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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coustic diffusers were designed as to the ISO method, which measured the random-incidence 

scattering coefficient of surfaces in a diffuse field. The diffusers which were made of GFRG (Glass Fiber Reinforced 

Gypsum), consisted of the cubes with different height and width. The height was  from 50 to 250 mm  and the 

maximum height was at the center of the diffusers to provide the early reflections. The surfaces were  irregularly 

designed  in order to add the lateral reflections. The scattering coefficient of the diffusers was measured in a 1;10 

reverberation chamber, but the absorption coefficient was measured in a  real scale  reverberation chamber. The 

result of  the scattering coefficient was compared to the hemisphere diffusers and  the absorption coefficient was 

compared to ISO 354 data. To validate the measurement results, the scattering coefficient of the diffusers will be 

measured in a  real scale  reverberatio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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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컴퓨터 활용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음선추적법(ray 

tracing method)과 image source method 등을 이용한 컴

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시

뮬레이션 기술은 콘서트홀을 비롯한 공연장의 음향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흡음률 이외에 

확산이나 회절과 같은 소리의 물리적 특징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확산 현상은 초기 반사음과 후기 잔향음

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실의 음향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반영한 음향성능의 예측을 위해 축소모형 

기술과 확산계수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확산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방법이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AES (Audio Engineering Society)에

서 각각 제안되었다. 독일의 Mommertz와 Vorländer1가 

제안한 ISO 측정방법2은 확산음장에서의 확산계수를 측정

하는 방법이며, D′Antonio와 Cox가 제안한 AES 방법론은 

자유음장에서 확산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확산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로 

ISO 방법에 의한 확산계수 측정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

고 있으며, 공연장 음향설계에도 적극 적용되고 있다. 전진

용 등3은 ISO 방법론을 적용하여 축소 잔향실에서 다양한 

확산체를 대상으로 확산계수를 적용하였으며, 확산체의 점

유밀도 및 높이에 따른 확산계수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

한 류종관 등7은 확산체가 공연장 음향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을 축소모형 방법론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산음장(diffuse field)에서의 확산계수

(scattering coefficient)를 측정하는 ISO 방법론을 소개하

고 다목적홀에 적용하기 위한 확산체 설계에 이를 반영하

였다. 제안된 확산체를 대상으로 1:10 축소 잔향실에서 흡

음률과 확산률을 측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잔향실에서 흡음률을 측정하여 축소 잔향실 

결과와 비교하였다. 

                   2.이론적 배경 

2.1 측정이론

  ISO에서 제안한 확산음장에서의 확산계수 측정방법은 잔

향실에서의 흡음률 측정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확산

계수는 반사된 총에너지와 정반사 되지 않은 음에너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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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낸다.

  그림 1은 입사된 소리의 반사경로 예를 나타낸 것이며, 

반사된 음 에너지의 총합은 E=1-α, 정반사된 음 에너지비

는 ε= (1- α)(1-δ)로 표현할 수 있다. 확산음장에서의 확산계

수 측정방법 은 시간 축(time domain) 에서의 반사와 확산

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입사된 소리의 반사경로 예

   아래의 그림2는 서로 다른 3가지 방향에서 수음한 임펄

스 응답의 모습이다. 그림 2에서 보면 임펄스 응답의 초기 

부분은 거의 일치하며 세가지 임펄스 응답의 초기 부분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기부분은 표

면의 형상에 의한 소리의 경로가 바뀌면서 경로차가 발생

하여 아주 짧은 지연이 발생하며 따라서 임펄스 응답의 후

기 부분에는 표면에 의해 발생한 확산현상의 정보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방향에서 수음한 임펄스 응답들을 

일치시켜 평균하면 후기음 부분이 상쇄되어 직접음 부분만

을 가진 임펄스 응답을 얻어 낼 수 있다. 후기부분에 확산

성분을 포함한 임펄스 응답과 직접음 성분만을 포함한 임

펄스 응답으로부터 확산성분을 얻어 낼 수 있어 이를 이용

하여 확산계수를 계산하게 된다.

     그림 2 세가지 방향에서 수음한 임펄스 응답의 예

2.2 ISO 확산계수 측정 조건

   확산계수 측정은 확산음장 잔향실에서 측정하며 잔향실

은 체적 200·N3(㎥)이상과 강한 반사재질로 만들어진 원형

의 시료 회전판(turn table)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상판의 확

산계수는 규정한 값을 넘지 말아야 한다. 상판의 직경은 최

소 3m/N이상, 벽으로부터 1m/N이상 이격되어야 하고 시료

의 돌출 높이가 d/16이상을 넘지 말아야 하며 시료의 흡음

율은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0.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확산체 설계 

  확산체는 단단하고 평평한 벽면을 가진 공간에서 쉽게 발

생하는 Acoustic glare를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소리의 난

반사(random directional reflection)를 유도함으로써 음의 

공간감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리에 둘러싸인 느낌을 

제공해 줌으로써 입체감과 현장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확산체의 장점을 통해 의 라이브니스를 증대시키

기 위해 확산체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3 확산체 평면 모듈
 

  본 연구에서 설계한 확산체 형상은 통상의 목재를 이용한 

삼각뿔과 반원통모양의 확산체와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와 

재료의 사용을 통한 설계를 구상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파

수 대역에서의 확산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크기와 형태가 다

양한 사각형 모듈을 적용하였다. 그림 3의 세가지 형태가 

구상되었으며, 개개의 모듈을 125 Hz의 반파장에 해당하는 

1.4 m 길이의 정사각형 평면에 배치하였다. 

   단면 형태는 수직과 수평방향 모두 중앙부에서 최대, 경

계부분에서 최소 높이를 갖도록 설계 되었다. 각 사각형 모

듈은 5 cm 간격으로 5~25 cm 높이를 갖도록 설계하여 음

원에서 방사되는 초기음이 다양한 방향으로 난반사되어 풍

부한 확산음장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고주파 대역에서

의 추가적인 확산효과를 위해 각 모듈의 표면형상을 요철 

형태로 제작하였다. 확산체의 재료는 GFRG (Glass Fiber 

Reinforced Gypsum)로 제작하였으며 확산체의 평면 및 단

면형태는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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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가지 잔향시간 측정 상태 

Reverberation time Test sample Turn table

T1 not present not rotating

T2 present not rotating

T3 not present rotating

T4 present rotating

그림 4 확산체 평면 및 단면
            4. 축소 잔향실 측정

4.1 확산계수 측정

  확산계수 측정은 1:10 축소 잔향실에서 진행되었다. 확산

체는 목재로 제작되었으며 표면요철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한 GFRG와 유사한 흡음률을 재현하기 위해 제작 후에 2회 

도장을 실시하였다. 확산률은 시료 회전판이 정지되어 있을 

경우 시료의 유무에 따른 2개의 잔향시간(T1,T2)과 시료 회

전판의 회전시 시료의 유무에 따른 2개의 잔향시간(T3,T4) 

측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표1참조), 각 잔향시간 측정시 

sweep 신호를 사용하였다. 시료 회전판의 1회 회전시 120

회 측정하여 측정 각도는 3°로〫 하였다.

 확산계수 측정은 1:10축소 잔향실에서 트위터 스피커를 이

용하여 2개소에서 신호를 발생시킨 후 B&K 1/8”마이크로

폰을 이용하여 3개소에서 3번 반복 수음하였다. 1:10 잔향

챔버에서 시료를 회전시키기 위한 턴테이블의 직경은 42cm

로 확산률 측정을 위해 9개의 확산체가 사용되었다. 잔향챔

버에서의 확산률 측정 모습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축소 잔향실에서 확산률 측정 모습
  

     

4.2 확산계수 측정 결과

  확산계수 측정결과 확산체의 확산계수(500Hz에서 3.15 

kHz까지의 평균)는 약 0.75로써 이전 연구에서 높은 확산

률을 보인 직경 40mm의 반구형 확산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와 같이 1k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부터 

확산계수가 크게 증가하여 중주파수대역부터 확산계수가 증

가하는 반구형 확산체와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뮤지컬과 

같이 높은 고주파대역의 확산계수 값과 음성명료도를 요구

하는 공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확산체가 1 이

상의 확산계수 값을 보이는 이유는 edge diffraction 현상

과 시료의 높은 흡음률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edge 

diffraction은 측정 시료의 가장자리에 따라 시료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면 이는 1이 넘는 확산계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림 6 확산체의 확산계수 측정결과

            

5. 실제 잔향실 측정

5.1 흡음률 측정

  1:10 축소잔향실 측정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잔향

실에서의 흡음률과 확산계수 측정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그 중 흡음률 측정 결과만을 기술하였다. 흡음율 측정

은 ISO-354 기준으로 잔향실에서 트위터 스피커를 이용하

여 2개소에서 신호를 발생시킨 후 B&K 1/2”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4개소에서 반복 수음하였다. 시료는 다목적홀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실크기의 GFRG 확산체를 사용하

였다. 흡음률 및 확산률 측정모습은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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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제 잔향실에서 흡음률 및 확산률 측정 모습
  흡음율 측정 결과는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실제 

잔향실에서 측정된 흡음률을 축소 잔향실에서 측정한 흡음

률과 비교하였다. 축소 잔향실에서 측정된 확산체의 흡음률

은 실제 잔향실에서 측정된 흡음률 보다 거의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소 잔향

실 실험을 위해 제작된 확산체가 목재로 제작되었고, 각 모

듈 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여 시료의 흡음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축소 잔향실과 실제 잔향실에서 측정된 

흡음률의 차이는 실제 잔향실에서 측정되는 확산계수 측정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흡음률 측정결과 비교

         5. 결  론

  본 연구에서 설계된 확산체는 ISO에서 제안한 확산음장에

서의 확산계수와 흡음율 측정방법을 기반으로 축소 잔향실

과 실제 잔향실에서 측정되었다. 측정결과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확산체는 1 k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부터 확산

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음성

명료도와 고주파 대역에서 보다 높은 확산계수를 요구하는 

다목적홀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다.

  향후에는 실제 잔향실에서 실규격 확산체의 확산계수를 

측정하여 1:10 축소 잔향실에서의 측정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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