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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음장 측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음압 측정에 많은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음향홀로그래피 구현에

요구되는 많은 측정 노력을 줄이기 위하여 강체 

산란체를 이용한 홀로그래피의 기본이론을 제시하였다. 

강체산란체를 음장에 위치시켰을 때의 기본이론을 

제 시 하고, 피 스톤의 자유공간방사경 우에 산란체 의 

거리의 변화에 따른 음향진동전달함수의 특이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1. 서론

음향홀로그래피는 음장에서 측정한 음압을 이용하여, 

음원의 음향 특성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음향 

흘로그래피의 한 종류인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음향홀로그래피는 음원과 음장 사이의 관계를 Kirkhoff- 

Helmholtz 적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나타내고卩丄 음원을 

경계요소로 나타내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을 갖는 

음원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음원과 음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음향진동전달함수는 ill-posed 된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음원 경계 요소의 노드 수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이는 음향홀로그래피를

구현하는데 한 장애요소다.

산란체를 이용한 음향흘로그래피에 대한 기본 이론과 

산란체형상에 따른 전담함수의 특이성 변화가 2 차원 

내부 예제를 통하여 제시되었다 [2-5]. 본 연구에서는 

2 차원 외부 문제 - 피스톤의 외부 방사문제에 적용하여 

산란체와 음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특이성 변화를 

관찰한다..

2. 기본이론

음장의 한 점에서의 음압과 음원과의 관계는 잘 

알려진 Kirchoff-Helmholtz 적분방정식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기하학적으로 불규칙한 면을 갖는 음원을 

다루기 위해서, 경계요소 이산화가 필요하고, 이는 

벡터와 행렬을 갖는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그림 1 에서처럼, 음장에 강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표면 방적식은 진동하는 음원과 강체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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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扇］=W打网］,

또는

(la)

끼歸］ "숴+奶忡 ⑷

乂韻妇 L시 1峭崎小4’
여기서, P 와 V 는 각각 음압과 수직속도성분를 

나타내고, £> 와 M 은 각각 단극원 행렬과 쌍극원 

행렬을 나타낸다. 또한, 윗첨자 s 와 r 는 각각 음원과 

강체를 나타내고, 아랫첨자 S 와 f 는 각각 음원 표면과 

음장을 나타낸다. 음원의 진동으로부터 기인하는 방사 

음장은 다음과 같이 음원의 표면 속도와 음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奶 Mf] (2b)

S/］ =［巧］［海］+W 扣［V；］， 0)

또는

成［pf］ = ［DsfDrf］典

_Ps

음원의 진동으로부터 기인하는 방사 음장은 다음과 

같이 표면속도와 음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⑴를 

식(2)에 대입하고, 정리하여 음원 표면의 속도와 

음장에서의 음압 간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vf 
司G］ S , ⑶

ys.

여기서,

[P/]=M]

g쎄麗卩眾 + 1材汕이・

행렬 ［G］ 는 진동음향전달행렬로 정의한다.

강체표면속도는 모두 0 이므로, (3)식은 다음과 같이 

간략화 될 수 있다.

그림 2 와 같이 산란체가 R 번 이동하는 경우을 

고려해보자. 음원의 속도는 산란체의 존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 ［v§〕2 = •••=!»；］& ) ［5］ 를 

이용하여 식(4)를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10刀2
=

'[Gil '

[句2

应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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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음원과 산란체

그림 2. 음원과 산란체(R번 이동)

음원의 표면속도 성분은 식(5)에서 전달행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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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렬을 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f'

応]=([%]叩万])*万尸. (6)

一就

3. 수치예제 -피스톤 자유방사

3.1 산란체의 유무에 따른 음향 흫로그래피

산란체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음압과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고, 이를 (6)에 대입하면, 

산란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음향 홀로그래피 식을 

얻을 수 있다:

[vil=([G7-]H[Gr])-l[Gr]H Pf W'° ⑺

附/ 一

여기서

이 식을 이용하면 산란체가 없이 측정된 기존 

음향홀로그래피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3.2 피스톤의 자유방사

본 절에서는 피스톤의 2 차원 공간으로의 자유방사 

문제에 적용하여 산란체의 위치가 재구성에 미치는 

영향과 측정위치 그리고 파동벡터 필터링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길이 0.7 m 의 피스톤을 48 개의 절점을 갖는 

일차선형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상한 주파수는 刀6 

기준으로 3.8 나Iz 가 된다. 경계조건은 모든 절점에서 V 

= 1 m/s 로 하였다. 측정 위치는 피스톤에서 수직거리로 

0.007 m 떨어진 곳에서 48 곳에 일렬로 위园) 시켰다. 

산란체는 직선모양으로 48 개의 절점을 갖는 

일차선형요소로 음원을 모델링 하였다.

산란체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두 번 측정하기 

때문어】, 총 측정위치 개수 m 은 측정위치 개수의 2 배인 

128 개가 된다. 여기에 재구성하기 위한 피스톤 상의 

노드는 48 개로 over-determination 을 만족한다. 주파수는 

100 Hz 로 고정하였다.

실제 측정오차를 모사하기 위해 S/N 이 100 인 

가우시안 랜덤잡음을 측정 음압에 더해주어 재구성 

하였다.

표 1 에는 또한 전달함수의 특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N(condition number)와 재구성오차를 나타냈다. CN 은 

최소특이치에 대한 최대특이치의 비로 정의되며, 잡음에 

의한 증폭 오차의 상한선을 나타낸다[6]. 이 CN 이 

급격히 증가하는 1 은 재구성 오차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d「과 일치하였다. 특이성은 재구성하는 개수와 

측정 개수만의 함수가 아닌, 음원과 산란체의 거리에서 

생기는 음장의 변화에 따라서도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음원으로부터의 산란체가 멀어질수록 측정에 미치는 

산란체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거리가 무한대인 

산란체가 없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가 된다. 이것은 

산란체가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본 예제에서는 d似이 0.1 부근에서부터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4. 결론

강체 산란체를 이동시키면서 음향 홀로그래피에서 

측정 개수의 증가 시키는 이론이 제시되었고, 2 차원 

공간으로 자유방사하는 피스톤 예제를 통하여, 음원과 

산란체의 거리 역시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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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스톤 표면 속도 재구성 오차 후 기

山 
(m) d/X Cn

Error(%)

W/O 
noise W/ noise Reg.

。.이 0 2.941 e-3 1.003e3 7.192e-5 5.927e3 1.4526

0.020 5.882e-3 3.008e3 4.078-3 3.050e4 1.45 이

0.050 1.471e-2 1.850e5 1.778e-2 3.625e7 1.4050

0.100 2.941e-2 1.147e8 3.877e0 3.948e12 1.3755

0.300 8.824e-2 6.351e15 8.841 e9 5.162e23 1.3308

0.500 1.4711 3.061e16 1.300e10 9.244e22 1.3308

0.600 1.765e-1 5.858e16 4.502e9 1.714e22 1.2984

0.680 2.000e-1 4.897e16 1.400e10 7.713e22 1.2941

0.800 2.353e-1 4.217e16 2.032e10 6.886e23 1.3041

1.700 5.000e-1 4.125e16 6.2305e9 6.373e22 1.3924

그림 3. 산란체가 존재하는 경우; 피스톤 （아래）와 

측정점과 산란체 （위） 

본 연구는 BK21 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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