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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100아{z 미만의 저주파 대역에서 음향 

방사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음향 변환 

기를 연구하였다. 이 음향 변환기는 세 개의 혼을 직렬 

의 조합으로 연결한 형태를 띄고 있고 설계상에 필요한 

계산을 위해 혼 방정식에 근거해 간단한 모델을 개발했 

다. 음향 발생을 위한 변환기로써 원형판에 얇은 압전 

체를 붙인 작동기를 사용하였다. 제안된 음향 변환기는 

개발된 모델을 통해 설계되었고 실험을 위해 제작되었 

다. 제안된 음향 변환기의 성능은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음향 해석 프로그램인 SYSNOISE 를 

이용한 수치해석과 실험에 근거한 결과는 제안된 음향 

변환기가 60아Iz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서 5 ~ 30 dB 의 

음압을 발생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1. introduction
이론적으로 고체의 진동으로부터 음향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소리의 파장과 진동체의 크기가 
거의 같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주파수를 제외 

하고는 우리가 관심 있는 주파수의 파장은 매우 커서 

이보다 큰 음향 발생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발생된 음향은 모아주지 않으 

면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어 나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전부터 먼 거리 

로 소리를 보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 혼(hom)이다.

혼은 음향학적으로 acoustic waveguide 의 일종으로 단 

면적을 점차 변화 시켜서 매질의 임피던스(impedance)의 

최대치에 가까운 부하가 진동체에 작용하도록 하여 음 

향 출력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모든 방향으 

로 음파가 방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방향성을 제공한다. 

저주파의 경우 혼의 목 부분에 설치된 진동체의 음향 

발생 효과는 실제 진동체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진, baffle 
위에 설치된 진동체의 음향 발생 효과에 가깝게 된다. 

이러한 혼의 특성으로 인하여 혼을 때로 음향 변환기 

(acoustic transformer)라 부르기도 한다.

혼 시스템의 효율은 일반적으로 20% 정도로 혼을 사 

용하지 않은 일반 음향 시스템의 0.1 ~ 1% 정도에 비해 

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어 기계적인 증폭만 가능하던 

초기 혼 연구에서는 출력 효율과 같은 부하 증폭에 초 

점이 맞춰졌었다.[Ref 1-4] 그러나 전기적 증폭이 가능 

해짐에 따라 음향의 발생보다 방향성 제어(directivity 
control)와 같은 효과적인 음향 전달에 좀더 많은 연구 

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Ref 3, 5]
어느 응용 사례를 위해서도 혼의 응답 특성에 대한 

모델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혼의 방향성 응답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면의 모양이 요 

구되어 평면파(plane wave)를 가정한 Webster's horn 
equation 의 적용 타당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고 있어 

혼의 정확한 모델 작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Ref 7] Geddes [Ref 5-기는 좀더 정확 

한 방향성 예측을 위해 기존의 평면파 가정에서 벗어나 

acoustic waveguide 의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Waveguide 는 음향 방정식의 직접해로 

Webster's equation 의 평면파 가정에서 벗어난 완전해 

(exact solution)?} 될 수 있었다. 간단히 Geddes 의 논문 

을 요약하면 파면과 waveguide 의 모양을 적절히 조절 

하면 일정한 방향성 제어를 위한 최적의 혼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Putland[Ref8-9]는 Geddes 의 입장에 반하여 모 

든 lP(One parameter) 파동이 Webster's horn equation 임을 

만족함을 증명하였다. 그는 1P 파동의 성질들을 자세히 

밝힘과 동시에 1P 파동을 만족하는 새로운 혼 형상을 

찾으려'는 Geddes 의 노력 이 무의 미 하다고 주장하였다.

Putland 의 주장대로 새로운 형상의 혼을 찾음으로 혼 

의 음향학적 성능 향상이 불가능하다면 기본적인 혼의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향 변환기를 연구•개발 할 

필요가 있다. 혼의 기능은 음향 변환기로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혼에 의한 트랜스듀서 

(transducer) 부하 증폭 효과가 있는 저주파 영역이 지수 

혼(exponential horn)의 경우는 cutoff frequency 에 의해 한 

정 받는 등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 

고 또한 혼 사용 시 음향 파형의 변환을 야기할 수 있 

기 때문에 음향 발생 효과 증대와 더불어 음질의 저흐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혼이 크게 효과를 보이지 않는 저음부 

에서의 음향 발생 효율을 높을 수 있는 음향 변환기를 

연구하였다. 저음부에서 조금 더 고른 주파수 특성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주파 SONAR 와 같이 저주 

파의 효율적 발생이 중요한 경우에의 응용 가능성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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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였다.

2. Modeling of an acoustic transfomer
이론적으로 잘 알려진 혼의 성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향 변환기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향 

변환기의 구조는 서로 다른 형태의 혼을 접합한 형태로 

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지수혼을 

거꾸로 부착시킨 부분으로 트랜스듀서 부분에서 발생한 

음향의 속도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지수혼 부분으로 일반적인 혼이 음압 발생부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 부분은 원추혼 부 

분으로 지수혼의 입 부분과 접합되어 급격한 단면적 증 

가를 완화시켜 혼 내부 음파의 균질성을 유지시켜 음향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혼을 접 

합하는 것은 방향성 제어와 함께 좋은 부하 효과를 위 

해 Keele 가 설계한 지수혼 - 원추혼의 직렬 연결 복합 

혼과 유사하다. [Ref 10]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 부분이 직렬로 연결된 음 

향변환기에 대해 각 혼들의 요소 모델을 결합하는 방식 

으로 radiation impedance（방사 임피던스）를 

Mathematica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부분의 크기는 Fig. 3 에 나타낸바와 같은 형상이 

며 실제 실험에 사용된 음향 변환기의 형태이다. 입 부 

분（거꾸로 된 지수혼은 목 부분）의 임피던스는 무한 

baffle 위에 있는 원형 피스톤의 방사 임피던스를 적용 

하였다. [Ref 11] 혼을 통해 방사되는 음향 출력은 임피 

던스의 실수부에만 비례하므로 계산 결과는 임피던스의 

실수부로만 나타내었다.

거꾸로 된 지수혼, 지수혼, 원추혼 이 세 가지가 모 

두 직렬로 연결된 음향 변환기의 방사 임피던스를 살펴 

보자. 유한한 길이를 가진 혼의 결합이고 거꾸로 된 지 

수혼의 영향으로 굴곡이 심하고 많은 편이

Transformer

Frequency(Hz)

Fig.l 음향 변환기 의 Radiation impedance

다.（Fig.1） 특히 170 Hz 부분에서 커다란 돌출부를 가 

진다. Fig.l 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을 발 

견할 수 있다. 하나는 지수혼의 cutoff frequency 보다 

낮은 저음부에서의 방사 효과 향상이다. 잘 알려져 있 
는 바와 같이 혼은 저주파 영역에서 흠향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Baffle 위에서 

진동하는 piston 에 의하여 음향을 방사하는 것보다 방 

사 효율이 최대 한계값에 빨리 도달하게 할뿐 보통 어 

떠한 frequency 이하에서는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새로 작성한 음향변환기의 경우 구성된 지수혼 

의 cutoff frequency 이하에서 비록 좁은 주파수 영역 

이지만 음향 방사 효율의 커다란 향상을 기대할 수 있 

다는 것을 Fig.l 을 통해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주목 

할 만한점은 peak 가 일어나는 주파수이다. Peak 가 

일어나는 주파수는 연구되는 음향 변환기를 구성하는 

세가지 혼의 peak 들과 다른 주파수에서 일어난다는 점 

이다. 기본적으로 역지수혼의 peak 들의 위치와 가깝 

긴 하나, 직렬로 연결된 다른 혼들의 그것에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peak 들의 위치를 잘 

활용한다면 음향 방사 효율이 상당히 평평한 음향 변환 

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Experiment and simulation

3.1 Experiment and simulation setup
음향 변환 발생기는 크게 트랜스듀서와 음향변환기,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음향을 발생시키는 트랜스듀 

서 부분은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시키 

는 압전 세라믹을 원형의 알루미늄 평판에 부착시켜 제 

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압전 세라믹은 일본 FUJI 
CERAMICS C-82 로 크기는 20x20x0.5mm 이며, 기본 물 

성치는 Table3-1 과 같다.

Table 3-1 FUJI CERAMICS C-82 의 기 본 물성 치

Property Symbol Value

Ybung*s modulus % 59xl09 Pa

Ybung's modulus E33 52xl09 Pa

Ybung*s modulus E55 21X109 Pa
Piezoelectric charge 

constants 妇 -260xl0-12 C/N

Piezoelectric charge 
constants 』33 540x1()T2 c/N

Piezoelectric charge 
constants

750x10^2 c/N

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s 831 -8.7X10-3 m2/C

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s 533 18x10-3 스!c

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s 幻5 27.5 X10-3 m2/C

Relative Dielectric 
constants 3100

Relative Dielectric 
constants

e33 / 타｝ 3400

음향 변환기의 실험을 위해 음향 발생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일정한 전압 60V 로 압전 

작동기를 작동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형 평판 전 

체가 균일한 속도로 가진 되는 것이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평판 전체가 균일한 진동을 해야 하지만 고정 

된 평판의 실제 진동은 주파수에 따라 다양한 모드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대략적이나마 관심 있는 주파수 

영역에서 원형 평판 중심 속도의 진폭만 0.00228 m/s 가

-82-



되도록 조건을 맞주었다.

음향 변환기의 전반적인 실험장치의 구성은 Fig. 2 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울산대학교 무향실에서 수행하였다.

보다 음향 변환기를 이용하여 방사하는 경우가 모든 주 
파수 영宥에서 크게는 35 dB 까지 더 큰 소리를 발생시 

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Fig. 2 음향변환기 의 실험 장치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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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주파수 영 역은 100-1000 Hz 이고 20 Hz 간격으 

로 측정하였다. 이것은 음향 변환기가 효과적으로 음향 

을 발생시키는 영역이 저음부이고 원형 평판의 복잡한 

모드 영향을 덜 받는 주파수 영역에 집중하여 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택된 주파수 영역이다. 음향 압력 

측정위치는 음향 변환기 입 부분의 중심, 즉 트랜스듀 

서로부터 65cm 떨어진 지점이다.

Fig. 3 음향변환기의 대략적인 설계도

Frequency(Hz)
Fig.4 일정한 속도의 진폭 하에서 음압의 변화

그런데 음향 변환기를 이용한 경우와 지수혼을 이용 

한 경우를 비교하면 고주파 영역에서 후자가 크게는 

10dB 까지 더 큰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가지 혼을 이어서 만든 음향 변환기가 하나의 

혼보다 방사 효율 향상에 더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효율 향상이 

없다는 결론이 옳다 하더라도 매우 좁은 주파수 구간 

특히 200Hz 미만의 저주파 영역에서 많게는 20dB 정도 

의 SPL 향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 

과이다. 왜냐하면 음향 변환기를 저주파 음향 발생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저주파 SONAR 등에 웅용한다면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향 변환기의 성능을 예측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 

기 위해 선형 음향 방정식을 수치 해석하는 SYSNOISE 
를 사용하였다. I-DEAS 를 이용하여 트랜스듀서와 음향 

변환기의 3 차원 mesh 를 각각 제작하고 SYSNOISE 에 

서 경계조건을 주어 전체적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강제 진동하는 원형 평판을 구조 해석하여 트랜 

스듀서를 시뮬레이션하였고 음향 변환기 부분은 공기 

mesh 에 적절한 음향 경계 조건을 준 음향 모드를 구해 

두 부분을 연결하여 수치 해석하였다.

------- Transformer(EXP) 
------- Pteton(EXP)

Transformer(SYS) 
Piston(SYS) 

，Horn(SYS)

3.2 Results and discussions
Fig. 4 은 방사판 속도의 진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파수 변화에 따른 발생되는 소리 크기의 변화를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4 에는 음향 변환기의 성능 

비교를 위해 음향 변환기 없이 원형 평판이 직접 방사 

하는 경우와 음향 변환기가 아닌 지수혼으로 Fig. 3 의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한 경우의 음향 입력을 표시하였 

다. Fig. 4 을 살펴보면 평판이 직접 방사를 하는 경우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Frequency(Hz)
Fig. 5 일정한 전압의 진폭 하에서 음압의 변화

Fig. 5 은 진동판을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된 압전체에 

부가하는 전압의 진폭이 일정하도록 유지하여 수치 해 

석하고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 경우들의 주파수 

특성과 상대적인 장단점은 Fig. 4 에 표시한 동일 속도 

조건과 같으나 저주파에서 방사 음향이 고주파의 그것 

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아진다는 점이 Fig. 4 과 면밀히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이는 압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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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ducer 로 썼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으로 판단된다. 

Fig. 4 와 5 에 표시한 두 가지 조건 모두에서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는 비교적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4와 5 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6아iz 
부근 peak 는 설계 모델에서도 예측되었던 （Fig. 1 참조） 

것이나 설계 모델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5아Iz 이상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트랜스듀서 부분인 

원형 평판의 첫번 고유 진동수보다 큰 주파수 영역이므 

로 평판은 더 이상 circular mode 로 진동하지 아니하여 

원형 중심에서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수치 해석에서는 원형 평판 전체가 균일한 속도 분포를 

가정하므로 저주파 영역보다 수치해석 결과가 부정확해 

진다. Fig. 4 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Fig. 4 와 

5 에 나타낸 실험 결과를 수치 해석등과 비교하면 실험 

에서 얻은 음향 변환기의 주파수 곡선이 수치 해석 결 

과보다 훨씬 평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음향 변환 

기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이라 하겠다.

4.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본 논문에서는 세가지 혼을 직렬로 연결하여 새로운 

종류의 음향 변환기를 설계 제작하고 해석하여 이의 성 

능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음향 방사 특성이 좋지 

않은 저주파 영역에서 음향 변환기는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아주 좁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단순 혼 

을 쓰는 것 보다 최대 20dB 의 이득을 볼 수 있음이 확 

인되었다. 이는 저주파 SONAR Transducer 에 효과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실험 

결과 예상보다 평탄한 주파수 특성 곡선을 얻을 수 있 

었다. 이는 다양한 혼을 조합하여 만든 음향 변환기가 

좁은 주파수 영역의 음향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기 위 

하여 사용되는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음향 변환기를 발전시키기 위하 

여 이루어져야 할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다음의 사항들 

이 있다.

1. 저음부의 음향 방사 특성이 향상되는 특성을 충분 
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우 좁은 주파수 영역에서 

만 이루어지는 음향 방사 효율 향상을 조금 더 넓은 주 

파수 영역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그 

리고 효율 증대가 일어나는 주파수 대역을 결정하는 설 

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음향 변환기 모델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2. Cutoff frequency 이하의 저음부에서 복합적인 요 

인으로 음향 변환기가 높은 방사 특성을 보이는데 이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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