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미세 천공판(Micro-Perforated Plate, MPP)은 통상 

구멍의 직경이 1 mm 이하인 미세한 구멍이 다수 뚫

린 판을 말하는데 음파가 좁은 구멍을 통해 이동하

면서 공기의 점탄성으로 인한 저항으로 음향파워가 

손실되어 흡음효과가 발생한다.[1] MPP의 흡음 특성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임피던스에 대해 

Maa[2,3]가 간편한 식을 제안한 이후로 MPP의 흡음특

성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Maa[2,3]는 

판의 진동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MPP의 두께가 얇으

면 판의 진동이 흡음에 영향을 준다. Lee와 Lee[4], Lee 

et al.[5]는 직육면체 박스 표면에 설치된 탄성 MPP의 

흡음을 다루었는데 박스내의 음장을 모드로 전개하

여 판의 진동과 음장의 연성을 고려한 흡음율을 구

하였다. Bravo et al.[6]은 탄성 MPP와 박판이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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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원형 단면 임피던스 튜브내에 고정된 미세천공 탄성판의 흡음을 해석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다루었

다. 판의 진동과 덕트 내부 음장을 모드 함수의 무한 급수의 합으로 전개하였는데 반경방향으로는 Bessel 함수를 포함

한다. 평면파 가정하에서 저주파수 대역의 근사식을 판의 처음 몇 개의 모드만 고려하여 흡음율을 유도하였으며 등가 

임피던스를 갖는 단일 표면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식과 FEM(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

한 결과는 잘 일치 하였는데 탄성의 효과는 판의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골 또는 피크의 형태로 나타난다. 천공율이 매우 

작으면 진동의 영향이 지배적이나 천공율이 어느 한계이상 되면 박판의 탄성거동은 매우 작게 나타나고 강체 MPP 

(Micro-Perforated Plate)의 흡음 특성이 지배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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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sound absorption of micro-perforated elastic plates installed in an impedance tube of 

a circular cross-section is discussed using an analytic method. Vibration of the plates and sound pressure fields 

inside the duct are expressed in terms of an infinite series of modal functions, where modal functions in the radial 

direction is given in terms of the Bessel functions. Under the plane wave assumption, a low frequency 

approximation is derived by including the first few plate modes, and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is given in 

terms of an equivalent impedance of a single surface.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using the proposed formula 

is in excellent agreement with the result by the FEM (Finite Element Method), and shows dips and peaks at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plate. When the perforation ratio is very small,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is 

dominated by the vibration effect. However, when the perforation ratio reaches a certain value, the sound absorption 

is mainly governed by the rigid MPP (Micro-Perforated Plate), while the vibration effect becomes very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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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층을 두고 배치된 판넬의 흡음과 차음을 해석하

였다. Bravo et al.[7,8]은 원통형 단일 MPP[7] 및 다중 

MPP[8]에서 탄성 효과를 고려한 흡음을 연구하였는

데 References [6] ~ [8]은 판의 방사(radiation)에 의한 

영향은 무시하였다. Kim et al.[1]은 탄성의 영향을 고려

하여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 단일 및 이중 MPP의 흡음

을 예측하는 식을 제한하였는데 이들의 모델은 구멍

이 있거나 없는 탄성 MPP 및 강체 MPP를 다룰수 있다.

MPP의 흡음율은 임피던스 튜브를 이용하여 측정하

는데 많은 경우 이미 상용으로 나와있는 원통형 임피던

스 튜브를 이용한다. Toyoda et al.[9] 은 원형 단면 MPP에 

대해 Helmholz 공진과 판넬 진동의 영향을 다루었다.

본 논문은 직사각형 단면을 다룬 Reference [1]의 

방법을 원형 단면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원형 단면

을 다룬 기존 결과[7,9]와의 가장 큰 차이는 판의 방사

효과도 포함한 엄밀해를 제안 하였으며 탄성의 효과

와 기존 강체 MPP의 임피던스와의 관계가 명확하도

록 흡음율 예측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본 해

석결과를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수치해석결과와 비

교하여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II. 원통형 임피던스 튜브 내 

미세천공 탄성판의 흡음해석

Fig. 1과 같이 튜브 중간에 고정된 단일 판에 음파

가 입사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판과 오른 쪽 블록 사

이의 간격은 이며 튜브는 반경이 인 원통으로 은 

반경방향, 는 원주방향, z는 길이방향 좌표이다.

왼쪽에서 평면파 가 입사할 때 임피던스 

튜브 내부에 발생하는 압력은 튜브가 강체라고 하면 

표면  에서는 속도가 0이 되어야 한다. 판과 블록 

사이의 캐비티에 발생하는 압력 은 원통형 좌표

계의 파동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10]

 
 




 






 
 , (1)

여기서  는 각속도, 파수(wavenumber), , 는 

미지수 계수이며 은 Bessel 함수를 나타낸다. 는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 (2)

변수 는  에서 ∂∂ , 또는 

 를 만족하는 값이며  0와  1에 대해 처음 

3개의 근[11]을 Table 1에 나타냈다.

Eq. (1)에서 급수의 한계 값 과 는 Eq. (2)의 

가 허수가 되지 않는 범위로 정해진다.

평판의 왼쪽에서는 반사파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3)

미세 천공판의 평균속도를  , 판의 속도를 , 구

멍 안에서의 평균 공기속도를 라고 하면 다음 관

계가 성립한다.[12]

   , (4)

여기서 는 천공율(perforation ratio)로 구멍의 직경을 

, 구멍 중심 간의 거리를 이라고 하면    

로 정의된다.

판의 진동과 임피던스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12]

Fig. 1. Incidence of a plane wave onto a single plate 

in a cylindrical impedance tube.

Table 1. A list of roots 

 satisfying 


  .


 0  1



   





  

1 0 1.8412

2 3.8317 5.3314

3 7.0156 8.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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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기서 구멍의 임피던스   는 판의 

평균 임피던스를  라고 하면   로 주어진다. 

구멍의 직경이 매우 작은 경우 임피던스 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2,3]

  



 











  








  , (6)

여기서   . Eq. (6)에서 는 판의 두

께, 는 공기의 밀도, 는 공기의 점도(viscosity)로 

  Pa⋅s×
Nsm로 주어진다. 

위의 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간에 대한 항을 

로 가정하면 의 허수부분은 가 되며 로 가

정하면 의 허수부분은 가 되어야 한다.

Eqs. (4)와 (5)로부터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 (7)

여기서   .

경계조건은 판의 평균 속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

∂
   at   ,  (8)





∂

∂
  at   .  (9)

Eqs. (1), (3), (8), (9)로부터 미지수 사이에 다음과 같

은 관계가 주어진다.

    at   ,  (10)


 

  at   .  (11)

임피던스 튜브에서는 평면파만 고려하는 데 직경

이 100 mm 인 원통에서 평면파 조건을 만족하는 주

파수 한계는   에서 2010 Hz로 주어

지지만 관심 주파수대역을 상용 임피던스 튜브의 평

면파 권고치인 1600 Hz 이하로 한정하면 Eq. (2)에서 

  와   만 허용되고  가 된다. 이후 해석

에서는 변수 중   만 고려한다.

판의 진동변위를  라고 하면 판의 속도는 

  로 주어지고 평판의 변위에 대한 지배방

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


    

 , (12)

단,  , . 여기서   는 

평판의 탄성계수, Poisson 비, 밀도이며 은 판의 표

면밀도를 나타낸다. Eq. (12)에서 는 블록 압력을 

나타낸다. 판의 댐핑은 Eq. (12)에서 복소수 탄성계

수 를 사용하여 고려하였는데 손실계수 

는 0.01을 가정하였다.

단순지지 또는 클램프 지지된 원판의 축대칭 진동 

모드는 다음과 같다.[13]

 


∞

 , (13)

여기서 은 Bessel function 와 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에서 경계조건  을 만족하

도록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4)

변수 은 경계조건에 따라 다음 식을 만족한다.

1) 단순지지:












, (15)

2) 클램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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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Eqs. (15)와 (16)을 만족하는 을 처음 6개에 대해 

Table 2에 나타냈다. 단, Poisson 비 는 단순지지의 경

우에만 영향을 주고 클램프 지지에는 영향이 없다.

판의 고유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7)

Eq. (12)의 좌변 항은 다음과 같이 고유진동수와 고

유모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


  . (18)

Eq. (18)을 이용하여 Eq. (12)의 양 변에 ′

를 곱하

고 단면에 대해 적분한 후 모드의 직교성을 이용하

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진다.

 


  , (19)

여기서 

 



 











  





 






 , (20)

 



 





. (21)

Eqs. (20)과 (21)에서 적분 값 과 은 에 무관하

게 주어짐을 알 수 있다. Eqs. (8)과 (9)의 경계조건에 

Eqs. (1)과 (3)을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





 . (22)

Eq. (22)의 양변을 원판 표면에 대해 적분하고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이 된다.





  



∞





. (23)

Eqs. (19)와 (22)에서 을 소거하고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된다.





 




. (24)

단, 

 




 

 




 . (25)

Table 3에 
 을 수치적분을 수행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냈다.

Eqs. (10), (11)과 (24)에서 를 구하면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 (26)

Table 2. A list of 


 satisfying Eqs. (15) and (16).

m
Simply supported 

( )
Clamped

1 2.2314 3.1962

2 5.4548 6.3064

3 8.6133 9.4395

4 11.7622 12.5771

5 14.9079 15.7164

6 18.0522 18.8565

Table 3. A list of 


 


 defined in Eqs. (20) and (21).

m

Simply supported 

( )
Clamped




 





 


1 0.7079 0.5311

2 0.1216 0.1691

3 5.0300×  8.0254× 

4 2.7430×  4.6549× 

5 1.7253 ×  3.0326× 

6 1.1848×  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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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반사파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27)

흡음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28)

Eq. (28)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등가임피던스를 갖

는 단일 표면의 흡음율로 표현할 수 있다.

   

  


, (29)

여기서

 



cot . (30)

III. 수치해석 예제

수치해석 예제로 지름 100 mm인 원통형 임피던스 

튜브 내에 설치된 MPP를 고려하였는데 시편의 재질

은 강판으로 탄성계수, 밀도, Poisson 비는 각각 

× N/m2,   7800 kg/m3,  0.33이며 댐

핑값은   0.01이다. 판의 두께 및 구멍의 직경은 각

각   0.3 mm,  0.2 mm이며 구멍은 격자형태로 

뚫려 있으며 캐비티 간격은 50 mm이다. Table 4에는 

지름 100 mm, 두께 0.3 mm 강판의 고유진동수를 Eq. 

(17)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클램프지지와 단순

지지인 경우에 대해 나타냈다. 

Fig. 2에는 클램프지지되고 천공율   0.79 %인 

MPP의 흡음율을 Eq. (28)의 예측과 Comsol[14] 프로그

램을 이용한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결과와 

Table 4. Natural frequencies of a circular steel plate 

of 0.3 mm thickness.

m Clamped Simply supported

1 307.4 Hz 149.8 Hz

2 1197 Hz 895.3 Hz

3 2681 Hz 2232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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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absorption coefficient of an 

elastic steel MPP: analytical vs. FEM. The boundary 

condition is clamped, perforation ratio is 0.79 %, and 

the cavity depth is 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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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absorption coefficient of an 

MPP: elastic plate with clamped or simply supported 

condition, and rigid M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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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he absorption coefficient of an 

elastic MPP for different perforation ratios: 0.0 %, 

0.05 %, 0.2 %, and 0.79 %. The boundary condition 

is clamped and the cavity depth is 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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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는데 흡음율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Fig. 2에서 흡음율은 판의 고유진동수에서 골 또

는 피크를 보인다.

Fig. 3에는 천공율   0.79 %에서 클램프지지, 단

순지지 및 강체인 경우에 대해 흡음율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는데 Table 4의 고유진동수에서 나타나는 

골 또는 피크를 제외하고는 탄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강체지지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4에는 클램프지지의 경우 4가지 천공율(  

0.0 %, 0.05 %, 0.2 %, 0.79 %)에 대해 흡음율 예측결과

를 비교하였는데 천공율이 작으면 탄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나, 0.79 %의 천공율에서는 Fig. 3에서 확인한 것

처럼 골과 피크를 제외하고 강체인 경우와 거의 같음을 

보여준다. Reference [1]에서는 직사각형 단일 및 이중 

MPP의 흡음율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함을 보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통형 임피던스 튜브내에 설치된 

탄성 MPP 흡음율을 평면파 가정하에서 예측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는데 FEM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미세 천공이 없는 박판

과 탄성의 영향이 배제된 강체 MPP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천공율이 매우 작으면 

박판의 흡음 특성이 지배적이나 천공율이 어느 한계

이상 되면 박판의 탄성거동은 매우 작게 나타나고 

강체 MPP의 흡음 특성이 지배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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