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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chitectural acoustics design of Namsadang exclusive use theaters should be designed to utilize 

variously to performance space that can fill flavor and taste of Namsadang performance of the 

Namsadang six yards. Also, analyze special quality that is sound enemy who follow in sound-absorbing 

materials fare arrangement of innards that is design material of architectural acoustics laying stress on 

tradition, use purpose and disappointment size that Namsadang exclusive use theaters seeks on the basis 

of specific space theme that is experience, disappointment form, seat and passageway Wall and ceiling 

etc. research and sound and meaning of a character wave motion powerful engineering phenomenon and 

reduction reverberation loss that is happened from indoor manufacturing thing reduction SCALE model of 

oval structure research and background of AL composition absorbing material of perforate 25% to 

heighten acoustic absorptivity of practical use internal organs sound absorption material emir quality 

sound-absorbing materials insert and layer of air most suitable reverberation time of Namsadang exclusive 

use theaters that 2.2m volume is 42,218 ㎥ to become 1.2Sec architectural acoustics desig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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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통 민속놀이 공연의 형태는 주로 

마당놀이 형태로 야외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다 보니 

날씨에 따라 공연의 유무가 결정될 정도로 상당히 

향을 많이 받아 상설공연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

근 들어와서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야외 통공연장들이 TEFLON막으로 지붕을 덮는 

천막식 공연장으로 건설 되었으며, 한 최근에 지

어진 송 의 산 놀이 공연장과 양주의 별산 놀이 

공연장은 건설당시 통 인 공연장의 구체 인 건

축음향 기 이나 방법론 없이 천정구조에 

TEFLON 막 구조의 용에 따라 에코와 러터에

코 등의 음향 인 장해 상으로 사용목 을 충족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음향 인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그다지 

음향 으로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향 인 문제 을 해결하

기 해 설계단계에서 남사당공연장의 음향 인 특

성에 맞는 공연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먼  기존의 

통 공연장의 음향 인 특성을 고찰하고, 남사당 

용공연장이 추구하는 사용목 과 실의크기, 실의 

형태, 객석과 통로 벽체와 천정 등을 심으로 

건축음향의 설계재료인 내부구조의 음향특성의 이

론 인 해석과 일차 인 내장재료의 합성을 검토

하고 2차 인 실물축소 SCALE 모형을 제작하여 

음향재료와 공간조건에 따르는 실내공간에서 발생

되는 음향인자 해석을 연구 분석 하여 남사당 용

공연장의 최 의 음향조건을 설계에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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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공연장과 련한 선행연구

  통공연장의 음향특성에 한 연구는 주로 국악

을 심으로 한 청취공간에 한 신 무(1997)
(2)
에 

제안한 Table 1.등을 활용하여, 통 국악악기의 음

원과 악기의 주 수 특성에 한 연구
(3)
를 통해 각 

악기별 지향특성과 주 수 특성을 통해 국악연주자

들이 선호하는 잔향시간의 범 가 0.6-1.1 의 짧은 

잔향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야외

공연장의 음향 인 특성을 연구 분석한 연구
(1)
를 통

하여 이와 같이 통 남사당놀이 공연장의 잔향시간

의 선호범 는 0.9-1.2  정도가 당한 것으로 제

안되어지고 있다.

  Table 1. 기존연구에서 제안하는 적정음향설계범위

음향변수별 적정 범위 비   고

잔

향

감

reverberati

on

time(s)

1.0~1.2 판소리 대상2)

0.8~1.2
판소리, 독주 

대상3)

0.9~1.2
판소리, 이중주 

대상연구4)

0.8~1.0
5)

음압레

벨 편차

sound 

pressure 

level(dB)

좌석별 3dB
일반적인 

적용수준

음의 

따뜻함

BR(bass 

ratio)

1.0미만의 

저음비
3)

1.35~1.55 4)

1.0~1.1
5)

언어 

명료도 (RASTI)
0.45이상 6)

3.A-남사당 용공연장의 건축음향 계획개념

3.1  용공연장의 건축개요

본 연구 상인 A-남사당 용공연장은 표2와 같

이 돔형의 타원형의 구조에 앙에 원형의 공연무

를 갖는 700석 규모로 남사당놀이 용공연장으

로 설계 되었으며, Fig 1.과 Fig 2.은 공연장의 평

면과 단면을 나타내었다. 

Table 2. A-남사당 전용공연장의 건축개요

 내용 전용공연장

좌석수    700석

용  적    41,218㎥

규  모    가로( 57m), 세로( 54m), 높이(35m)

용  도    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

형  태    타원형의 라운드 돔타입

Fig 1. A-남사당 전용공연장의무대와 관객석 평면도 

Fig 2. A-남사당 전용공연장의 단면도 

3.2  용공연장의 건축음향설계방안

  남사당 용경기장의 건축음향설계는 통문화

술의 원형을 그 로보존 유지 하고 계승발 하

기 한 천후 상설공연장 으로서 남사당공연 시 

음향 장해 상이 발생 하지 않는 다목 활용에 

합하고 쾌 한 음향공간의 설정을 목표로 한다. 

1) 무 와 객석의 가시선확보

 - 객석의 최 높이를 3m 이내로 계획하고 무   

    시야각이 객석에서 5°~12 내에 무 주변을  

    심으로 타원형 구조로 좌석을 배치

 - 시청각 인 가시거리를 10m에서 20m로 최소화 

2) 하부유리창 벽체의 요철설계

  - 타원형 곡면벽체에서 발생하는 상과    

     Flutter Echo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리면  

     을 굴곡형구조로 설계하여 객석의 음향장  

     해 상을 방지 

   - 하부 유리창에 암막커텐을 설치하여 음향장

해 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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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부 벽체의 타원형설계

   - 타원형 구조에서 발생하는 음향장해 상을 방지

하기 하여 개구율  25%이상의 알루미늄 복합 

유공흡음 넬 후면의 공기층을 2.2m이상 주어 

원형의 OMNIMAX 상 의 내부와 같은 이  흡음

구조로 설계.  

     Fig 3. 내벽AL 복합흡음판의 설치단면도

Fig 4. 내벽 AL 복합흡음판의 설치위치 X-Y축단면도

Fig 5. 내벽 AL 복합흡음판의 Unit설치위치

4) 상부 천창의 타원창 설계

 - 타원형 천정의 천창에서의 발생하는 

음향장해 상을 방지하기 해서 흡음내막을 

설치하 다. 

Fig 6. 천창의 음향막설치도면

3.3 용공연장의 설계목표 잔향시간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용공연장의 음향성능 측  

개선을 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남사당 용

야외공연장과 실내공연장의 음향특성을 측정분석

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음향 내장 재료를 설계하

으며, 이론 인 잔향시간을  Table 4.에 계산하

여 설계목표 잔향시간과 흡음률을 계산하 으며,  

Table 3.의 흡음률 데이터를 근거로 용공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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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재료의 음향특성을 최 한 반 하여 축소잔

향실에서 흡음률을 측정하여 상사의 법칙에 따라 

흡음률을 측정하 다.

 Table 3.  전용공연장의 건축음향재료 흡음률 DATA

      주파수

 재료명 (Hz)

면적

(m2)
125 250 500 1000 2000 4000 비고

 1.객석 210 0.16 0.14 0.12 0.11 0.09 0.07

 2.만석 210 0.44 0.60 0.77 0.89 0.82 0.75

 3.우레탄 1321 0.01 0.02 0.02 0.02 0.03 0.04

 4.천청 3583 0.83 0.72 0.80 0.90 0.87 0.70

 5.흡음막 198 0.65 0.71 0.82 0.85 0.75 0.62

 6. 기둥 112 0.01 0.02 0.02 0.02 0.03 0.04

 7.AL유공판 581 0.12 0.33 0.80 0.70 0.45 0.30

 8. 암막커튼 386 0.14 0.35 0.55 0.72 0.70 0.65

 9. 유리 323 0.18 0.06 0.04 0.03 0.02 0.02

 Table 4.  전용공연장의 설계목표잔향시간

         주파수(Hz)

실 명               
125 250 500 1000 2000 4000 비고

남사당 전용공연장

실체적 (V=41,218m3)

실표면적(S=7,259m2)

1.85 1.46 1.22 1.19 0.98 1.15 공석 

1.60 1.37 1.10 0.98 0.95 0.89 만석 

4.축척모형 재료선정을 한 흡음률측정

본 연구에서는 SCALE MODEL이 1/50(7) 이기 때문

에 통상 인 재료의 흡음률 측정주 수는 (125Hz 

- 2KHz)에 상사의 법칙에 용되는 Fig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5KHz-100KHz의 역을 상으로 흡

음률을 측정하 다. 

Fig 7 스파크소스의 주파수레벨특성 

본 연구에서의 흡음률측정은 1/5 잔향 챔버에서 

고주 역까지 재생 가능한 스 크소스와 1/8″

미이크로폰을 이용하여 ISO 354의 방법론에 의하

여 실시하 으며, 소스의 치는 2개 지 에서 마

이크로폰의 치는 3개의 치에서 18회의 잔향시

간을 평균하여 흡음률을 계산하 으며, 잔향시간

의 측정분석은 PROSIG P8004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Dirac System(B&K)을 이용하여 상사의 법

칙에 의하여 임펄스데이터를 스 일에 맞게 조정

하여 흡음률을 조사하 으며, 상 습도를 조 을 

해 열풍기를 사용하여 건조공기를 주입하여 고

음역의 흡음률에 향을 주지 않도록 습도를 10% 

이하로 유지하 다.

Fig 8. 잔향 챔버에서의 축적모형 재료의 흡음률테스트

5.건축음향 재료의 흡음률

5.1  천정과 벽체의 AL복합유공흡음  제작

남사당 용경기장은 타원형의 돔타입으로 1인

당 용 이 59㎥로 상당히 큰 용 을 차지함으로 

천정의 흡음력은 공연장 체의 음향 인 특성을 

좌우함으로 천정 과 벽체에 한 흡음구조에 

한 설계가 으로 요하다. 그러나 일반 으

로 유공  시스템은 AL  는 철 , 목재 , 석

고보드 등에 공동의 구멍이 나있는 형의 공명기

형기에 음이 닿으면 타공구의 공진주 수 부근에

서 구멍부분에 공기가 심하게 진동하는데 그때 구

멍근처에 마찰음이 발생하여 음 energy가 소멸 

는 감쇠한다. 이때에 의 공진주 수 근처에서는 

흡음력이 증가하나 2차 으로 타공  자체가 2차

진동을 발생시켜 제3의 음향장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제2의 2차진동을 제진하기 해서는 단일

 구조로는 불가능함으로 2차진동의 재진력이 6

배나 강한 AL복합  구조의 타공 을 사용하여 희

망하는 음향특성을 구 하 다.(Fig 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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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유공흡음 의 흡음률을 스 일모델에 근

하게 하기 하여 5mm스펀지를 여러 겹 겹치고 

허니콤 구조로 하여 시공구조에 근 한 흡음률을 

찾아내어  Table 5.에 나타내었다.

  

     Fig 9. AL유공 실내 복합흡음체의 구조

 Table 5.  천정 및 벽체의 흡음재료의 흡음률 DATA

주파수

(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상부AL유공

복합흡음재
0.83 0.72 0.80 0.90 0.87 0.70

벽체AL유공

흡음재
0.12 0.33 0.80 0.70 0.45 0.30

주파수

(KHz)
6.25 12.25  25   50 100  200  

2겹 0.14 0.18 0.27 0.40 0.35 -

3겹 0.25 0.39 0.52 0.65 0.53 -

4겹_커튼 0.36 0.72 0.96 0.79 0.62 -

4겹

하니컴
0.47 0.86 0.83 0.87 0.85 -

5.2  커튼과 천창의 음향막

  공연장 천정의 천창은 환기와 채 을 해서 계

획 되었으나 음향장해가 우려됨으로 흡음 막을 계

획하 다. 주자재로 사용되는 FABRASORB-1 는 

GT-250의 재료이상의 무기질이 주성분으로 불연

성, 통기성, 내구성, 오염성,  투과율을 동시에 

지닌다. 기능성음향 막으로서 실내 용 음향 조

막이다. 한, 후면공기층 을 이용하여 획기

으로 잔향시간을 기술 으로 조  할 수 있으며
(5) 

일반 인 흡음 재료에서는 구사 할 수 없는 , 

주  역에서도 우수한 흡음력을 보장되는 신

소 재 이어야 하며,  Table 6.에 음향재료별 흡음

률데이터를 나타 내었다. 

 Table 6.  음향 막과 커튼과 통로의  흡음률 DATA

주파수

(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PTFE흡

음막
0.65 0.71 0.82 0.85 0.75 0.62

커튼 0.14 0.35 0.55 0.72 0.70 0.65

통로 0.01 0.02 0.02 0.02 0.03 0.04

주파수

(KHz)
6.25 12.25  25   50 100  200  

비로도천 0.32 0.65 0.73 0.79 0.71 -

벨벳2겹 0.52 0.75 0.83 0.82 0.84 -

벨벳3겹 0.61 0.76 0.80 0.74 0.79 -

아크릴7

mm
0.01 0.01 0.03 0.02 0.02 -

5.3  객석의 모형제작

  객모형은 Fig 10.의 1/10스 일 치수에 상

사법칙에 의해 1/50로 축소하여 실제치수와 형상

에 근 하게 제작 하 으며(10) 실제 객의 흡음률

을 갖도록 천의 마감 부 를 변경해 가면서 객

을 배치하여 흡음률을 조사 하 다.

Fig. 10.관객모형(1/10)치수 (b)1/50 스케일관객모형

Fig 11. 실제관객모형의 제작과 흡음률테스트(1/50)

 Table 7.  실제관객석의  흡음률 DATA

주파수

(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관객만석 0.44 0.60 0.77 0.89 0.82 0.75

주파수

(KHz)
6.25 12.25  25   50 100  200  

관객 0.03 0.05 0.05 0.05 0.06 -

관객_천 0.35 0.51 0.70 0.85 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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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남사당 용공연장의 축소모형제작

  건축설계 후 결정된 타원형구조의 남사당 공연

장의 스 일모형을 제작하기 해서는 설계목표 잔

향시간을 설정하고 축 모형의 흡음률측정을 통하

여 모형재료를 선정한 후 축소모형이 제작되어야 

하나 남사당 공연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 사

용되고 있는 남사당 용공연장의 음향 인 특성

을 측정 분석하여 스 일 모델을 제작하 다.

(a) 실제관객석모형 음향재료시공전 (1/50)

(b) 실제내부모형(1/50) 음향재료 시공전 공석시

(c) 실제내부모형(1/50)음향재료 시공후 만석시

Fig 12. 1/50 스케일모델에 음향재료 배치과정 

7. 축소모형에 의한 실내음향평가

7.1 측정 개요

 A-남사당 용공연장은 용공연용도에 맞는 

한 잔향시간의 확보와 음압분포가 통 남사당 

용공연장의 놀이마당 무  음향의 성능의 요

한 요소라 보고 무 의 잔향시간과 음압 분포를 

고르게 하는 책과 무 에서의 명료도와 D50에 

한 책도 연주자가 직 으로 정확하게 연주

음을 감지하는 것에 한 고려도 요한다. 따라서 

재의 남사당 용공연장의 무  음향 성능을 좌

우하는 잔향시간과 SPL과 D50을 분석하고 건설

되어지는 남사당 용공연장의 천정과 벽등의 흡

음재료의 시공과 공석시, 만석시의 잔향시간의 변

화 값과 천창과 유리창의 안막의 개폐 유무에 따

른 음향 인 특성에 하여 조사 분석하여 음향설

계에 반 하 다.

7.2 측정 장비  음원 치  수음

  남사당 용공연장의 스 일 모델에서 무  음

향의 특색을 고찰 할 수 있는 무  와 객석의 

표 에 수음 을 택하고 Spark Source와 1/8

인치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한 값의 통계 인 평균 

Data수집을 진행하 다. 

   Table 8.  스케일모델의 시험장비

  

기기명 용도

1/5 Reverb Chamber 축적 모형 재료의 

흡음률 측정

SPARK SOURCE 고주파 음원 발생

1/8 " micro phone 고주파수음 

ProsigP8004 Data 저장 및 증폭

SATO PC50000 온/습도계

DATS Software A/D 변환 및 

각종음향인자 분석

•음원 치: 

• 무 앙 선단에서 

   좌 1m/  후 3m

•수음 치: 

   무  1개소(1),      

   1층 5개소(3-7),    

   2층 1개소(2)

•실험 조건  과정

 - 상  습도 : 7~8% 

Fig 13. SCALE 모델의 음향측정위치

38



- 7 -

 7.3 측정결과

7.3.1. 각 치별 Impulse Response 음향검토

1) 천정 천창의 Impulse Response 특성

천창 하부에 음향막의 설치유무에 따라 Fig 14.에

서와 같이 Fig 15. 에 나타난 POINT 5번에서의 

Impulse 응답특성을 분석한 결과 80ms에서 강한반

사음이 도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이반항의 

성분이 음역의 잔향시간을 증가시킨다는 검토결

과 알 수 있었다.

Fig 14. 천창의 음향막 설치 전/후 모습

  

(a) 천창에 음향막 설치전의 Impulse 응답특성      

  

(b) 천창에 음향막 설치후의 Impulse 응답 특성

Fig 15. 천창의 음향막 설치 전/후 point 5번에서의  

            Impulse 응답 특성

2) 하부 유리창의 Impulse Response 특성

 천창을 음향 막으로 흡음처리하고 하부유리창의 

4.5m 부근에 암막커튼의 설치 유무에 따라 무 부

근과 객석의 부분에서 미약하나마 강한 반사

음이 도달됨을 알 수 가 있었다.

Fig 16. 하부유리창 암막커텐 설치 전/후 모습

(a) 하부유리창 커텐설치전의 Impulse 응답 특성  

(a) 하부유리창 커텐설치전후 Impulse 응답특성  

Fig 17. 하부유리창 암막커텐 설치 전/후 point 

       4번에서의  Impulse response 특성

7.3.2. 흡음재의 배치조건에 따르는 

       음향측정결과

남사당 용공연장의 SCALE MODEL실험을 통하여 

음향 인 특성 분석을 조건별로 분류하여 잔향시

간을 분석한 결과 용공연장내에서 천정벽체의 

흡음조건에 따라 잔향시간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

났으며, 천창과 사이드 벽체의 유리창도 잔향시간

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석시나 만석시의 변화에 따르는 잔향시간은 그

다지 향을 미치지 않음도 알 수 있었다.  Table 

9.와 Fig 18~19.은 각 CASE별 잔향시간과 명료도

의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조건에 따르는 잔향시간

의 측정결과는 실제스 일로 변환하여 Fig 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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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비고 

1 공석시(흡음재 없음)

2 만석시(흡음재없음)

3 만석+커튼(유리창만 암막커텐)

4 만석+커텐+천정흡음(단일구조)

5 만석+커텐+천정+천창흡음(단일구조)

6 만석+천정(이중)+천창 

7 만석+커튼+천정(이중)+천창

8 만석+커튼+천정(이중)+천창+메쉬

 Table 9. 흡음재의 배치조건에 따르는 CASE

 건축음향 내장 재료의 설치 조건에 따라 잔향

시간의 변화는 500Hz를 기 으로 만석시 1.2 에

서 5.5 까지 나타났으며, 천정의 상부의 AL유공

을 단일로 설치하 을 때와 2 으로 공기층을 

두고 AL유공흡음재를 설치하 을 경우 잔향시간의 

편차가 2 정도로 상당이 크게 나타났다.

한 천정의 천창의 흡음여부에 따라 잔향시간

의 편차가 0.5 정도 나타나 상부벽체의 이 구조

와 천창의 흡음이 돔구조 에서 음향 으로 상당히 

요함을 알 수가 있었으며, 하부유리창은 암막의 

설치유무에 따라 0.3-0.5 로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Fig 19.에 조건에 따르는 명료도 지수를 나

타내었다.

  

조건에 따르는 흡음재료별 잔향시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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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조건에 따르는 잔향시간 변화 

조건에 따르는 흡음재료별 명료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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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9. 조건에 따르는 명료도 변화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통놀이마당 형식의 남사당 

용공연장의 음향성능을 설계단계에서 건축음향

의 이론 인 해석과 Computer Simulation평가 기

법만으로 건축음향평가인자를 측하 던 건축음

향 설계기법에 비해  축소모형을 이용하여 공간구

조에서 발생 가능한 많은 음향 인 장해 상과 구

조음향분석을 통하여 음향장애의 발생과 책에 

해 실험 으로 연구 되어 설계에 반  할 수 있

었으며, 시공상의 문제 도 알 수 있었다.

축 모형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개별 인 흡음률 

테스트결과 재료의 마감부 와 재료의 배치에 따

라 음향 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한 상 습도에 한 향을 최소화 하기 하여 

습도를 10%이하로 유지시켜 고주 역(20kHz)에

서의 차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모형 재료의 선정을 한 흡음률측

정은 많은 시간과 수차에 걸친 수정작업으로 세

한 측정기술이 필요하며, 음향 측을 한 결정인

자로서 측정시료의 배치, 면  등에 한 흡음률

측정방법에 한 세 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축척모형의 음향성능 측정결과 무 의 앙의 

point 5에서 천창의 음향막 설치 과 후에서 Echo

가 발생하 으며, 하부 천창 4.5m에 암막설치 

후에 음향장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통공연장의 음향 내장 재료의 배치에 따라

잔향시간과 명료도를 측정하여 설계조건에 부합하

는 최 의 건축음향 설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공연장의 기획  설계시 공연장의 음향

에 한 측, 평가를 실시하여 음향 인 문제

을 보완하고 최 의 음향성능을 구 할 수 있도록  

건축음향 설계시 SCALE MODEL을 이용한 설계기법

이 유용한 평가  측 설계 방법으로 활용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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