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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경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주름관에 음파가 전파할 때 발생하는 차단주파수밴드 (stopband)를 

이론 및 BEM으로 해석한 내용을 다루었다. 2-D 덕트를 고려하였으며 경계가 길이방향의 사인함수로 변하는 주름관

에서 주름의 크기가 덕트 높이에 비해 충분히 작은 경우 다중 스케일 섭동법 (Multiple Scaling Perturbation Method)
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였다. 주파수가 복소수가 되는 조건에서 Bragg 공진과 Non-Bragg 공진에서 발생하는 차단주파

수밴드의 형성조건을 구하였다. 2-D BEM 해석을 수행하여 주름관의 삽입손실 (Insertion Loss)을 계산하였으며 이

론적으로 예측한 차단주파수밴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주름관, 2-D 덕트, 다중스케일 섭동법, Bragg의 공진주파수, 삽입손실

투고분야: 소음 및 공력음향분야 (10.3)

ABSTRACT: In this paper, the occurrence of a stopband phenomenon when an acoustic wave propagates through 
periodically corrugated ducts is discussed using theoretical and BEM analyses. A 2-D duct with sinusoidally 
corrugated upper and lower walls is considered. When the magnitude of the sinusoidal corrugation is sufficiently 
small compared to the duct’s height, the wave equation is solved with the multiple scaling perturbation method. 
Then stopbands for Bragg and non-Bragg resonances are computed from the condition where frequency becomes 
a complex number. A 2-D BEM analysis is performed to compute insertion loss of the duct, and stopbands are 
confirmed as predicted by analytical analysis.
Key words: Corrugated duct, 2-D duct, Multiple scaling Perturbation method, Bragg’s resonance frequency, 

Insertion loss
ASK subject classification: Noise and Aeroacoustic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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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격자형 형상이나 물성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구

조물내를 지나는 파동은 공학적으로 많은 응용분야

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 
[1]
이었다. 

특히 경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주름관 (Corrugated 
Duct)을 지나는 파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2-12]. 주름의 크기가 덕트 단면 크기에 비해 충분

히 작은 경우 섭동법 (Perturbation Method)을 이용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2-5]. 단순섭동법을 사용하면 공진주

파수에서 해가 무한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2], 

이는 단순섭동법을 적용하는데서 오는 해석상의 오

류일뿐 물리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Nayfeh [2], 
Asfar와 Nayfeh [3]. Hawwa와 Asfar [4]

는 2-D 덕트에 대

해, Nayfeh와 Kandil [5]
은 원통형 덕트에 대해 다중 스

케일 섭동법 (Multiple Scaling Perturb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해 (Uniform Solution)를 얻었다. 
파장과 주기가 일정한 관계식을 만족하면 에너지가 

전파하지 못하는 차단주파수 (Stopband)가 존재하는

데 Nayfeh와 Kandil [5]
은 파수 (Wavenumber)가 복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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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경계가 사인함수로 변하는 2-D 덕트

Fig. 1. 2-D duct with sinusoidally varying boundaries.

가 되는 조건이 존재하며 이로부터 차단주파수밴드

를 구할 수 있음을 보였다. Pogrebnyak [6]
은 음속 / (2 x 

주기)로 주어지는 Bragg의 공진주파수 외에 Non- 
Bragg 공진주파수에서도 차단주파수밴드가 존재함

을 지적하였는데 파동방정식에서 얻어지는 특성식 

(Characteristic Equation)을 연속근사법 (Successive 
Approximation)으로 전개하여 차단밴드폭과 중심주

파수를 구하였다. 주름의 크기가 덕트 직경에 비해 

충분히 작지 않아 섭동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를 따라 여러 점을 선택하여 경계조건을 만족하

는 행렬식을 구성하여 수치적인 방법으로 차단주파

수를 구하여야 한다 
[7-12]. Sandström [7]

과 Boström [8]
은 

각각 2-D 덕트와 원통형 덕트에 대해 적분식에 근거

한 Null-field 방법을 이용하여 주파수와 주름관 크기

의 변화에 대해 차단주파수밴드를 그래프로 제시하

였다. Tao 등 
[9-12]

은 Pogrebnyak [6]
의 방법을 확장하여 

원통형 주름관의 Non-Bragg 공진주파수에서 발생하

는 음파의 감쇠에 대해 차단밴드를 해석하였다. 또
한 Tao 등 

[11,12]
은 FEM을 사용하여 계산한 덕트의 삽

입손실 (Insertion Loss) 스펙트럼에서 차단밴드의 존

재를 예측결과와 비교하였는데 주름의 크기가 커지

면 차단주파수의 밴드폭과 음파의 감쇠폭도 커짐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덕트의 경계가 길이방향의 

사인함수 (Sinusoidal Function)로 변하는 주름관에 대

해 음파의 차단현상을 해석하였다. 유동이 있는 덕

트의 경우 주름관 단면변화가 크면 유체소음이 발생

하여 소음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섭동법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면변화가 작

은 경우를 고려하였다. 안정적인 해를 구하기 위해 

다중 스케일 섭동법을 이용하였다. 주파수가 복소수

가 되는 조건에서 차단밴드의 존재조건을 Bragg 주
파수 및 Non-Bragg 주파수에 대해 유도하였으며 Tao 
등 

[9-12]
이 전혀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얻은 차단주파

수밴드 예측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2-D BEM 해
석을 수행하여 덕트의 삽입손실을 구하였으며 얻어

진 차단밴드를 섭동법에서 예측한 밴드와 비교하

였다. 

II. 섭동법을 이용한 차단밴드해석

그림 1과 같이 축은 길이방향, 축은 높이방향이

며 평균높이가 인 이차원 덕트를 고려한다. 음파의 

전파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1) 

여기서 는 파수 (wavenumber)이다. 하변과 상변이 

각각 다음 식과 같이 위상차를 갖고 사인함수로 변

하는 경계조건을 고려한다. 

  sin  :                  lower boundary

  sin :  upper boundary           (2)

경계면에서 강체조건 ∂∂ 을 가정하면 하

변   와 상변   에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os∂
∂
∂
∂
                                  (3)

 cos∂
∂
∂
∂
                           (4)

만일 주름관의 변화폭이 덕트 높이에 비해 충분

히 작다면 단순섭동법 (Straightforward Perturb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해를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                                                        (5)

하변   의 경계조건 (3)을 의 파워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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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sin∂
∂

⋯

         cos∂
∂

⋯                             (6)

상변   에서의 경계조건 (4)도 식 (6)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다.  항을 모으면 지배방정

식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 

                                         (7)




    at     ,                                                 (8)

경계조건 (8)을 만족하는 식 (7)의 해는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cos                                           (9)

단,   ,     

 항의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 

                                       (10)

At   :

∂
∂

sin∂
∂ 

cos∂
∂

(11)
 
  에서의 경계조건도 식 (11)과 유사하게 주어

진다. 식 (10)의 해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2].

 
  

                  (12)

여기서  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   ,                                  (13)

단,     ,     

는 cos , sin의 조합으로 주어지

며 경계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수를 구하면 다음 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in
                                                             (14)

따라서 분모가 제로가 되는 공진조건 (resonance 
condition),   ⋯이 존재한다 

[2]. 

이를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된다.

                                                              (15a)

                                                             (15b)

여기서 
   . 식 (15a)는 모드 과 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식 (15b)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하는 것을 나타낸다.
식 (12)의 해는 식 (15)의 공진조건에서 무한대가 

되는데 이는 단순 섭동법을 사용하는데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오류일 뿐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발산하지 않는 해 (uniform solution)를 얻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중 스케일 섭동법 (Multiple 
Scaling Perturbation Method)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해를 전개한다 
[2-5]. 

⋯                      (16)

여기서   는 음파의 전파와 관련된 파수를 나타

내는 빠른 스케일 (fast scale)이고,   는 공진에 

의한 파동의 진폭과 위상 모듈레이션을 나타내는 느

린 스케일 (slow scale)을 나타낸다 
[2]. 에 대한 미분

항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
∂
∂
∂
∂

∂
⋯                                    (17a)

∂
∂ 

∂
∂ 

∂∂
∂ 

⋯                          (17b)

 항을 모으면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은 단순섭

동법의 경우인 식 (7), (8)과 같다.  항의 지배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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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8)

경계조건은 식 (11)에서  를 대입한 경우와 

같다. 의 해 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데 식 (9)와
는 달리 은 의 함수이다.

  


cos                              (19)

식 (19)를 식 (18)에 대입하면 우변 항은 다음과 같

이 된다. 




′ cos                            (20)

식 (18)의 해 (Particular Solution)를 다음과 같이 가

정한다.

 



                                            (21)

식 (19)와 (21)을 식 (18)에 대입하고 양변에 cos
를 곱하고 에 대해 적분한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2]. 

cos∂
∂ 

 

∂
∂ 

 

′        (22)

과 이 식 (15)를 만족하는 경우에 유한한 해를 

얻기 위해서 먼저 두 파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식 

(15a)의 경우를 고려한다. 

                                                         (23)

여기서 는 튜닝계수이며 과 의 다음 4가

지 조합이 발생한다.

                                          (24a)

                                                  (24b)

                                                  (24c)

                                            (24d)

식 (21)의 에서 공진과 관련된 모드 과 만 

고려하고 해가 발산하지 않는 다른 모드는 생략한다.

 
 

 
 






 


                        (25)

식 (25)에서 
±는 각각 ± 방향으로 전파하는 

파를 나타낸다. 식 (25)를 경계조건에 대입하고 정리

한 후 
± , ±의 계수를 모으고 식 (22)를 이용

하면 계수 
± 

±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                                           (26a)










′ 

′                                               (26b)

여기서 계수  은 다음과 같다.

 



 

         (27a) 

 



 

        (27b)

식 (26)의 해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      




 


,   

 

                          (28)

식 (26)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식을 얻는다. 

  
   




                                   (29a)

  
   




                                   (29b)

식 (29)의 determinant는 제로가 되어야 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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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os

  odd

sin

  even

              (31)

단,     

식 (30)의 해는 다음과 같다. 

  


∓                                     (32)

   이라고 가정하면 언제나   이 성

립한다. 식 (32)에서 가 복소수가 되면 식 (28)에서 

음파가 전달하지 못하고 지수함수로 감소하는 차단

밴드 (stopband)가 발생하는데 복소수가 되는 조건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3)

차단밴드가 존재하려면   인 경우 은 짝

수 (even)이어야 하며   인 경우 은 홀수 

(odd)이어야 한다. 식 (33)을 이용하여 식 (23)으로부

터 차단밴드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파수를 구할 

수 있다. 

                                (34)

여기서 ± . 식 (34)는 에 대해 비선형함

수이므로 수치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하지만 이 1보
다 충분히 작다면 다음과 같이 에 대해 전개하는 방

법을 이용하여 근사적인 해를 구할 수 있다.

   
                                                 (35a)

                                                            (35b)

여기서 는 식 (15a)를 만족하며, 는  를 대입

한 값을 나타낸다. 식 (34)의 좌변을 에 대해 전개하

면 양변의  항은 상쇄되고  항으로부터 다음 관계

식을 얻는다.





                          (36)

식 (36)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37)

여기서   ,    .

식 (15)에서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식 (15a)

와 (15b) 중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야 한다. 


 




               (38)

차단밴드의 중심주파수 , 상한과 하한 주파수 

 와 차단밴드폭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39a)

  ∓                                             (39b)

    


 

                (39c)

여기서 는 음속이다. 식 (39c)에서 차단밴드폭 

는 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식 (34)-(39)는   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경

우 와 식 (38), (39c)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sin
                                   (40a)


  





                                                             (40b)

 

                                                          (40c)

식 (40)은 Bragg 공진을 나타내며 ≠에 해당

하는 식 (38)과 (39)는 Non-Bragg 공진을 나타낸다. 
Tao 등 

[10]
은 원통형 반복 주름관내의 파동방정식

의 해를 Floquet 이론을 적용하여 표현하였으며 공진

시 차단밴드폭은 다음과 같은 근사식으로 주어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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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차단주파수와 밴드폭 ( )

Table 1. Stopband and bandwidth ( ).

(  ,    
 )



(Bragg)


(Hz) 


    

0 1133 303 453 

1 2043 358 534 

2 3584 528 788 

3 5224 732 1094 

Non-Bragg 
(Hz) 



     

0 1 1771 279 0 

1 2 3488 식 (15b)에 해당함

 0 2 3683

표 2. 차단주파수와 밴드폭 ( )

Table 2. Stopband and bandwidth ( ).

(  ,    
 )



(Bragg)


(Hz) 


    

0 1133 152 227 

1 2043 179 267 

2 3584 264 394 

3 5224 366 547 

Non-Bragg 
(Hz)



      

0 1 1771 139 0 

1 2 3488 식 (15b)에 해당함

 0 2 3683

∝                                                                (41)

여기서 정수  는 축에 대한 하모닉 차수를 나타

낸다. 밴드폭이 가장 최대로 되는 경우는   

이며 이때 파수 (wavenumber)는 식 (38)과 동일한 형

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식 (38)은 원통형 덕트에도 

성립하는데 이 경우 은 Bessel 함수   의 

근에 해당된다 (단, 은 덕트 반경을 나타냄). 
표 1과 2에는   m ,    (주기=0.15  m)

인 덕트에 대해 각각    인 경우 차단밴드

의 중심주파수와 밴드폭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는데 

상하면의 위상차는     두 가지를 고려하

였다. 식 (15b)의   의 경우에 대해서도 식 

(32)와 유사한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제곱근안의 변수

가 늘 양수가 되므로 본 경우에는 차단밴드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의 범위에서 성립하

는 근사식으로   이상으로 확대하면 식 (15b)의 

경우도 차단밴드가 존재한다 
[7,8]. 또한 식 (41)에 의하

면      ⋯에서도 차단밴드가 존재

하는데 이는 식 (15)를 일반화한 다음 식에 해당한다. 

±     ⋯                              (42)

본 논문에서는 의 범위에서만 차단밴드를 

고려하였다. 차단밴드폭을 최대화하려면, Bragg 공
진에서는 식 (31)에 의하면   가 되어야 하고, 가
장 낮은 Non-Bragg 공진에서는   가 되어야 한다.

III. BEM을 이용한 덕트 삽입손실해석

주름관의 삽입손실 (Insertion Loss: IL)을 2-D BEM
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덕트의 전체길이는 1940 mm
이며, 높이는    , 주름의 주기는   m  
     

이며 중간에 10개의 주름이 

있고 덕트 시작과 끝에 각각 200 mm의 직관이 있다. 
하변은 상변보다 주름이 40 mm 먼저 시작하는 경우

(  )와 위상차가 반대 (  )인 두 경우를 

고려하였다. 708개의 선형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요

소의 크기는 10 mm이며 파장당 6개의 절점조건을 

적용하면 상한 주파수는 5600 Hz가 된다.   과 
 및   와   인 경우 모두 4가지 조

합에 대해 BEM 해석을 하였다. 덕트입구에는 단

면에 대해 크기가 일정한 파가 입사되고 출구 ( 

 mm )에서는 단면에 대해 10 mm 간격으로 계

산한 압력의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주름관이 아닌 직

관인 경우 같은 위치에서 구한 압력을 빼주어 덕트

의 삽입손실을 계산하였다. 
그림 2-5에는 BEM에 의해 구한 삽입손실 스펙트

럼과 해석적으로 예측한 표 1과 2의 차단주파수 밴

드대역을 표시하였다. 그림 2의   ,   
의 경우, Bragg 공진에 의한 밴드는 첫 번째 (965~ 
1302 Hz), 두 번째 (1845~2242 Hz)와 세 번째 밴드 

(3291~3877 Hz)가 확인된다. Non-Bragg 밴드는 첫 번

째 (1645~1896 Hz)밴드에서 매우 큰 삽입손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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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BEM에 의한 덕트의 삽입손실 ( ,   )

Fig. 2. IL by BEM analysis ( ,   ).

그림3. BEM에 의한 덕트의 삽입손실 ( ,   )

Fig. 3. IL by BEM analysis ( ,   ).

그림4. BEM에 의한 덕트의 삽입손실 ( ,   )

Fig. 4. IL by BEM analysis ( ,   ).

그림5. BEM에 의한 덕트의 삽입손실 ( ,   )

Fig. 5. IL by BEM analysis ( ,   ).

이며 두 번째 이상 밴드는 5000 Hz 이내에서는   
범위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2에서 주름관의 크

기를   에서   로 줄인 것이 그림 3이며 차

단밴드의 중심주파수는 같으나 밴드폭은 1/2로 줄어

들고 의 크기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의   ,   의 경우, Bragg 밴드는 첫 번

째 (907~1360 Hz), 두 번째 (1776~2310 Hz)와 세 번째 

밴드 (3190 ~3978 Hz)가 확인된다. 그러나 Non-Bragg 
밴드는 표 2에서 보듯이 5000 Hz 이내에서는 존재하

지 않는다.   에서   로 바뀌면 그림 5에서 

보듯이 밴드폭은 1/2로 줄어들며 삽입손실도 감소

한다.

IV. 결  론

2차원 덕트에서 상하단 경계가 길이방향의 사인

함수 (sinusoidal function)로 변하는 주름관에 대해 음

파의 차단현상을 해석하였다. 다중 스케일 섭동법을 

이용하여 주파수가 복소수가 되는 조건에서 차단밴

드의 존재조건을 Bragg 공진 및 Non-Bragg 공진에 대

해 유도하였다. 두 파의 진행방향이 반대인 경우만 차

단밴드가 존재함을 보였는데 이는   범위에서

만 성립하며 같은 방향에 대해서도 차단밴드가 존재

하지만 이는 의 범위에 속한다. 2D BEM을 이용

하여 덕트의 삽입손실 스펙트럼을 구하였으며 해석

에서 예측한 차단밴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주름관

의 크기가 바뀌면 밴드폭도 이에 비례해서 변화함을 

보였으며 밴드 중심주파수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

였다. 향후 주름관 덕트시편을 제작하여 측정을 통

해 차단밴드의 존재와 삽입손실의 스펙트럼을 BEM 
결과와 비교할 예정이다. 반복 주름관형태의 덕트는 

흡음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삽입손실 차
단주파수대역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

으며 여러 면에 응용분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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