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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계시스템(mechanical system)의 내부에서 발생

하는 열은 기계 내부의 온도를 높여 원활한 작동

을 저해한다. 이런 고온의 열을 포함한 공기가 빠

져나갈 수 있도록, 규칙적인 구멍이 존재하는 패

널(panel)이 기계시스템의 외벽으로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공성 패널(perforated panel)은 열

을 방출하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계음까지 외

부로 투과시켜서 각종 소음 문제를 유발한다. 따

라서, 유체는 패널을 통과하지만 특정한 주파수 

대역의 소음은 투과하지 못하도록 다공성 패널이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공성 패널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패널

에 배치된 구멍의 기하학적인 특성에 따른 차음 

성능(sound attenuation performance)의 변화를 살펴

보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Estrada 등(1)은 패널 

구멍의 기하학적인 배열에 따른 차음 성능을 계산

하여, 구멍이 없는 일반적인 패널보다 우수한 차

음 성능을 보이는 주파수 대역이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또한, 서로 다른 패턴의 구멍 배열이 함께 

존재하는 패널의 투과 손실 값은 각 패턴이 독립

적으로 존재하는 패널의 투과 손실 값을 대수적으

Key Words: Optimal Shape Design(최적 형상 설계), Noise Reduction(소음 저감), Perforated Panel(다공성 패널), 

Sound(소리) 

초록: 유체는 잘 통과시키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공성 패널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주된 아

이디어는 1/4 파장관을 다공성 패널의 구멍들 주위에 배열하는 것이다. 먼저, 구멍이 하나만 있는 단위 

모델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패널의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단위 모델을 수직 방

향으로 세 개층으로 분할하고, 가운데 분할층을 설계 영역으로 선정한다. 투과 손실 곡선 상에서 목표 

투과 손실 값을 상회하는 주파수 대역이 가능한 넓도록 1/4 파장관의 개수와 배열을 결정한다. 이렇게 

최적 설계된 단위 모델을 다공성 패널에 주기적으로 배열하여 설계 목적을 달성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특정 목표 주파수와 목표 투과 손실 값에 대해 전개되었지만, 다양한 목표값에 적용 가능하다. 

Abstract: A design method for a perforated panel is suggested to reduce the level of incident noise without obstructing 

the flow of incoming fluid. The key idea was to insert an array of 1/4 wavelength tubes around the holes of the 

perforate panel. First, various case studies  were performed for a unit model with only one hole. In order to avoid any 

increase in the panel thickness, the unit model was vertically divided into three layers, and only the middle layer was 

used as the design domain. The number and array of 1/4 wavelength tubes connected to the hole were optimized to 

obtain the widest effective frequency range in the transmission loss curve as possible. Then, the optimally designed unit 

model was converted to a periodic array in the perforated panel to achieve the design goals. Even if the target frequency 

and the target transmission loss were set to 1000 Hz and 10 dB, respectively, the suggested design method for the a 

perforated panel could achieve noise reduction for various targe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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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한 값으로 근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

로 입증하였다.(2) 이 외에도 특이한 구멍 배열을 

갖는 다공성 패널의 차음 특성을 관찰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3~9)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초

음파 영역이나 초고주파 영역에 대해서만 진행하

였기에, 가청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패널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한편, 특수한 구조물을 다공성 패널에 부가하여, 

가청주파수 대역 내에서 소음을 차단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Yuya 등(10,11)은 여닫이창

(casement window) 내부에 작은 확장방을 추가하여 

투과 소음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Kitamura(12)는 패

널 구멍의 입/출구를 단면적이 아주 작은 덕트

(duct)로 연결하여 투과 소음을 줄이려고 하였다. 

Huang(13)은 패널 내부에 생성한 좁고 긴 덕트를 

유체가 통과하는 동안 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 구

조를 제안하였다. 위 연구들은 가청 주파수 대역

의 투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패널 구조를 제안하

였지만, 특수한 구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기에 패

널의 두께가 증가되거나 긴 유로를 유체가 통과해

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유체가 흐르는 덕트 내의 투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1/4파장관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1/4 파장

관은 단순한 관의 형태로, 특정한 파장의 소음을 

줄이는 음향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eld 등(14)

은 1/4 파장관을 이용하여 건물로 유입되는 소음

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Ihde 등(15)은 다량의 

공기를 다루는 기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1/4 파장관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Neise 등(16)은 기하학적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진 팬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 주파수의 소음을 

1/4 파장관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음을 보였고, 

Zhu 등(17)은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최근에 덕트 소음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서, 음향 메타물질(acoustic metamaterial)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ee 등(18,19)은 덕트에 박

막(membrane)이나 측면 구멍(side hole)을 규칙적으

로 부착하여 음의 부피탄성률이나 음의 밀도를 가

지는 음향 메타물질을 제작하여, 가청 주파수 대

역의 소음 투과율을 낮추었다. Yang 등(20)은 다공

성 패널의 구멍에 얇은 막을 붙인 후 막의 중심에 

질량을 배치하여 저주파 영역의 소음을 효과적으

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음향 메타물질에 관한 연구들은 투과음의 감소를 

위해 지나치게 긴 덕트를 필요로 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음향 메타물질 패널(acoustic 

metamaterial panel)은 유체를 통과 시키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의 두께 증가 없이 패널 표

면에 유입되는 유체는 반대쪽으로 잘 통과되지만, 

입사되는 협대역 소음(narrow band noise)은 차단되

는 다공성 패널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

칙적으로 구멍이 배열된 패널에 1/4 파장관을 삽입

한다. 상용 유한 요소 프로그램(COMSOL Multi-

Physics: Version 4.4)을 사용하여, 원하는 주파수에

서 높은 투과 손실 값(transmission loss value)을 갖

도록 적절한 1/4 파장관의 개수와 배열을 결정한

다. 최근 제시된 음향 메타물질 설계 방법론에 따

라 구멍이 하나인 단위 모델(unit model)에 대해 설

계를 수행한 후에, 그 설계 결과를 규칙적으로 배

열하여 특수한 음향 특성을 나타내는 다공성 패널

을 설계하도록 한다.  

2. 다공성 패널 설계 문제와 설계 전략 

2.1 설계 대상 모델과 설계 목적  

본 설계 문제에서 고려하는 설계 대상 모델은 

동일한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다공성 
 

 
(a) 

 
(b)  

Fig. 1 Design model: (a) perforated panel and unit 
model; and (b) design and non-design domains 
of un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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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 패널(Fig. 1(a)의 왼쪽)이다. 정사각 패널

의 한 변 길이는 ‘d1’, 원형 구멍의 직경은 ‘d2’, 구

멍과 구멍 사이의 중심 거리를 ‘d3’, 가장 자리 구

멍과 패널 끝단의 거리는 ‘d4’, 패널의 두께는 ‘t’

로 나타낸다. 설계될 패널은 3 가지 설계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패널에 수직으로 유입되는 유

체는 통과 시키고, 2) 목적 주파수 대역에서 소음

을 줄이면서도 3) 패널의 두께는 증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구멍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시키지 

않고, 구멍을 제외한 다른 패널 부분은 강체벽

(rigid wall: 입사되는 소리가 모두 반사됨)으로 가

정한다.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Fig. 1(a)의 왼쪽에 

위치한 다공성 패널에서 구멍 한 개를 가지고 있

는 단위 모델(unit model: Fig. 1(a)의 오른쪽)을 떼어

내어 설계를 수행한 후 나머지 구멍에도 설계 결

과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 설계 과정에서는 위에

서 정의한 d1, d3, d4가 설계 변수로 사용되지 않았

으며, d2 의 경우에는 고정된 상수로 설정하여 설

계를 진행한다. 떼어 낸 단위 모델을 Fig. 1(b)와 

같이 3 개의 레이어(layer)로 분할하고, 설계 영역

(design domain)으로 선정한 가운데 레이어(layer B)

에 1/4 파장관을 생성하고 이를 원래 구멍과 연결

하여 구멍을 투과하는 소음을 줄이고자 한다.  

  

2.2 1/4 파장관 

Fig. 2(a)는 1/4 파장관(quarter wavelength tube)이 

연결된 2 차원 덕트를 나타낸다. 덕트 안에 유동 

방향과 수직하게 높이 h 인 관이 연결되면, 관 높

이의 약 4배 정도 되는 파장(λ ≈ 4h) 을 갖는 주파 
 

 
(a)  

 
(b)  

Fig. 2 Two-dimensional duct connected to quarter 
wavelength tube: (a) geometry; and (b) sound 
pressure distribution at target frequency 

수의 소음이 저감된다.(21) 따라서, 목표 주파수(ft)

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 (1)을 만족하는 길

이의 관을 설계하여 덕트에 연결하여야 한다: 

( )tfch /4/14/1 == λ   (1) 

식 (1)에서 c(=343 m/s)는 음속을 나타내고, 이

렇게 설계된 1/4 파장관이 연결된 덕트는 목표주

파수에서 Fig. 2(b)와 같은 음압 분포를 갖는다. 파

장관을 지난 후에 음압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계 방법은 2 차원 모델

뿐만 아니라 3 차원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하다. 다만, 덕트 단면의 면적에 따라 식 (1)에 의

해 계산된 관의 높이는 조금씩 조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설계 전략 

먼저, 구멍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단위 모델(Fig. 

1(b) 참조)이 목표 주파수에서 소음을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1/4 파장관의 배열 방법, 

길이, 개수, 단면적 조합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

된 1/4 파장관의 형상과 배열을 모든 구멍에 동일

하게 적용하여 전체 다공성 패널의 소음 저감 능

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를 진행한다. 단위 모델의 

소음 저감 능력은 입구와 출구의 단면적이 같을 

경우, 식 (2)와 같이 입사파와 투과파의 음향 파워 

레벨 차이로 계산되는 투과 손실 곡선(transmission 

loss curve: TL)으로 나타낸다. ip 는 덕트 입구로 

들어오는 입사파이고, tp 는 덕트 출구로 나가는 

투과파이며, ρ 는 음향 매질의 밀도이다:  

 
( )
( ) dScp

dScp
TL

t

i

t

i

∫
∫==

ρ

ρ

π
π

2/

2/
log10log10

2

2

1010  (2) 

단위 모델의 투과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Fig. 

3(a)과 같이 단위 모델 전/후로 길이 0.15 m 의 덕

트를 연장하고, 덕트의 입구단에는 단위 입사파를 

부여하고 ,  출구단에는  무반사  끝단 ( an echo i c 

termination)조건을 부여한다. 덕트의 종방향(=소리

가 이동하는 방향)을 x 축, 이에 수직한 방향을 각

각 y 축과 z 축으로 설정한다. 한 개의 1/4 파장관

의 높이를 h, 사각 단면의 변을 각각 lx 와 ly 라고 

한다. 그리고, 파장관의 중심선은 원형 덕트의 중

심을 통과한다(Fig. 3(b) 참조). 1/4파장관이 연결된 

경우에 계산된 투과 손실 곡선은 일반적으로 Fig. 

3(c)와 같이 목표 주파수(ft)에서 높은 투과 손실 

값을 갖는다. 실제 상황에서는 주된 소음 주파수

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 있으므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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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Unit model for acoustical analysis and effective 
frequency range: (a) analysis model used to 
calculate TL of unit model; (b) geometry 
information of analysis model; and (c) effective 
frequency range of 1/4 wavelength tube 

 

주파수에서 높은 투과 손실 값을 갖는 것보다 목

표 값(
targetTL ) 이상의 투과 손실 값을 갖는 주파수 

범위(유효 주파수 대역)가 넓은 것이 더 실용적이

다. 따라서, 본 설계 문제에서는 유효 주파수 대역

(effective frequency range: 
efff∆ )이 넓은 파장관 배

열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3. 1/4 파장관의 배열에 따른 단위 모델의 

음향 투과 특성 

설계 영역으로 설정된 레이어 B(layer B)에 생성 

 
  (a)    (b)  

 
(c)  

Fig. 4 Result of Case study A: (a) Case A-1; (b) Case A-
2; and (c) comparison of transmission loss curves 

 

가능한 파장관의 길이와 단면적, 개수를 사례 연

구(case study)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한다. 각 사례 

연구에서는 목표 주파수(ft)를 1000 Hz로 설정하여 

제작된 1/4 파장관이나 파장관의 배열에 대해, 유

한 요소 모델을 사용하여 주파수에 따른 투과 손

실 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투과 손실 곡선에서 목

표 투과 손실 값(
targetTL ) 10 dB에 대한 유효 주파

수 대역(
efff∆ )을 파장관 형상이나 파장관 배열의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원형 덕트의 단면 지름(d2)

은 50 mm로 설정하고, Fig. 1(b)의 설계 영역(layer 

B)의 두께(t2)는 15 mm 로 설정하여, 파장관 단면

의 한 변(lx)이나 종 방향(x 방향)으로 배열된 파장

관의 총 두께가 t2를 넘지 않도록 한다. 
 

3.1 Case Study A: 종 방향으로 배열된 1/4 파장관

의 음향 투과 특성 

종 방향으로 배열된 1/4 파장관의 장점을 검토

하기 위해, 두 가지 경우(Case A-1 과 Case A-2)를 

비교한다. 두 경우에 사용되는 파장관의 길이(h = 

80.55mm)는 동일하지만, 파장관의 개수가 다르다. 

Case A-1 (Fig. 4(a))에서는 한 개의 파장관이 사용

되고, 파장관의 ly 는 15 mm, lx 는 13 mm이다. Case 

A-2(Fig. 4(b))에서는 ly = 15 mm, lx = 13/3 mm인 세 

개의 파장관들이 1 mm 간격을 두고 종 방향으로 

배열하였다. 따라서, 두 경우의 전체 파장관의 단

면적은 같다. 두 경우의 투과 손실 곡선을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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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c)에서 보이듯이, Case A-1 이 Case A-2 보다 

유효 주파수 대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단면적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1/4 파장관을 2개나 

4 개로 나누어서 설계해 보았을 때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현재 설계 문제에서는 종 방향으로 단

면적이 작은 1/4 파장관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동일 단면적의 파장관을 한 개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Case study B: 횡 방향으로 배열된 1/4 파장관

의 음향 투과 특성 

유효 주파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원

형 덕트의 원주 방향(유체 이동 방향으로 보았을 

때 횡 방향)으로 1/4 파장관을 배열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사용되는 1/4 파장관의 길이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한다. 두 경우 

모두 3 개의 1/4 파장관이 덕트에 연결되고 세 파

장관은 등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Case B-1(Fig. 5(a))

에서는  1/4파장관의 길이(h1= h2= h3=81.97 mm)가 

모두 동일하고, Case B-2(Fig. 5(b))에서는  3 개의 

목표 주파수(1000 – ε1 Hz, 1000 Hz, 1000 + ε2 Hz: ε1 

와 ε2 는 양의 상수)에 대해 각 1/4 파장관의 길이

를 결정하였다. Fig. 5(c)는 Case B-1과 ε1 = 110 Hz, 

ε2 = 133 Hz 에 대하여 계산된 Case B-2(h1 = 81.97 
 

 
(a)    (b) 

(c) 

Fig. 5 Result of Case study B: (a) Case B-1; (b) Case B-
2; and (c) Comparison of transmission loss curves 

mm, h2 = 80.97 mm, h3 = 82.97 mm)의 투과 손실 곡

선을 비교한다. 3 개의 목표주파수를 사용한 Case 

B-2 에서 유효 주파수 범위( efff∆ )가 넓어질 것으

로 예상하였지만, 각 피크 주파수 사이에 투과 손

실 값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이 존재하였다. 이

런 현상은 ε1 과 ε2 값이 거의 ‘0’이 될 때까지 지

속되었다. 따라서, 현재 설계 문제에는 횡 방향 배

열에 사용되는 1/4파장관의 길이는 모두 동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3 Case study C: 1/4 파장관 단면적의 영향 

원주 방향으로 배열되는 1/4 파장관 단면의 원주 

방향 길이(ly)에 따른 음향 투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동일한 2 개의 1/4 파장관이 대칭적으로 연결되

어 있는 덕트의 투과 손실 값을 ly 의 변화에 따라 

계산하였다. lx는 동일하지만, ly가 다른 3 개 경우에 

대해 투과 손실 값을 계산하여 Fig. 6에서 비교한다: 

ly = 9 mm (Case C-1), ly = 23 mm (Case C-2), ly = 38 mm 

(Case C-3). ly 가 증가하면 유효 주파수 대역도 증가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1/4 파장관의 단면이 

횡 방향으로 늘어날 경우, 원주 방향으로 배열될 수 

있는 1/4 파장관의 개수가 제한되므로, 이 두 요소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4 Case study D: 1/4 파장관 개수의 영향 

1/4 파장관 단면의 변을 각각 ly = 15mm 와 lx = 

15mm 로 고정한 후, 파장관의 개수가 다른 3 가

지 해석 모델의 투과 손실 값을 계산하였다: 1/4 

파장관 2개 (Case D-1); 1/4 파장관 6개 (Case D-2); 

1/4 파장관 10개 (Case D-3). Fig. 7은 3 가지 경우

의 투과 손실 곡선을 비교한다. 1/4 파장관의 개수

가 증가할 수록, 유효 주파수 대역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임피던스 불일치가 발생하는 정도 

 
Fig. 6 Result of Case study C: transmission loss curve 

comparison 



박영효 · 배재혁 · 이진우 

 

442 

 
Fig. 7 Result of Case study D: Comparison of transmission 

loss curves 
 

가 전체 파장관의 총 단면적 합에 의존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파장관의 개수가 4개, 8개인 모델의 

유효 주파수 대역도 이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4. 다공성 패널 설계 

4.1 단위 모델의 1/4파장관 배열 

3 절에서 진행한 4 가지 경우의 사례 연구(case 

study) 결과를 종합하면, 제한된 설계 영역에서는 

종 방향으로 분할해서 1/4 파장관을 사용하는 것

은 원하는 설계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횡 방향(=원주 방향)으로 배열된 1/4 파장관들은 

길이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1/4 파장관 단면이 횡 방향으로 길거나 1/4 파장관

의 개수(n)가 많을수록 소음 저감 특성이 우수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ly 과 n 이 각각 최대한 커

지도록 설계할 때, 유효 주파수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1/4파장관이 연결되는 구멍의 원주가 정해

져 있기에 ly 와 n 은 동시에 증가할 수 없다. 따라

서, 최적의 ly 와 n 조합을 찾기 위해, Fig. 8 과 같

은 6 가지의 1/4 파장관의 횡 방향 배열(Case study 

E)을 고려한다: n = 2, ly = 0.05m (Case E-1), n = 4, ly = 

0.035m (Case E-2), n = 6, ly = 0.025m (Case E-3), n = 8, 

ly = 0.019m (Case E-4), n = 10, ly = 0.0154m (Case E-5), 

n = 12, ly  = 0.0129m (Case E-6). n 에 따라 결정되는 

ly는 식 (3)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sin(2

n
dly

π
=  (3) 

Fig. 9(a)는 Fig. 8의 6가지 해석 모델의 투과 손

실 곡선을 비교한다. 파장관의 개수가 2 개보다는 

6개일 때 유효주파수범위가 크고, n = 6 이후로는 

개수 증가에 의한 유효 주파수 범위의 증가는 거

의 무시할 만 하였다. 또한, 이 단위 모델의 설계 

    
(a)             (b)             (c) 

   
(d)            (e)             (f)  

Fig. 8 Analysis models used in Case study E: (a) n = 2; 
(b) n = 4; (c) n = 6; (d) n = 8; (e) n = 10; and (f) n 
= 12 

 

결과를 Fig. 1(a)의 다공성 패널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 구멍에 연결될 수 있는 1/4 파장관

이 바로 옆 구멍에 연결되는 1/4 파장관과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Fig. 9(b) 참조). 따라서, Case 

study E 에서 고려한 경우 중, 유효 주파수범위도 

넓으면서, 인접한 파장관들끼리의 간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n = 6을 선택하였다. Fig. 10은 6개의 

1/4 파장관이 연결된 덕트의 목표 주파수에서의 

음압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입구단에서 높은 음

압이 출구단에서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4.2 새로운 다공성 패널 설계 

4.1 절에서 결정한 단위 모델의 최적 설계 결과

를 실제 패널에 배치하여 최종적으로 설계된 다공

성 패널을 Fig. 11(a)에 나타내었다. Fig. 11(b)는 설

계 영역으로 설정한 레이어 B (layer B)의 각 구멍

과 1/4 파장관의 배열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d1 = 

0.7 m, d3 = 0.18 m, d4 = 0.17 m, t = 35 mm (t1=t3=10 mm, 

t2=15 mm)을 사용하였다. 각 구멍에 연결된 6개의 

1/4 파장관은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인접한 

두 구멍에 각각 연결된 1/4 파장관은 간섭을 일으

키지 않도록 배열하였다. Fig. 12(a)는 본 연구에서 

최종 설계된 다공성 패널과 앞서 설계된 단위 모

델의 투과 손실 곡선을 파장관이 없이 구멍만 뚫

려있는 다공성 패널의 투과 손실 곡선과 비교한다. 

새로운 다공성 패널과 기존 다공성 패널은 한 변

이 d1 인 사각형 덕트를 입/출구에 연결하여 음향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다공성 패널의 투과 손

실 값은 전 주파수 대역에서 ‘0’에 가깝지만, 설계

된 단위 모델과 새로운 다공성 패널의 투과 손실 

값은 1000 Hz 주변에서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12(b)와 (c)는 목표 주파수(1000 Hz)에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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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Result of Case study E: (a) comparison of 
transmission loss curves of analysis models in 
Fig. 8; and (b) interference of 1/4 wavelength 
tubes 

 

 
Fig. 10 Acoustic pressure distribution of optimal unit 

model at target frequency 
 

 

 
(a)                    (b) 

Fig. 11 Design result of perforated panel: (a) perforated 
panel designed by using design result of unit 
model in Fig. 10; (b) layer B in newly-designed 
perforated panel 

 
(a) 

 
(b)                   (c) 

Fig. 12 Acoustical characteristics of newly-designed 
perforated panel: (a) comparison of transmission loss 
curves; (b) acoustic pressure distribution at the 
target frequency: side view and (c) acoustic 
pressure distribution at the target frequency: 
iso-view  

 
운 다공성 패널의 음압 분포를 나타낸다. 입구쪽 

사각형 덕트의 높은 읍압이 패널을 통과하면서 출

구쪽에서는 아주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최

종 설계된 모델은 1000 Hz 대의 소음을 효과적으

로 제거할 수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설계 결과는 2 절에서 고려한 설계 목적을 달성하

였음을 입증한다: 1) 유체가 통과하는 구멍의 배치

나 형상/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았기에, 구멍만 존

재하는 다공성 패널과 같은 양의 유체가 통과할 

수 있고, 2) 목표 주파수 대역에서 충분히 높은 투

과 손실 값을 가지므로, 해당 주파수 대역의 소음

을 충분히 저감시킬 수 있으며, 3) 패널 내에 1/4

파장관을 생성하였기에, 패널 두께는 증가 하지 

않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패널에 입사하는 유체는 쉽게 통

과되지만 목적 주파수 대역의 소음은 차단시킬 수 

있는 다공성 패널을 음향 메타물질 개념을 이용하

여 설계하였다. 단위 모델의 유효 체적 탄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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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효 밀도가 음의 값을 갖는 유효 주파수 대역

을 알아내는 방법 대신, 목표 주파수 대역에서 일

정값 이상의 투과 손실 값을 갖는 단위 모델의 구

조를 체계적인 사례 연구(case study)를 통하여 얻

었다. 덕트 소음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알려

진 1/4 파장관을 구멍의 원주 방향으로 패널 내에 

있는 알맞게 배열하여, 기존 패널의 두께 증가 없

이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단위 모델

의 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계된 단위 

모델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새로운 다공성 패널

을 설계하였다. 설계 과정에서 목표주파수를 1000 

Hz, 목표 투과 손실 값을 10 dB 로 한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은 목표 주파수나 목표 

투과 손실 값이 변경되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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