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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충격음에 의한 인체 손상은 다른 소음원에 비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형

태로 나타난다. 특히 실내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공간 규격이나 운용 

조건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험이나 수치적 방법을 통

한 평가는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체 가상 이론과 불연속 파면 기법을 제안하여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인체 

위해성을 예측 평가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환

경 변수에 따른 위해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상 이론은 가상 음원을 정의하여 반사 음장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그

러나 가상 음원의 위치는 반사 경로에 유일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공간 내부

에서 발생하는 다중 반사 현상을 모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체 가상 이론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 

공간 개념을 이용해 전파 경로와 같은 반사 조건에 관계 없이 가상 수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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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유효성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가상 공간 정

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겹침 문제를 해소하여 임의의 형상에 적

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불연속 파면 기법은 충격음이 전파하는 현상을 

불연속 구면의 팽창으로 모사한 것으로, 단순화된 파형을 이용해 시간에 따

른 충격파면의 위치와 충격파의 강도를 예측하는 전파 해석 기법이다. 

대체 가상 이론과 불연속 파면 기법을 이용해 충격음 실내 전파 모델을 

개발하였고 해석 결과 공간 벽면에 의해 반사된 충격파가 중첩되어 나타나

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예측된 주요 충격파면의 위치는 측정 신호에서 

나타난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충격파의 강도 또한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새롭게 개발한 해석 모델이 공간 내부에

서 충격음 전파 현상을 효율적이면서 대체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공간 규격, 체적, 그리고 방위각 등의 환경 변

수의 변화가 위해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내 음장

이 강한 충격파에 의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사된 여러 유효 

충격파가 중첩됨으로써 높은 위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굽

은 복도와 같이 복잡한 형상의 공간에 대해서도 해석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

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후속 연구를 통해 회절이나 산란 현상 등을 반영한

다면 복잡한 자연 지형은 물론 도심지에서의 전파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대체 가상 이론, 불연속 파면 기법, 총구 충격음, 실내 전파 해석, 

위해성 평가 

 

학번: 2007-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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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소음이란 “원하지 않는 소리(undesired sound)”로 정의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제기된 환경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소음·진동 민원이 차지하

는 비율이 이미 35%에 달하고, 민원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30% 이

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2] 이처럼 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

한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체가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불쾌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습 능력 저

하 및 성장 발단 둔화, 심혈관계 질환이나 수면장애 유발, 그리고 일시적 또

는 영구적 청력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3-7] 그래서 우

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소음원 종류에 따른 평가 방법을 개발하

여 이를 통해 소음의 발생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환경 소음 피해 및 분

쟁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7-10]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기준으로 소음·진동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

근 부각되고 있는 층간 소음을 비롯해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

활 소음이 전체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 소음과 

같은 공력소음에 대해서도 예외일수는 없다. [2] 공력소음이란 제트 소음이

나 난류 소음과 같이 유동 성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유동이 외부 물체(foreign body)에 의해 교란되어 생성되는 소음 등, 공기역

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데, [1] 가정의 선풍기나 청

소기에서부터 산업기계의 압축기,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 그리

고 크게는 우주 발사체의 추진 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공력소음에 해

당된다. 특히 항공기 소음의 경우, 소음도가 다른 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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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도시의 확장 및 항공 교통 수요의 증가로 인해 노출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음원의 생성, 전파, 저감, 그리고 노출 평가 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1-20] 현재 운항중인 민간 항공기의 대부분은 터보팬 

항공기인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소음원으로는 추진 기관에서 발생

하는 팬 소음 및 제트 소음과, 고 양력 장치나 착륙 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동체 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패스 엔진이 개발된 이후에 추진 기관

에 의한 소음이 감소하고 동체 소음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나, 아직도 이

륙 시에는 추진 기관에 의한 소음이 주된 역할을 한다. 때문에 흡입구나 노

즐의 형상을 변형시키거나 흡음재(liner)를 이용해 팬 소음 및 제트 소음의 

저감이 이루어진다. [14,15] 불쾌감의 경우 언어나 문화, 기후에서부터 개인 

성향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로 평가 단위(metric)와 불쾌감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이벤트 특성을 나타내

는 가중 등가 감각 소음도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WECPNL)가 에너지 특성의 Ldn 보다 항공기 소음에 의한 불

쾌감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17] 이러한 연구

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음 현상과 노출에 따른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해당 

음원에 의해 인체가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해석적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서는 INM 

(Integrated Noise Model) 이라는 항공기 소음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항공기

의 이동 경로와 운항 횟수 등에 따른 지면에서의 소음도 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20] 

총구 충격음(muzzle blast)은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 빠질 수 없는 공력 

소음원이다. 총구 충격음이란 그림 1-1에서와 같이 탄체(projectile)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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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propellant)의 연소로 인해 생성된 고압의 가스에 의해 총신(barrel) 내부

에서 초음속으로 가속되는 과정에 생성된 일련의 충격파가 총구를 통해 빠

져 나와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21,22] 다른 소음원과 비교

했을 때 지속 시간이 매우 짧지만 충격파로 인한 큰 압력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노출이라도 고막 파열과 

같은 물리적인 인체 피해가 우려되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23-30] 이

러한 생성 메커니즘으로 인해 독특한 물리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관

련되어 다양한 이론적, 해석적,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총구 충격음 

연구는 시스템 측면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21] 

 

Figure 1-1. 총구 충격음의 생성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30-06-caliber rifle, 

AK-47 submarine gun, Merkava Mk4 tank(Israel), RPG-7) [22] 

1) 내탄도(interior ballistics): 총신 내부에서의 연소 가스 유동 및 탄체

의 동역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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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기(transitional ballistics): 총구 충격음의 생성과 탄체의 초기 비

행 동역학 해석 

3) 비행역학(flight dynamics): 탄체의 공기역학 

4) 종말기(terminal ballistics): 목표물이 받는 피해 및 작용 메커니즘 

이 중에서 총구 충격음에 의한 인체 위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

이 내탄도 및 과도기 영역이다. 특히 총구에서의 유동 조건은 총구 충격음

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써 내탄도에서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총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난류 현상, 

다상(multiphase) 유동 등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1] 

더욱이 과도기에 형성되는 음장 해석의 경우 유동장 해석에 비해 해석 대상

이 되는 물리량(음압)의 크기가 매우 작고 먼 거리까지 전파하기 때문에 고

차의 수치 기법과 넓은 해석 영역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해석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총구 충격음에 관한 해석은 총구 주변으로 제한된 영역에서의 수치 해석이

나, [31-33] 시험 측정 또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에 기반한 예측 위주

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무기에서 발생하는 총구 충격음의 측정을 통해 음향

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34-36] 측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총구 충격음이 임의의 위치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time of arrival)과 그 

순간의 최고 소음도(peak SPL)를 예측할 수 있는 스케일링 법칙(scaling law) 

등의 해석적 예측 방법이 활용된다. [37-39] 그리고 국제 표준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에서는 Weber 반경에 

기반하여 화기에서 발생하는 충격음의 음향 에너지를 추정하고 이 값을 이

용해 노출 소음도(sound exposure level, SEL)를 예측할 수 있는 표준 절차를 

정하고 있다.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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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구 충격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

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노출되는 충격음의 강도에 따른 불쾌감의 정도

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력 손실이나 고막 파열과 같은 신체적인 피

해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소음원에 대한 연구에서와 마찬

가지로 다양한 소음 평가 단위를 통해 평가한 충격음의 강도와 사람이 실제

로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인데, 대체로 등가 소음도(equivalent sound level)나 노출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파수 가중에 따른 상관관계 변화 특성을 분석한다. [23-26]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불쾌감이나 위해성 평가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정의하고 

규정을 설립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7,9,10,42-48]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은 대부분 대상 반응 평가(community response) 등을 이용한 설문 방식

(field test)과 시험을 통한 측정 분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49-51] 이

것은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충격음이 원방까지 도달하는 전 영

역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국제 

표준이나 스케일링 법칙 등은 충격음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성에서 벗어나는 경우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공간 내부에서 총구 충격음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화기의 특성이나 화기의 운용 조건, 그리고 환경 변수 등

에 따라 경계면에 의해 반사된 충격파가 사용자에게 유의미한(relevant) 영

향을 미칠 수 있어 위해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환경 

변수의 조합을 시험 측정 방식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연구 윤리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시험 방식이 어렵다는 부분도 해석 기법

의 필요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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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 내부에서 발생한 총구 충격음에 노출되었을 

때 예상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파 해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2장에

서는 총구 충격음 현상 및 위해성 평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예측 모

델의 필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중 반사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대체 가상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4

장에서는 충격음의 전파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불연속 파면 기법을 소개하

고 최종적으로 공간 내부에서의 충격음 전파 현상을 모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전파 해석 기법의 정확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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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Review 

2.1 Muzzle Blast 

 

Figure 2-1. (a) 전조파 유동 및 (b) 추진제 유동의 shadowgraph [21,52] 

총구 충격음은 생성 과정과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52,53] 첫 번째는 총신 내부에서 초음속으로 가속된 탄체에 의해 압축된 

탄체 전면의 공기 기둥(column)이 총구를 빠져 나오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 때의 유동을 전조파 유동(precursor flow)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

된 충격파를 전조 충격파라고 정의한다. 전조 충격파는 그림 2-1(a)에 나타

낸 것과 같이 하나의 충격파가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탄체의 발사 속도

(launch speed)나 총신 길이 등의 화기 특성에 따라 그림 2-2(f)에서와 같이 

2개 이상의 충격파가 생성되기도 하며, 각각 1차(first) 전조파, 2차(second) 

전조파로 구분한다. 총구를 빠져 나온 전조 충격파는 확산 초기에 그림 2-

2(c) 또는 2-2(d)에서와 같이 타원에 가까운 형태로 팽창한다. 그리고 충격

파를 뒤따르는 공기 층은 빠르게 팽창하여 그림 2-3에서 나타난 ba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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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ck, Mach cone, Mach disk, jet boundary 등과 같은 자유 제트 유동(free 

jet flow)과 유사한 형태를 이루며 발달하게 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조 

충격파는 점차 구형에 가까워지고, (그림 2-2(e)) 2차 전조 충격파 또는 탄

체가 총구를 빠져 나오기 직전까지 이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Figure 2-2. 총구 주변 유동 형성 과정 (1: blast wave of first precursor; 2: blast 

wave of second precursor; 3: blast wave of main propellant flow)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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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총구 주변에 형성되는 초음속 제트 유동 구조 [21] 

 

Figure 2-4. 총구 출구 압력 변화 총구 출구 압력 변화 (1: first precursor shock; 2: 

second precursor shock; 3: main propellant gas pressure behind projecti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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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의 형태는 탄체가 총구를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탄체를 가속

시킨 고온·고압의 연소 가스가 총구를 통해 빠져 나오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추진제 유동(propellant flow)으로 정의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추진제 유동

은 전조파 유동과 생성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형태 또한 유사하다. 

그러나 폭발에 의해 생성된 추진제 유동은 그림 2-4에 나타낸 총구 압력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기 역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전조파에 비

해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전조파 유동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복잡한 구조의 유동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초음속으로 이동하는 탄

체에 의해 충격파가 생성되고 유동-물체 간 간섭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점도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들 중 하나이다. 충격파 관점에서 살펴보

면 추진제 유동에서 생성된 충격파는 전조 충격파에 비해 큰 강도를 나타내

므로 팽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추진제 

유동의 충격파가 전조 충격파를 따라잡아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39]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은 열린 충격파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

다. [21] Jiang과 Bin은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열린 충격파관과 원통형 

탄체를 이용해 2차원 축 대칭 공간에서 총구 주변 유동장을 수치적으로 모

사하였다. [32,33]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총구 주변에는 정상 초음

속 제트 유동과 유사한 구조의 유동이 관측되는데, [21,39,52,53] 특히 동일

한 출구 조건을 갖는 제트 유동에서 Mach disk의 위치는 충격음의 초과압

력(overpressure) 값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스케일링 법칙과 같은 차원 

분석법의 기본 배경으로 적용된다. [37-39] 

한편, 총구 방향으로 진행하는 충격파는 그림 2-5에서 나타난 것처럼 

총구를 빠져 나옴과 동시에 반경 방향으로 확산 및 회절 되면서 팽창파를 

형성한다. 따라서 해당 방향으로의 충격파 강도가 약해지고 총구 충격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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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특징들 중 하나인 방향성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총구 방향으로 가

장 강한 충격파가 형성되고 총구 방향에서 멀어질수록 그 강도는 약해진다. 

방향성의 정도는 팽창파의 강도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추

진제의 폭발력이 강할수록, 총신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형 화기보다는 대형 화기(intense weapon)에서 의미 있

는 방향성이 관측된다. 

 

Figure 2-5. 총구 충격음의 팽창 과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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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a) Friedlander 파형 [54] 및 방향 따른 총구 충격음 신호 (발사 방향에 

대해 (b) 25, (c) 40, (d) 55, (e) 70, (f) 90도 방향에서 측정한 음압 신호) 

이와 같은 생성 메커니즘 및 유동 구조는 총구 충격음의 특성에 있어 

유사성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 유사성은 총구 충격음에 의한 

음압 신호 측정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의 (b)~(f)는 총구로

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반경 위치에서 발사 방향을 기준으로 각각 25, 

40, 55, 70, 90도 방향에서 측정된 충격음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 결과

에 따르면 충격파의 초과 압력 크기는 측정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측정 

위치에 관계 없이 유사한 형태의 파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

격음 파형은 형태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압력 변화 구간으로 충격파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진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총구 충격음의 방향성은 충격파에 의

한 초과 압력 크기나 노출 소음도를 이용해 정의하는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총구 방향에 가까울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

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긴 지속 시간 동안 빠른 음압 변화가 나타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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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사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트 소음 성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충격파와 제트 소음 중 충격파에 의한 진폭의 크기가 제트 소음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충격파에 의한 파형을 그림 

2-6(a)와 같이 나타내기도 하며 이것을 Friedlander 파형이라고 부르고 다

음 식으로 정의한다. [54,55]  

𝑝(𝑡) = 𝐴 (1 −
𝑡

𝑐
) exp (−

𝑡

𝑐
) (2-1) 

이 식은 초과 압력 강도 𝐴와 지속 시간(duration, 𝑐 )을 이용해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를 정의한다.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정의하도록 

한다. 

 

Figure 2-7. Friedlander 파형의 주파수 특성 (실선) 및 ISO 규정을 통한 구경 별 

음원 파워 스펙트럼 예측 (흰색/회색 막대) [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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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 충격음의 유사성은 주파수 특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림 2-7은 

아래 식으로 표현되는 Friedlander 파형의 주파수 특성과 ISO 표준 예측법

을 이용해 예측한 총구 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𝑃𝐹(𝜔)| =
𝜔𝑐2

1 + 𝜔2𝑐2
 (2-2) 

결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뚜렷한 톤 성분이 나타나지 않고 

광대역 소음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충격음과 제트 소음 모두 

광대역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식 (2-2)에 따르면 주파수에 

따른 최고 음압은 주파수가 1/2𝜋𝑐일 때 나타나는데, 앞서 그림 2-6(a)의 파

형에 이것을 적용하면 약 160 Hz 부근에서 최고 소음도가 형성되고 이것은 

그림 2-7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54] 이처럼 총구 충격음은 저주파 영역

에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식 (2-2)에 따르면 𝑐 값, 즉 지속 시간

의 변화에 따라 주파수 특성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지속 시간이 길수록 

최고 소음도를 나타내는 주파수는 낮아지고, 반대로 지속 시간이 짧아질수

록 해당 주파수는 높아진다. 지속 시간 값은 일반적으로 폭발력일 클 때, 즉 

대형 화기에서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소형 화기에 비해 대형 화기에서 저

주파 성분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2-7에서 구경이 다른 두 화

기에 대해 ISO 규정을 적용해 예측한 주파수 특성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

침해준다. 한편 제트 소음의 경우에는 충격음과 반대로 고주파 영역에 많은 

에너지가 집중된 대표적인 음원이다. [27] 이를 바탕으로 총구 충격음의 주

파수 특성을 살펴봤을 때, 저주파 영역에서 주파수 밴드 별 최고 소음도가 

관측된다는 것은 충격파가 제트 소음에 비해 음장 형성에 상대적으로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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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방위각에 따른 무반동 화기(M40A1–106mm recoilless rifle)의 음압 신

호 측정 결과 [57] 

한편 무반동(recoilless) 화기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그림 2-8은 무반

동 소총 중 하나인 M40A1에 의한 충격음을 총구와 발사 방향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측정한 결과인데, 그림 2-6의 음압 신호와 몇 가지 부

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위치에 따른 음압 신호의 

형태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충격음의 파형은 유사성을 형성하는 핵심

적인 요소로써 위치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그림 2-8의 신

호에서는 측정 위치에 따라 모두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미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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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충격파에 의한 큰 압력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총구 방향(0도)에서 멀어질수록 초

과압력 값이 작아지며 방향성을 형성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방위각에 관

계없이 대체로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는 점도 일반적인 유사성과 다른 부분

이다. 이러한 특징은 노출 소음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57] 그림 2-9(a)에서 역삼각형으로 나타낸 것이 M40A1의 측정 

결과인데, ISO 표준 예측 방법을 이용한 결과가 총구 방향으로 강한 소음도

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측정 결과에서는 전 방향으로 비슷한 크기의 소음도

가 분포되어 있다. 오히려 총구 반대 방향으로 근소하게 강한 소음도를 나

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화기의 운용 중에 발생하는 반발력(repulsive 

force)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Figure 2-9. 노출 소음도 기준의 무반동총 방향성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한 예측 

결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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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무반동 화기의 운용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M67, RPG-7, 

M40A1, TOW missile) 

일반적인 형태의 화기에서는 연소 가스가 탄체를 추진시키는 힘의 반작

용으로 인해 발사 시 반발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무반동 화기는 다른 

힘을 이용해 반발력을 상쇄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

킨다. M40A1을 비롯해 M67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그림 

2-10에서와 같이 연소 가스의 일부를 후방 노즐을 통해 총구 방향의 반대

쪽으로 방출시킴으로써 반발력을 상쇄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추진제 유동의 

형성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후방으로 강한 충격음이 형성되고, 이것이 방

향성과 같은 음장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효

과를 반영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했을 때 그림 2-9(b)와 같이 예측 결과

와 측정 결과가 상당히 유사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57] 휴대용 

로켓 무기 또한 무반동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미사일이 내장된 고체 연료

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추진력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료의 점화 시에 

형성된 고압의 연소 가스가 노즐을 통해 방출될 때 강한 충격파가 생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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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후방으로 전파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반적인 화기의 경

우 사용자가 발사 반대방향에 위치하는 반면 무반동 특성 무기의 경우 화기

의 측면에 사용자가 위치하게 된다. 

2.2 Damage Risk Criteria 

충격음의 위험성은 충격파에 의해 나타나는 초과압력의 크기가 140 dB 

이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데 있다. [54] 

특히, 충격음은 저주파 성분이 강한 음원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

우 호흡기나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3-30] 때

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42-

48] 최근에도 개선된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8-60] 

Table 2-1. 위해성 평가 방법의 분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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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방법은 표 2-1에 나타낸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상 위치에서 측정된 음압 신호로부터 최고 소음도나 

지속 시간과 같은 파형 변수를 얻고, 이를 기준으로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

법이다. 미 국방부의 CHABA (Committee on Hearing, Bioacoustics, and 

Biomechanics) 규정이나 MIL-STD-1474D를 비롯하여 Pfander(독일), 

Smoorenburg(네덜란드)의 규정 등이 이 방법에 해당된다. [42-44] 파형 변

수 평가법은 순간적인 압력 변화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

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평가 기준이 되는 파형 변수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할 수 없어 보호 장구나 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해당 위치에서 인체가 노출되는 음향 에너지 총량을 기

준으로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파형 변수 평가법은 충격음이 비주기적

인 이벤트(event) 소음으로써 충격음 파형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

는데, 에너지 평가법은 충격음이 잔향 환경(reverberant environment)에서 

발생하여 유사성이 변형되는 경우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다. [59] 최초에는 등가 소음도를 기준으로 위해성을 판단하였으나 이후 노

출 소음도를 이용한 평가 방법도 소개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이 노출 소음도

를 8시간 등가 소음도로 변환하여 노출 한계 소음도를 정의하고 있다. [46] 

에너지 평가법은 수치화된 노출량을 기준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충

격음의 이벤트 특성은 물론이고 지면이나 벽면에 의한 반사 영향, 그리고 

충격음에 여러 차례 노출되는 조건에서도 위해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 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순간적인 압력 변화에 의

한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파형 변수 평가법과 에너지 평가

법은 평가 과정이 단순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표 2-2에 나타난 것처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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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면의 법령으로 여러 국가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0,47] 

Table 2-2. 여러 국가의 충격음 법규 [10,47]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충격음에 대한 청각 기관의 반응을 전달 함

수 형태로 모델링하여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파형 변수 평가법과 에너

지 평가법은 인체의 반응과 무관한 변수를 이용해 위해성을 판단하며 변수

와 위해성의 관계를 선형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원인들

로 인해 파형 변수 평가법을 이용해 대형 화기에 의한 위해성을 평가할 경

우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58-60]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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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음에 의한 청각 기관의 반응은 상당히 독특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

이 위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

으로 모델 평가법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인 평가 모델로 청력 위해성 평가 

알고리즘(Auditory Hazard Assessment Algorithm for Human, AHAAH)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들이 청각 기관의 반응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는 없지

만 다른 평가 방법과 비교하여 보호 장구의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으로 뽑힌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법은 파형 변수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

법이다. 평가에는 대체로 두 가지 파형 변수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최고 소

음도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 시간이다. 여기서 최고 소음도란 충격음이 발생

하여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는 특정 시간 동안 음압의 크기가 가장 큰 순간

의 소음도를 의미하고 다음 식으로 정의한다. [1] 

𝐿𝑝𝑒𝑎𝑘 = 10 log
𝑝𝑝𝑒𝑎𝑘
2

𝑝𝑟𝑒𝑓
2  (2-3)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충격음 신호는 충격파에 의한 급격한 압력 변화

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제트 소음 성분에 의한 음압 진동

(fluctuation)이 뒤따르기 때문에 충격파의 전면(front)이 통과할 때 최고 소

음도가 관측된다. 그리고 지속 시간은 충격파가 나타난 시점부터 음압 진동

의 진폭이 특정한 수준까지 낮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잔향 시간의 정의와 비슷하고 충격음의 파형과 정의 방법에 따라 그림 2-

11에서와 같이 크게 네 가지 타입(A, B, C, D)으로 나눌 수 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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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지속 시간의 정의 ((a) A-지속시간, (b) B-지속시간, (c) C-지속시간, 

(d) D-지속시간) [42] 

A-지속시간은 Friedlander 파형을 기준으로 정의한 값이다. 그림 2-6(a)

에 나타낸 Friedlander 파형을 다시 살펴보면 전체 파형을 충격파에 의한 음

압 상승 구간, 즉 양의 구간(positive phase)과 음압이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관성에 의해 발생하는 음의 구간(negative phase)으로 나눌 수 있

다. 여기서 양의 구간에 해당되는 시간을 A-지속시간으로 정의한다. 즉, 충

격파면에 의해 음압이 상승하는 순간부터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데 걸

리는 시간을 뜻하는데, 실제 파형은 반사에 의한 영향 등으로 인해 이보다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의가 쉽지 않다. B-지속시간은 CHABA 규정에

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최고 소음도로부터 20 dB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으로 정의한다. A-지속시간의 정의에 비해 실제 충격음 파형에 적합한 개념

이고 충격파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음압 변화에 의한 영향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A-지속시간이 음원의 강도, 즉 충격파의 강도(strength)를 

나타내는 것에 가깝다면, B-지속시간은 음원의 강도뿐만 아니라 반사 현상

과 같은 환경의 영향도 동시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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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지속시간은 Pfander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최고 소음도보다 10 dB 

낮아지기 전까지의 시간 합을 의미하는데 그림 2-11(c)에 나타난 것처럼 2

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큰 압력 증감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

지속시간은 Smoorenburg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B-지속시간과 유사하나 20 

dB가 아닌 10 dB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단순히 

C-지속시간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에 의해 10~20 dB 범

위가 일시적 청력 한계 변화(temporary threshold shift, TTS)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그림 2-11(d)에 

나타난 것과 같이 파형의 상하 영역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D-지속시간을 정의할 수 없다. [42] 

미 국방부에서 제정한 MIL-STD-1474D는 최고 소음도와 B-지속시간

을 바탕으로 위해성을 평가한다. [44] 이 규정은 1968년에 제정된 CHABA 

규정에 청력 보호 장구에 의한 저감 효과를 추가한 것이다. CHABA 규정에

서 정의한 가이드라인은 아래 식과 같다. [43] 

𝐿𝑅(𝑑𝐵) = 𝑃 + 6.67 log
𝐵

200
+ 5 log

𝑁

100
≤ 138 (2-4)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고 소음도가 𝑃 dB, 지속 시간이 𝐵 ms인 충격음

에 𝑁차례 노출될 경우 평가 레벨(rating level, LR)을 식 (2-4)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는데, 이 값이 138 dB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충격음에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식 (2-4)는 지속 시간이 200 ms 이하인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200 ms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속 시간 항을 무시하고 계산한

다. 노출 횟수를 100회로 했을 때 CHABA 규정에서 정의하는 한계선을 나

타내면 그림 2-12와 같다. 이후 최고 소음도가 140 dB를 초과할 경우 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호장구에 의한 저감 효과에 대해 연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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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61,62] Garinther는 소형 대전차 화기(light antitank weapon, 

LAW) 개발 과정에서 청력 한계 변화 시험을 통해 V-51R 귀마개의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약 29 dB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2] MIL-

STD-1474D는 1개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였을 때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정

하여 아래 식과 같이 평가 레벨을 상향 조정하였다. [44] 

𝐿𝑅(𝑑𝐵) = 𝑃 + 6.64 log
𝐵

200
+ 5 log𝑁 ≤ 177 (2-5) 

 

Figure 2-12. CHABA 및 MIL-STD-1474D 규정 [43,44] 

MIL-STD-1474D에서는 그림 2-12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1일 허용 노

출 횟수에 따라 W, X, Y, Z라는 네 가지 형태의 한계 곡선을 제시한다. [44] 

먼저 W-곡선은 청력 보호 장비의 착용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시간에 

관계 없이 최고 소음도가 140 dB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충격음이 140 dB 이상인 것을 고

려하면 W-곡선은 총구 충격음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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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X-, Y-, Z-곡선은 1일 최대 노출 허용 횟수를 기

준으로 각각 2000회, 100회, 5회에 해당하는 최고 소음도 및 지속시간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CHABA 규정선을 29 dB 상향 이동시키면 MIL-STD-

1474D의 Y-곡선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Z-곡선은 청각 기관

뿐만 아니라 인체 내 장기의 위해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 선을 초과할 수 없

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에서는 보호 장구를 이중으로 착용한 경우 

앞에서 언급한 횟수의 20배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노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것은 가이드라인에서 10배의 허용 횟수에 대해 5 dB 보정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보호 장구 착용으로 인한 저감 효과를 6.5 dB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62] 

2.3 Acoustic Hazard in the Interior Environment 

지금까지 살펴본 CHABA 규정이나 MIL-STD-1474D를 비롯해 

Pfander 및 Smoorenburg가 제안한 파형 변수 평가법은 모두 식 (2-4)나 

식 (2-5)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런 평가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지

속 시간이 길수록 노출 가능한 최고 소음도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충격량(impulse)의 크기는 힘(압력)과 노출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정의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음향학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평가법과 같이 노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 내부

에서 발생한 충격음은 실외에 비해 인체에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충격음의 지속 시간

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63] 임의의 공간은 공간을 구성하는 벽면에 의해 닫

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파가 자유 공간(free space)으로 확산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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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간 내부에 남아 잔향 환경을 형성한다. 충격음의 경우 음압이 높고 저

주파 영역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 및 반사에 의한 저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접한 벽면에 의해 수 차례의 반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B-지속시간의 정의에 따르면 지

속 시간은 소음도가 20 dB 감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데, 충격음

이 공간 내부에 남아 반복적으로 음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그림 2-13(c)와 

같이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노

출 가능한 최고 소음도의 크기를 낮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간 내에 잔류한 강한 충격음으로 인해 사용자가 더 큰 음압

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위해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다. 특히, 무반동 특성을 보이는 화기의 경우 총구 반대 방향으로 강한 충격

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 내부에서 

충격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Figure 2-13. 실내/실외 음압 신호 비교 ((a) 실내/외 측정 위치, (b) 실외 측정 결

과, (c) 실내 측정 결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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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충격음에 의한 인체 위해성은 실외에서의 시험 측정을 통해 

평가한다. 사수 또는 부사수의 위치에서 마이크로폰을 이용해 음압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소음도 및 지속 시간을 추출하여 노출 허용 

여부와 1일 최대 노출 허용 횟수를 산출한다. 이것은 총구에서 해당 위치에 

직접 도달하는 충격음, 즉 직접파(direct wave)가 위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면 이외에는 음장 형성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없고, 지

면에 의해 반사된 충격파 역시 전파 경로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직접파 

성분보다 강하지 않다. 따라서 발사 방향이나 발사 위치와 같은 환경 변수

들에 의한 영향도 크지 않아 수 차례의 시험 평가만으로 해당 화기에 의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 내부에서는 조금 달라지게 된다. 우

선 지면 이외에도 음장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계면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충격음이 반사되어 직접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런 경우 반사 음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수들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발사 방향이나 발사 위치뿐만 아니라, 공간의 체

적이나 구조 등도 충격음의 전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내 공간에서는 시험 평가 방식을 통한 위해성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

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환경 변수들을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을 이용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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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ternative Image Theory 

3.1 Estimation of Waveform Parameters for Indoor Problems 

 

Figure 3-1. 전산 공력 음향학의 수치 기법을 이용한 총구 부근 유동장 및 음장 해

석 결과 (압력 분포) 

위해성 평가를 위한 충격음의 파형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치적 차분 기법을 이용해 유동장 또는 음장에 대한 

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전산 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이나 전산 공력 음향학(Computational Aero-Acou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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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으로 대표되는 이 방법은 그림 3-1에서와 같이 음원의 생성 메커니즘

은 물론 전파 현상까지 모사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고 직관적인 분석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선형성이 강하고 유동 구조가 매우 복잡하

기 때문에 현상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고차의 수치 기법을 적용해

야 하는데, 원방(far-field)에 이르는 넓은 해석 영역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

준의 해석 용량(computing power)과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벽면에 

의해 반사된 음파까지 해석해야 하는 것 또한 이러한 비효율성을 가중시키

는 요인이며, 수치 기법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경계 조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

이 환경 변수 변화에 따른 공간 내부 위해성 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다양한 해석 조건에서의 해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건 변수의 개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수치적 방법의 대안으로 가상 이론(image theory)을 이용해 반사 현상을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지면 

부근에 점 음원이 존재할 때 Sommerfeld 적분식을 이용하여 반공간(half-

space)에 형성되는 음장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상 Sommerfeld 문제

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근사식을 적용해 해당 음장을 

닫힌 형태(closed-form)로 표현할 수 있는데, [65,66]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

중극(dipole)을 배치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이며, 이들 중 하나를 실제 음원, 

다른 하나를 가상 음원(image source)으로 정의하여 반사파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을 가상 이론이라고 정의한다.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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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가상 이론 개념도 

반사 현상은 서로 접하는 두 매질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음파가 매질을 통해 전파하는 과정에서 서로 특성이 다른 매질 사이의 경계

면을 통과할 때, 일부 에너지는 경계면을 통과하여 다른 매질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통과하지 못하고 경계면에 의해 반사되어 되돌아가게 된다. [69] 

이 때, 입사파(incident wave)와 반사파의 강도는 서로 접하고 있는 두 매질

의 임피던스(impedance)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별히 지면 부근에서의 전파 

해석에 있어 입사파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경계면의 반사 특성을 지면 

임피던스라고 부른다. 복소수로 표현되는 임피던스 값은 지면의 상태에 따

라 몇 가지 매개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파수에 관

한 함수로 표현되고 이 값을 이용해 지면의 반사 계수(reflection coefficient)

를 정의할 수 있다. [70,71] 반사 계수는 0과 1 사이의 크기를 갖는데 경계

면이 모든 에너지를 흡수할 때 0, 반대로 모든 에너지를 반사할 때 1이 된

다. 가상 이론에서는 음원과 수음자, 그리고 경계면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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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결정되는 반사 경로로부터 그림 3-2와 같이 가상 음원의 위치를 정의

하고 앞에서 설명한 반사 계수 값을 이용해 가상 음원의 강도를 추정한다. 

그리고 반사파에 의한 음장을 앞서 정의한 가상 음원에 의한 직접파 성분으

로 표현하여 경계면에 의해 형성되는 반사 음장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게 된

다. 즉, R2 경로를 통해 지면에 반사되어 R3으로 전파하는 경로 대신, R'2와 

R3을 일직선으로 통과하는 경로로 가정하여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때 

R2와 R'2의 경로 길이는 동일하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65] 

𝑝(𝑥, 𝑦, 𝑧) =
𝑒−𝑖𝑘𝑅1

4𝜋𝑅1
+ 𝑄

𝑒−𝑖𝑘(𝑅2′+𝑅3)

4𝜋(𝑅2′ + 𝑅3)
 (3-1) 

 

Figure 3-3. 2차원 닫힌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중 반사 현상과 반사 경로 

이와 같은 형태의 음향학 이론을 기하 음향학(geometric acoustics)이라

고 정의한다. 이론적으로는 공간 내부에서의 전파 해석에서도 가상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72-75] 이를 위해서는 음원에서 발생한 음파가 벽면에 의



- 32 - 

 

해 반사되어 수음자에게 도달하는 반사 경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여기

서 실내와 실외에서의 해석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한다. 먼저 실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림 3-2에서와 같이 지면만이 유효한 경계면으

로 고려된다. 따라서 실제 음원을 경계면에 대칭시키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가상 음원의 위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의 경우에는 공간을 구성

하는 다수의 인접한 경계면에 의해 수 차례 이상의 연속적인 반사, 즉 다중 

반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림 3-3과 같이 한 쌍의 음원과 수

음자에 대해 무수히 많은 개수의 반사 경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 음원이 반사 경로에 대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각각의 

반사 조건에 해당하는 가상 음원 위치를 정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Figure 3-4. 다중 경계면이 존재하는 경우의 가상 음원 정의 방법 [75] 

기본적으로는 단일 경계면에 대한 가상 음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과 

같이 경계면에 연속적으로 대칭 시킴으로써 가상 음원을 정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림 3-4에 나타나 있다.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실

제 음원을 임의의 경계(Side 1)를 기준으로 대칭 시킴으로써 하나의 가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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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얻고, 이것을 다시 다른 하나의 경계(Side 2)를 기준 대칭 시킴으로써 

또 다른 가상 음원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최초 경계(Side 1)에 대

해 대칭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된 가상 음원의 위치는 기하학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이처럼 기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음원, 수음자, 그리고 경계

면 사이의 위치 관계에 따른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

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그림 3-4에서와 달리 닫힌 공간에 대해서는 반사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한 반사면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어 이러한 문

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아래 식 (3-2)와 같이 각각의 반사 조건들에 

해당하는 전파 경로가 누락될 수 있는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했을 때, 단순히 음원을 경계면에 연속적으로 대칭 시키는 것만

으로는 다중 반사 현상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어렵다. 

𝑝 =
𝑒−𝑖𝑘𝑅0

4𝜋𝑅0
+ (𝑄11

𝑒−𝑖𝑘𝑅11

4𝜋𝑅11
+ 𝑄12

𝑒−𝑖𝑘𝑅12

4𝜋𝑅12
+ 𝑄13

𝑒−𝑖𝑘𝑅13

4𝜋𝑅13
+ 𝑄14

𝑒−𝑖𝑘𝑅14

4𝜋𝑅13
) + 

(𝑄21

𝑒−𝑖𝑘𝑅21

4𝜋𝑅21
+ 𝑄22

𝑒−𝑖𝑘𝑅22

4𝜋𝑅22
+ 𝑄23

𝑒−𝑖𝑘𝑅23

4𝜋𝑅23
+ ⋯+ 𝑄2𝑛

𝑒−𝑖𝑘𝑅2𝑛

4𝜋𝑅2𝑛
) + 

(𝑄31

𝑒−𝑖𝑘𝑅31

4𝜋𝑅31
+ 𝑄32

𝑒−𝑖𝑘𝑅32

4𝜋𝑅32
+ 𝑄33

𝑒−𝑖𝑘𝑅33

4𝜋𝑅33
+ ⋯+ 𝑄3𝑚

𝑒−𝑖𝑘𝑅3𝑚

4𝜋𝑅3𝑚
) + ⋯ 

(3-2) 

3.2 Alternative Image Theory 

3.2.1 Image Space Concept 

가상 이론을 이용해 다중 반사 현상에 따른 가상 음원 위치를 정의하기

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정의하는 데 필수적인 반사 경로가 반사 횟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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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음자, 그리고 경계면 간의 상대적인 위치 등, 여러 가지 조건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반사 조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해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수음자를 기준으로 가상 음원을 정의하는 가상 

이론 대신 고정된 음원을 기준으로 가상 수음자를 정의하여 반사 음장을 예

측하는 “대체(alternative)” 가상 이론을 통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 하였다. 

 

Figure 3-5. (a) 가상 음원, (b) 가상 수음자 및 (c) 가상 공간 개념 비교 [76] 

대체 가상 이론은 광선 이론(ray theory)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

존의 가상 이론과 유사하지만 그림 3-5(b)와 같이 가상 음원 대신 가상 수

음자(image receiver)를 이용한다는 부분이 다르다. 즉, 기존의 가상 이론에

서는 가상 음원에서 실제 수음자에 이르는 반사 경로를 정의하여 반사파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지만, 실제 음원에서 가상 수음자에 이르는 경로를 고려

하여 해석하는 점이 다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가상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대체 가상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 공간이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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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c)에서와 같이 가상 음원이나 가상 수음자를 정의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실제 공간과 동일한 형태의 공간을 반사 경계면을 기준으로 대칭 시켜 정의

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의 지역 좌표계

(local coordinate)를 정의함으로써 가상 수음자의 위치를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정의된 반사 경로는 그림 3-5(b)에서 정의한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

한다. 즉, 가상 공간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반사 경로 정의 없이 가상 수음자

의 위치를 정의할 수 있다. 

 

Figure 3-6. 가상 공간의 확장 및 차수의 정의 

그럼 직사각형의 2차원 실제 공간에 대해 대체 가상 이론을 적용하여 

구성된 가상 공간을 보면서 가상 공간이라는 개념과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림 3-6에는 직사각형 실제 공간과 총 6개의 가상 공간, 그리고 

각 가상 공간에 해당하는 가상 수음자와 전파 경로 등이 나타나 있다. 가상 

공간 개념을 이용해 정의한 가상 수음자가 “음원에서 발생한 음파가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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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면에 의해 반사되어 도달하는 가상의 위치”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가상 

공간이란 “음원에서 발생한 음파가 임의의 경계면에 의해 반사되어 도달하

는 가상의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실제 공간을 구성하는 임의의 

경계면 하나를 기준으로 가상 공간을 구성할 경우 이것은 “해당 기준 경계

면에 의해 1회의 반사를 통해 음파가 전달되는 영역”이라는 의미이며 해당 

가상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가상 수음자는 “해당 기준 경계면에 의해 1회 

반사를 통해 음파가 전달되는 위치”라는 의미를 갖고, 이는 가상 공간 개념

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된다. 특히, 이렇게 가상 공간을 정의하는 과정에

서 “가상 경계면” 또한 함께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가상 경계면을 기준으로 

새로운 가상 공간을 반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가상 공간

은 “임의의 경계면 조합에 의해 연속적으로 일어난 반사를 통해 음파가 전

달되는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령 그림 3-6의 (I2) 가상 공간의 경우 B 경계(또는 A경계)를 기준으

로 실제 공간을 대칭 시켜 1차적으로 가상 공간을 얻고, 해당 가상 공간의 

A 경계(또는 B경계)를 기준으로 해당 공간을 다시 대칭 시킴으로써 정의한 

영역으로, 이 가상 공간은 “음원에서 생성된 음파가 B 경계(또는 A경계)에 

의해 반사되고, 이어서 A 경계(또는 B 경계)에 의해 반사된 후 도달하는 영

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가상 공간 내부에 정의된 수음자의 

위치와 실제 공간에 위치한 음원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

당 반사 조건에서의 가상 전파 경로가 되고, 이는 실제 공간에서 A 경계와 

B 경계에 의한 반사를 고려한 전파 경로와 상응하는 것이다. 즉, 가상 공간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반사 경로나 위치 관계 등의 반사 조건과 무관하게 가

상 수음자의 위치를 정의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 전파 경로를 정의할 수 

있어 기존의 가상 이론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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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의 (I2) 가상 공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가상 공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I1), (I4), (I6) 가상 공간은 각각 B, A, D 경계에 

의해 1회 반사되어 형성되었고, (I5) 가상 공간은 A 경계와 C 경계에 의해 

2회의 반사를, 마지막으로 (I3) 가상 공간의 경우에는 A, B, C 경계에 의해 

총 3회의 반사를 고려한 것으로, 임의의 가상 공간은 반사 횟수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가상 공간의 차수(order)로 정의할 수 

있다. 각각의 가상 공간 내부에서 정의되는 가상 수음자와 실제 음원을 연

결하여 정의된 전파 경로의 길이는 해당 가상 공간의 차수가 증가할수록 길

어지지만 공간 형태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파 경로 길

이는 이전 연구에서 유효성(validity)이라는 개념으로 가상 음원 정의 과정에 

차용되기도 하였으나, [75] 가상 공간 개념을 활용할 경우 이 또한 무시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성 정의 또한 

변형된 의미로 다루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었다. 

 

Figure 3-7. 가상 공간을 이용한 반사 음장의 중첩 [77] 

이와 같은 가상 공간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대체 가상 이론을 이용해 공

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중 반사 현상을 자유 공간에서의 전파 현상으로 모

사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 공간 내부에 위치한 음원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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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 생성되면 실제 공간의 경계를 통과하여 실제 공간 외부에 구성된 가상 

공간, 즉 반사파 영역으로 전파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 공간 내부의 가상 수음자는 실제 공간 내의 실제 수음자와 대

응되는데, 각각은 반사 횟수 및 반사 경계면 조합에 따라 유일하게 정의 된 

것이므로 이것을 모두 중첩 시킴으로써 최종 음장을 구할 수 있다. 특히, 대

체 가상 이론은 공간 분포 예측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것은 “동

일한 반사 횟수 및 반사 경계면 조합에 해당되는 수음자들이 동일한 가상 

공간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림 3-7과 같이 고차의 가상 공간을 차수

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접어(folding)나가는 방법으로 공간 음압 분포를 중첩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대체 가상 이론이라고 정의

한다. 

3.2.2 Image Space Configuration for Arbitrary Shapes 

대체 가상 이론을 통한 반사 음장 예측은 1) 가상 공간 정의, 2) 가상 

수음자 정의, 3) 전파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공간 중첩의 순서로 이루

어진다. 전체 과정 중에서 가상 공간 및 가상 수음자 정의 과정이 가장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공간의 형태에 따라 그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2차원 공간을 가정했을 때 구성 가능한 실제 공간의 형태는 

크게 볼록 다각형(convex polygons)과 오목 다각형(concave polygons)으로 

나눌 수 있다. 볼록 다각형은 그림 3-8(a)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내각이 

180도 이하인 다각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실내 공간들이 이러한 

형상을 띠고 있으며 가상 공간 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된다. 이외

의 형상은 모두 오목 다각형에 속하는데, 그림 3-8(b)에서와 같이 굽어진 

회랑(corridor)이나 그림 3-8(c)에서와 같이 공간 내부에 장애물이 있는 경

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경계면의 형태에 따라 직선과 곡선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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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간 형태를 정상형(regular)과 비정형

(irregular)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

았다. 

 

Figure 3-8. 볼록 다각형(a)과 오목 다각형(b,c)의 정의 

3.2.2.1 Regular Shapes – Convex Polygons 

가상 공간의 정의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제 공간을 구

성하고 있는 경계의 외부 영역 전체는 반사파가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잠재

적인(potential) 영역이 된다. 이 영역은 음원의 위치와 실제 경계면을 기준

으로 몇 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각각의 영역

은 해당 경계면을 통과한 반사파가 전파할 수 있는 유효 영역을 의미한다. 

이것을 반사 유효 영역(valid range)이라 정의한다. 이 개념은 해당 경계면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모든 가상 공간에 대해 유효하며, 차수가 높아질수록 영

역은 점점 세분화된다. 

이처럼 유효 영역을 정의하는 까닭은 공간 형태에 따라 가상 공간이 서

로 중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9는 정오각형 실제 공간에 대한 가상 

공간 구성 결과를 보여준 것인데, 그림 3-9(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계 

A와 B에 의한 2차 가상 공간이 서로 중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

제 공간 외부에 존재하는 임의의 한 점은 특정한 반사 횟수와 경계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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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유일하게 대응되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에서 유효하지 않은 영역을 

판별해야 하고,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유효 영역이 된다. 따라

서 임의의 음원 위치에 대해 각 경계에 대한 유효 영역을 그림 3-9(b)와 같

이 정의하게 되면 중첩되는 공간을 배제한 채 가상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직사각형이나 정삼각형, 그리고 정육각형과 같은 형태는 가상 공간 확

장에도 겹치는 영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외에는 모두 중첩 영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간 형상이 N각형일 때 외부 영역 또한 N개로 나누어지고, 각

각이 해당 기준 경계(reference boundary)에 대한 유효 영역이 된다. 

 

Figure 3-9. 공간 중첩과 유효 영역의 정의 [76] 

이처럼 임의의 기준 경계에 대한 유효 영역이 정의되면 그림 3-10(a)와 

같이 실제 공간의 격자점 및 나머지 경계를 해당 경계에 대해 대칭 시킴으

로써 1차 가상 공간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생성된 가상 공간에서 정의

된 지역 좌표계를 기준으로 가상 수음자의 위치를 정의할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앞서 정의한 유효 영역을 바탕으로 수음자의 유효성을 판별한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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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준 경계에 의해 반사된 음파가 해당 수음자 위치까지 전파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음자가 기준 경계의 유효 영역 내부에 있을 때 해

당 수음자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유효 영역 외부에 있는 가상 수음

자 위치에는 유효한 반사파가 도달할 수 없다는 뜻과 동일하다. 

 

Figure 3-10. 고차 가상 공간 구성 과정에서 가상 격자점, 가상 경계면, 그리고 가

상 수음자의 유효성 정의 [76] 

2차 이상의 가상 공간은 한 단계 낮은 차수의 가상 공간을 기준으로 생

성되는데, 그에 앞서 낮은 차수의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각 경계면의 유효

성을 판단한다. 여기서 각각의 경계면이 유효하다는 것은 앞에서 정의한 수

음자의 유효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반사된 음파가 해당 경계면을 통해 전파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유효한 경계면을 통해서만 다음 차수의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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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계면의 유효성은 경계면의 양 끝단에 

위치한 격자점의 유효성으로부터 판단한다. 그림 3-10(b)에 나타난 것처럼 

격자점이 유효 영역 내에 존재하면 해당 격자점이 유효한 것으로 정의하고, 

경계를 구성하는 두 격자점 중 하나 이상 유효하다면 해당 경계가 유효한 

것으로 판별한다. 한편, 유효 영역이 두 격자점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두 격자점 모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경계면이 유효하다고 판별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경계로 음파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각 경계의 유효성이 판별되면 1차 가상 공간 구성과 마찬가지로 

낮은 차수 가상 공간의 격자점을 해당 경계를 기준으로 대칭시켜 고차의 가

상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가상 공간의 유효 영역은 그림 3-

10(c)에 나타난 것처럼 이전 차수에서의 유효 영역과 새롭게 기준이 된 경

계의 유효 영역의 중복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정의된 유효 영역을 바탕

으로 가상 공간 내부 수음점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 반사 횟수에 따라 가상 공간 확장이 가능하다. (그림 3-9(d)) 

가상 공간이 고차로 확장될수록 유효 영역은 여러 개의 좁은 유효 영역들로 

구분되고, 이를 통해 복잡하게 형성되는 가상 공간의 중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유효 영역에 따른 가상 공간과 가상 수음자는 기하 음향

학 관점에서 균일 반사(specular reflection)에 해당되는 성분이다. 균일 반사

란 경계면에 의해 반사된 음파가 입사각과 동일한 반사각을 형성하여 반사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확산 반사(diffuse reflection)와 구별되는 개념이

다. [1] 공간 내부 음장 예측에서 균일 반사만을 고려할 경우 해석 결과에 

불연속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쐐기형(wedge) 경계면이나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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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scattering)이나 회절(diffraction) 현상을 반

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8] 이것은 공간 형상이 비정형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3.2.2.2 Irregular Shapes 

공간 경계가 곡면일 경우 유체 역학에서 사용되는 패널법을 활용함으로

써 가상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 [79] 패널법이란 물체 주변에 형성되는 유

동장 해석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물체의 형상이 곡면으로 이루어졌을 

때 유한한 개수의 평판을 이용해 형상을 모사하고 각각에 적절한 경계조건

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 그림 3-11(a)와 같이 공간 경계

를 유한한 개수의 패널을 이용해 모델링 할 수 있고, 각각의 패널이 유효한 

경계면이 되어 그림 3-11(b)와 같이 유효 영역과 가상 공간을 정의할 수 있

다. 

 

Figure 3-11. 곡면 경계에 대한 (a) 경계 분할 개념 및 (b) 가상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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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전달 경계를 이용한 오목 다각형의 확장 [76] 

한편 오목 다각형의 경우 볼록 다각형과 마찬가지로 기하학적인 측면에

서 가상 공간이 중첩될 수 있음은 물론 음원의 위치에 따라 각각의 유효 경

계면에 대한 유효 영역이 중첩되거나 직접파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

하는 등의 문제와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목 다

각형의 내부 공간을 그림 3-12(a)와 같이 여러 개의 볼록한 공간으로 분할

하였다. 이들 공간 각각을 하위 공간(subspace)이라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음원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주(primary) 공간이라고 부르고 이를 기준으

로 가상 공간을 생성한다. 생성 과정은 이전 단락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

나 전달 경계(trans-boundary)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전달 경계란 실제 

공간을 분할하여 하위 공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임의의 두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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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접하는 경계면을 뜻하는 것으로, 두 하위 공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

하는 것이며 반사 경계와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반사 경계가 

기준 공간을 “복제”하여 가상 공간을 생성하는 경계라고 한다면, 전달 경계

는 해당 경계면에 접하고 있는 기준 공간과 다른 형태의 하부 공간을 배치

함으로써 가상 공간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그림 

3-12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Figure 3-13. 오목 다각형의 공간 분할 방법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림 3-13(a1)에서와 같이 실제 공

간을 가로지르는 공간 경계의 연장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

과 같이 4개의 연장선이 공간을 통과하므로 모두 5개의 하위 공간으로 분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13(a2)와 같이 모서리를 이어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도 적용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공간 분할에 관한 최적화 기법은 본 연

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분할되는 공간의 개수와 관련된 부분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크기의 가상 영역, 즉 가상 공간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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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영역을 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체적을 구성하는 가상 공간의 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석 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하위 공

간이 최대의 체적을 갖도록, 결과적으로 하위 공간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분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위 공간을 이용하면 오목 다각형의 경우에도 유효 영역과 같

은 개념을 볼록 다각형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

할 경우 실내 공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

정에서 모서리나 장애물의 끝단(edge)에서 발생하는 회절 현상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Huygens의 원리에 따르면 파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은 새로

운 음원의 역할을 하며 이들 음원에서 생성된 음파가 일정 시간(Δt) 이후의 

파면을 형성하게 된다. [1] 따라서 모서리나 쐐기의 끝단에서 새로운 음원이 

생성되며 공간 내 모든 영역으로 전파하는 음파를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간 내부 전파 해석에서 고려해야 하는 

성분은 직접파, 균일 반사, 그리고 회절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그림 3-14(a)와 같이 모서리 주변 특성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78,80] 첫 번째 영역은 반사파와 직접파가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두 번째 영역은 직접파의 영향을 받지만 반사파는 미치지 않

는 영역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은 직접파와 반사파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역으로 회절된 음파만이 해당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그림자 

영역(shadow zone)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그림 3-14(b)와 같이 오목한 모

서리에서도 확산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회절 음파의 강도는 앞에서 

정의한 세 영역의 경계에서 음압의 불연속 특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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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a) 모서리 부근 전파 특성 영역 및 (b) 모서리에 의한 확산 현상 

[78,80] 

 

Figure 3-15. 대체 가상 이론의 확장 – 도심 전파 해석 (Chicago 도심 전경(좌) 및 

해석을 위한 건축물 모델링(우)) 

본 연구에서는 직접파와 균일 반사 성분만을 고려하고 회절 현상에 대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4장에서 다루게 될 충격음의 실내 전파 현상

에서 회절 효과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면 대체 가상 이론은 건축물 내부의 실내 공간

이나 터널과 같은 임의의 3차원 공간뿐만 아니라 복잡한 자연 지형이나 그

림 3-15와 같은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에서의 전파 해석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3 Validations a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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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대체 가상 이론이 경계면에 의한 반사 현상을 효

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체 가상 이론을 적용한 해석 

결과를 기존의 수치 기법을 이용해 예측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치 해석의 

경우 2차원 선형 오일러 방정식(linearized Euler equation)을 지배방정식으로 

하여 Gaussian pulse에 의한 충격 반응(impulse response) 현상을 모사하였

고, 대체 가상 이론의 경우 전파 기법과는 별개인 이론이므로, 주어진 지배 

방정식과 초기 조건에 대한 해석해를 이용하여 전파 현상을 모사하였다. 

3.3.1 Numerical Analysis of the Linearized Euler Equation 

3.3.1.1 Dispersion-Relation-Preserving (DRP) Scheme 

선형 오일러 방정식은 밀도(𝜌), 속도(𝑢, 𝑣), 압력(𝑝)의 섭동량과 평균 유

동 값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1] 

𝜕𝑼

𝜕𝑡
+

𝜕𝑬

𝜕𝑥
+

𝜕𝑭

𝜕𝑦
= 𝑯 (3-3) 

where     𝑼 = [

𝜌
𝑢
𝑣
𝑝

] ,          𝑬 =

[
 
 
 
𝜌0𝑢 + 𝜌𝑢0

𝑢0𝑢 +
𝑝

𝜌0

𝑢0𝑣
𝑢0𝑝 + 𝛾𝑝0𝑢]

 
 
 

,          𝑭 = [

𝜌0𝑣
0
𝑝

𝜌0

𝛾𝑝0𝑣

]  

여기서 γ는 비열비(specific heat ratio)를 나타내고, 우변의 H는 음원에 

해당하는 값으로 본 논문에서는 0이라고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공간 차분에

는 전산 공력 음향학의 대표적인 방법인 이산 관계 보존 기법(dispersion-

relation-preserving scheme, DRP)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수치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파의 소산(dissipation)과 이산(dispersion) 현상을 최소화

시킨 기법으로 Tam이 제안한 것이다. [81] 이 기법은 유한 차분식을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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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본래의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 최적화한 것으로, 1차 편미분식을 7

개의 격자점을 이용해 중앙 차분하여 4차의 정확도를 갖는다. 이것은 아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𝑓

𝜕𝑥
)
𝑙
≃

1

∆𝑥
∑ 𝑎𝑗𝑓𝑙+𝑗

3

𝑗=−3

 (3-4) 

여기서 함수 𝑓(𝑥)는 Fourier 변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는다. 

𝑖𝛼𝑓(𝛼) ≃
1

∆𝑥
[ ∑ 𝑎𝑗𝑒

𝑖𝑗𝛼∆𝑥

3

𝑗=−3

] 𝑓(𝛼) ≡ 𝑖�̅�𝑓(𝛼) (3-5) 

where     �̅� =
−𝑖

∆𝑥
∑ 𝑎𝑗𝑒

𝑖𝑗𝛼∆𝑥

3

𝑗=−3

  

이 관계식에서 좌변의 변수를 유한 차분식의 유효 파수(effective wave 

number)라고 정의하고 해당 기법이 편미분 방정식의 변환을 정확하게 모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식과 같은 적분 오차를 정의하게 된다. 

𝐸 = ∫|𝛼∆𝑥 − �̅�∆𝑥|2𝑑(𝛼∆𝑥)

𝜋
2

−
𝜋
2

= ∫[𝑘 − 2∑𝑎𝑗 sin(𝑘𝑗)

3

𝑗=1

]

2

𝑑𝑘

𝜋
2

−
𝜋
2

 (3-6) 

where     
𝜕𝐸

𝜕𝑎𝑗
= 0,   𝑗 = 1,2,3  

그리고 이 오차 값이 최소가 되도록 차분 계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

은 계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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𝑎0 = 0 

𝑎1 = −𝑎−1 = 0.79926643 

𝑎2 = −𝑎−2 = −0.18941314 

𝑎3 = −𝑎−3 = 0.02651995 

 

경계 근방과 같이 중앙 차분 기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대칭 

격자점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계수를 사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3.3.1.2 Time Integration 

선형 오일러 방정식에는 시간에 대한 미분 항이 있으므로 시간 차분법 

또한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의 외재적 시간 적분법이 사용되었으

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𝑼(𝑛+1) = 𝑼(𝑛) + ∆𝑡 ∑𝑏𝑗 (
𝜕𝑼

𝜕𝑡
)
(𝑛−𝑗)3

𝑗=0

 (3-7) 

이 식을 Taylor 급수를 이용해 전개하면 𝑏0를 이용해 나머지 계수를 아

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𝑏1 = −3𝑏0 +
53

12
,          𝑏2 = 3𝑏0 −

16

3
,          𝑏3 = −𝑏0 +

23

12
  

�̅� =
𝑖(𝑒−𝑖𝜔∆𝑡 − 1)

∆𝑡 ∑ 𝑏𝑗𝑒
𝑖𝑗𝜔∆𝑡3

𝑗=0

 (3-8) 

식 (3-7)에 나타난 유한 차분식을 Fourier-Laplace 변환하면 공간 차분

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효 각주파수(effective angular frequency)를 식 (3-8)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 가중 오차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오차가 최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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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수를 정의할 수 있다. 

𝐸1 = ∫[𝜎(𝑅𝑒(�̅�∆𝑡 − 𝜔∆𝑡))
2
+ (1 − 𝜎)(𝐼𝑚(�̅�∆𝑡 − 𝜔∆𝑡))

2
] 𝑑(𝜔∆𝑡)

𝜁

−𝜁

 (3-9) 

𝜎와 𝜁를 각각 0.36, 0.5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계수를 얻는다. 

𝑏0 = 2.3025580888383 

𝑏1 = −2.4910075998482 

𝑏2 = 1.5743409331815 

𝑏3 = −0.3858914221716 

 

지금까지 설명한 공간 차분법 및 시간 차분법을 적용하여 선형 오일러 

방정식을 차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𝑲 =
𝜕𝑼

𝜕𝑡
= −

𝜕𝑬

𝜕𝑥
−

𝜕𝑭

𝜕𝑦
 (3-10) 

𝑲𝑙,𝑚
(𝑛)

= −
1

∆𝑥
∑ 𝑎𝑗𝑬𝑙+𝑗,𝑚

(𝑛)

3

𝑗=−3

−
1

∆𝑦
∑ 𝑎𝑗𝑭𝑙,𝑚+𝑗

(𝑛)

3

𝑗=−3

 (3-11) 

𝑼𝑙,𝑚
(𝑛+1)

= 𝑼𝑙,𝑚
(𝑛)

+ ∆𝑡 ∑𝑏𝑗𝑲𝑙,𝑚
(𝑛−𝑗)

3

𝑗=0

 (3-12) 

3.3.1.3 Initial Condition: Gaussian Pulse 

𝑡 = 0 일 때의 초기조건으로 Gaussian pulse 형태의 음향 충격(acoustic 

pulse)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속도 값은 0으로 하되, 압력과 밀도가 같은 값



- 52 - 

 

을 가지는 형태를 의미하고,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𝑝 = 𝜌 = 𝜀1 exp[−𝛼1((𝑥 − 𝑥0)
2 + (𝑦 − 𝑦0)

2)] ,          𝑢 = 𝑣 = 0 (3-13) 

여기서 각 계수는 pulse의 초기 강도 및 폭과 관계 있는 값이며, 𝑥0, 𝑦0

는 pulse의 위치를 정의하는 값이다. 𝜀1과 𝛼1의 값이 각각 0.01과 –ln2/9 

이고 𝑥0 = 𝑦0 = 0 일 때, 초기 조건은 그림 3-16과 같다. 

 

Figure 3-16. Gaussian pulse 초기 조건 

3.3.1.4 Exact Solution 

식 (3-13)과 같은 형태의 초기 조건에 대한 선형 오일러 방정식의 해석

해는 다음과 같다. [81] 

𝑢(𝑥, 𝑦, 𝑡) =
𝜀1(𝑥 − 𝑀𝑡)

2𝛼1𝜂
∫ 𝑒−𝜉2/4𝛼1 sin(𝜉𝑡) 𝐽1(𝜉𝜂)𝜉𝑑𝜉

∞

0

 (3-14) 

𝑣(𝑥, 𝑦, 𝑡) =
𝜀1𝑦

2𝛼1𝜂
∫ 𝑒−𝜉2/4𝛼1 sin(𝜉𝑡) 𝐽1(𝜉𝜂)𝜉𝑑𝜉

∞

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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𝑝(𝑥, 𝑦, 𝑡) = 𝜌 =
𝜀1

2𝛼1
∫ 𝑒−𝜉2/4𝛼1 cos(𝜉𝑡) 𝐽0(𝜉𝜂)𝜉𝑑𝜉

∞

0

 (3-16) 

여기서 𝜂 = [(𝑥 − 𝑀𝑡)2 + 𝑦2]1/2, 그리고 𝐽1, 𝐽0은 각각 1차, 0차 Bessel 함

수를 나타낸다. 이 식을 이용하여 대체 가상 이론을 이용한 전파 해석을 수

행하였다. 

3.3.1.5 Radiation Boundary Condition 

음향파의 수치해석 과정에서 해석 영역의 외부 경계로부터 유입되는 수

치적 음파의 유무는 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

의 하나이며, 본 연구에서는 Tam이 제안하는 방사 경계 조건(radiation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경계 조

건은 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
1

𝑉(𝜃)

𝜕

𝜕𝑡
+

𝜕

𝜕𝑟
+

1

2𝑟
) [

𝜌
𝑢
𝑣
𝑝

] = 0 + 𝑂 (𝑟−
5
2) (3-17) 

여기서 𝑉(𝜃) = 𝑎0[𝑀 cos𝜃 + {1 − (𝑀 sin𝜃)2}1/2], 그리고 위 식을 2차원 

직교 좌표계(Cartesian coordinate)에 맞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𝑉(𝜃)

𝜕

𝜕𝑡
+ cos 𝜃

𝜕

𝜕𝑥
+ sin𝜃

𝜕

𝜕𝑦
+

1

2𝑟
) [

𝜌
𝑢
𝑣
𝑝

] = 0 (3-18) 

3.3.1.6 Wall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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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서 경계면과 수직한 방향의 속도 성분과 압력 및 속도의 수직 방

향 변화율이 동시에 0이 될 때 강체 벽면(solid wall) 조건이 성립한다. DRP 

기법에서는 1개의 가상 격자점(ghost point)을 이용하여 압력 변화율 조건을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하며, 이 때의 압력 값을 경계 조건으로 적용한다. [81] 

𝑝𝑙,−1
(𝑛)

= −
1

𝑎−1
51 ∑𝑎𝑖

51𝑝𝑙,𝑖
(𝑛)

5

𝑖=0

 (3-19) 

3.3.2 Case 1: Impedance Tube 

이상에서 설명한 해석 기법과 대체 가상 이론을 이용하여 세 가지 경우

에 대해 전파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는 임피던스 

관에서의 단일 주파수의 음파가 전파하여 관 끝에 부딪혀 돌아오면서 입사

파와 반사파가 중첩되는 경우로 그림 3-17(a)와 같다. 해당 공간에 대체 가

상 이론을 적용할 경우 임피던스 벽면을 기준으로 1개의 가상 공간을 정의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림 3-17(b)와 같다. 즉,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에 

대해 각각 𝑒𝑖𝑘𝑥 , 𝑄𝑒𝑖𝑘𝑥의 압력 분포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을 접기 방법

을 이용해 중첩시킴으로써 기존의 가상 이론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반사 계수로는 아래 식에 나타낸 Delany 모델을 사용하였고, 음파의 

주파수는 500 Hz, 유효 유동 저항 계수(effective flow resistivity, 𝜎𝑒)를 150 

cgs rayls라고 가정하였다. [10] 

𝑧 = 1 + 0.0571(
𝑓

𝜎𝑒
)
−0.754

− 𝑖0.087(
𝑓

𝜎𝑒
)
−0.73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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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대체 가상 이론을 이용한 임피던스 관 모델링 ((a) 실제 환경, (b) 대

체 가상 이론 적용) [82] 

 

Figure 3-18. 임피던스 관 해석 결과 ((a) 실제 공간 및 가상 공간에 형성된 음압 

분포, (b) DRP 해석 결과와의 비교)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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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에 그림 3-18(a)와 같은 음압 분포가 

형성되었고, 이것을 접기 방법을 통해 중첩시켰을 때 그림 3-18(b)의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DRP를 이용한 해석 결과와 정확하게 일

치하고 있다. 

3.3.3 Case 2: Single Reflecting Wall in 2D Rectangular Space 

두 번째는 지면 부근과 유사한 경우로 그림 3-19(a)와 같이 아래쪽 경

계면이 벽면인 경우이다. 이 때, 해석 영역은 직사각형으로 생각할 수 있으

며 아랫면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는 발산 경계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대

체 가상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1개의 반사 경계면에 대해 1개의 가상 공간

을 그림 3-19(b)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정의한 가상 공간은 음원의 위치

에 관계 없이 해당 기준 경계면의 유효 영역 내부에 위치하고, 전체 해석 

영역의 최 외곽 경계가 모두 확산 경계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상 공간 구

성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Figure 3-19. Case 2의 실제 해석 조건 및 가상 공간 구성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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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DRP 기법 및 대체 가상 이론을 적용한 해석 결과의 비교 – Case 2 

((a) 𝑡 = 38∆𝑡, (b) 𝑡 = 50∆𝑡, (c) 𝑡 = 55∆𝑡, (d) 𝑡 = 70∆𝑡) [77] 

균일한 크기의 격자와 초기 조건으로 Gaussian pulse를 적용하였으며 

대체 가상 이론의 경우 해석해를 이용해 시간에 따른 압력 분포를 계산하였

다. 임의의 시각에서 A-A'의 단면의 압력 분포 예측 결과가 그림 3-20에 

차례대로 나타나 있으며 두 기법을 이용해 예측한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 결과를 놓고 판단했을 때 대체 가상 이론

이 반사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대체 가상 이론

의 경우 원하는 위치 또는 영역만 정의하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으로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3.3.4 Case 3: Inclined Reflecting Wall in 2D Convex Space 

다음은 공간 내부에 경사면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림 3-21(a)은 이번 

문제의 2차원 해석 공간을 나타낸 것인데 오른쪽 및 위쪽 경계가 벽면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벽면 경계 일부가 기울어있고, 나머지 왼쪽 및 아래쪽 경

계는 확산 경계로 이루어져있다. 해당 공간에 대체 가상 이론을 적용하면 

일부 영역이 중첩된다.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유효 영역 개념을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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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음원의 위치에 따라 가상 공간의 배치 

형태가 변하게 된다. 이것이 그림 3-21(b), 3-21(c), 3-21(d)에 나타나 있으

며 해석 영역의 최 외곽 경계가 모두 확산 경계로 이루어져서 공간 구성이 

종료된다. 가상 공간의 최대 차수 또한 음원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동일한 조건에서 DRP 기법을 이

용해 해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ure 3-21. Case 3 설명: (a) 실제 공간 구성 및 해석 위치, (b)~(d) 음원 위치에 

따른 가상 공간 구성 결과 ((b) 음원 위치 (-30.0, 0.0), (c) 음원 위치 (0.0, 0.0), (d) 

음원 위치 (3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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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2. Case 3 해석 결과 비교–음원이 (0.0, 0.0)에 위치했을 때 pulse 전파 

형태 ((a) 𝑡 = 600∆𝑡, (b) 𝑡 = 900∆𝑡, (c) 𝑡 = 1200∆𝑡, (d) 𝑡 = 1500∆𝑡) 

 

Figure 3-23. Case 3 해석 결과 비교–음원이 (0.0, 0.0)에 위치했을 때 A-A', B-B' 

단면 음압 분포 ((a) 𝑡 = 600∆𝑡, (b) 𝑡 = 1300∆𝑡, (c) 𝑡 = 1600∆𝑡, (d) 𝑡 = 1900∆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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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4. Case 3 해석 결과 비교–음원이 (30.0, 0.0)에 위치했을 때 pulse 전파 

형태 ((a) 𝑡 = 600∆𝑡, (b) 𝑡 = 900∆𝑡, (c) 𝑡 = 1200∆𝑡, (d) 𝑡 = 1500∆𝑡) 

 

Figure 3-25. Case 3 해석 결과 비교–음원이 (30.0, 0.0)에 위치했을 때 A-A', B-B' 

단면 음압 분포 ((a) 𝑡 = 600∆𝑡, (b) 𝑡 = 1300∆𝑡, (c) 𝑡 = 1600∆𝑡, (d) 𝑡 = 1900∆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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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6. Case 3 해석 결과 비교–음원이 (-30.0, 0.0)에 위치했을 때 pulse 전

파 형태 ((a) 𝑡 = 600∆𝑡, (b) 𝑡 = 900∆𝑡, (c) 𝑡 = 1200∆𝑡, (d) 𝑡 = 1500∆𝑡) 

 

Figure 3-27. Case 3 해석 결과 비교–음원이 (-30.0, 0.0)에 위치했을 때 A-A', B-

B' 단면 음압 분포 ((a) 𝑡 = 600∆𝑡, (b) 𝑡 = 1300∆𝑡, (c) 𝑡 = 1600∆𝑡, (d) 𝑡 = 1900∆𝑡) 



- 62 - 

 

그림 3-22은 음원이 (0.0, 0.0)에 위치할 때 공간에서 Gaussian pulse가 

전파해 나가는 형태를 시간 진행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공간 내부로 확산되던 음파는(그림 3-22(a)) 경계면에 부딪힌 뒤 반사파를 

형성하고(그림 3-22(b), 3-22(c))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전파해 나간다. (그림 

3-22(d)) 그러나 그림 3-22(d)에는 파형의 일부가 끊어져서 나타나는데 이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산란 현상을 고려하

지 않고 균일 반사 현상만을 모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형을 조금 더 자세

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 3-21(a)의 A–A' 단면과 B–B' 단면에서의 음압 분

포를 그림 3-23에 나타내었다. 실선은 대체 가상 이론을 적용한 결과이고 

삼각형은 DRP를 이용해 해석한 결과인데 두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

나 경계 부근에서는 그림 3-22(d)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계 부분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DRP를 이용해 해석한 결과와 

대체 가상 이론을 적용한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대체 가상 이론이 음파의 반사 현상, 구체적으로 균일 반사 현상을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음원이 (30.0, 0.0)일 때의 결과인 그림 

3-24나 3-25, 그리고 음원이 (-30.0, 0.0)에 위치했을 때의 결과인 3-26나 

3-27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3.4 Discussions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 가상 이론이 경계면에 의한 반사 현상, 

정확하게는 균일 반사 현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간 형상에 관계 없이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유효한 가상 수음자의 위

치를 정의할 수 있었던 부분에 주목할만하다. 비록 산란 현상을 반영하지 

않아 음파에서 불연속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충격음의 다중 반사 현

상을 모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장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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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초기 조건과 지배 방정식에 대한 해석해를 이용해 전파 현상을 나타냈

지만 충격음의 전파를 모사하여 파형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간 영역

에서의 음압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파 기법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충격음 전파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

를 실제 측정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대체 가상 이론 및 전파 모델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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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last Wave Propagation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치 기법을 이용해 충격파의 생성과 전파 현

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차의 차분 기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음원으로부터 원방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

히 본 연구에서와 같은 공간 내부에 대한 해석에서는 다중 반사 현상을 고

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음향학

에서는 근접장(near field)에서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방에서의 음장을 

예측할 수 있는 음향 상사법(acoustics analogy)을 활용하고 있다. Lighthill은 

음원을 실제 자연 법칙(exact statements of natural laws)과 음향학적 근사

(acoustical approximations)의 차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Lighthill 

응력 텐서(stress tensor, 𝑇𝑖𝑗)를 정의하였다. 응력 텐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

이 음원과 음장을 표현할 수 있다. [69,83] 

𝜕2𝜌′

𝜕𝑡2
− 𝑐2𝛻2𝜌′ =

𝜕2𝑇𝑖𝑗

𝜕𝑥𝑖𝜕𝑥𝑗
 (4-1) 

where     𝑇𝑖𝑗 = 𝜌𝑣𝑖𝑣𝑗 + 𝑝𝑖𝑗 − 𝑐
2𝜌′𝛿𝑖𝑗  

𝜌′(𝒙, 𝑡) =
𝜕2

𝜕𝑥𝑖𝜕𝑥𝑗
∫

𝑇𝑖𝑗(𝑦, 𝑡 − |𝒙 − 𝒚|/𝑐)

4𝜋𝑐2|𝒙 − 𝒚|
𝑑𝑽

𝑉

 (4-2) 

여기서 𝑝𝑖𝑗 = 𝑝
′𝛿𝑖𝑗 − 𝜏𝑖𝑗  이고 𝛿𝑖𝑗는 Kronecker-𝛿  함수를, 그리고 𝜏𝑖𝑗는 

점성 응력 텐서를 의미한다. 식 (4-1)은 음파 방정식과 유사한 형태인데, 우

변에 나타난 응력 텐서의 2차 공간 미분 값이 0이 아닐 때 음원으로써의 의

미를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값이 0이 됨으로써 음파 방정식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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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된다. 그리고 식 (4-2)에 따르면 지연 시간(retarded time)을 반영한 

부피 적분 형태로 음장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

양한 형태의 음향 상사법이 유도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84-87]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충격음의 근접장 정보를 기반으

로 원방의 음장 예측이 가능한 단순 전파 모델을 개발하였다. 

4.1 Blast Wave 

4.1.1 Definition 

Kinsler는 폭발물(explosive charge)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88] 

“A spherically expanding shock front that propagates out into the 

quiescent atmosphere originally at a hydrostatic pressure” 

이것은 폭발에 의해 형성된 충격음이 구면파의 형태로 전파해 나간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위 정의는 총구 충격음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

각된다. 총구를 빠져 나온 충격음은 발생 초기에 축대칭의 타원형을 나타내

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림 1-1에서와 같이 거의 완전한 구형을 이루

며 팽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2 Signal – Outdoor Experiments 

이것은 실제 충격음의 측정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용 중거리 로켓 유도무기의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음을 대상으로 

측정 시험을 진행하였다. 해당 로켓 무기는 soft launch 형태로 발사되는데, 

이것은 사출 모터를 이용해 유도탄을 발사관 밖으로 발사시킨 뒤 충분한 거

리가 떨어진 이후에 주 엔진을 이용하여 표적을 향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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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출 모터의 노즐 출구에서 연소 가스에 의한 압력이 충분히 증가하

면 노즐 출구를 막고 있던 압력 마개(membrane)가 파열되면서 가스가 분출

되는데, 이 때 강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한 충격음은 발사관을 빠

져 나와서 공간으로 확산된다. 

충격음의 측정은 MIL-STD-1474D에서 제안하는 표준 절차에 따라 이

루어졌다. [44] 먼저 위해성 평가를 위해 사수 및 부사수의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고 충격음의 방향성과 전파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반경 거리와 방위각을 달리하여 결정된 전파 공간의 특정한 위치에 추가

로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다. 충격음이 발생하는 위치를 발사관 후방 끝단

면의 중앙이라고 가정하고, 이곳으로부터 각각 발사관 지름의 20, 40, 60, 80, 

120배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 유동 방향, 즉 발사 반대 방향을 기준으로 25, 

40, 55, 70, 90, 105, 120, 135, 150, 165도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다. 

이것이 그림 4-1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0도에서 25도 범위의 경우 연소 가

스에 의한 후폭풍 영역으로 추정되어 마이크로폰이 고온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으며, 180도 방향은 발사관으로부터 사출된 모형탄이 날아오

는 방향이기 때문에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사관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 지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였으며 마이크로폰 역시 동일

한 평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마이크로폰은 압력 타입

(pressure type)으로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설치하였으며 바람이나 유동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방풍망(wind screen)를 함께 사용하였다. 지면 상

태는 음원 부근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는 짧은 잔디로 덮여

있다. 측정된 모든 음압 신호는 트리거(trigger) 신호를 기준으로 동기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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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실외 시험 측정 위치 (흰색: 사수 및 부사수 위치, 회색: 반경 방향 위

치) 

 

Figure 4-2. 측정 위치 별 음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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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측정된 신호를 20D, 25도 위치에서 측정한 신호의 최고 음압 

값을 이용해 표준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거리에 따른 음압 변화로,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충격파

에 의한 초과 압력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

한 특징은 위치에 관계없이 유사한 파형이 관측된다는 것이다. 충격파에 의

한 큰 압력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그 뒤로 연소 제트에 의한 진동 현

상이 관측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총구 충격음의 특성과 일치한다. 이

러한 특징은 동일한 방위각에서 거리에 따라 측정된 음압 신호의 파형을 비

교했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초기 확산 현상에서 발생하는 팽창파

에 의한 영향으로 연소 유동에서 멀어질수록 충격파의 강도, 즉 최고 음압

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지만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 채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150도 위치에서는 주 충격파 이전에 작은 충격파가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발사관 내부에 잔류하던 충격파가 모형 

탄이 빠져나가는 순간 발사관의 전방으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

지만 그 강도는 후방 발사관을 통해 확산된 충격파에 비해 작기 때문에 위

해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동일한 반경 위치에서는 방위각에 관계

없이 거의 동일한 시각에 충격파가 관측된다는 점이다. 그림 4-3은 측정 반

경에 따라 충격파면이 관측되는 시각과 그 순간의 표준화된 음압을 나타낸 

것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압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체로 동일한 시각에 

충격파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충격음이 동

일한 파형을 유지한 채 구면파의 형태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Kinsler의 충격음 정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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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측정 위치 별 충격파면 관측 시각 및 강도 비교 

 

Figure 4-4. 사수 및 부사수 위치에서의 충격음 측정 결과 

한편, 그림 4-4는 사수 및 부사수 위치에서의 측정한 음압 신호를 나타

낸 것이다. 방위각이 상당히 큰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

고 있어 높은 음압이 형성되고 있으나, 해당 위치에서의 파형 또한 공간에

서 측정한 충격음의 파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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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Waveform 

충격음의 전면에 나타나는 충격파와 그에 따른 큰 압력 변화는 충격파

가 구면파의 형태를 유지하며 확산되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음파 방

정식에서도 나타나듯이, 파동의 전파는 음압의 공간 미분(gradient) 값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충격음에서는 초과 압력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이 

값이 높게 나타난다. 충격음의 이러한 전파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간에 따른 

충격파면(shock front)의 위치와 충격파에 동반된 초과 압력의 크기를 정확

하게 예측하는 것이 충격음에 의한 인체 위해성 평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

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것은 충격파에 의한 초과 압력 값이 파형 변수 평

가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파형 변수 중 하나인 최고 소음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비슷하게 지속 시간 또한 강한 충격파가 벽

면에 의해 반사되어 전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쇄(attenuation) 정도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물론 구면 

충격파 내부에 갇혀있는 복잡한 구조의 제트 유동이 위해성 평가, 구체적으

로 지속 시간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충격파에서 나타나는 압력 변화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작을 뿐만 아니라, 식 (2-5)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위해성 정도가 지속 시간보다 최고 소음도 값에 더욱 민

감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해당 현상은 무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충격음 파형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했던 Friedlander 파형이 가장 대표적이다. [54,55] 아래 그림과 같이 표

준화 된 충격음 신호에 대해 A-지속시간 값을 미지수로 갖는 Friedlander 

파형 함수의 값과 측정 값과의 차이 합계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이것을 

오차 함수(error function), 𝐸(𝜏), 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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𝐸(𝜏) ≡∑[𝐹(𝑡𝑖, 𝜏) − 𝑃(𝑡𝑖)]
2

𝑁

𝑖

 (4-3) 

where     𝐹(𝑡𝑖, 𝜏) = [1 − (𝑡𝑖/𝜏)]𝑒
−(𝑡𝑖/𝜏)  

여기서 𝐹는 Friedlander 함수를, 𝑃(𝑡𝑖)는 측정된 신호의 𝑖번째 값을 의

미하고, 𝑁은 측정된 신호를 나타내는 압력 값의 개수로 최대 값을 갖는 순

간에서부터 적절한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오차 함수는 미지수가 1개(지

속 시간)이고 미분 항이 포함되지 않은 1차식이므로 Brent의 반복(iterative) 

기법을 이용해 오차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𝜏  값을 구하면 그림 

4-5(a)와 같은 근사 파형을 얻을 수 있다. [89] 

𝐾(𝑡, 𝑏, 𝜏) ≡
𝑝(𝑡)

𝑝(0)
= [1 − (𝑡/𝜏)]𝑒−𝑏(𝑡/𝜏) (4-4) 

 

Figure 4-5. (a) Friedlander 및 Kinsler 파형을 이용한 충격음 신호 근사 결과 및 (b) 

변수의 변화에 따른 Kinsler 파형 변화 특성 

한편 Kinsler는 Friedlander 파형 식에 하나의 계수를 추가하여 압축파

에 뒤따르는 팽창파의 강도를 조정하였다. [88] 식 (4-4)에 따르면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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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𝑏가 1일 때 해당 파형은 Friedlander 파형과 동일하고 최소값은 아래

와 같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림 4-5(b)에서와 같이 해당 계수의 값이 작아

질수록 팽창파의 강도가 강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𝐾𝑚𝑖𝑛 = −
𝑒−(𝑏+1)

𝑏
     𝑎𝑡 𝑡 = (

𝑏 + 1

𝑏
) 𝜏 (4-5) 

Kinsler 파형에 대한 오차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매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앞에서와 달리 downhill simplex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계수를 구하였고 그림 4-5(a)와 같은 파형을 얻을 수 있다. [89] 

𝐸(𝜏) ≡∑[𝐾(𝑡𝑖, 𝑏, 𝜏) − 𝑃(𝑡𝑖)]
2

𝑁

𝑖

 (4-6) 

그림 4-5(a)의 최적화된 파형을 살펴보면 Friedlander 파형과 Kinsler 

파형의 결과가 대체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파형 모두 팽창 

구간(negative phase)의 강도는 다소 약하게 나타나는 반면 A-지속시간은 

다소 길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측정 대상 화기의 특성 때문

이다. 일반적인 화기의 경우 그림 2-4에서와 같이 충격파가 총구를 빠져 나

온 뒤에 총구 압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팽창 구간이 짧게 유지되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한 충격음은 로켓 무기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측정한 것으로 

연소 초기에 충격파가 노즐을 빠져 나온 이후에도 연소 가스가 일정 시간 

동안 배출되며 높은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팽창 구간이 길게 

유지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그림 4-5(a)와 같은 파형이 나타나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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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충격파 두께를 기준으로 최적화된 파형 (Friedlander, Kinsler 파형) 

그러나 충격파면의 위치와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관점에서 생각하

면, 위 그림에 나타난 최적화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지속 시간이 길어

진 것은 충격파의 두께(thickness)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

은 반사된 충격파들이 중첩되는 경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측정된 충격파 두께에 적합한 파형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충격파 부분에 

대해서만 최적화 기법을 적용했을 때 A-지속시간 값이 1.01 밀리초(ms)일 

경우 시험 결과와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엇다. 이것을 

각각 Friedlander 파형과 Kinsler 파형에 적용하여 다시 최적화한 결과를 그

림 4-6에서 볼 수 있는데, 팽창파의 위치가 측정 결과에서보다 앞쪽에 위치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Kinsler 파형의 경우 추가 계수의 값이 크

게 예측되어 (약 2.8) 팽창 구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나타나기 때

문에, 이 경우 Friedlander 파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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𝑊(𝑡, 𝜏, 𝑡𝑎) =

{
 

 
𝐹(𝑡, 𝜏),          0 ≤ 𝑡 ≤ 𝜏

𝑅(𝑡, 𝜏, 𝑡𝑎) ≡ 𝐴 (1 −
𝑡

𝜏
) (1 −

𝑡

𝑡𝑎
) [1 − (

𝑡

𝑡𝑎
)
2

] ,   𝜏 < 𝑡 ≤ 𝑡𝑎

0,            𝑡 > 𝑡𝑎

 (4-7) 

 

Figure 4-7. 최적화된 불연속 파형과 Friedlander 파형과의 비교 

또 다른 방법은 충격음 파형을 압축 구간(positive phase)과 팽창 구간으

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37] 이것은 압축 구간에 대해서는 

Friedlander 파형을 이용하되 팽창 구간은 Reed 파형을 이용해 나타내는 방

법으로, [90] 식 (4-7)에서와 같이 시간 구간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이것

은 그림 4-7에서와 같이 Reed 파형이 𝑡 > 𝑡𝑎인 범위에서 𝑡가 증가할 때 음

의 방향으로 발산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위 식에서 𝑡𝑎는 최고 소음

도가 나타난 순간부터 팽창 구간이 끝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번 측정 신호에 대해서는 0.015초로 가정했다. 그리고 Brent 반복 기법을 

이용해 팽창 구간의 강도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면 팽창 구간의 강도를 나

타내는 계수 𝐴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림 4-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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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불연속 파형의 경우 압축 구간에서 팽창 구

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불연속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Friedlander 파형에 

비해 완만한 팽창 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파형 각각에서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서는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4.2 Discrete Wavefront Method 

4.2.1 Wavefront 

앞에서 파형을 단순화 시킨 이유는 충격음의 전파를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같은 목적에서 이번에는 파면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았다. 일

반적으로 파면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 

“A surface of constant phase, in a single-frequency progressive wave 

field”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 

“ A propagating surface of discontinuity across which an acoustic 

variable (e.g. pressure) changes by a vanishingly small amount” 

두 번째 의미를 역으로 생각하면 “압력과 같은 물리량의 작은 변화를 

불연속적인 면(surface)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측정된 파형을 다양한 형태의 파형 식을 이용해 단순화 시킨 것은 여기에서 

의미를 갖는다. 음압을 측정할 때에는 측정 주파수에 따라 시간 해상도가 

달라지는데, 측정 신호에 나타난 음압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상도

에 버금가는 개수의 파면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때, 파형을 단순화시키게 되

면 파형 변화가 연속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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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된 파형을 유한한 개수

의 파면을 이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한 것을 “불연속 파면”이라고 정의

한다. 개념적으로 1차원 파형에 대해 그림 4-8(a)와 같이 분할할 수 있으며, 

3차원 공간에서는 그림 4-8(b)에서와 같이 중심이 동일한 구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Figure 4-8. 불연속 파면의 개념적 정의 

4.2.2 Propagation of Shock-front 

그림 4-8(b)에서 나타난 불연속 파면의 형태는 앞에서 묘사했던 충격음

의 팽창 구조와 일치한다. 이것은 충격파가 공간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구형

의 파면이 팽창하는 것으로 모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파면의 팽창 

속도는 충격파의 이동 속도와 같고 그 과정에서 3차원 발산 효과에 의한 감

쇄가 일어난다. 선형 음향학에서는 음파가 음속으로 전파하며 거리에 반비

례하여 음압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표적인 비선형 현상인 충격파

는 반비례 법칙을 따르지 않고 더 빠르게 감쇄된다. 예를 들면, TNT(Tri-

Nitro-Toluene) 1kg 기준의 일반적인 화학 폭발(chemical explosion)의 경우, 

거리에 따른 초과 압력의 크기를 다음 식으로 정의한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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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0)

𝑃𝑎𝑡𝑚
=
9.7

𝑅9/4
[1 + (

𝑅

7.2
)
3

]

5/12

 (4-8) 

이것은 근접장으로 볼 수 있는 500m 이내 범위에서만 타당한데, 폭발

력이 강해질 경우 더 넓은 범위에서 더욱 급격한 감쇄가 일어나게 된다. 그

리고 동일한 범위에서 충격파면의 팽창 속도 또한 음속보다 빠르게 나타나

는데,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88] 

𝑀 = (
6

7

𝑃(0)

𝑃𝑎𝑡𝑚
+ 1)

1/2

 (4-9) 

그러나 해당 현상에서 발생하는 초과 압력의 크기는 대기압보다 상당히 

큰 수준이다. 폭발력에 따라 작게는 대기압의 수 배에서 크게는 수백 배에 

달하는 강도의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초과 압력이 1기압일 때 190 dB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총구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크기는 대체로 

약한 충격파(weak shock)에 해당됨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로켓 유도무

기 사출 모터에서 발생하는 폭발력은 TNT 기준으로 50g 수준으로써, 위에

서 언급한 예시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로 약한 충격파에 대해 충격파면

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54] 

𝑈

𝑐0
= {1 + [(𝛾 + 1)/2𝛾]

𝑃 − 𝑃𝑎𝑡𝑚
𝑃𝑎𝑡𝑚

}
1/2

 (4-10) 

위 식에서 𝑃𝑎𝑡𝑚과 𝑐0는 정상(ambient) 상태에서의 압력과 음속을, 그리

고 γ는 비열비를 나타낸다. 20D 위치에서 측정된 초과 압력 값을 적용하면 

충격파면의 속도는 음속에 비해 최대 약 5%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

은 식 (4-9)에서 정의하는 값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충격파면의 이동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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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충격파 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거리 감쇄 특성처럼 물리적인 변

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단순화된 충격파형과 불연속 파면을 이용해 충격음의 전파를 모

사하는 기법을 “불연속 파면 기법(discrete wavefront method)”으로 정의한

다. 총구에서 발생한 충격음은 동일한 파형을 유지한 채 공간으로 확산되는

데, 그 과정에서 선형 감쇄가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고 파면의 이동 속도

는 충격파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약한 충격파 가정을 고

려하여 충격파 강도에 관계 없이 일정한(uniform) 경우에 대해서도 해석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초기조건은 임의의 반경만큼 떨어

진 위치에서 측정 또는 예측된 초과 압력 값을 이용해 방향성과 함께 부여

할 수 있다. 

4.3 Indoor Propagation 

4.3.1 Experiments 

실내 발사 시험은 콘크리트 벽면으로 둘러싸인 직육면체 공간에서 이루

어졌는데, 이동식 벽면을 이용해 깊이(depth) 방향 길이 조정이 가능하고 이

를 통해 체적을 27, 35, 50m3으로 변화시켜가며 체적에 따른 음장 특성 변

화를 살펴보았다. 전방과 측면에 발사창과 출입문이 존재하며 측면에 별도

로 손바닥 크기의 관찰용 창(monitoring window)이 1개 추가로 있다. 발사

관은 수평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에 설치하였고 방위각으로 고

각(elevation angle)과 방향각(azimuth angle) 조정이 가능해 운용 조건에 따

른 음장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각의 경우 0도에서 상향 30도까지 조정

이 가능하고, 방향각의 경우 좌우 방향으로 각각 30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공간 바닥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사 구멍이 뚫려 있어 별도로 제작된 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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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고정할 수 있으며 후방 유동 방향에 따라 적절한 위치를 선정한 후, 

스탠드 상단에 압력 타입의 마이크로폰을 설치하고 음압을 측정하였다. 한

편, 사수 및 부사수 위치에는 특별히 제작된 고정용 스탠드를 이용하여 마

이크로폰 배열(array)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사수나 부사수가 위치할 수 있

는 영역을 커버하기 위함이다. 그림 4-9와 4-10은 실내 시험이 이루어진 

공간 구조와 마이크로폰이 설치된 위치 등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4-9. (a) 실내 시험 공간 규격 및 (b) 마이크로폰 설치 가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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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마이크로폰 고정용 스탠드 (사수 및 부사수 위치) 

4.3.2 Validation Setup 

4.3.2.1 Image Space Configuration 

대체 가상 이론과 불연속 파면 기법을 이용해 충격음의 실내 전파 현상

을 모사하는 과정을 그림 4-11에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크게 세 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주어진 시험 환경에 대해 가상 공간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림 4-12는 직육면체의 실제 공간을 기준으로 3차까지의 가상 공간 구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직육면체는 2차원 공간에서 직사각형과 동일한 형태

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가상 공간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4-12와 같이 육면체 공간이 팽창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간이 육면체 형상인 것을 생각하면 이

것은 대체 가상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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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대체 가상 이론과 불연속 파면 기법을 이용한 충격음 전파 해석의 구

조 

 

Figure 4-12. 가상 공간의 구성 

가상 공간의 최대 차수, 즉 최대로 고려해야 하는 반사 횟수는 충격파

의 강도와 방향성, 그리고 공간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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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조건 및 음원 특성을 고려하여 4~6회의 반사를 고려하였는데, 이것은 

해석 결과를 이용해 “최고 소음도”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즉, 

최고 소음도 값은 충격파의 중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강한 충격파가 공

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반사 횟수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도 무기에서 발생한 충격파는 발사 반

대 방향, 즉 뒷벽을 향하게 되고 이것이 공간 전체에 영향을 미친 다음 다

시 뒷벽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를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2회의 반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격파의 중첩

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전파가 일어나는 과정

에서 측면이나 상하부 경계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4회의 

반사 횟수를 추가하여 4~6차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한편, 지속 시간을 예측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횟수의 반사를 고려해야 한다. B-지속시간의 

정의에 따르면 최고 소음도보다 20 dB 낮아지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뜻하는

데 이것은 압력 기준으로 1/10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형의 감쇄 효과

를 적용한 해석 모델에서는 전파 거리를 기준으로 최고 소음도가 나타난 위

치보다 10배 더 먼 위치까지 해석해야 하는 것과 같다.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환경에서는 약 20회의 반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내 대부분의 위치에서 지속 시간

이 200ms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 식 (2-5)에서 지속 시간 항을 무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고 소음도 만을 예측 대상으로 설정하

였다. 

4.3.2.2 Initial Condition 

초기 충격파면의 위치는 음원으로부터 5D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

며, 그 때의 음압, 즉 초과 압력 값은 그림 4-13와 같이 방위각 별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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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2회씩 측정된 음압 값을 기준으로 추세선(regression line)을 정의함

으로써 거리에 대해 일정한 지수 감쇄율을 추정하여 예측한 값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방위각에 따른 압력 변화를 연속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 

Legendre 다항식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 축대칭 파동 

방정식의 해석해를 유도했을 때 방위각 변수에 대한 함수를 아래와 같은 

Legendre 다항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𝑝(𝜃)~∑𝐴𝑛𝑃𝑛(𝑐𝑜𝑠 𝜃)

𝑛=0

 
(4-11) 

 

Figure 4-13. 방위각 별 거리 감쇄율 추정 

이제 앞서 예측한 음압 분포와 최소 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

용해 적절한 차수 및 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4에 나타난 결과

를 보면 후방 유동 방향으로 강한 충격파가 발생하고 발사 방향으로는 상대

적으로 낮은 압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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𝐴0 = 0.18815149, 𝐴1 = 0.23416815,  

𝐴2 = 0.21809209, 𝐴3 = 0.18229955,  

𝐴4 = 0.11336325, 𝐴5 = 0.05782292,  

𝐴6 = 0.03872665, 𝐴7 = 0.02081444 

 

 

Figure 4-14. 초기 조건 – 방위각에 따른 표준화된 음압 분포 

4.3.2.3 Blast Waveform 

그림 4-7에 나타낸 Friedlander 파형과 Reed 파형을 이용한 불연속 파

형에 대한 식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 때 𝜏 = 0.00101, 𝑡𝑎 = 0.015이다. 

방향에 따라, 그리고 전파가 진행됨에 따라 파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약한 충격파 가정을 통해 이것을 무시하였다. 

𝑝(𝑡)

𝑝(0)
= [1 − (

𝑡

𝜏
)] 𝑒−(𝑡/𝜏)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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𝑝(𝑡)

𝑝(0)
=

{
 
 

 
 [1 − (

𝑡

𝜏
)] 𝑒−(𝑡/𝜏),          0 ≤ 𝑡 ≤ 𝜏

0.0401(1 −
𝑡

𝜏
) (1 −

𝑡

𝑡𝑎
) [1 − (

𝑡

𝑡𝑎
)
2

] , 𝜏 < 𝑡 ≤ 𝑡𝑎

0,            𝑡 > 𝑡𝑎

 (4-13) 

 

Figure 4-15. 파형에 따른 초기 조건 ((a) Friedlander 파형, (b) 불연속 파형) 

두 가지 파형을 기준으로 그림 4-15와 같은 초기 조건을 형성할 수 있

다. 식 (4-12)와 (4-13)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두 파형은 팽창 구간에서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에서도 해당 영역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불연속 파형의 경우 Friedlander 파형과 달리 

중앙에 불연속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4.3.2.4 Miscellaneous 

대기 전파 해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효과는 크게 발산 효과, 지면 

반사, 그리고 공기 흡음으로 나누어진다. 발산 효과는 거리 반비례 법칙을 

적용하였고, 반사 현상의 경우 대체 가상 이론을 적용하여 반영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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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벽면의 반사 계수를 1로 가정하였는데, 이것은 저주파 성분이 강

한 충격음은 반사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벽면의 

흡음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 고려

했을 때 반사 계수를 최대한 높게 설정함으로써 안전성(safety factor)을 일

부 감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기 흡음과 관련된 내용은 ISO 961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저주파 영역에서 1km 거리를 

전파할 때 약 1~2dB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산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아 무시할 수 있다. [91] 

4.3.3 Validation Results and Discussions 

4.3.3.1 Case 1: Fundamental Condition 

그림 4-16는 대체 가상 이론과 불연속 파면 기법을 이용해 체적 35m3

인 공간 내부에서의 시간에 따른 음압 분포를 예측한 결과이다. 그림 4-

16(a)와 4-16(b)는 각각 Friedlander 파형과 불연속 파형을 적용한 것인데, 

초기에는 충격파의 강도에 따라 전파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타원형의 전

파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면에 의해 반사

된 충격파가 생성되어 전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공간 내부

에서 중첩되어 복잡한 충격음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초

기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불연속 파형에서는 충격파 구간과 팽

창 구간을 구분하는 불연속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4-16(c)는 충격파의 전파 속도가 일정한 조건에서의 음압 분포를 나타낸 것

인데, 그림 4-16(a)나 4-16(b)와 비교했을 때 파면 위치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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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시간에 따른 충격음 전파 형태 ((a) Friedlander 파형, (b) 불연속 파형, 

(c) 전파 속도가 일정한 경우 (불연속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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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특정 위치(#29)에서의 음압 신호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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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특정 위치(#15)에서의 음압 신호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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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9. 특정 위치(#1)에서의 음압 신호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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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0. 특정 위치(#2)에서의 음압 신호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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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에서 4-20은 공간 내부의 네 지점에서 최대 반사 횟수, 즉 

가상 공간의 최대 차수를 달리하여 예측된 음압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반

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뒷부분의 파형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간의 길이(depth), 폭(width), 높이(height)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반사 횟수를 고려해 주더라도 각 방향으로의 해석 반

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Friedlander 파형과 불연속 파형을 적용한 결

과를 비교해보면, 주요 충격파면의 위치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반면 충격

파 또는 팽창 구간의 강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불연속 파형을 사용할 경우 팽창 구간이 과도 예측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불연속 파형의 팽창 구간이 Friedlander 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반사된 여러 충격파가 임의의 위치에서 중첩될 때 팽창 구간이 중첩

되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음

압 신호의 초반부에서는 과도 팽창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

할수록 반사파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해당 

현상은 충격파의 팽창에 따른 파형 변화를 반영해 주었을 때 예측 결과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Figure 4-21. 최대 반사 횟수에 따른 측정 위치 별 최고 소음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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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서 고려한 최대 반사 횟수에 따라 예측된 최고 소음도를 그림 4-

21에 나타내고 비교해보았다. 앞에서 최고 소음도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반사 횟수에 대해 잠시 언급하였는데, 4~6회의 반사를 고려하였을 때 모든 

위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수렴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반사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생성된 반사파가 중첩되기 때문에 소음도

가 높아질 수 있으나, 충격음의 경우 팽창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위

치에서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예측된 결과를 측정 결

과와 비교했을 때 최대값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것은 해석 모델에서 반사 계수를 1이라고 가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

다. 또한, 예측 결과가 측정된 값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볼 때 해

석 모델이 충격음의 전파 현상을 잘 모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측된 음압 신호를 측정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그림 4-22는 

두 가지 형태의 파형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 가장 위가 측정 신

호, 중앙이 Friedlander 파형, 그리고 가장 아래가 불연속 파형에 의한 예측 

신호이고, 측정 및 예측 지점의 개략적인 위치는 그림 중앙에 나타내었으며 

정확한 위치는 그림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 비교에서 가장 먼저 확

인할 수 있는 부분은 측정 신호의 파형과 예측 신호의 파형이 대체로 유사

하다는 점이다. 다만 실제 현상에서 제트 소음 성분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 

변화로 인한 고주파 성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화된 파형을 가정하여 예측

하였기 때문에 실제 신호에 비해 단순한 형태의 파형이 나타나는 점이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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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2. 예측된 음압 신호와 측정 신호의 비교 (위쪽에서부터 측정 신호, 

Friedlander 파형 결과, 불연속 파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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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측정 신호에 나타나는 주요 충격파가 예측된 신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위치나 강도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만하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29번과 15번 위치에서는 파형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

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예측된 주요 충격파면의 위치가 시험에서보다 조금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충격파”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

면, 후방으로 향하는 강한 충격파가 벽면에 의해 반사되어 공간 내부 음장

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이므로 이러한 차이는 충격파의 전파 속도를 충격파

의 강도에 의해 정의하는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반사 경로의 길이가 긴 1번과 2번 위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약

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호 후반부에는 실제 현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충격파가 예측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출입문과 창문을 고려하지 않음으

로 해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반사파가 형성되어 음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고, 이 때문에 일부 충격파의 경우 그 강도가 다르게 예측되는 모습을 보

인다. 

그림 4-23은 Friedlander 파형을 기준으로 충격파면의 이동 속도가 충

격파 강도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검은색 선으로 나타낸 기존의 예측 결과와 비교했을 때 충격파면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기존 결과보다 더 정확

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선형으로 추

정된 초기조건에 의해 비선형 전파가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되며, 

초기조건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충격파면의 이동 속도 변화가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초기보다는 후반부에 나타나는 충격

파에서 위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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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3. 충격파 전파 속도에 따른 음압 신호 파형 비교 (위: 측정 신호, 아래: 

가변속도(검은색), 균일속도(청색)) 

예측 결과의 타당성은 상호 관계 함수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호 관계 함수는 두 개의 시간 변수 함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92] 

𝛤(∆𝑡) =
1

𝑁𝑜𝑟𝑚
∑ 𝑥(𝑡)𝑦(𝑡 + ∆𝑡)

𝑁−∆𝑡

𝑘=1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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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𝑁𝑜𝑟𝑚 = √(∑ 𝑥2(𝑡)

𝑁−∆𝑡

𝑘=1

)(∑ 𝑦2(𝑡)

𝑁−∆𝑡

𝑘=1

)  

 

Figure 4-24. 실외에서 측정한 충격음 신호의 자기 상호 관계 함수 

두 함수가 서로 다를 때 이것을 교차 상호 관계 함수(cross-correlation 

function)라 하고 같을 때 자기 상호 관계 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라고 정의한다. 상호 관계 함수는 지연 시간(time lag)에 대해 표현되는데, 

두 신호에서 유사한 파형이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기 상호 관계 함수는 전체 구간에서 유사한 파형이 어떤 형태

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외형적으로 유사성이 형성되는 충격파

의 분석에서 유용할 수 있다. 그림 4-24는 앞에서 나타낸 실외 충격음 신호

(그림 4-6)에 대한 자기 상호 관계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 지연이 0일 

때를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로 나타나며 매우 좁은 영역에서만 큰 상호 관계 

지수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양의 구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충

격음에서 나타나는 파형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트 소

음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 변화가 충격파와 형태가 유사하고 팽창 영역에서

도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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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5. 특정 지점에서의 음압 신호에 대한 자기 상호 관계 함수 비교 (각각 

측정 신호(검은색) Friedlander 파형을 이용한 예측 신호(녹색), 불연속 파형을 이용

한 예측 신호(붉은색)의 상호 관계 함수) 

한편, 그림 4-25은 특정 지점에서의 음압 신호에 대한 자기 상호 관계 

함수를 나타낸 것인데 그림 4-24에서 나타낸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검은색 함수는 측정 신호로부터 유도한 상호 

관계 함수로써, 특정 시간 지연 위치에서 극대 또는 극소값이 나타난다. 이

것은 음압 신호에서 유사한 파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벽면

에 의해 반사된 충격파가 신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

한 형태는 예측된 신호로부터 얻어낸 상호 관계 함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다. 이것은 불연속 파면 기법과 대체 가상 이론을 조합함으로써 공간 내부

에서 생성된 충격음의 전파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중 반사 현상을 효과적으

로 모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치 별로 살펴보면, 29번과 15번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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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연속 파형을 적용했을 때 측정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1번과 2번 위치에서는 Friedlander 파형을 적용했을 때 변동

성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값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Friedlander 파형을 적용했을 때 변동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값에서 차이가 나는 까닭은 과도 팽창이 예측된 부분에서 

충격파가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불연속 파형을 사용했을 때 특정 

범위에서 negative 상호 관계 계수가 나타나는 현상 또한 같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전파 속도에 따른 예측 결과를 비교했을 때, 그림 4-26과 

같이 상호 관계 함수의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일부 위치의 변동성이 

더욱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초기 조건

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파 속도와 관련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

므로 앞으로의 해석에서는 전파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Figure 4-26. 충격파 전파 속도에 따른 상호 관계 함수 변화 (Friedlander 파형 기

준, 청색으로 나타낸 함수가 균일속도일 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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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Case 2: Variation of Volume of the Space 

체적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그림 4-27과 4-28은 공간 길이 조정을 통해 체적을 변화시켰을 때 

특정 위치에서 예측된 음압 신호와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Figure 4-27. 체적이 27m3 일 때의 예측 결과 비교 

먼저, 체적이 27m3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그림 4-27과 같이 파형이 상

대적으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공간 규격이 변화함에 따라 

동일한 반사 조건에서의 경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결과적으로 다

수의 충격파면이 중첩되는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간의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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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0m3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림 4-28에서와 같이 경로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파형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

서 상호 관계 함수 역시 체적이 넓을 때 보다 단순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두 경우에 공통적으로 주요 충격파면의 위치가 유사하게 예측되고 

있으며, 이전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면 이동 속도를 균일하다고 가정했

을 때 파면 위치가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불연속 파형보다는 Friedlander 파형을 적용했을 때 

팽창 구간이 과도하게 예측되는 현상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충격파면이 중첩되는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Figure 4-28. 체적이 50m3 일 때의 예측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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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9. 사수 및 부사수 위치에서 체적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 

한편, 공간 체적 변화가 위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체적이 작을수록 위험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 시간과 최고 소음도의 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29에 나타낸 결과 분

포를 살펴보면 체적이 감소할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속 시간은 

예상과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본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

여 경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원인을 생

각할 수 있다. 하나는 벽면에 의해서 또는 유동 구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으로 인해 감쇄가 더욱 빠르게 일어났을 가능성이다. 충격파의 감쇄는 다양

한 상호작용을 통한 에너지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

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출입문이나 창문에 의한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체적이 감소하게 되면 동일한 반사 횟수 조건에서 전파 거리가 짧아지게 되

고 상대적으로 열린 경계, 즉 출입문 또는 창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반사된 충격파가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해 외부로 빠

져 나감에 따라 지속 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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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0. 경계면을 적용한 해석 결과 비교 (위: 경계면 없음, 가운데: 출입문 

및 발사창 경계 적용, 아래: 측정 결과) 

이것은 그림 4-30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0은 경

계면을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나타낸 

모든 경우에서 경계면을 적용하였을 때 일부 충격파면의 강도가 약해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간 내부를 전파하던 충격파가 경계를 통해 빠져나

가면서 관측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경계면을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가 시험 결과와 보다 유사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체적에 따라 파형 변화가 나타나는 시각인데, 체적이 작을수록 

주요 충격파 위치에서의 파형 변화가 상대적으로 빨리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적이 줄어들면서 출입문이나 발사창

과 같은 열린 경계와 보다 빠르게, 자주 간섭하게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써 지속 시간 감소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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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1. 사수 및 부사수 위치에서의 음압 비교 ((a) 27m3, (b) 35m3, (c) 50m3) 

한편 그림 4-29에 나타난 최고 소음도의 크기에는 공간 체적에 관계없

이 동일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그림 4-31에 나타낸 사수 및 부사

수 위치에서의 실제 측정 신호를 살펴보면 주요 충격파면이 나타나는 시각

만 달라질 뿐 초기 충격파의 크기는 대체로 일치하며 거리 감쇄를 감안했을 

때 주요 충격파의 크기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충격파의 강도가 

의미 있는 정도로 감소할 만큼 전파 거리에 변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소음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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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Case 3: Variation of the Directional Angles 

방위각은 발사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모델 관점에서는 음원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림 4-33은 공간 체적이 35m3 

일 때 고각 또는 방위각을 적용하여 얻은 예측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그림 4-33(a)는 고각을 20도로 적용한 결과인데, 고각의 정의

는 그림 4-32(a)에 나타내었다. 고각을 적용하게 되면 제트 유동이 바닥을 

향하기 때문에 내부 음장이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각을 적용하지 않았

을 때의 결과인 그림 4-33(a1)과 방위각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인 그림 4-

33(a2)를 비교했을 때 두 파형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것은 서로 다른 전파 경로라 할지라도 두 조건에서의 전파 특성이 크게 다

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경계조건을 적용한 그림 4-

33(a3)을 보았을 때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위치는 고각이 변

하더라도 음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

만 이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

여 고각 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Figure 4-32. 방위각의 정의 ((a) 고각, (b) 방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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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3. 방위각을 적용한 예측 결과와 측정 신호의 비교 ((a) 고각 20도, (b) 

방향각 30도, (1) 방향각 및 경계조건 미적용 (2) 경계조건 미적용, (3) 출입문 및 

발사창 적용, (4) 측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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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4-33(b)는 그림 4-32(b)에 나타난 것처럼 30도의 방향각을 

적용한 것이다. 우선 고각을 적용했을 때와는 달리 세 가지 예측 결과 사이

에 주요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림 4-33(b1)과 

4-33(b2)를 비교했을 때 주요 충격파의 위치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은 음원에서 해당 위치에 이르는 전파 경로가 달라지면서 충격파면

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각을 적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트 유동이 출입문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림 4-33(b3)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충격파면의 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림 4-33(b3)의 결과는 그림 4-33(b2)에 비해 측정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측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충격파가 나타

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출입문의 위치나 규격을 임의로 적용했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그림 4-33(b)의 결과에서도 보았지만 방위각 조건이나 측정 위치에 따

라 음장 변화 특성이 모두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서의 해석

을 통해 음장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음장 변화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4.3.4 Effects of Environmental Parameters on Damage Risk 

4.3.4.1 Dimensions of the Space 

그림 4-22 4-27, 4-28 등을 비교하면 공간 체적으로 인해 동일한 위치

에서 측정 또는 예측한 신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 체적

은 길이, 폭,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번 장에서는 각각의 변수가 변화함

에 따라 공간 내부의 음압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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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4. 공간 길이 변화에 따른 높이 별 음장 변화 ((a) 27m3, (b) 35m3, (c) 

50m3) 

 

Figure 4-35. 공간 폭 변화에 따른 높이 별 음장 변화 ((a) 27m3, (b) 35m3, (c) 

50m3) 

 

Figure 4-36. 공간 높이 변화에 따른 높이 별 음장 변화 ((a) 27m3, (b) 35m3, (c) 

5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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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7. 체적이 35m3 일 때 공간규격 변화에 따른 높이 별 음장변화 ((a) 

3.4/3.2/3.2, (b) 4.16/3.7/2.15, (c) 6.28/2.35/2.35 (단위 m, 길이/폭/높이 순서)) 

먼저 그림 4-34는 시험 조건과 동일하게 공간 길이가 변함에 따라 공

간 체적이 변하는 경우 높이에 따른 최고 소음도 분포 예측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가장 위쪽이 높이가 1.8m 일 때이고 그 아래가 음원 높이와 동일한 

1.2m, 그리고 가장 아래가 0.6m로, 배경색과 다른 경우에는 MIL-STD-

1474D의 규정에 따라 위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고각과 방

향각이 모두 0도이기 때문에 강한 충격음이 뒤쪽 벽면을 향하게 되고, 따라

서 음원과 같은 높이에서 길이 방향으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만 길이가 짧아질수록 반사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벽면 

주변에서 높은 소음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슷하게 그림 4-35는 체적이 35m3일 때의 기본 규격에서 공간의 폭을 

변화시켰다고 가정하고 예측한 결과이다. 체적이 증가한 경우 그림 4-34(c) 

결과와 다르지 않게 소음도 분포가 매우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림 4-34(a)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영역이 많이 증가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험 영역이 반사된 충격파들이 공간 내부에서 중첩

됨에 따라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측면으로 전파한 충격파가 충분히 

감쇄되지 않고 강한 충격파와 중첩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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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그림 4-36은 공간의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예측한 결과인데, 체적이 

가장 작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위험 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위험 영역은 단순히 강한 충격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 때문에 형성된다기 보다 충분히 반사된 충격파가 충

분히 감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첩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경로 길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대적으로 약

한 충격파라 할지라도 전파 경로의 길이가 짧으면 다른 충격파와 중첩되어 

공간 내부 음장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체적에서 공간 규격만을 변화시켜 내부 음장을 예측해 보았고, 

이것이 그림 4-37에 나타나 있다. 결과에 따르면 공간 길이는 길지만 폭이 

좁고 높이가 낮은 조건에서 그림 4-37(c)와 같이 위험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앞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결과라

고 생각할 수 있다. 

4.3.4.2 Operating Conditions 

한편 방위각 또한 공간 내부 음장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4-38은 방향각을 10, 20, 30도로 변화시켰을 때 예측된 소음도 분포를 비교

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강한 충격파가 향하는 방향으로 위험 영역이 형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 방향에는 넓은 안전 영역이 형성된다. 만

약 발사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면 연소 제트를 출입문이 있는 쪽으로 향하

게 했을 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슷하게 그림 4-39

는 고각을 변화시켰을 때 소음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고각을 적용할 경

우 강한 충격파가 바닥을 향하게 되므로 낮은 높이에서 높은 소음도가 나타

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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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8. 방향각에 따른 음장 변화 ((a) 10도, (b) 20도, (c) 30도) 

 

Figure 4-39. 고각에 따른 음장 변화 ((a) 0도, (b) 20도, (c) 30도) 

4.4 Application – Complex Geometry 

4.4.1 Problem Setup 

이번 장에서는 대체 가상 이론과 불연속 파면 기법을 복잡한 형상의 공

간 내부에서의 전파 해석에 적용해 보았다. 그림 4-40(a)는 ‘ㄱ’자 형의 복

도 끝에 창문이 있는 형태를 나타내며 이것을 4-40(b)와 같이 해석 공간으

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복도 끝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발사가 이루어 진다

고 가정하였으며 복도의 양쪽 끝 부분은 열린 경계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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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0. (a) 회랑(corridor)의 실제 모습과 (b) 해석 공간 형태 

 

Figure 4-41. 공간 분할 ((a) 발사창을 포함한 주 공간(1번), (b) 2번 공간, (c) 3번 

공간) 

해석 공간은 대체 가상 이론에 따라 그림 4-41과 같이 세 개의 하위 

공간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때, 발사창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의 공간을 주 

공간으로 정의해야 하며 나머지 두 공간은 임의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발사관의 높이는 앞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1.2m 라고 가정하였으며, 해석 평

면 또한 발사관과 동일한 높이로 정했다. 이렇게 구성된 실제 공간과 수음

자는 그림 4-42와 같다. 음원의 초기 조건은 앞에서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

고, 고각과 방향각은 모두 0도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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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2. 실제 공간과 해석 평면의 정의 

 

Figure 4-43. 1차 가상 공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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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4. 경계 조건을 반영한 1차 가상 공간에 대한 가상 수음자 정의 

 

Figure 4-45. 2차 가상 공간의 생성과 발산 경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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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1차 가상 공간을 구성하면 그림 4-43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림 4-43(a)를 보면 그림 4-42에서 실제 공간으로 

정의했던 복도 부분이 1차 가상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공

간을 3개의 하위 공간으로 구분하고 연결 부분을 전달 경계로 정의했기 때

문이다. 그 결과, 전달 경계로 정의된 두 경계에 접해서는 각각 2번 공간과 

3번 공간이 나타나고 다른 공간에서는 주 공간과 같은 형태의 가상 공간이 

정의된다. 가상 공간의 정의와 동시에 각 공간에 해당되는 경계 조건 또한 

정의할 수 있으며 유효하지 않은 경계는 제외된다. 가상 수음자의 위치는 

각 공간에서의 지역 좌표계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전 차수에서 

정의된 경계 조건에 의해 그림 4-44에서와 같이 일부 수음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 제외된다. 1차 공간 생성이 끝나면 2차 가상 공간을 정의할 수 

있고, 이것이 그림 4-45에 나타나있다. 그림 4-45(b)의 경우에는 복도 끝 

부분을 발산 경계로 가정함에 따라 해당 경계면을 기준으로는 다음 차수의 

공간이 정의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6차까지의 가

상 공간을 구성하였고, Friedlander 파형을 적용해 전파 해석을 수행하였다. 

4.4.2 Results and Discussions 

앞에서 정의된 해석 공간을 기준으로 그림 4-46과 같은 음압 분포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46(a)에 나타낸 초기 상태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복도를 따라 전파가 일어나게 된다. 경계 조건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충격파가 사라지고 끊어진 형태의 파형이 관측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란이나 회절 현상과 관련된 부분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고

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발사창 이외의 경계 조건을 무시한

다면 그림 4-4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경계 조건에 의해 사

라졌던 음파가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복잡해진 패턴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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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6. 시간에 따른 공간 내부 음압 분포 ((a) 𝑡 = 0 , (b) 𝑡 = 300∆𝑡 , (c) 

𝑡 = 600∆𝑡, (d) 𝑡 = 900∆𝑡, (e) 𝑡 = 1200∆𝑡, (f) 𝑡 = 1500∆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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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7. 발사창 이외의 경계 조건을 무시했을 때 시간에 따른 공간 내부 음압 

분포 ((a) 𝑡 = 0, (b) 𝑡 = 300∆𝑡, (c) 𝑡 = 600∆𝑡, (d) 𝑡 = 900∆𝑡, (e) 𝑡 = 1200∆𝑡, (f) 

𝑡 = 1500∆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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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ding Remarks 

본 논문에서는 총구 충격음에 따른 공간 내부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

해 대체 가상 이론과 불연속 파면 기법을 제안하였다. 충격음은 지속 시간

이 짧은 반면 그 강도가 매우 큰 소음원이기 때문에 이에 노출될 경우 청력 

손실 등의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특히 공간 내부에서는 음파

가 자유 공간으로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증가하고 강한 충격

음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음향학적으로 더욱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기 사용에 따른 인체 위해성 평가가 필수적이나 수치적 방법이

나 실험을 통한 평가는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대체 

가상 이론과 불연속 파면 기법은 충격음의 전파 현상을 적절한 가정을 통해 

단순화하고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중 반사 현상을 효율적으로 모사한 

것으로 기존 방법들에 비해 해석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이 개선된 결과를 보

였다. 

각 기법의 특징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 가상 이

론은 기존 가상 이론을 적용해 공간 내부에서의 반사 현상을 모사할 때 다

양한 반사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전파 경로를 정의해야 하는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 가상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은 가상 공간

인데, 이것은 실제 공간과 동일한 형상의 공간을 임의의 기준 경계에 대해 

대칭이 되도록 배치시키는 것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상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가상 수음자의 위치 또한 정의할 수 있다. 즉, 가상 

공간 개념을 적용할 경우 반사 경로와 무관하게 직관적으로 개체들을 정의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공간의 형상에 따라 가상 공간이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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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개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의된 가상 공간

은 반사 횟수와 반사 경계면 조합과 유일하게 대응되며 기준 경계를 따라 

공간을 차례대로 접어 나가는 직관적인 기하학적 개념으로 반사 음장의 중

첩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불연속 파면 기법은 충격음의 전면에 형성되는 충격파가 위해성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충격파형을 단순화하고 충격음의 

전파 현상을 불연속한 구면이 팽창하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모사한 것으로, 

대체 가상 이론과 결합하여 공간 내부 위해성 평가에 사용되는 주요 파형 

변수 중 하나인 최고 소음도를 예측하였다. 예측된 음압 신호에는 벽면에 

의해 반사된 충격파가 중첩되어 나타났고, 주요한 충격파면이 관측되는 위

치를 측정값과 비교한 결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격

파 강도 또한 측정 결과의 범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기법이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중 반사와 충격음

의 전파 현상을 효과적으로 모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석 모델을 이용

해 다양한 환경 변수에 따른 내부 소음도 분포를 특성을 분석하여 다수의 

유효한 충격파들이 중첩됨에 따라 위해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굽은 복도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복잡한 구조의 내부 공간에 대해

서도 전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체 가상 이론과 불연속 파면 기법을 통해 충격음

의 전파 현상을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수치적 기법이나 실험에 비

해 시간 또는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다양

한 환경 변수에 따른 공간 내부 음장 특성 변화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해

석 모델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절이나 산란 현상에 의한 효과를 반

영하기 위해 추가 음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불연속 파면 기법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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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초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치 기법을 이용한 근접장 유동 

및 음장 해석 결과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선된 초기 조건을 이용한다

면 앞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 오차들이 작아지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

고, 비선형 전파 특성을 적용하여 해석 모델이 보다 실제 현상과 유사하도

록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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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ulsive noise may cause more serious physical damages on human body 

than other sources of sound. In particular, because damage risk increases in 

the interior environment, assessment should be preceded before use of 

firearms. However, since indoor sound field is influenced by environmental 

parameters such as dimensions of space and operating conditions, it is costly 

and time consuming to assess damage risk using experimental or numerical 

approaches.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a prediction model to estimate 

damage risk under a given environmental condition is developed by deriving 

the alternative image theory and discrete wavefront method, and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arameters on damage risk i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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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age theory can estimate the contribution of reflected waves by 

image source, but it is inappropriate to simulate multiple reflections inside a 

space since the location of image source is determined by reflecting path. 

The alternative image theory is proposed to resolve these difficulties and 

define the location of image receiver by image space concept regardless of 

the condition for reflection such as reflecting path. Furthermore, it is 

applicable for a real space with arbitrary shape using validity concept, which 

resolves the overlapping problems during configuration of image spaces. In 

the meantime, the discrete wavefront method is a propagation model to 

describe the propagation of blast waves as the expansion of discrete 

spherical surfaces and predicts the locations and strengths of shock-fronts 

based on simplified waveform of blast wave. 

By integrating the alternative image theory and discrete wavefront 

method, a model for blast wave propagation in the interior environment is 

developed, and the predicted results show superposition of a number of 

reflected shock-fronts from the boundaries of the space. The locations of 

shock-fronts at the predicted signals moderately agree with those from the 

measurements, and their strengths also show similar distributions to the 

measurement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prediction model for simulating the indoor propagation of blast waves are 

verified, and the influences of environmental parameters such as volume and 

dimensions of the space and directional angles on the characteristics of 

damage risk inside the space are analyzed. As a result, it is concluded that 

the indoor sound field is induced not by strong-reflected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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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ly but by superposition of potential reflected shock-fronts. In 

addition, it is verified that the prediction model is applicable to complex 

geometry such as the corner of the corridor, and the model can simulate the 

sound field on the complex terrain and downtown when the effects of 

diffraction and scattering are imposed from the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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