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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향해석의 경우 넓은 대역에 걸쳐서 주파수응답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계를 함께 

수행한다면, 그 계산 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음향메타물질의 수치해석은, 개념설계와 도출

된 설계안의 사전검증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강건한 해석기법의 개발은 향후 

음향메타물질의 설계와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는 데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음향메타물질은 

물성특성이 비-균질하고 비-등방하여, 일반적으로 

수치해석이 굉장히 번거롭다. 이러한 특성들을 효율

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저자는 유한요소법(FEM)

을 적용하였다. 또한 설계, 특히 위상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매 최적설계 단계마다 시스템의 응답이 

변하게 되므로, 매 단계마다 그에 대응하는 축소된 

모델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오차인자를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균질과 비-등방의 특징을 가지

는 음향시스템에 대해서, 오차인자를 적용한 준-정

적 리츠벡터기반의 모델축소법을 제안 및 적용하였

다. 

2. 음향시스템의 모델링과 해석 

2.1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 

(1)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 

헬름홀츠(Helmholtz)방정식과 다양한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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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음향시스템의 모델링을 위해서 적용되었다. 

이들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갤러킨 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음향 시스템 대수방정식을 구할 수 있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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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은 질량행렬, C는 감쇠행렬, K는 강성행

렬이고, F는 경계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중벡터

이다. 그리고, ω는 각 주파수이다. 모든 유한요소과

정은 상용프로그램인 COMSOL과 Matlab을 이용하

여 구현되었다. 

3. 적응적 준-정적 리츠벡터기반 모델축소법 

본 연구에서는 기저벡터기반의 모델축소법을 적

용하도록 한다. 기저벡터기반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

는 모달벡터기반(MDM), 하중기반(LDRV) 등이 있

다. 

 

3.1 일반적인 기저벡터기반 모델축소법 

(1) 기저벡터기반 모델축소법의 개념 

기저벡터기반 모델축소법은 쉽게 설명하자면, 식

(1)에 의해서 정의되는 본래의 시스템(매우 큰 스케

일)을, 특정한 투영벡터를 이용하여, 근사화된 시스

템(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스케일)을 구축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개념도를 그림1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3.2 적응적 준-정적 리츠벡터기반 모델축소법 

(1) 적응적 준-정적 리츠벡터기반 모델축소법 

주파수응답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제의 경우, 

해의 정확도와 계산량의 관점에서 최적화된 기저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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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Fig. 1. Concept of the model reduction scheme based on the 

basis vectors. 

 

또한 대부분의 음향시스템해석은 그림2와 같이 넓

은 대역의 주파수를 고려한다. 그리고, 최적설계 시

에는 매 단계마다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에 대응하는 축소시스템도 변해야만 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확장 주

파수를 고려하는 준-정적 리츠벡터(2)와 오차인자를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Fig. 2. Initial problem statement (e.g., variable definitions) 

for AQSRV scheme (Nsub: the number of subinterval, ncal: the 

number of calculation points for each subinterval, fc: expansion 

frequency for each subinterval, and fstart and fend: start & end for 

frequency range of interest). 

 

Table 1 Information for the simple M-C-K system (Default) 

The number of total DOF  300  

Angular frequency range (rad/s)  0 ~ 0.5  

Measured DOF number  75  

Expansion frequency (rad/s)  0.00  

Specified error  1e-4 

4. 제안된 모델축소법의 적용 

4.1 일반적인 기저벡터기반 모델축소법 

(1) 간단한 질량-감쇠-강성 시스템 

그림3과 같은 질량-감쇠-강성 시스템을 고려한

다. 해석과 모델축소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Table. 1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비-균질하고 비-등

방의 물성분포에 대한 모델축소법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서, 전체 질량-감쇠-강성 시스템에 대해서 

비-균질하게 물성을 부여하였다. 

 
Fig. 3. A simple mass-damping-spring system with a 

harmonic load 

 

그림4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준-정적 리츠벡터 기반

의 방법(AQSRV)과 일반적인 모달벡터기반의 모델축소

법(MDM)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AQSRV를 적용한 것이 MDM을 적용한 것

보다, 정확도와 계산속도 면에서 모두 월등함을 알 수 

있다. 

 

 
Fig. 4. Comparison between MDM-based and AQSRV-

based frequency response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큰 스케일의 음향시스템을 효율적

으로 해석하기 위한, 적응적 준-정적 리츠벡터 기반 

모델축소법을 제안하고, 몇 가지 수치예제를 통해서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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