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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향시간은 실내음향에서 공간의 음향성능을 평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특히 잔향실법 흡음

력 계산에 이용되고 있다. 잔향시간의 측정시 기온

와 상대습도 등의 환경조건에 따른 공기흡음력의 

고주파수대역에 대한 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1)

이며, 이를 보정하는 절차가 이미 ISO 354(2)에 반영

되어 있다. 잔향시간의 측정에 대한 ISO 3382-1(3)

은 측정값의 표준편차를 측정불확도로 표현하고 있

다. 또한, Davy 등의 이론적 연구(4)에 근거하여 불

확도의 영향요소로서 측정지점, 반복회수, 대상주파

수대역 등의 측정조건에 따른 표준편차의 예측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조건에 대한 영향은 고

려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이전 연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잔향시간의 불확

도에 대한 환경조건 변화의 영향을 잔향실을 대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잔향실 

본 연구는 Fig. 1(a)과 같은 ISO 354에 부합하는 

잔향실에서 진행되었다. 대상 잔향실은 부정형의 대

향벽이 없는 7면체 형상으로, 실용적은 209.7 m3이

고 100 Hz 이상에서 확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7개

의 천장반사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2.2 측정조건 

Fig. 1(b)와 같이 2개의 무지향성 음원(삼미 DO12)

과 6개의 무지향성 마이크로폰(G.R.A.S. 40AE)을 

이용하여 측정위치의 조합에 따라 12개의 잔향시간

(T20)을 측정하였고, 잔향시간의 불확도로서 12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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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표준편차(σ(T20))를 계산하였다. 각 측정은 

PAK MK II(MÜLLER-BBM)시스템을 이용하여 단

속법으로 백색소음 음원을 15s 가진 후 20s의 감쇠

곡선을 도출하였고, 각 지점에서 6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1/3 옥타브 밴드로 분석하였다.  

2.3 환경조건 

환경조건으로서 기온과 상대습도를 측정(testo 

608-H2)하였다. 측정기간은 2013년 4월에서 2014

년 3월까지 1년간이며, 동일한 잔향실에 대해 환경

조건에 따라 72회 측정하였다. 측정된 기온의 범위

는 8.8°C~31.3°C(평균 20.3°C)이고, 상대습도의 범

위는 25.2%~81.0%(평균 51.6%)이다. ISO 354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조건인 15°C 이상 및 

30%~90%R.H.를 모두 만족하는 케이스는 54회

(Case 1)이고, 그외의 케이스는 18회(Case 2)이다. 

3. 결과 및 토의 

Fig. 2(a)와 (b)는 각각 기온과 상대습도에 따른 전

체 72 케이스의 T20의 주파수 대역별 표준편차값을 

나타내고 있다. 100Hz의 경우 σ(T20)은 1.4s~6.1s

의 가장 넓은 분포를 보였고, 200Hz 이하 저주파수 

대역의 σ(T20)는 1s 이상 큰 값을 보였다. 이 표준

편차는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낮은 값을 보였

고, 4kHz의 경우 σ(T20)는 최대 0.1s 이하의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이런 분포는 잔향실의 평균 T20

값이 저주파수 대역(100Hz의 경우 23.7s)에서 고주

(a)  (b)  
Figure 1 (a) Picture and (b) floor plan of the target 

reverberation room with volume of 209.7 m3  
(S1-2: sound sources, R1-6: rece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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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대역(5kHz의 경우 2.4s)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환경조건의 영향을 각 요인별로 살펴보기 위해 주

파수 대역별 T20과 σ(T20)에 대해 기온과 상대습도

에 대한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Fig. 3에 표시하였다. 

Fig. 3(a)와 같이 T20은 기온과 상대습도 모두에 대

해 16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 800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Fig. 3(b)와 같이 

σ(T20)은 기온 및 상대습도에 대해 125, 200, 500, 

1,250과 2,500Hz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 160과 250Hz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공기흡음에 의한 영향으로 잔향시

간의 경우 고주파수 대역에서 환경조건의 영향을 

받았던 것에 비해, 표준편차는 중·저주파수 대역(특

히 500Hz)에서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SO 354에 규정된 환경조건의 적합여부에 

따른 σ(T20)의 차이는 Fig. 4에 표시하였다. 측정 환

경조건이 15°C 미만 또는 30%R.H. 미만 또는

90%R.H. 초과인 Case 2의 경우 중·고주파수 대역

의 σ(T20)은 적합한 환경조건을 보였던 Case 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125~200Hz의 저

주파수 대역에서는 Case 1에 비해 절반 정도의 낮

은 값을 보였다.  

4. 소결 및 향후 연구방향 

잔향시간의 불확도에 대한 기온과 상대습도의 환

경조건은 주로 저주파수 대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주파수 대역별로 일정치 않은 패턴을 보였

다. 이것은 잔향실에서 저주파수 대역의 확산도가 

고주파수 대역보다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향후 

측정의 불확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

해 측정개소수를 증가하고 보다 통제된 환경조건을 

적용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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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Measured σ(T20) values according to (a) air 

temperature and (b) relative humidity 

(a)  

(b)  

Figur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a) T20 and (b) σ(T20) 

according to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by frequency bands (*: p<0.05) 

  
Figure 4 Averaged σ(T20) values of the cases 1 and 2 due to 

ISO 354 conformity of environmental conditions 

by frequency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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