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도 한국음향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7 권 제 2(s) 호

실내음향에 확산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찬 훈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진 용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A Pilot Study on the Influence of Surface

Diffusivity on the Acoustics in Rooms

Haan, Chan^Hoon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eon, Jin-Yong
Division,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건축실내표면의 확산성이 실내음향 

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그 정도를 알기 위하여 

가상의 홀을 시뮬레이션하여 확산성의 차이에 따 

른 실내음향인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RT, 

EDT, C80 등의 음향인자의 분석을 통하여 실내 

의 확산성이 초기 음에너지의 증가와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천장보다는 벽체의 

확산면이 명료도의 증가와 음이해도의 상승에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1960년 이후 실시된 많은 실내음향연구의 주된 

목표는 주관적인 응답과 음향인자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의 결과는 실 

제 공연장의 설계에 항상 쉽게 적용되는 것은 아 

니다. 음향지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디자인 데이타가 필요한데 설계 초기단계 

에서는 이러한 값의 산출이 어려움으로 흘의 음 

향에 대해서 적은 부분만이 예상될 수 있을 뿐이 

다. 일린의 Haan과 Fricke"'”의 논문은 최초의 

설계단계에서 흘의 기본적인 설계 데이타가 홀 

의 음향성능을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또 다른 논문⑷에서 실내 표면의 거친 정도 

(roughness)가 독립된 인자(surface diffusivity)로 

서 실내음향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나타낸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홀을 설정하여 

실내표면의 확산정도에 따른 실내음향인자의 변 

화를 분석하여 표면의 확산성이 실내음장에 미치 

는 영향과 그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면의 거칠기가 콘서트홀 음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2. 확산성 이론의 고찰

콘서트홀에서는 소리가 되도록 많은 방향에서 

청취자에게 도달할수록 확산음장을 이룰 수 있음 

으로 좋은 소리로 간주된다. 소리의 확산이 홀의 

음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으면 

서도 그 역할에 대한 증명은 매우 미미하였다. 그 

이유는 확산성을 측정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웠 

고 Meyer⑸가 발전시킨 확산성의 측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실 표면에서의 확산요소의 역할을 계량 

화 하가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디-.

호卜산은 한 점에 도달하는 소리에너지의 방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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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의 척도로 정의할 수 있다. 확산성을 측정하 

고 잔향실에서 확산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제시되긴 했지만 홀의 음향을 평가 

하기에는 만족스러운 것은 없었다.

Schultz'血는 19기년에 실내에 확산체를 사용하 

고, 격자로 벌어진 벽표면을 적용하고, 홉음을 추 

가함으로서 확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잔향실에서의 확산음장에 관한 연구로부 

터 흡음성이 높은 재료가 많은 큰공간에서 효과 

적인 확산음장을 만들기 위하여 불규칙한 방향으 

로 설정된 많은 양의 확산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혀졌다. 이것은 청중으로 가득 찬 

객석이 높은 흡음성을 갖는 음악당과 같은 홀에 

서도 동일한 조건의 상태가 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확산음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산체를 공간 

전체에 여기 저기 흩어져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 

함을 나타낸다.

Beranek"'은 벽 과 천장의 불규칙성 에 근거 하여 

음확산에 대한 평가척도(rating scale)를 만들었 

다. 그는 소리의 좋은 확산을 위한 두 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실의 잔향이 짧을 

경우 작은 반사회수 이후에 소리가 빨리 소멸되 

므로 잔향시간이 상당히 길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리가 실에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많은 

반사를 거듭해야만 함으로 긴 잔향시간은 확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Beranek의 두 번째 요구 

치는 홀의 천장과 벽이 소리의 파장이 표면으로 

부터 반사 될 때 확산할 수 있도록 불규 칙 적이어 

야 한다는 것이다.

Strom®은 청중이나 음악가에 게 인상되어지는 

홀의 음상(sound picture)은 좌석의 위치와 반사 

면의 지향성, 실의 모양, 실의 규모, 二!■리고 실내 

표면의 반사특성 및 확산정도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받는다고 하였다. 종종 확산체는 3차운J 상의 

정형화된 플라스터나 실내표면에 새겨진 나무로 

된 장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 

은 이런 확산 요소의 중요성이 정량화 되는 것일 

것 이 다.

음악당에서 음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반사체 

와 확산체의 효과를 알기 위한 몇개의 연구가 실 

행 되었다. Somerville"',은 음악당의 무대 위 에 설 

치된 대형의 canopy 나 반사판이 주관적으로 뛰어 

난 음감(tonal quality)을 제공하고 음원의 수직적 

인 상승의 효과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Strom*»은 실내표면의 불규칙한 요소가 객석 

과 무대의 음에너지 분포를 얼마나 변화시키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확산 

체의 유무에 따른 음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소리의 확산성은 천장과 벽에 확산체를 부 

여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무대위의 확 

산체는 연주자를 위한 음에너지 분포를 개선시키 

고 객석을 향한 초기에너지의 방출을 증가시킨다 

는 것을 의미한다.

3. 모델의 설정 및 적용

실내의 음장을 분석하고 음압레벨을 비롯한 음 

향인자들의 계산을 위하여 3차원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 

인 ODEON program은 음선추적 법(ray-tracing 

method)과 허상법(image model method)을 동시 

에 사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정확도나 검증은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하여 발표되었으며 현재 구 

주에서 가장 광범히 사용되어지고 있다."臨"4)

본 연구를 위하여 가상의 홀을 선정하여 실내 

표면의 확산도를 차별하여 적용하였다. 각 홀은 

D-1 보델을 기본으로 각각 벽과 천장에 확산정도 

를 다르게 하여 만들었다. 즉, D-1 모델은 벽과 

천상을 평탄한 면으로 처리 했으며, D-2의 경우는 

벽에만. D-3의 경우는 천장에만, D-4의 경우는 

벽과 천장에 확산체를 처리하여 D-1 모델보다는 

D-2와 D-3가 D-2와 D-3보다는 D-4 모델이 더 

많은 확산면을 가지도록 계획하였다. 각 모델의 

투시도와 실내표면 상태는 (그림 1)부터 (그림 4) 

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1) D-1 모델 (반사벽 및 반사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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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델의 실내마감재료는 동일하게 적용하였 

으며 부위별 적 용재 료는 표 2와 같다.

〈표 2〉모델에 적용된 실내마감재료

번호 부위 재료

1 천장 및 측벽 plaster board
2 무대바닥 wood flooring
3 객석 바닥 접이식 의자

4 객석 뒷벽 흡음벽 (”().5)

각 모델의 실내에 6개의 임의의 수음점을 바닥 

위 L2m 높이에 설정하고, 무대 중앙에 바닥 위 

1.5m 위치에 1개의 음원을 설정하였다. 평면상에 

나타난 음원과 수음점의 위치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2） D-2 모델 （반사벽 및 확산천장）

（ZL림 5） 모델 평면상의 음원과 수음점의 위치

（그림 3） D-3 모델 （확산벽 및 반사천장）

（그림 4） D-4 모델 （확산벽 및 확산천장）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음원에서 임의로 발생 

시킨 음선을 그 음에너지가 소멸될 때까지 추적 

하고, 그 음선이 실내의 어떤 표면에 부딪칠 때마 

다 재료의 흡음률을 고려한 음에너지 방정식으로 

계산하여 이 값들을 계속 축적해 나갔다. 본 연구 

에서는 시뮬레이션 마다 한 개의 음원당 2,000개 

의 음선을 방사하였으며 2,000개의 음선을 동시에 

모두 추적하여 실내에서 음이 진행하는 양태를 

분석하고, 수음점에서 최종적으로 음향지수의 계 

산치를 산정하였匸卜 수음점에서의 수음각은 좌우 

18（）도 수평상태에서 상하 90도 범위에서 들어오 

는 모든 음선은 수음점은 중심으로 Im 범위에서 

수합하였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수행시 설정한 

제원은 다음과 같다.

1） Number of Rays : 2,000개

2） Max. Number of Reflections : 200회

3） Impulse Response Length : 1,700ms

4） Impulse Response Resolution : 9ms

5） 음원 의 파우】레 벨 : 12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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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가상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각 모델의 

수음점 에 서 잔향시 간（RT）, 초기감쇠시 간 （EDT）, 

명료도 （（Go）등의 음향인자의 값을 계산하여 분석 

하였다.

1） 잔향시 간 （Reverberation Time）
적용모델의 홀의 전체 잔향시간은 D-1 홀에서 

D-4홀로 갈수록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일재료하에서 실내표면적의 차이에서 발생된 

결과로 판정된다. D-1 에 확산체를 추가시킬수록 

실내표면 적이 증가하여 작은 잔향이 발생 되 었다’ 

천장이나 벽에만 확산체를 설치한 D-2홀과 D-3 

흘은 천장과 벽 모두에 확산체를 설치한 D-4에 

비해서 잔향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D-2와 D-3홀 

은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천장보다 

넓은 면적을 가진 벽체가 확산처리된 D-3 홀의 

산향이 천장만을 흐卜산•처리한 D-2홀 보다 저주파 

수 대역에서 다소 짧은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각 

홀의 잔향시간은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一。너
♦ D—2

D-3
—>t— D-4

（그림 8） 수음점 r2에서의 EDT 분포도

129-t 250Hz SXHz >00O-U 200CH? «XXHz

13 ，3 r3 ,3 ,3 [3

0.5 I

125Hz 250Hz SOOfe 100CH; 2000Hz 4gR

（그림 6） 각 홀의 주파수별 잔향시간

2） 초기 감쇠시 간 （EDT）
잔향의 또다른 주관적 지수인 초기감쇠시간 

EDT의 값을 각 수음점별로 계산하였다. 각 홀의 

주파수에 따른 수음점별 EDT값은 （二丄림 7）부터 

（그림 10）에 각각 나타난 바와 같다.

분석결과 EDT는 잔향시간과는 반대로 확산성 

이 좋은 홀일수록 더 길게 나타닜-다. 이것은 흐｝산 

성이 좋은 홀에서는 에너지가 많은 음-, 즉 초기음 

의 공간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초기의 음 삼 

쇠 시 간이 길 어 진 다는 것 을 의 미 한다.

（n.림 9） 수음점 r3에서의 EDT 분포도

（:〔림 10） 수음점 r4에서의 EDT 분포도

이 것은 확산성이 좋은 홀은 실내표면적의 중가 

보 인한 전체 잔향시간은 짧아지나 음 방사후 전 

체 음에너지의대부분이 초기에 집중되어 분산됨 

에 따라 실내 음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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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준 D-2홀과 D-3홀의 잔 

향시간과는 달리 EDT의 경 우 모든 수음점 에 서 

D-2홀보다는 D-3홀이 더 크게 나왔다’ 이것은 

EDT 값은 실내 의 확산면적 에 비 례 하여 증가하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객석의 중앙부위（홀수의 수 

음점）에서 객석의 측면부위（짝수의 수음점）보다 

D-3홀과 D-4홀의 EDT값의 격차는 줄고 D-3홀 

과 D-2홀의 격차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보아 EDT는 천장보다는 벽에 의한 확 

산으로 더 많이 증가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2

-3
125Hz 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Hz

r3 r3 r3 r3 r3 r3

（그림 13） 수음점 r3에서의 C«o 값 분포도

3） 명료도 （C80, Clarity）
명료도의 계수로 사용한 Ce을 EDT의 경우와 

같이 각 수음점 별로 계산하였다. C«o값은 80ms 

를 기준으로 힌 초기음에너지 대비 늦은음 에너 

지의 비를 나타낸다. Cm값은 명료도의 주관적 척 

도로 사용되며 명료도와 잔향의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각 흘에서 수음점 rl부터 r6에서의 Cso값 

은 （그림 11）부터 （二림 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4

3

2

(dB) 1

0

녀

-2
129-t 25CHE 5CCFte 1CUH 2DCCHZ 4COO-te

r4 (4 r4 r4 r4 r4

（그림 14） 수음점 r4에서의 Cb<> 값 분포도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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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29-fe 250-t 5CCFt ian-b 2CC0-e 4CCCH;

rl r1 f1 r1 r1 r1

12H 
r5

50CFt 10CO-t 20CCHz 4CCCFt
r5 r5 r5 r5

（그림 11） 수음점 rl에서의 C80 값 분포도
（그림 15） 수음점 r5에서의 Cm, 값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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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 ■ ■- ...
129-te 25CHZ 10COte 2CCCHZ 4CCCHZ

f6 r6 r6 r6 rfi r6
녀 L

12+E 293-fe 50CFt 1 COCHe 200CH2 40CCHZ
r2 (2 r2 <2 r2 r2

（그림 12） 수음점 r2에서의 Cko 값 분포도
（그림 16） 수음점 r6에서의 C«o 값 분포도

분석결과 잔향시간의 모델별 

수 있듯이 확산성이 좋은 홀일 

작게 나타났匸+. 이것은 산향에서

면이 증가할수록 음에너지의 공간체류시간이 상

분포에서 유추할 

수록 C«o값은 더 

나타났듯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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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길어지게 됨에 따라 CM값이 작아지게 

된 결과이다.

특이한 결과는 수음점「1과「3이외의 모는 수음 

주，에서 D-3홀의 C&）값이 중간주파수 이상의 범위 

에서 D-2흘 보다 그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참 

고로 수음점「1과「3이외의 나머지 수음섬의 위 치 

는 측벽이나 뒷벽에 가깝게 위치한 지역이다. 따 

라서 천장의 확산면보다는 벽체의 확산면이 二 

벽체에 인접한 지역의 명료도 감소를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ko값의 전이가 중간주 

파수대 이후로 나타나는 것은 확산체의 크기에 

관계된 확산파장의 범위와 관계있匚k

5. 결론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내 확산성의 승가 

는 많은 문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체로 실의 

음향성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 

한 사항은 보통 홀에서는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잔향시간과 EDT값이 이 실험결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보통 홀에서는 산향시산이 길면 

EDT값도 따라서 길게 나타나는 데 반하여 확수!: 

성이 증가된 홀에서는 반대로 잔향시간이 짧은 

홀에서 EDT값이 길게 나타났다.

이것은 확산성이 좋은 홀에서는 초기음의 공간 

체류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음 방 

사후 전체 음에너지의 대부분-이 초기에 심중되어 

분산됨에 따라 초기에 많은 음에너지가 호｝-산도!다 

는 증거이다、또한 EDIM： 천장보다느 벽에 의한 

확산으로 더 많이 증가된다는 것을 나타내었나■.

또한 예상대로 확산성이 좋은 홀일 수록 C&）값 

은 너 작게 나티났다. 二리나 실제 음의 이해도는 

확산성이 큰 홀에서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명 

료도와 음성 이해도 조사에 서 공히 분스J 된 결과는 

천장의 확산면보다는 벽체의 확산면이 명和도 및 

음이해도의 상승에 크게 관여 한다는 것 이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음악당을 비롯 

한 실내공간의 측벽면에 확산성이 높은 표면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음에너지와 음 

싱 이해도의 향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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