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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기나 물과 같은 매질 내에 작은 입자나 봉과 

같은 일정한 형상의 구조물이 격자처럼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이를 지나는 파동은 격자 크기나 

단위 셀의 형상에 따라 결정되는 특정 주파수 밴드

에 대해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 전파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광학과 관련된 

이러한 현상을 광학 밴드갭(photonic bandgap, 

PBG)이라고 하며 PBG 현상은 반도체 레이저 기

구, 선택 반사경, 밴드패스 필터 및 공명기 등 다양

한 물리ㆍ전자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빛이나 전자기파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음파

나 탄성파도 파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광학 밴드

갭과 유사한 밴드갭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를 음파 

또는 진동에너지를 나타내는 “음향양자(phonon)”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포노닉 밴드갭(phononic 

bandgap)이라고 하며 특히 음파와 관련된 물질을 

소닉 크리스탈(sonic crystal)이라고 한다. 

 Kushwaha(Appl. Physis. Lett, 1997)는 원

통형 실린더가 공기 중에 2차원으로 배열된 구조에 

대해 봉의 직경과 간격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면서 

음파가 차단되는 밴드갭을 계산한 결과를 발표하였

는데 본 논문에서는 실린더 단면 형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며 배열한 구조에 대해 스피커를 사용하

여 음파의 저감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론적인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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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파저감 측정

그림 1처험 사각형 격자구조를 갖는 배열에 대해 

원형봉의 직경이 , 간격이 라면 봉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  (fillig fraction)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Fig. 1 Square array of cylindrical rods.

Fig. 2 Computed bandgap for square array in 
Fig. 1 (Kushwah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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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서 수직 점선은 f = 0.55에 해당하는 

것으로 격자간격 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경우

(1: a = 20mm, 2: a = 28mm, 3: a = 39mm, 

4: a = 54mm, 5: a = 76mm) 밴드갭 발생 주파

수를 보여주고 있다. 면적비 가 커지면 밴드갭이 

커지고 서로 중첩되며 가 작아지면 밴드폭이 작아

진다. 격자간격 가 작아지면 밴드갭은 고주파수로 

이동한다. 

 본 논문에서는 면적이 다른 5개 종류의 원형봉

을 면적비가 대체로 일정한 값을 갖도록 단계적으로 

배열하여 각각의 밴드폭이 서로 중첩되도록 하였으

며 최종 밴드폭은 2.9 kHz - 8.4 kHz가 되도록 

하였다. Table 1에 각 그룹의 직경과 실린더 수, 

면적비, 밴드폭을 보였다. 실린더 봉 집합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이며 스피커는 전면에서 1m 

떨어져 있는데 각각의 실린더 그룹은 음파의 진행방

향으로는 5개, 횡방향으로는 17개에서 31개를 배

열하였다. 고정된 마이크는 스피커와 실린더 집합체 

사이 중앙에 있으며 다른 마이크는 실린더 집합체 

후면으로 20cm 씩 떨어져서 측정하였다. 마이크는 

바닥에서 0.5 m 높이에 있다. 

   Table 1. Size of band gap cylinders

구분 a b c d e

직경
(mm)

48 42.5 34 31.8 27.2

격자
간격
(mm)

55 48 39 36 31

단수 5 5 5 5 5

실린더
수

17 21 25 27 31

면적비
(%)

59.8 61.6 59.7 61.2 60.5

차단
주파수
(kHz)

2.9-

4.8

3.3-

5.4

4.1-

6.7

4.4-

7.2

5.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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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attenuation

3. 결  론

재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주기적으로 

배열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밴드 갭 현상은 특정 주

파수대역의 음파만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매우 응용 가능성이 높다. 특히 흡음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구조의 형상으로만 흡음효과를 얻는다는 점

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음기 (silencer)로 활용될 수

도 있으며 음파 뿐만이 아니고 진동의 차단에도 응

용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모델에 대한 계산수단의 

개발과 모형실험을 통해 실용적인 소음제어 수단으

로서의 밴드갭 현상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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