSc  2051.0  
2056.0  2054.0  

2052.0  

)(mhc  151.0  178.0  166.0  156.0  

 

 

(a) Single resonator 

 
(b) Multiple resonator 

Fig. 7 Acrylic resonators made by using Eqs. (3) and (4) 
with Tables 2 and 4 

 

되는 주파수 대역의 단일 주파수에 대해, 방법 1 

또는 방법 2 를 사용하여 근사식을 구한다. 그런 

후에 소음 주파수 변동에도 오차율이 낮은 목의 

부피와 형상계수 값을 선정하여 목을 설계한다.그 

후에 실험을 통해 측정된 주된 소음 주파수에 맞

게 공동의 부피와 형상계수를 결정하여 공명기를 

제작하여 장착한다. 소음 주파수가 광대역인 경우

에는 다중 공명기를 사용하면 더 넓은 대역의 소

음을 줄일 수 있다.  

앞 문단에 밝힌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공명기를 설계/

제작하여 투과 손실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장

에서 구한 근사식(식 (3) 또는 식 (4))과 헬름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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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re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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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ultiple resonator 

Fig. 8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measured transmission 
loss curves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 계산식(식 (1))을 이용하여, 

단일 공명기(Single resonator)와 다중 공명기

(Mutliple resonator)를 제작하였다. 덕트, 공동, 목의 

단면은 모두 정사각형이고, 단일 공명기 설계에는 

방법 2 를, 다중 공명기 설계에는 방법 1 을 사용

하였다. 목표 소음 주파수와 구체적인 치수를 

Table 8 에 나타내었다. Fig. 7 과 같이 아크릴로 공

명기를 제작하여 덕트에 연결하였고, 입구단과 출

구단에 각각 2 개의 마이크로폰을 장착하였다. 

LMS Testlab 의 Sound transmission loss 측정 모듈을 

이용하여 투과 손실 곡선을 얻었다. Fig. 8 은 설계

한 공명기의 계산된 투과 손실 곡선과 측정된 투

과 손실 곡선을 비교한다. 두 경우 모두 투과 손

실의 피크 값은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피

크 주파수(Fig. 8(a)) 또는 유효한 주파수 범위(Fig. 

8(b))는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중 공명기의 

경우 피크 주파수가 서로 근접할 경우 실제 실험

에서는 감쇠가 높게 나타나서 명확히 피크 주파수

를 비교하기 힘들었다.  

6. 결 론 

공식의 단순함과 편리성 때문에 초기 설계에 널

리 사용되고 있는 헬름홀츠 공명기의 공명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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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근사식을 수치적

인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이 근사식 유도에는 소

음 주파수가 공명 주파수뿐만 아니라 투과손실의 

피크 주파수와도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사용하

였다. 공명 주파수 공식이 갖는 형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과 목의 형상 계수를 정의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근사식과 근사식의 계수를 얻었

다.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공동, 목, 덕트에 대해 

근사식이 도출되었지만, 원형 단면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도출한 근사식과 기존의 공

명 주파수식을 사용하여, 실제 아크릴 머플러를 

제작하여 계산된 투과손실 곡선과 측정된 투과손

실 곡선을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설계 방법의 유

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 주파수를 

300Hz 로 설정하였지만 더욱 다양한 주파수에서 

추가 관계식을 계산하여 소음 주파수 대역이 

300Hz 에서 멀어질 때 생기는 오차를 조금 더 보

완한다면, 더욱 정확한 단일 공명기 또는 다중 공

명기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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