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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

본 논문에서는 실음향학의 기본가정이 되고 있 

는 확산음장 이론에 대한 타당성올 고찰하였으며, 

실의 경계면에서 입사에너지의 각도 분포를 입사 

및 반사파의 간섭효과를 고려한 해석적 방법으로 

구한 결과와 수치해석적 방법인 Ray tracing 기법 

올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경계면 

에서의 입사각에 대한 에너지 분포는 확산음장 이 

론에 의한 균일 분포가 아니라 Gaussian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validity for the application 

of the diffuse sound field theory to the real 

sound field, especially on the bounding surfaces 

of the rooms, was reconsidered. The analytical 

result for directivity pattern on the bounding 

surfaces of the room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numerical simulations using ray tracing 

technique. Comparison results show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incident sound energy vs 

incident angles is approximated to Gaussian 

distribution, not to the uniform distribution.

1. 서 론

실내의 옴향학적 특성을 결정할 때 보통 실내의 

음장을 확산음장(diffuse sound field)으로 가정한 

다. 실내의 평균 음압레벨 둥을 경계면이 아닌 위 

치를 대상으로 결정할 때에는 이 가정은 큰 오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음 및 흡음계수 둥은 통상적으로 실 

경계면의 옴향학적 양(음압, 흑은 에너지)이 아닌 

실 중심위치에서의 음향학적 양으로 결정되고 있 

다. 그렇지만 실내 경계면에서의 음압은 실내의 공 

간 평균 옴압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내의 경계면에서는 완전한 

확산음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실내의 경계면에 대한 음향학적인 

양들을 계산하는 흡•차음 문제둥은 확산옴장의 조 

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당한 오차를 발생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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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 경계면에서 입사각에 따른 입 

사에너지 분포에 대하여 이론적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수치해석 결과[1]와 비교하였다.

2. 확산음장

2.1 확산옴장의 정의

실음향학(room acoustics)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 

이 되고 있는 Sabine[2] 모델이 주요한 가정은 

Fig. 1과 같은 격실에서 음 에너지밀도, 巫 가 내 

부용적 %에서는 위치에 따른 변화가 없다고 가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상 내부용적 K = 乙;이 

며, 가상칫수 乙1은 /I〈 乙I〈乙 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乙은 실제 칫수, 人은 음파의 

파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광학둥에서 사용되는 

확산장 이론이 실음향학에 도입되었다. 엄밀한 의 

미로 확산음장의 정의[3]는 "실내의 임의의 위치 

에 입사하는 음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음의 강 

도(sound intensity)와 랜덤 위상을 갖는 음장”이라 

고 표현되며, 가장 단순한 척도로서 실내의 음압이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실 

내의 음장올 확산음장으로 가정하면 실내의 고유 

모드에 의한 정재파의 영향 및 위상차이, 음의 사 

각지대(shadow zone)의 영향 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화에 아주 편리하다.

또한 이때의 음장은 평면파(freely propagating 

plane wave)의 합으로서 표현가능하며, 옴 에너지 

밀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法/"书 ⑴

여기서 p, C는 각각 음의 밀도 및 속도, 折는 각 

평면파를 나타내며, |에2은 시간 평균 제곱음압을 

의미한다. 음 에너지 밀도 而가 각 진행방향,;에 

대한 분포를 보기 위해서 지향 에너지 밀도 

(directional energy density) ZKe)는 다음과 같이 

정의 [4] 된다.

D⑵=W"\Q (2)

여기서 는 입체각(solid angle)을 나타낸다. 따 

라서 완전한 확산음장 이라면 IXZ)는 진행방향, 

亳에 독립이며 D(e) = 疋/4力가 된다. 이 조건 

은 입사에너지가 입사각에 대한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X 의미한다.

2.2 확산옴장에 대한 척도

완전한 확산음장은 실제로 구현하기 어려운 이 

상적인 음장이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로 사용하기 

에는 편리하지만 실제음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 

게된다. 따라서 어떤 옴장을 확산옴장으로 가정하 

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이를 어느 정도 만족할 때 확산음장으로 간주한다.

Schroeder 주파수[5], 九” : 저주파수에서 옴장의 

주파수 옹답은 실의 고유모드에 기인하여 특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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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peak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모드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각 

모드의 peak들은 서로 겹쳐 (modal overlap)지게 되 

어서 각 모드의 특성들은 의미가 없어지고, 통계학 

적인 양으로 실내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주파수를 Schroeder 주파수, 

亍成〈혹은 Schroeder cut off frequency)라고 불리 

우며 잔향실둥에서 확산음장으로 가정이 가능한 

하한 주파수가 된다. &:hroeder가 제안한 계산식은 

fsll = 2000 (T60 / VW.) 이 며 , 예 로서 Vol. = 250 

m3, 广旷 5 sec이면 fs)t= 282 Hz가 된다.

2.3 흡음계수 및 투과계수의 정의

실음향학과 관련된 문제들 중 실내의 경계면을 

대상으로 음향학적 물리량을 정의하는 것들이 있 

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흡•차음계수를 들 수 있다.

Fig. 2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계면의 미소면적 

dS에 대하여 입체각 *2로부터 음이 입사할 때, 

경계면, QS에 의한 손실 파워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等=舟＜沖网如相垃皿

2丿 
= ^arW

여기서 은 각각 경사 입사 및 랜덤입사

흡음계수를 나타내며, ZX0,0 = ZX/)를 의미한 

다. 만일 완전한 학산음장, 즉 2XZ) = W/U 이 

면 랜덤입사 흡음계수는

ar=~~ J 丄尸(仇 °)cos0，ZQ (4)

이 된다.

마찬가지로 투과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

J* J*r("e)DCe)e °~ndQ

J, J*ZX e)e °~ndQ

r( 0, ©)cos0sin0d&奶
(5)

cos Osin。用

(5)식의 두 번째식도 완전 확산음장이란 가정하에 

서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계면올 대상으로 정의되는 흡•차음계 

수에서는 입사각에 따른 에너지 분포 즉 D(Z)는 

대단히 중요한 매개변수가 된다.

3. 입사각의 에너지 분포

음의 거동은 음의 파장과 대상물의 크기의 비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실내의 음의 거 

동을 해석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각 주파수 영역 

에 따라 다른 해석방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말 

하면 人 스 乙에서는 파동모델(wave approach)0] 유 

효하며 앞에서 소개한 Schroeder 주파수 이상에는 

통계학적인 방법으로서 기하음향학적 모델인 옴선 

모델(ray tracing technique) 혹은 통계적 에너지 

해석법둥이 유용하다.

3.1 사각형 격실의 고유진동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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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격실에 대한 파동방정식은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 2力+必力=0 (6)

여기서 卩는 실용적, S는 실의 전체 표면적, 또한 

乙은 모서리의 전체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11)식 

으로부터 입사각에 대한 모달 밀도［6］는 다음식으 

로 주어진다.

또한 벽을 강체로 가정하면 경계조건은 다음식 

으로 주어진다.
w( ff) = 4 乌，了 cos 0 (13)

Vn=a)p ▽力=0 at bounding surfaces (7) 
한편 f>fsh 이상인 영역에서는 에너지 밀도는 다 

음식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

(6) 및 (7)식에 대한 해는 다음식과 같다.

力 nx nv n2 =C cos (么 ％) cos (知:y) cos (电"砂 

c_ (8)
= -g*2jexp[;( ±kxx ± kyy ±kxz)]

砰"宓(1+ 脆 + L& ) (14)
"4Vk 8Vf+ 8^Vf2) 

(14)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파수 및 고유진동수의 관계는 다옴과 같다.
W cc n(、f) or W oc n(。) (15)

k =[屡+屡+屡]S

= 勿[(끄)2 + ( 孝-)2 + ( 쓰)2]l/2 ⑼ 

丄” Ly 丄々

3.2 반사파의 간섭 효과를 고려한 경계면에서의 

지향 에너지 밀도(directional energy density)

兀=号〔(汐+(3 + (豈)2]U2 (IQ)
(1)식 및 (2)식으로부터 지향 에너지 

음식 처럼 근사화된다.

밀도는 다

(9)식 혹은 (10)식은 일종의 백터형식으로서 이 개 

념을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 에서의 공진모드 수 

를 계산할 수 있다. Maa［6］의 연구 결과에 

공진모드수 N은 다음과 같다.

D(e) = W/i7c= const, x

의하면 또한 음압 元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n _ 4^-V/3 , KSf2 , Lf
3서 十 4 서 + 8c (11)

또한 모달 밀도는

孑=const. X DP( 6)

결국 지향 에너지 밀도는 다음과 같는 

게 된다.

관계를 갖

心)=4井_(i + —坐丄一/
亚广3帀成(12)

D(e)初田) (16)

여기서 DP3)는 입사각에 따라 변화하는 음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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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방향패턴(directivity patte前을 의미하며 이 

DP3) 를 입체각에 대해서 적분하면 방향인자 

(directivity factor)를 구할 수 있다.

격실의 경계면에서 입사 및 반사에 의한 간섭 

효과［기는 image source 개념을 이용하면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 차원 평면파가 Fig. 3 

에 보이는 것처럼 입사한다면 그 위치에서의 입사 

및 반사파는 다음 식 처럼 쓸 수 있다.
Fig. 3 A plane wave model

”=e)aite — jkxCOBd pr=e^le +jkxcos0

여기서의 옴압은 다음과 같으며

i)= Pi+pr= eia,t(e 7서心崩+ e +，版8如)

시간평균 제곱 음압은

비슷한 방법으로 DP(6)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DP(0) = cossin cos 0)2 (18)

(18)식에 대한 결과가 Fig. 5에 나타나 있다. Fig. 

5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입사에너지 분포가 입사각 

에 따라서 특정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수직입사

IZ|2 = 4cos(2&cos0)2

이 되고 결국 DP3)는

DP(3)= cos(2^xcos^)2

—kx = 0.1 kx*0.2 ■ kx = 04

1

-6

E
봐

島

吉

(17)식에 대한 결과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Fig. 

6에서 알 수 있는 것은 Helmholtz 수 kx = 0.1 혹 

은 0.2 에서만 확산음장의 조건인 균일 분포(즉 1) 

과 비슷하다. 즉 경계면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간섭 

효과 때문에 균일 분포의 조건은 만족하지 않음올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입사에너지가 (15)식과 같은 경향올 

보인다고 가정하면 입사 및 반사파는 다음식으로 

쓸 수 있다.

Pi= t)=A2eia,te^,kxas6

단, & =cos。, = cos(^— 0)

0 10 20 30 40 60 60 70 80 90
Angle of Incidence

Fig. 4 Directivity pattern from eq. (17)

의 확률이 가장 높고 수평입사의 확률은 거의 없 

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비교를 위 

하여 본 저자둥［1］이 음선추적법(ray tracing)을 이 

용하여 구한 입사에너지 분포로서 (19)식으로 표현 

되는 Gauss 분포도 같이 보이고 있다.

= exp( —6序)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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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서 日는 실의 형대에 따른 매개변수로서 1과 

2사이의 값이다. 두 경우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디、

E
g
w
d
 A

号
耳--a

Gauss distribution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Angle of incidence

Fig. 5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and the 

ntunerical results.

4. 고찰 및 결론

입사에너지 분포 계산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올 얻을 수 있다.

실제 잔향실의 경계면에서 완전한 확산음장 조 

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계면 

올 대상으로 하는 랜덤 입사 흡옴 혹은 차음계수 

에 관한 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한 예로서 (5)식에 주어진 차음계수의 식은 다 

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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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 zK；)Z)(W)W °~ndQ

J J麻dQ

a 黨/2 (20)
DP( ff) r( 6, cos 6 sin ddBd^

Sr °)次 o sin。d6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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