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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라우드 스피커의 이상 소음의 원인이 되고 음향적 성능을 저하시키는 

음 진동 현상을 억제하는 것은 라우드 스피커의 인클로져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음 진동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로 일부 하이엔드 급의 스피커 제품들에는 

다양한 해결책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보급형 기기에는 비용 

상승이 동반되어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진동의 진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감쇠량을 제어하는 것이 강성과 질량 

대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음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라우드 스피커의 벽 면의 댐핑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 면의 구조 

인텐시티를 분석하여 국부적인 부위에 구속 적층 제진재를 부착함으로써 

에너지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실험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견실 

최적 설계의 수직 행렬을 이용하여 실험 계획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제진재 사양의 최적값을 찾아내고자 한다. 

 

 

 

주요어 : 음 진동, 구조 인텐시티, 구속 적층 제진재, 견실 최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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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부분의 일반적인 라우드 스피커는 한 개 이상의 직접 방사형 드라이

버 유닛이 육면체 또는 디자인 요소에 의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캐비닛

(enclosure)에 결합되는 구조로 구성된다. 라우드 스피커에서의 소리 

발생은 앰프에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가 드라이버 유닛의 보이스 코일

(voice coil)에 의해 기계적 운동으로 변환되어 진동판에 진동을 가해주

고 그 진동이 파동의 형태로 인접 공기에 전달되어 소리로 전파되는 것

이다. 이 때 진동판 전면과 후면으로 발생되는 파동은 서로 다른 위상

(phase)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음압 상쇄를 막기 위해 드라이버 

유닛을 캐비닛 벽 면에 거치함으로써 드라이버 유닛의 전/후면을 분리함

과 동시에 제품에 외관적 요소를 부가하게 된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simple loud speaker system 

 

그러나 캐비닛의 벽 면에 드라이버 유닛의 진동이 전달되어 필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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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진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제품에 이상 소음을 발생시키며 가진된 

벽 면이 자체적으로 음향 방사체(acoustic radiator) 역할을 하게 되어 

원음을 착색(hang-over)시키거나 왜곡(distortion)시키는 등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공진으로 인해 라우드 스피커의 

음향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음 진동(sound vibration)이라고 한다. 

결국 라우드 스피커 캐비닛을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이러한 의도치 않은 벽 면의 진동을 최소화하여 음 진동 현상을 억제하

고 시스템의 음향 성능을 최적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커의 오랜 역사만큼, 라우드 스피커 캐비닛 의 진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캐비닛 벽 면 진동의 요인과 그에 

따른 진동 저감 방법들은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캐비닛 벽 

면의 진동은 캐비닛 내부의 음압 분포, 드라이버 유닛의 반력 및 인접한 

다른 벽 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에 의해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1] 이

러한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캐비닛 내부에 흡음재를 적용하여 내부 

음압을 감소시키거나, 벽 면의 강성을 높여 공진 주파수를 상향 이동시

킬 수도 있고, 혹은 캐비닛의 댐핑을 증가시켜 진동량 자체를 감소시키

는 방법 등이 있다. 다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보급형 라우드 스피커의 경

우에는 비용과 디자인 요소의 제약 조건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기 기술한 

방법들을 두루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라우드 스피커의 캐비닛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 

적층된 제진재의 부착을 통해서 시스템의 댐핑을 증가시켜 진폭을 억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공진 주파수 대역에서 

벽 면에 형성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확인하여 제진재 적용 면적을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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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한정한다면 적은 비용 소모로 다른 방법 대비 최적의 효율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실험을 통해 캐비닛 벽 면의 수직 속도를 측정한 후 

구조 인텐시티에 관한 Pavic의 공식을 이용하여 능동/반동 전단 구조 인

텐시티 벡터 선도를 그려 제진재의 효율적인 부착 위치를 결정하였다. 

개선 실험에서는 견실 최적 설계 이론을 적용한 실험 계획을 수립하여 

제진재의 재질, 크기, 두께와 같은 설계 변수의 최적값을 찾아내고자 한

다. 

 

2. 이론적 배경 

2.1. 라우드 스피커의 캐비닛 공진 

스피커가 구동되면 유닛 드라이버의 진동판의 움직임에 따라 캐비닛 

외부로 파동이 생성되고 이는 공기를 타고 소리로 전파된다. 그러나 

캐비닛 내부에도 반대 위상을 가지는 동일한 파동이 형성되어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국 스피커가 재생하는 주파수 대역과 

동일한 주파수로 캐비닛 벽 면을 진동시킨다. 캐비닛 벽 면의 진동은 

강성, 감쇠 등의 벽 면 재질 물성에 따라 유닛 드라이버의 진동과 

불일치하는 소리를 방사하여 원음을 착색시키거나 왜곡시키기도 하고 

인접한 부품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하여 이상 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피커가 캐비닛의 1 차 공진 주파수보다 낮은 대역을 재생하는 강성 

제어 구간에서는 벽 면 강성의 크기가 진동량을 결정하게 되므로 

저역에서의 주파수 응답 손실을 방지할 있도록 캐비닛의 일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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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닛 드라이버의 최저 공진 

주파수 fs 보다 낮은 대역은 음압의 주파수 응답 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roll-off) 실제로는 

스피커에서 재생할 수 없는 구간이므로 결국 강성을 증가시켜서 진동의 

변위를 제어하려 한다면 fs 가 증가하게 되므로 그만큼 저역 재생 

한계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재생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캐비닛 벽 면의 1 차 고유 진동수와 

일치할 때 벽 면 강성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와 벽 면 질량의 

이너턴스(Inertance)가 서로 상쇄되고, 시스템의 진동량은 벽면의 

댐핑에 의해 제어되는 감쇠 제어 구간에 들어 오며, 이 때 벽 면의 

진동량은 최대치에 도달하게 된다.[2] 한편 저역을 벗어난 고차 

모드일때의 mode shape 을 보면 벽 면 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면적이 증가하여 음향 방사가 서로 상쇄되므로 전체 방사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시스템이 고차 모드일 때 진동은 더 쉽게 

감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3] 고역에서의 진동량은 주로 벽 

면의 질량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라우드 스피커의 

음 진동 현상은 대부분 50~500Hz 저음역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결국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캐비닛 벽 면의 감쇠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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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조 인텐시티 

2.2.1 구조 인텐시티 개념 

캐비닛 벽 면의 댐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쇠비가 

높은 재질을 적용해야 하지만, 보급형 라우드 스피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절한 강성 및 질량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목재를 캐비닛 재질로 사용하고 있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재질 변경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댐핑을 더해줄 

수 있는 별도의 제진재 부착이 필요하다.  

점탄성(visco-elastic) 재질의 구속 적층 제진재(constrained layerd 

damping)를 벽 면에 부착하면, 적층된 표면에 전단응력이 발생하고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소멸되는 과정에서 벽 면의 인장(stretch)을 억제할 

수 있다. 단, 벽 면 전체에 제진재를 부착할 경우 재료비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제품의 무게 또한 증가하므로 운송비 역시 증가하게 된다. 하지

만 벽 면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하여 에너지가 집중되는 부분에 국

부적으로 제진재를 부착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진동 저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탄성 구조물의 임의의 지점에 대한 구조 인텐시티의 일반적인 식은 다

음 식(1)과 같다. 

𝐼 = (
𝜕𝑠

𝜕𝑡
) ∙ [𝜎]                         (1)  

여기서 (
𝜕𝑠

𝜕𝑡
)은 입자의 속도, [𝜎]은 응력 텐서를 나타낸다. 

식 (1)로 나타내어진 구조 인텐시티는 평판이나 쉘과 같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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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께뿐만 아니라 전체 면적에 있어서 변화되어지는 공간 좌표 

𝑥, 𝑦, 𝑧의 함수이다. 평판이나 쉘의 구조물에서 두께에 대한 구조 인

텐시티의 시간 평균은 다음과 같다. 

𝐼𝑥 = 〈∫ 𝐼𝑥𝑑𝑧
ℎ

2

−
ℎ

2

〉𝑡                        (2) 

𝐼𝑦 = 〈∫ 𝐼𝑦𝑑𝑧
ℎ

2

−
ℎ

2

〉𝑡                        (3) 

 

평판의 시간에 대한 평균 에너지의 흐름은 파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조 인텐시티를 시간 평균으로 나타내게 되며, Pavic 은 평판에 대한 순

수 굽힘 이론(Pure bending plate theory)에 근거를 둔 평판 진동의 물

리적 현상에서 직접적으로 구조 인텐시티에 관한 공식을 유도해 내었다.  

 

 

Figure 2. A section of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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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에서 𝑥, 𝑦는 평판의 중립축을 말하며 𝑧축은 평판 중립면의 수직 

방향의 축을 말한다. 𝑥축에 수직한 면의 단위 길이를 통해 흐르는 에너

지, 즉 𝑥방향의 구조 인텐시티는 그 방향의 변위와 연관되어 있는 힘과 

모멘트에 의한 파워의 전달과 같다. 𝑥축에 수직한 면의 전단력 𝑄𝑥는 전

단 응력 𝜎𝑥𝑥에 의한 것이며 굽힘 모멘트 𝑀𝑥는 수직 응력 𝜎𝑥 , 비틀림 모

멘트 𝑀𝑥𝑦는 전단 응력 𝜎𝑥𝑦에 의한 것이다. 구조 인텐시티 계산에 사용되

는 𝑄𝑥 ,  𝑀𝑥 ,  𝑀𝑥𝑦에 의해 발생되는 변위는 각각 수직 변위 𝑤 , 굽힘 회전 

변위 𝜃𝑦, 비틀림 회전 변위𝜃𝑥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𝑥, 𝑦축에 수직한 평

판의 단면에서의 단위 길이에 흐르는 파워는 각각 다음 식 (4),(5)처럼 

표현될 수 있다. 

 

𝐼𝑥 = 𝑀𝑥�̇�𝑦 + 𝑀𝑥𝑦�̇�𝑥 + 𝑄𝑥�̇�                  (4) 

𝐼𝑦 = 𝑀𝑦�̇�𝑥 + 𝑀𝑦𝑥�̇�𝑦 + 𝑄𝑦�̇�                  (5) 

 

𝑥방향과 𝑦방향에 대한 𝐼𝑥, 𝐼𝑦의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 =
𝜕𝑤

𝜕𝑡
                           (6)  

�̇�𝑥 =
𝜕2𝑤

𝜕𝑦𝜕𝑡
                          (7)  

�̇�𝑦 =
𝜕2𝑤

𝜕𝑥𝜕𝑡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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𝑀𝑥 = ∫ 𝜎𝑥𝑧𝑑𝑧
ℎ

2

−
ℎ

2

                      (9)  

𝑀𝑥𝑦 = ∫ 𝜎𝑥𝑦𝑧𝑑𝑧
ℎ

2

−
ℎ

2

                    (10)  

𝑄𝑥 = ∫ 𝜎𝑥𝑧𝑑𝑧
ℎ

2

−
ℎ

2

                     (11)  

𝑀𝑦 = ∫ 𝜎𝑦𝑧𝑑𝑧
ℎ

2

−
ℎ

2

                     (12)  

𝑀𝑦𝑥 = ∫ 𝜎𝑦𝑥𝑧𝑑𝑧
ℎ

2

−
ℎ

2

                    (13)  

𝑄𝑦 = ∫ 𝜎𝑦𝑧𝑑𝑧
ℎ

2

−
ℎ

2

                     (14)  

 

위에서 밝힌 힘과 모멘트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평판의 중립면의 법선 방향은 변형 후의 법선 방향과 같다 

 평판의 면과 평행한 면의 수직응력 𝜎𝑥 의 값은 0이다 

 평판의 중립면은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 

 

위의 가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각각의 축 방향 변위를 아래와 같이 간

단히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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𝑢 = −z
𝜕𝑤

𝜕𝑥
                       (15)  

𝑣 = −z
𝜕𝑤

𝜕𝑦
                       (16)  

w = w(𝑥, 𝑦)                      (17)  

 

따라서 위 변위에 대한 식으로부터 응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𝜎𝑥 =
𝐸

1−𝜈2 (
𝜕2𝑤

𝜕𝑥2 + 𝜈
𝜕2𝑤

𝜕𝑦2 )                  (18) 

𝜎𝑦 =
𝐸

1−𝜈2 (
𝜕2𝑤

𝜕𝑦2 + 𝜈
𝜕2𝑤

𝜕𝑥2 )                  (19) 

𝜏𝑥𝑦 = −
𝐸

1+𝜈
(

𝜕2𝑤

𝜕𝑥𝜕𝑦
)                       (20) 

 

여기서 E는 평판 재질의 영률(Young’s Modulus)을 나타내고, 𝜈는 프아

송비이다. 위 식 (6)~(14)과 (15)~(20)에 의해 힘과 모멘트에 대한 

계산 결과를 식 (4),(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𝑥 와 𝑦 방향에 대한 

Pavic의 구조 인텐시티 식을 유도해 낼 수 있다. [4] 

 

𝐼𝑥 = 〈𝐷 [− (
𝜕2𝑤

𝜕𝑥2 + 𝜈
𝜕2𝑤

𝜕𝑦2 )
𝜕�̇�

𝜕𝑥
− (1 − 𝜈)

𝜕2𝑤

𝜕𝑥𝜕𝑦

𝜕�̇�

𝜕𝑦
+ (

𝜕3𝑤

𝜕𝑥3 +
𝜕3𝑤

𝜕𝑥𝜕𝑦2) �̇�]〉𝑡 (21)  

𝐼𝑦 = 〈𝐷 [− (
𝜕2𝑤

𝜕𝑦2 + 𝜈
𝜕2𝑤

𝜕𝑥2 )
𝜕�̇�

𝜕𝑦
− (1 − 𝜈)

𝜕2𝑤

𝜕𝑦𝜕𝑥

𝜕�̇�

𝜕𝑥
+ (

𝜕3𝑤

𝜕𝑦3 +
𝜕3𝑤

𝜕𝑦𝜕𝑥2) �̇�]〉𝑡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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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𝐷 =
𝐸ℎ

3

12(1−𝜈2)
를 나타내며 h 는 판재의 두께, 𝜈는 프아송비를 나

타낸다. 구조 인텐시티에 관한 Pavic 의 식 (21),(22)는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굽힘(bending), 비틀림(twisting), 전단(shearing)의 세 부분으

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은 평판 내 전파하는 파형을 나타낸다.  𝑥

방향의 구조 인텐시티에 대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2𝑤

𝜕𝑥2 + 𝜈
𝜕2𝑤

𝜕𝑦2 )
𝜕�̇�

𝜕𝑥
                       (23) 

식 (23)은 굽힘 파(bending wave)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1 − 𝜈)
𝜕2𝑤

𝜕𝑥𝜕𝑦

𝜕�̇�

𝜕𝑦
                        (24) 

식 (24)는 비틀림 파(twisting wave)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
𝜕3𝑤

𝜕𝑥3 +
𝜕3𝑤

𝜕𝑥𝜕𝑦2) �̇�                       (25) 

식 (25)는 전단 파(shearing wave)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구조 인텐시티의 실수 값과 허수 값은 각각 능동 구조 인텐시티(Active 

structural intensity)와 반동 구조 인텐시티(Reactive structural 

intensity)라 한다. 평판의 국부적인 속도의 변화는 반동 전단 구조 인

텐시티(Reactive shearing structural intensity)가 가장 낮은 부분에 적

용하였을 때 발생하며, 전체적인 속도의 변화는 반동 전단 구조 인텐시

티가 가장 높은 부분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한다.[5] 또한 반동 전단 구

조 인텐시티는 구조물의 방사 음압 저감을 위한 제진재의 적용 형상, 위

치, 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6] 

2.2.2 공간 데이터 처리 

평판의 구조 인텐시티에 대한 Pavic의 공식 (21),(22)에서 구조 인텐

시티는 법선 방향 속도와 그 공간상 미분에 의해 계산되며 구조 인텐시



14 

 

티 값의 정확성은 공간 미분의 처리 과정에 달려 있다. 실험을 통해 측

정된 평면의 법선 속도 데이터는 공간 퓨리에 변환(spatial fourier 

transform)에 의해 공간 주파수 영역(wave number domain, k-space)

으로 변환해야 하며 공식(21),(22)에서의 각각의 공간 미분 term은 다

음과 같은 단순한 대수 계산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4] 

 

𝜕𝑚

𝜕𝑥𝑚

𝜕𝑛

𝜕𝑦𝑛
[𝜔(𝑥, 𝑦)] = ℱ−1{(𝑗𝑘𝑥)𝑚(𝑗𝑘𝑦)𝑛ℱ[𝜔(𝑥, 𝑦)]}       (26) 

 

여기서 ℱ[ ]는 공간 퓨리에 변환을 의미하며 ℱ−1[ ]는 inverse 공간 

퓨리에 변환을  의미한다. 또 𝑘𝑥, 𝑘𝑦는 𝑥, 𝑦 방향의 파동수(wave 

number)를 의미한다. 측정된 평면의 법선 속도 데이터를 엣지부에서 완

곡하게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공간 윈도 함수를 사용하게 되며, 실험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이므로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측정 에러는 공간 데이

터 처리 과정을 통해 높은 파동수 영역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k-space 

상에서의 공간 필터 또한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간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구조 인텐시티를 계산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으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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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cedure to calculate structural intensity from Pavic’s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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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Spatial Data Processing of experimental measured data through Matlab R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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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견실 최적 설계(Taguchi Method) 

견실 최적 설계(Optimal robust design)란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이 다

양하게 변해도 제품의 기능이 변하지 않고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

게 하는 설계변수의 최적값을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견실 최적 설계의 목표는 세 종류로 구분 할 수 있다. 

 

1) 망대(smaller-the-better) 설계목표 기능변수: 항상 최대값을 유

지하려고 하는 양  

2) 망소(larger-the-better) 설계목표 기능변수: 항상 최소값을 유지

하려고 하는 양 

3) 망목(nominal-the-best) 설계목표 기능변수: 항상 특정 목표값을 

유지하려는 양 

 

본 연구의 목표는 캐비닛 벽 면의 반동 전단 구조 인텐시티 분석을 통

해 찾아낸 위치에 제진재를 부착하여,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공진 주파

수에서의 음압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지만, 스피커라는 제품의 특성 

상 소음은 억제하되 원음은 최대한 유지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설계 목표를 개선 전 음압과 실험 후 음압의 차이로 정하여 설계 목표를 

최대화 시키는 망대 특성 설계목표로 설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설계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 설계 변수를 정하기 위해서

는 설계하려는 대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한 후 변

경 가능한 요소들을 확인하여 요인 분석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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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design factor analysis figure 

 

본 연구에서는 스피커에 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벽 면의 댐핑 부족을 개선하여 결과를 보고자 하므로 이에 근거하

여 설계 변수를 제진재의 크기, 두께, 재질, 적층 구조로 각각 나누어 설

정하였다. 그리고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방식을 정의하여 고객 

제품 사용 조건까지 설정하고 난 후, 기능변수 수준의 민감도 분석을 위

해 S/N비(signal-to-noise ratio)를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S/N비가 

크다는 의미는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극과 극으로 변해도 “가장 좋은 

상태”의 기능의 변동량이 최소가 되면서, 동시에 기능 변수가 망소, 망

목, 망대 특성을 잘 구현한다는 것이다. S/N 비의 산출 공식은 설정된 

설계 목표 기능 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이상 소음의 개선 

전,후의 음압 감소량을 망대 설계 목표 기능 변수로 설정하였으므로 

S/N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S/N망대 =  −10 log |
(

1

𝑦1
)

2
+(

1

𝑦2
)

2
+⋯+(

1

𝑦𝑛
)

2

𝑛
| [𝑑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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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S/N비를 최대화하면 각 설계 목표 기능 변수들의 크기가 최대화되

면서 편차는 최소화된다. 견실 최적 설계의 목표는 S/N비를 최대화하는 

각각의 설계 변수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만, 설정된 설계 변수

의 개수에 따라서 실제로 모든 조합을 실험하기에는 많은 반복 횟수가 

문제가 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최적의 실험 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수직 행렬이라는 개념을 이

용해야 한다. 각각의 설계 변수들의 조합을 컬럼 벡터로 구성하여 구해

지는 수직 행렬은 각각의 컬럼 벡터들이 독립되면서 모든 요소들을 빠짐

없이 포함하고 동시에 섞이지 않는(being not mixed) 특성에 의해 설계 

변수의 조합을 최소화시켜 실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

한 수직행렬 조합은 견실 최적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며 실제로 

실험 계획 최적화를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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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구성 및 측정 방법 

3.1 음 진동 수준 FRF 측정 실험. 

음 진동 현상이 저역에서 두드러지는 점을 고려하여 다채널 스피커 시

스템의 서브 우퍼 모델(LG전자, 모델명 S75T1-W)을 선정하여 음 진

동 수준을 확인해 보았다. 실험은 스피커에 1W 출력으로 Bandwidth 

1kHz의 Sine sweep signal 을 인가하여 청음 및 스피커 전,후면 각 1m 

지점에서의 음압을 측정하였으며, Figure 7~8과 같이 245Hz 부근에서 

귀로 감지할 수 있는 이상 소음이 발생하고 FRF상으로 해당 주파수에

서 완만한 곡선이 아닌 급격한 slope와 함께 peak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Figure 6. Experimental set up for measurement of the loud speaker SPL 

또한 Figure 9~10과 같이 임팩트 해머를 이용한 충격 실험에서도 동

일 주파수 대역에서 6번째 모드가 발생하였고, Creo Parametric V2.0을 

이용한 유한 요소 해석 결과로도 해당 주파수 부근에서 6번째 모드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45Hz를 공진에 의한 음 진동 발생 관심

주파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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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 The FRF of SPL from speaker front face with 1W sine sweep signal 

(no damping condition) 

  



22 

 

 

Figure 8. The FRF of SPL from speaker rear face with 1W sine sweep signal 

(no damp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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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FRF sum and 6th mode shape of Impact Hammer Modal Test  

(no damp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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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ode shape by FEM (mode 1st ~ 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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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단 구조 인텐시티 측정 

해당 모드에서 스피커 캐비닛 각 벽 면의 진동량을 측정하고 구조 

인텐시티 벡터 선도를 구하기 위해 실험 장치를 Figure 11 과 같이 

구성하였다. 구조 인텐시티는 직접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 아니므로 

캐비닛 벽 면의 수직 방향 속도를 측정한 후 Pavic 의 공식으로부터 

유도해낸다. 스피커의 바닥 면에 spike 를 고정하여 지면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자유단 조건에 가깝게 만든 후 관심 주파수인 245Hz sine 

sweep 신호를 인가하여 음 진동이 발생하는 조건이 유지되게 하였다. 

스피커의 전면은 front baffle wood board 에 플라스틱 panel 이 

bonding상태로 고정되어 있으며 우퍼 유닛 드라이버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부분이므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다섯 면의 수직 속도를 비접촉식 

진동 측정계인 레이저 도플러 바이브로 미터(Laser Doppler 

Vibrometer)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Figure 11. Experimental set up of the loud speaker with laser scan vib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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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Scanning the normal velocities on the loud speaker each wall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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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ure 13.The normal velocities on the loud speaker cabinet walls (a) left & right (b) top 

& bottom (c)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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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바이브로미터로 측정한 속도의 크기(amplitude)와 

위상(phase) 데이터는 Matlab R2016a 를 이용한 구조 인텐시티 계산 

Code 에 의해 파동 영역의 공간 데이터로 처리되고 최종적으로 구조 

인텐시티를 추출하여 Figure 14~18 과 같은 인텐시티 맵 및 벡터 

선도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14. Active and reactive shear structural intensity map and vector plot on the left 

wall at 24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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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Active and reactive shear structural intensity map and vector plot on the right 

wall at 245Hz 

 

 

 

Figure 16. Active and reactive shear structural intensity map and vector plot on the top 

wall at 24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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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ctive and reactive shear structural intensity map and vector plot on the 

bottom wall at 245Hz 

 

 

Figure 18. Active and reactive shear structural intensity map and vector plot on the back 

board at 24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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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선도를 살펴보면 스피커의 좌우 벽면은 유닛 드라이버가 마운팅 

된 높이와 거의 동일한 높이에서 중앙보다 앞으로 조금 치우친 부분 근

처로 에너지가 모여들고 있으며 주로 back board에서 바닥 면으로 에너

지가 흘러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상단 면과 하단 면은 주로 후

면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텐시티 맵을 

통해 각 벽 면에서 반동 전단 구조 인텐시티가 가장 높은 부분에 각각 

제진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3 견실 최적 설계 

5 개 벽 면 중에 유닛 드라이버의 진동판 후면에서 발생하는 파동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back board 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이 가장 격렬하며 

이는 곧 후면의 진동량이 가장 큼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자는 주로 제품

의 정면에서 청취를 하게 되므로 스피커 정면과 후방 두 가지 방향에서

의 음압 측정값이 모두 고객의 제품 사용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2 가

지의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S/N비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설계 변수

의 조합을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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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1차 실험 

재질 고유의 높은 댐핑을 가지는 물질들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용, 생산성 등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제품 전체 

cost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전 제품, 차량 

등의 제진, 차음 등에 널리 쓰이는 부틸 러버(Butyl rubber)와, 실험에 

사용된 스피커의 기본 재질인 목재(Particle board)를 첫 번째 설계 변

수인 제진재의 재질로 선정하였다. 이 두 가지 재질에 대해서 각각 상용

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께와 크기를 2 수준의 설계 변수로 추가했으

며, 목재에는 부틸 러버를 적층하고, 부틸 러버에는 알루미늄 박판을 적

층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마지막 설계 변수로 설정했다. Table 1.과 

같이 설정한 2 수준 4 개 설계 변수에 대해서 L8(24) 수직 행렬을 택하

여 총 8 회의 실험 조합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 Variable levels of design factors 

 설계 변수 1 2 

A Size (mm) 40x40 80x80 

B 
Thickness 

(mm) 

Wood 9T 18T 

Butyl 3T 6T 

C Layer 
Wood 단층 Butyl 3T 

Butyl 단층 Al 0.1T 

D 재질 wood But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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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2차 실험 

 1 차 실험을 통해 각 설계 변수의 민감도를 분석했으며, 결과에 따라 

재질을 부틸 러버로 고정하여 설계 변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설계 변수 

3 개에 대해서 3 수준으로 범위를 증가시켜 2 차 실험을 진행했다.  

L9(33) 수직 행렬을 사용했으며, 크기와 두께 간의 상관 관계 민감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총 9 회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 Variable levels of design factors 

 

  

 설계 변수 1 2 3 

A Size (mm) 20x20 40x40 60x60 

B Thickness (mm) 5T 6T 7T 

C 
Aluminum Layer 

(mm) 
0.2T 0.5T 1T 

D 재질 부틸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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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견실 최적 설계 1차 실험 결과 

2수준 4 설계 변수로 L8(24) 수직 행렬을 사용하여 총 8회의 실험을 진

행하여 각 조합별 스피커 전,후면의 음압 차이를 정리하여 S/N비로 나

타내었다.  

Table 3. The 1st optimal robust design S/N ratio result 

 

견실 최적 설계 1차 실험을 진행한 결과, S/N비가 가장 크게 나온 조

합은 6T, 80mm 정사각형 부틸 러버에 알루미늄 박판을 적층하여 부착

한 r8 조합이며, Figure 19~20과 같이, 음 진동이 발생하는 개선 전의 

음압 그래프와 비교하였을 때, 음압 그래프의 개형이 flat해지면서 dip과 

peak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 청취 상으로도 이상 소음이 뚜

렷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 가능했다. 한편 Figure 21과 같이 스피커 상

단에 설치한 가속도계를 통해서도 벽 면 자체의 진동량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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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he FRF of SPL from speaker front face with 1W sine sweep signal (experimental 

design factor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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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he FRF of SPL from speaker rear face with 1W sine sweep signal 

(experimental design factor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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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The FRF of acceleration on the top panel of speaker with 1W sine sweep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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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진행한 조합 중 가장 S/N비가 크게 나온 r8 조합에 대해서, 제

진재의 위치를 구조 인텐시티 벡터 맵 분석을 통해 결정된 위치가 아닌,

각 평면의 정 중앙에 부착하여 이때의 음압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결과

는 Figure 22와 같이 r8조합에서 보여주는 음압 감소 효과 대비 

50~60% 수준으로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구조 인텐시티 법을 

통해 결정한 제진재 부착의 최적 위치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Figure 22. The FRF of SPL from speaker front/rear face with 1W sine sweep signal  

(damping patches on the fixed location and center point of each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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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준 평균 분석법을 활용하여 각 설계 변수의 민감도를 분석해

본 결과, 최대 S/N비는 수직 행렬을 통해 진행한 8회의 실험에 포함되

지 않은 조합에서 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망대 설계 목표 기능 변수

에서의 최대 S/N비 추정 공식을 이용하여 S/N비를 추정해 보니 A1-

B2-C2-D2 조합에서 10.76의 S/N비가 추정되었다. 6T, 40mm 정사각

형 부틸러버에 알루미늄 박판 0.2T를 적층한 조합으로 다시 실험을 진

행하여 얻은 S/N비는 10.40으로 추정치와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오

므로 1차 실험에 오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3.Experimental design factor’s sensitivity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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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견실 최적 설계 2차 실험 결과 

1 차 실험에서 얻은 최대 S/N 비 조합은 6T, 40mm 정사각형 부틸 러

버에 알루미늄 박판을 적층한 조합이었다. 목재를 사용했을 경우의 S/N

비가 모두 낮았으므로 재질에 대한 설계 변수를 부틸 러버로 고정하고 

크기, 두께, 적층 구조 세 가지의 설계 변수만을 가지고 각각 3 수준으로 

설정하여 2차 실험을 진행했다. 각 설계 변수들의 조합에 대해서 S/N비

와 민감도를 분석해보면, 면적은 40mm 정사각형일때, 부틸 러버의 두

께는 두꺼울 수록 S/N 비를 최대로 할 수 있었다. 적층한 알루미늄 박판

의 두께는 0.5T 에서 S/N 비가 가장 크긴 하나, 나머지 수준과 큰 차이

를 보이진 않았다. 단, 1T 로 두꺼워지면서 S/N 비가 소폭으로 감소하였

으며, 이는 적층된 알루미늄 박판이 두꺼워지면서 부틸 러버의 점탄성 

성질 대신 강성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댐핑의 증가를 억제한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적으로 7T 의 40mm 정사각형 부틸 러버에 알루미늄 0.5T 박판

을 적층한 조합에서 가장 큰 S/N 비를 나타냈으며, 이는 2 차 실험에서 

수직 행렬을 통해 조합한 총 9 회의 실험 조합 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최대 S/N 비 추정은 불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틸 러버의 두

께는 두꺼울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적용 시 가격 상승에 

비해 2 차 실험 결과에서 S/N 비 증가폭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므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두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Cost 를 

고려한다면 1 차 실험에서 S/N 비 7.9 를 기록한 목재와 부틸 러버의 조

합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알루미늄 박판 대비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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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2nd optimal robust design S/N ratio result 

 

 

 

 

Figure 24. Experimental design factor’s sensitivity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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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라우드 스피커의 공진 주파수에서의 음 진동 현상을 개선하

기 위해 캐비닛 벽 면 국소 부위 면적에 제진재를 부착하여 댐핑을 증가

시키는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음 진동이 발생하는 라우드 스피커의 

공진 주파수에서의 벽 면의 에너지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 파동 영역의 

공간 신호 처리(k-space signal processing)를 통한 구조 인텐시티 법

을 사용하여 인텐시티 맵 및 벡터 선도를 얻고 이를 통해 최적의 제진재 

적용 위치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진재의 재질, 형상 등의 최적화

를 위해 견실 최적 설계 기법의 수직 행렬을 이용하여 실험 계획을 세우

고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음 진동이 발생하는 관심 주파수 245Hz에서의 

음압을 최대 전면 3dB, 후면 6dB 가까이 감소시키고 이상 소음을 저감

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클로져 각 벽 면이 평면의 형

상을 가지는 라우드 스피커에서, 적절한 강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저주파수 대역의 공진으로 인해 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상승

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인 진폭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실

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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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Loud-Speaker Sound 

Vibration by Placing constrained layer damping 

patches using reactive shearing structural intensity 

measurements 

 

Jaeyou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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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ain questions in loudspeaker enclosure design is how to prevent the 

unwanted vibration of the enclosure wall could decreases the overall acoustic output 

and also cause the serious noise from a few parts in the whole speaker cabinet box. 

To address this issue, a vast amount of research has examined and as a result, a few 

high-quality loudspeaker systems apply variable solutions already. However, it is 

rather unreasonable to add a considerable cost to suppress sound vibration for low-

price loud speakers. Based on the simple vibrating system theory, mass, stiffness and 

damping properties of the system should be controlled in order to reduce the 

amplitude of vibration or shift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system. In general, 

among these factors, damping control is known as more convenient than mas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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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ness in terms of cost control. An increase in wall damping suppresses the 

vibration near the wall resonant frequencies. In the bulk of this paper, an 

experimental method to determine the structural intensity to trace the energy 

transmission to locate small damping patches on the loudspeaker cabinet wall will 

be discussed. The specification of damping patches will also be optimized using 

Optimal Robust Design (Taguchi Method) 

Key Words : Sound Vibration, Loud Speaker, Constrained Layer Damping, 

Structural Intensity, Optimal Robu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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