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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cylindrical lattice and design 
variables of cylindrical lattice.

Fig. 2. Column-like domain of objec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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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기파를 제어하여 파동의 진행 경로 위에 있는 

물체가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전자기파 은폐의 기술

로서 transformation optics 라는 수학적인 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좌표 변환의 불변성을 이용하여 음

파와 같은 다른 종류의 파동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

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음향 은폐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론적 연

구가 보고되었지만, 재료값이나 형상 설계 등이 현

실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 알루미늄 실

린더를 기반으로 한 2차원 음향 은폐 구조가 보고된 

바 있으나(1) 이는 음파의 특정 진행방향과 주파수에 

한정된 결과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대칭형 실린더 격자구조를 이용한 

이차원 음향은폐 구조체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역설

계 방법을 통해 원형 실린더의 크기와 배치, 그리고 

재료 물성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음파의 진행방향

에 구애받지 않고,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유효한 음

향 은폐를 구현하였다.

2. 2차원 음향은폐를 위한 격자구조의 설계

2.1 설계 모델

원형 물체의 음향 은폐를 구현하기 위해서 Fig. 1

과 같은 다섯 층으로 이루어진 원형 실린더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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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고려하였다. 음파의 진행 방향에 의한 변수

를 억제하기 위해 각 층을 같은 개수와 같은 물성의 

실린더로 구성하였다. 사용될 수 있는 설계변수로는 

각 층에서 실린더의 크기, 층간 간격, 원주 방향으로

의 실린더 분포 수, 그리고 실린더의 밀도와 실린더 

내의 음파 속도 등이 있다. 최적화 모델에서 목적함

수는 음파의 진행 경로 위에 물체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는 이상적인 음향 은폐에서 나타나는 음압 분포

와 현재의 음압 분포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방

향으로 표현되며 이때 음압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

한 시뮬레이션으로 구하였다. 목적함수의 영역은 음

향 은폐 구조물 주변의 임의의 점을 포함하도록 정

의될 수 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Fig. 2와 같이 

기둥형상을 가진 점들의 집합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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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목적함수 영역 내부의 기둥 형상 개수

n = 각 기둥 내부의 점의 개수

 = 현재 음압

 = 이상적인 음향 은폐에서의 음압

2.2 음향 은폐성능과 유효 주파수 대역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실린더의 크기와 물성을 

COMSOL Multiphysics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Fig. 

3과 같이, 음파 진행 경로 위에 있는 원형 물체를 

둘러싼 원형 실린더 격자 구조는 음파가 이를 통과

할 때 격자 내부에서 산란, 반사, 간섭 등의 복잡한 

현상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격자 외부를 진행하는 

음파에 대한 간섭을 줄이게 된다. 이 결과에서 원형 

기둥의 밀도는 물의 약 2.7배, 음파 속도는 물의 약 

3.4배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형상의 음향 은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 가시도(averaged visibility)를 도입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2).

여기서 Mj와 Nj는 각각 j파면에서의 음압의 최댓

값과 최솟값을 나타내고, 평균 가시도가 낮을수록 

음파 진행 경로 위에 음파를 왜곡시키는 요소가 적

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는 음파의 주파수를 1500Hz로 하여 설계모

델을 최적화한 결과로서, 최대 4400Hz 까지도 평균 

가시도가 비교모델 대비 절반 이하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비록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최

적화를 진행하더라도 넓은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음

향 은폐가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3. (a) object only without cloak, (b) cloak model.
 

Fig. 4. Averaged visibility as a function of frequency

3. 결  론

대칭형 실린더 격자 구조를 통하여 이차원 음향 

은폐가 가능하도록 원형 실린더의 형상과 재료값에 

관한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 방법을 통한 설

계는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형상이 간단하고, 음향 

은폐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한 물성을 이용하고, 음파의 

진행 방향에 구애받지 않으며, 넓은 주파수 영역에

서 음향 은폐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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