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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소리는 공기의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공기 압력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압력의 변화는 귀에 

전달되어 소리나 말로 지각된다. 귀에 전달되는 소리는 다양한 물리적 속성들을 가진다. 이 

장에서는 소리의 다양한 물리적 또는 음향학적 특성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리의 물리적 

또는 음향학적 특성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것의 기초가 되는 진동 운동을 설명할 것이다. 

진동 운동의 대표적인 실례는 단순조화운동이다. 단순조화운동은 사인파 운동으로 불리며 

획일적인 원 운동으로 나타난다. 진동 운동의 토대 위에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

장 중요한 요인들인 진폭, 주파수, 위상, 그리고 파장을 소개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소리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측정의 척도, 소리강도, 압력을 계산하는 방법과 소음계를 사용하는 방

법을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소리의 특성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진동 운동을 나타내

는 단순조화운동,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 그리고 소리 측정의 순서로 소리

의 특성과 측정에 대한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1. 단순조화운동

용수철에 매달린 저울추에 힘이 가해지면 저울추는 진동 운동(vibratory motion)을 한다. 

즉, 외부의 힘이 정지되어 있는 저울추에 가해지면 평형 상태(equilibrium)에 있는 저울추

가 힘이 가해진 한쪽 방향으로 최대한 이동했다가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오고 다시 힘과 반

대되는 다른 쪽 방향으로 다시 이동했다가 원 상태인 평형 상태로 돌아온다. 공기의 마찰력

이 없다면 이런 진동 운동은 끝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공기의 마찰력으로 인해 

저울추의 진동 운동은 점차 줄어들고 마침내 정지한다. 이러한 진동 운동을 단순조화운동

(simple harmonic motion)이라고도 부른다. 단순조화운동은 물체가 평형 상태로부터 변위

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받을 때 일어나는 운동이다(일반물리학 교재연구회 역, 2002). 이러

한 힘은 수학적으로 공식 1.6에서와 같이 F = −kx으로 표현된다. 이 공식에서 음의 부호는 

복원되는 힘을 말하는데, 물체가 평형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복원하려는 힘은 반

대 방향으로 향한다.

단순조화운동은 등속원 운동(uniform circular motion)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등속원 운

동은 물체가 구심력을 받아 초당 일정한 속력으로 원의 둘레를 따라 회전하는 원 운동을 말

한다. 등속원 운동에서 물체는 항상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며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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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어, 한 물체가 일회의 원 운동을 하는데 1초(s)가 걸린다면 이 물체는 1/360초

에 1도의 등속을 가진다. 일정한 속력으로 원의 둘레를 움직이는 이 원 운동은 피스톤의 왕

복운동,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저울추, 그리고 벽시계의 시계추의 왕복운동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A의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저울추의 운동은 B의 원 운동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보기는 자동차의 엔진에서 볼 수 있는데, 가솔린의 연소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연결막대를 통해 엔진 크랭크 축의 원 운동으로 바뀐다. 반대로 

전기모터의 회전 운동은 재봉틀 바늘의 상하 운동으로 바뀔 수 있다. 등속원 운동의 각각

의 점들을 회전각(angle of rotation)의 함수로 변위의 크기를 나타낸다면 A와 같은 단순조

화운동으로 표현된다. 이 단순조화운동을 다르게  사인 운동(sinusoidal motion) 또는 사인

파(sine wave 또는 sinusoidal wave)로 부른다. 이 

 사인파는 초당 같은 회전의 각도로 원의 둘레를 움

직이는 운동을 나타내는데, 0°에서 360°까지 sinθ

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사인파에서 x축은 각도이

고 y축은 sinθ로 나타난다. 각에 따른 사인파의 값

은 sin0 = 0, sin90 = 1, sin180 = 0, sin270 = −1, 

sin360 = 0이다.

 관련 Tip

왜 단순조화운동을 사인파라고 하는가? 왜 코사

인파나 탄젠트파로 부르지 않는가? 참고로 코

사인 값(cos0 = 1, cos90 = 0, cos180 = －1, 

cos270 = 0, cos360 = 1)과 탄젠트값(tan0 = 0, 

tan90 = 무한대, tan180 = 0, tan 270 = 무한대, 

tan360 = 0)을 고려해 보면 정답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1  단순조화운동(A), 등속원 운동(B), 그리고 사인파 운동(C)의 관계

A  B  C

270°

180°

180° 0°

90°

270°

0°

180° 360°

90°

변위

270°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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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인파의 물리적 특성

사인파의 물리적 또는 음향학적 특성은 네 가지 중요한 변인인 진폭, 주파수, 위상, 그리고 

파장에 의해 결정된다. 언어청각치료 분야에서 이 변인들은 아주 기본적인 음향학적 개념

으로 많은 다른 개념들을 유도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변인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다음 장에서 다룰 복합파(complex waves)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

이다.    

2.1 진폭

진폭(amplitude)은 사인파 또는 소리파의 힘(strength) 또는 크기를 나타낸다. 용수철에 매

달린 저울추의 운동에서 진폭은 평행 상태에서 힘이 적용되었을 때 저울추가 이동한 최대

한의 값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진폭은 사인파나 소리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물리적 성

질에 대한 하나의 척도를 나타내는데 바다에서 파도의 높이, 소리파의 압력, 평행한 바이올

린 줄로부터의 최대변위, 그리고 저울추의 최대한의 변위 등이 그 예에 속한다.

진폭은 일률(power)에 의해 표현된다. 일률은 단위 시간당 일( 일

시간(s) ) 또는 단위 시간당 

변형된 에너지(
변형된 에너지

시간(s) )로 표현되며 단위 시간당 성취된 일의 양 또는 변형된 에너지

의 양을 나타낸다. 이 정의에서 일률과 에너지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혼동될 수 있지만 분

명한 것은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즉, 일률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비율(rate)을 

나타내지만 에너지는 일(work)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일률의 측정 단위로는 증기

엔진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James Watt, 1736~1819)의 이름을 딴 와트(watt, W)가 사용되

고 있다. 그러므로 1W는
 

1joule  
s  ＝

107ergs  
s   

로 표현된다. 소리파에 있어 일률(power)은 절

대적 일률(absolute power)과 상대적 일률(relative power, Px )로 구분되는데 절대적 일률

은 에너지가 소비되거나 전이되는 비율을 나타내고, 상대적인 일률은 결정하는 준거 또는 

기준에 근거한 어떤 일률의 크기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일률의 크기를 말할 때 절대적

인 일률을 말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일률을 말한다. 상대적인 일률에서 일률의 레벨(level of 

power)은 두 가지 일률의 비율(
Px

Pr  )로 표시되는데 분모가 되는 준거 일률(reference power, 

Pr )의 값이 자세하게 진술되지 않으면 상대적인 레벨은 결정될 수 없고 무의미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일률의 레벨을 1,000이라고 할 때 그 기준 일률이 10－3watt와 10－4watt로 서

로 다를 경우 Px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일률의 레벨이 정해지려면 기준 일률의 값이 정해

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일률의 레벨은 무의미하게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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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단위 시간이 아니라 단위 평면을 토대로 기술될 수 있는데, 단위 평면당 일률을 강도

(intensity)라고 한다. 강도는 구 면적(area of sphere)에서의 에너지가 밖으로 전파되는 양을 

나타낸다. 강도의 단위는 watt/m2이다. 일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리의 강도 레벨(level of 

intensity)은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다. 상대적인 강도에서는 기준 강도(reference intensity, 

Ir)와 하나의 다른 강도(another relative intensity, Ix)의 비율( IxIr  )로 표현되는데, 이 비율에

서도 기준 강도의 값이 정해져야 상대적인 강도의 레벨이 결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진폭은 압력에 의해 표현된다. 제1장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압력은 단

위 면적당 힘의 양으로 표현되며 측정 단위로는 N/m2, dyne/cm2, Pa 또는 bar가 사용된

다. 일률, 강도에서와 같이 압력의 레벨도 상대적인 

압력을 나타낸다. 상대적인 압력의 레벨은 기준압력

(reference pressure, Pr)과 하나의 다른 압력(another 

relative pressure, Px)의 비율(Px

Pr
) 로 표현되는데, 이 

때 Pr의 값이 먼저 결정되어야 압력의 레벨도 결정된

다. 소리의 압력(P)은 소리의 강도(I)와 관계가 있는

데, 소리의 강도는 압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압력은 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일률, 강도, 그리고 압력으로 표현되는 진폭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

러한 용어들을 통하여 진폭의 특성들을 알 수 있다. 진폭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파형

(waveform)이 있다. 파형은 시간에 따른 진폭의 변화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말한다. 즉, x

 관련 Tip

소리의 압력과 강도에 대한 관계는 어떤 수학적

인 공식에 의해 유도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진
폭

1.0

0.5

0.0

－0.5

－1.0

0.5  1

시간

그림 2－2  최대 진폭 1을 가진 1,000Hz의 사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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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시간(s)을 나타내고 y축은 진폭을 나타낸다. 

제1장에서 설명한 순간 속도(instantaneous velocity)의 개념과 같이 순간 진폭(instan－

taneous amplitude)은 순간의 특정 시간에 나타나는 진폭을 말하는데, 사인파나 소리파의 

순간 진폭을 합하면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된 진폭으로는 진폭의 크기를 알 수 없다. 일반

적으로 진폭의 크기는 최대 진폭(maximum amplitude), 정점 간 진폭(peak to peak ampli－

tude), 평균 제곱근 진폭(root mean sqaure amplitude, rms), 그리고 평균 제곱 진폭(mean 

sqaure amplitude)에 의해 표현된다. <그림 2－3>은 2의 진폭을 가진 1,000Hz의 사인파의 

최대 진폭, 정점 간 진폭, 그리고 평균 제곱근 진폭을 보여 주고 있다.

최대 진폭은 다른 말로 정점 진폭(peak ampltitude)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림 2－3>

에서는 사인파의 90°에 해당하는 순간 진폭을 말하며 양의 최대 진폭과 음의 최대 진폭으

로 구분된다. 정점 간 진폭은 사인파의 90°와 270°에 해당하는 최대 진폭의 절대적인 차이, 

즉 양과 음의 최대 진폭의 차이를 말한다. 평균 제곱근 진폭은 사인파의 모든 순간 진폭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순간 진폭의 값의 제곱들에 대한 산술평균의 제곱근(rms)으로 

표현되는데 최대 진폭을 A로 나타낼 때 평균 제곱근 진폭은 A(0.707)이다. 사인파의 순간 

진폭을 합하면 제로가 되는데 제로값은 사인파의 크기를 보여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

용된다. 평균 제곱 진폭은 평균 제곱근 진폭에서 표준편차를 사용하는 것 대신 변량(σ²)을 

사용하며, 
A²
2  으로 나타난다.

2

1

0

－1

－2

0.5 1

최대 진폭

정점 간 진폭 

1,000Hz
rms진폭
평균 제곱 진폭

진
폭

그림 2－3  최대 진폭, 정점 간 진폭, 평균 제곱근 진폭, 그리고 평균 제곱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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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파수

사인파의 특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변인은 주파수(frequency, f )이다. 주파수는 1초 동안 

발생하는 주기 또는 사이클의 수, 즉 하나의 사인파가 스스로 반복되는 율(rate)을 나타내고 

단위로는 Hz(Hertz)를 사용한다. 반면에 주기(period)는 한 사인파가 하나의 사이클(cycle)

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양(Time, T)을 나타내고 단위로는 초(seconds)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주파수는 주기와는 반비례하며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f ＝
1
T   (공식 2.1)

공식 2.1을 사용하여 주파수를 구할 때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주기는 대부분 milli－

second(ms)으로 표현되는데 ms는 반드시 s로 변환한 후에 주파수를 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주기가 1ms인 사인파의 주파수를 구할 때 공식 2.1에서와 같이 T가 1ms이므로 

f = 1/1 = 1Hz로 계산하면 바른 주파수를 구할 수 없다. 주기의 단위를 반드시 초(s)로 전

환한 후에 주파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즉, 1ms는 0.001s이므로 주파수는 1/0.001 = 1,000Hz

가 된다. 주파수의 특성을 보여 주는 용어로 스펙트럼(spectrum)이 있는데, 이는 주파수에 

따른 진폭의 변화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말한다. 즉, x축은 주파수(f )를 나타내고 y축은 진

폭을 나타낸다. <그림 2－4>는 같은 진폭을 가진 1,000, 2,000, 그리고 4,000Hz의 사인파를 보

여 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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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같은 진폭의 1,000, 2,000, 그리고 4,000Hz의 사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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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철에 매달린 저울추와 같이 단순조화운동의 진동 주파수는 저울추의 질량과 강도

(stiffness)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주파수는 그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

유 주파수(natural frequency)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고유 주파수는 질량이 증가하면 감

소하고 강도가 증가하면 함께 증가한다. 게다가 용수철의 길이(length, L)도 고유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 ＝
1

2L    
t
m   (공식 2.2)

이 공식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고유 주파수는 길이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

례하고 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기타와 바이올린 줄(string)의 길이, 강도, 그

리고 질량을 토대로 그 악기에서 만들어지는 음을 생각해 보면, 줄의 길이가 길면 저주파수

의 음이 만들어지고 강도가 높으면 고주파수의 음이 생산되고 질량이 높은 굵은 줄을 사용

하면 저주파수의 음이 생성된다. 

주파수를 Hz가 아닌 또 다른 방식, 즉 각속도(angular velocity, ω)로 표현할 수 있다 

(Speaks, 2005). 앞에서 단순조화운동은 등속원 운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등속

원 운동은 물체가 구심력을 받아 초당 일정한 속력으로 원의 둘레를 따라 회전하는 원 운동

을 나타내는데, 주파수를 Hz가 아닌 초당 회전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Hz를 사용하였

을 경우, 한 주기 또는 사이클을 도는 데 1ms가 걸리면 그 주파수는 1,000Hz이다. 반면에 

원 운동에서와 같이 한 주기를 360도로 가정한다면 초당 회전의 각을 주파수로 생각할 수 

있다. 1초에 한 주기, 즉 360도를 회전하였다면 1Hz가 되는 반면에 1ms에 360도를 회전하

였다면 1,000Hz가 된다. 그런데 원의 반지름(radian, r)을 토대로 하면 원의 360도는 2πr에 

해당되는데 π = 3.14이므로 360도는 6.28r에 해당된다. 즉, 1Hz는 초당 360도에 해당되고 

이것은 다시 초당 2πr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주파수를 초당 반지름(r)으로 표현한다면 측정

의 단위는 각속도(ω)로 표현되고 그 각속도(ω)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얻어진다. 

 ω ＝ 2 π f (공식 2.3)

즉, 1Hz일 때 ω = 6.28rps(radians per second)이고 100Hz일 때는 ω = 628rps이고 

1,000Hz일 경우에는 약 ω = 6,280rp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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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상

위상(phase)은 주기 운동에 있어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각도로 표현된

다. 사인파의 위상의 차이는 시작 위상(starting phase)에 의해 결정되는데, 시작 위상은 진

동이나 회전이 시작하는 순간에서의 위상각을 말한다. <그림 2-5>는 주파수와 최대 진폭은 

같지만 위상각에서 90도 차이가 나는 사인파의 몇 가지 예를 보여 준다.

두 사인파의 시작 위상이 같으면 동위상(in phase)이라고 하고 시작 위상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를 이위상(out of phase)이라고 한다. 이위상에 속하지만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

는 한 사인파가 최대 진폭을 가질 때 다른 것은 최소 진폭을 가지는 경우와 같이 시작 위상

이 180도 차이가 날 경우를 역위상(opposite phase)이라고 한다. 게다가 특정 시간에서의 회

전각을 순간 위상(instantaneous phase)이라고 한다. 위상각(phase angle)은 각도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주파수의 다른 표현과 같이 반지름(radian, r)으로 표현될 수 있다. 회전각 360

도는 2πr에 해당하기 때문에 0도 = 0radian, 90도 = π/2radian, 180도 = πradian, 270도 = 

2/3πradian, 그리고 360도 = 2πradian에 일치한다.

이 세 가지 사인파의 특성을 토대로 사인파를 만들 경우 사인파(x(t))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x(t) ＝ Asin(2πft + radian) (공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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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같은 주파수의 다른 시작 위상각(0, 90, 180, 그리고 270도)을 가진 사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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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파의 최대 진폭은 A, 정점 간 진폭은 2A, 주파수는 f, 각주파수는 2πf, 그리고 시작 

위상각은 radian이다. 시작 위상각 0 대신에 π/2을 대입하면 90도의 시작 위상각을 가진다.  

2.4 파장

파장(wavelength, λ)은 하나의 진동 주기(period) 동안 사인파의 이동거리, 또는 두 개의 인

접 사이클의 같은 위상각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파장은 미터(MKS) 또는 센티미터(cgs)

로 표현되고 주파수( f )와 소리의 속도(speed, s)에 의해 결정된다. 파장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λ ＝
s
f   (공식 2.5)

A  주파수 = 1,000Hz와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도 

= 344m/s일 때, λ= 344/1000 = 0.344m

C  2,000Hz와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도 = 344m/

s일 때, λ= 344/2000 = 0.172m

B  1,000Hz와 물에서의 소리의 속도 = 1,493m/

s일 때, λ= 1,493/1000 = 1.493m

D  2,000Hz와 물에서의 소리의 속도 = 1,493m/

s일 때, λ= 1,493/2000 = 0.7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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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000과 2,000Hz의 주파수의 공기와 물에서의 파장

공기에서의 파장=0.344m

공기에서의 파장=0.172m

물에서의 파장=1.493m

물에서의 파장=0.7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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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은 소리의 속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소리의 속도는 매질

(medium)에 따라 달라지는데, 20°C의 공기에서는 약 344m/s의 속도를 보이지만 물속에서

는 약 1,493m/s의 속도를 보인다. 즉, 물속에서의 소리의 속도는 공기의 것보다 약 4.3배 

빠르다. 보기로 1,000과 2,000Hz의 주파수들을 가지고 있고 공기와 물을 매체로 하는 파장

은 공식 2.5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3. 소리의 측정

3.1 측정의 척도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할 때 어떤 척도 또는 자를 사용하는지는 아주 중요하다. 어떤 

척도나 자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알 수 있기 때

문이다. 측정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척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측

정하려고 할 때 측정의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알아야 한다. 타당도는 측정

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구의 적합성을 

언급한다.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말하며 측정

의 오차를 근거로 측정의 정확성을 나타낸다.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

선 측정의 척도 또는 자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척도는 네 가지, 즉 명명척도

(nominal scale), 서열척도(ordinal scale), 등간척도(interval scale), 그리고 비율척도(ratio 

scale)로 크게 분류된다.

• 명명척도 :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상호배타적인 특성을 토대로 범주로 분류하여 이름

을 부여하는 척도로 성별 또는 성인과 아동의 범주가 해당되며 범주별 빈도분석이 가능

한 척도이다.   

• 서열척도 : 측정 대상이 속하는 범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척

도로 대학생이 선호하는 대기업 순위와 같이 측정 대상의 순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는 측정단위들 사이의 등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등간척도 : 측정 단위들 사이에 등간격이 존재하는 척도로 임의 영점과 임의 단위를 가지

고 있다. 임의 단위는 어느 정도의 변화에 얼마의 수치를 임의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덧셈 법칙은 성립하나 곱셈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측정값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

여 주는 평균과 분산을 얻을 수 있어 모수통계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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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척도 : 등간격이 존재하고 절대 영점과 임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덧셈과 곱셈 법칙이 

성립된다. 수학에서의 지수와 로그도 비율척도에 속하며 소리의 측정도 비율척도를 사

용한다. 

3.2 소리 강도와 압력

진폭에 대한 설명에서 소리 강도는 제곱미터의 면적에 초당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표

현되는데, 소리 강도의 레벨(level)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고 두 가지 상대적 

강도의 비율로 결정된다. 즉, 강도의 레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evel ＝
Ix
Ir   (공식 2.6)

여기서 Ix는 하나의 상대적인 강도, Ir은 기준 강도(reference intensity)를 나타낸다. 소리

의 상대적 강도는 watt/m²의 단위로 표현되는 기준 강도의 값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값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적인 강도의 단위는 벨(bel)로, 전화를 처음 발명한 

알렉산드 그레햄 벨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벨은 log10
Ix
Ir  
로 표현되는데, 벨의 단위가 너무 

커서 그것의 10의 1인 데시벨(decibel, dB)을 강도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데시

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B ＝ 101og10

Ix
Ir   (공식 2.7)

이 공식에서 기준 강도(Ir)의 값이 정해지면 어떤 혼란도 없이 dB은 정의된다. 관습적으

로 기준 강도(Ir)로는 10－12watt/m²(MKS)가 강도레벨(intensity level, dB IL)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사용될 때 Ix가 10－12이면 dB IL = 0, Ix가 10－11이면 dB IL = 10, Ir가 10－10이면 dB IL 

= 20, Ix가 10－9이면 dB IL = 30, Ix가 10－8이면 dB IL = 40이 된다. 그러나 Ir이 10－10watt/m²

이고 Ix가 10－12이면 dB IL = －20, Ix가 10－11이면 dB IL = －10, Ix가 10－10이면 dB IL = 0, Ix

가 10－9이면 dB IL = 10, Ix가 10－8이면 dB IL = 20, Ix가 10－7이면 dB IL = 30이 된다. 

데시벨은 제1장에서 다루어진 것과 같이 Pa을 단위로 사용하는 소리 압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소리 압력으로 데시벨을 얻기 위해서는 음향 임피던스(acoustic impedance, Zc)를 먼

저 알아야 한다. 평면진행파(plane progressive wave)에서 음향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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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c ＝ PoS  (공식 2.8)

여기서 Zc 는 특정 임피던스(characteristic impedance), po는 밀도(kg/m3), 그리고 S는 소

리의 속도를 나타낸다. 즉, 음향 임피던스는 밀도와 소리 속도의 곱이다. 그런데 강도(I)는 

제곱미터당 초당 에너지로서 정의된 것과 같이 특정 임피던스(Zc )에 대한 제곱근 압력(P)

의 제곱(P2)의 비율로 정의된다. 즉, 강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I ＝
P2

PoS   (공식 2.9)

이 공식에 공식 2.8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I ＝
P2

Zc   
(공식 2.10)

이 공식을 공식 2.7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dB＝ 101og
(
Px2

Zc
)

( Pr
2

Zc
)
＝ 101og Px2

Pr2  ＝ 101og(PxPr  )
2
＝ 10 × 21og Px

Pr

 dB＝ 201og10

Px

Pr
 (공식 2.11)

데시벨은 강도로 표현하면 공식 2.7이 되지만 압력으로 표현하면 공식 2.11이 된다. 그러

므로 데시벨(dB)은 다음과 같다.

 dB＝ 101og10

Ix
Ir

＝ 201og10

Px
Pr

 (공식 2.12)

압력으로 표현된 데시벨은 dB SPL(sound pressure level)로 제시된다. 즉, 엄밀하게 표현

하면 강도로 표시되는 데시벨 소리강도레벨(dB IL)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B IL＝ 101og10

Ix
Ir  (공식 2.13)

데시벨 음압레벨(dB SPL)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B SPL＝ 201og10

Px
Pr

 (공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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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식에서 절대기준압력(Pr)의 값이 정해지면 측정된 Px의 상대적인 음압레벨이 결정

된다.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절대음압레벨(Pr)로는 20μPa이 사용된다. 이것이 사용될 때 Px

가 2 × 101이면 dB SPL = 0, Px가 2 × 102이면 dB SPL = 20, Px가 2 × 103이면 dB SPL = 40, 

Px가 2 × 104이면 dB SPL = 60, Px가 2 × 105이면 dB SPL = 80, Px가 2 × 106이면 dB SPL = 

100이 된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소리 강도를 소리의 데시벨 강

도레벨(dB IL) 또는 데시벨 음압레벨(dB SPL)로 나타

낼 수 있는데 소음 환경에서의 소리 강도는 <표 2－2>

에서 볼 수  있다(Durrant & Lovrinic, 1995).

3.3 소음계

 소음계(sound level meter, SLM)는 소리를 포착하여 전기회로로 분석될 수 있는 전기신호

로 바꿔주고 데시벨 음압레벨에서 소리의 크기를 보여 주는 고급 마이크를 장착한 장비이

다(Gelfand, 1997). 이것은 청력 손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하나의 사인파로 구성된 

순음(pure tone)을 사용하는 순음청력검사기(pure tone audiometer)의 보정(calibration)을 

위해 사용된다. 보정은 순음청력검사기의 출력(output)이 원래 제공하고자 하는 순음을 왜

곡됨이 없이 제공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ASHA, 2005). 보정은 검사 전 매일 실시

 관련 Questions

소리의 강도레벨이나 음압레벨이 2배로 증가된다

면 dB는 각각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구하시오.

표 2－1 dB IL과 dB SPL의 관계

dB IL 또는 dB SPL Ix in watt/m2 Px in μPa

0 10−12(reference intensity) 2 × 101(reference pressure)

10 10−11 6.32 × 101

20 10−10 2 × 102

30 10−9 6.32 × 102

40 10−8 2 × 103

50 10−7 6.32 × 103

60 10−6 2 × 104

70 10−5 6.32 × 104

80 10−4 2 × 105

90 10−3 6.32 × 105

100 10−2 2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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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이상 전문가에 의해 실시될 수도 있는데, 이어폰, 스피

커, 그리고 골도발진기(bone oscillator)와 같은 출력변환기(transducers)가 왜곡 없이 순음

의 주파수와 강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강도조절기(attenuator)를 통한 강도의 변화가 일정

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ANSI, 1996; 한우재, 2014).   

소음계는 기본적으로 송화기, 가중 필터 또는 망(weighting filters or network), 그리고 시

간반응기(time response)로 구성되어 있다. 

소음계의 선형적인 설정(linear setting)에

서는 마이크에 의해 포착된 모든 소리의 종

합적인 데시벨 음압레벨이 측정되지만 가중 

필터나 망에서는 주파수의 특징에 따라 강

조점이 다를 수 있다. 가중 필터나 망은 크

게 A, B, C의 세 가지 가중치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마이크를 통해 소음계에 들어오는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 준다. A

가중치(A－weighting)에서는 상대적인 음압

레벨(relative SPL)이 1,000Hz 이하의 주파

수 지역에서는 점차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

는데, 500Hz에서는 －4dB, 200Hz에서는 －

11dB, 100Hz에서는 －19dB, 그리고 50Hz에 그림 2－7  소음계와 보정기(Type 2250－Land calibrator, Brüel & Kjær)

표 2－2 dB IL 또는 SPL과 소음의 환경

dB IL 또는 SPL 소음의 환경

0 인간의 가청역치

20 속삭이는 소리 

40 조용한 주거환경 또는 도서관에서의 소리

60 일상적인 대화의 소리

80 시끄러운 거리 또는 라디오 소리

100 지하철의 소리 또는 전기톱의 소리

120 비행기 소리 또는 클럽에서의 밴드 소리 

140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 또는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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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30dB을 보인다. 이는 저주파수의 인간이 보여 주는 청력 역치와 상당히 비슷하다. B

가중치(B－weighting)는 A가중치보다 저주파수에 대한 감소가 더욱 적어 100Hz에서 －6dB

을 보이는 반면 C가중치(C－weighting)는 B가중치보다 저주파수에 대한 감소가 더욱 적고 

마치 선형적인 가중치와 비슷하다. 가중필터의 종류에 따라 데시벨 음압레벨을 표시하기 

위해서 dBA, dBB, 그리고 dBC를 사용하는데, 소음의 측정에서는 대부분 dBA가 선호된다. 

소음계의 시간 반응은 소음 발생 간격이 1초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 소음계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주 작은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음성장애 환자들

의 음성 산출의 강도를 측정하고 뇌성마비 아동과 같이 불안정한 발성자세와 호흡근의 약

화로 인한 말 명료도 저하를 보이는 아동의 음성 산출 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맺음말

이 장은 말과학에 기초가 되는 소리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했다. 단순조화운동을 

기초로 사인파의 유래를 설명하였고, 사인파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중요한 변

인들인 진폭, 주파수, 위상, 그리고 파장의 단위와 계산하는 방법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

였다. 이러한 설명은 언어병리학과 청각학에 있어 기초적인 지식이다. 또한 일반적인 측정

의 척도들과 소리파 또는 사인파는 비율척도에 속하고 상대적인 소리의 강도와 음압레벨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강도레벨과 음압레벨의 관계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

로 소리의 음압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음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소음계는 

소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언어치료와 청각학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소개했다. 소리의 강도레벨과 음압레벨에서 같은 근원 또는 다른 근원의 소리 강도를 계산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분량 때문에 소개할 수 없었다. 추후에 이 부분을 더욱 자세하게 설

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소리의
합성과 분석

 - 복합파와 사인파의 관계

 - 사인파의 합성과 복합파의 분석

 - 맥놀이

 - 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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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진폭, 주파수, 그리고 위상의 차이에 따라 사인파의 특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인파는 하

나의 주파수로 구성된 순음(pure tone)이다. 사인파는 매일의 일상생활 환경에서 만나는 복

합적인 소리파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사인파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하다. 환경이나 주

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소리들은 사인파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소리들로 구성되어 있

어 이를 복합파(complex waves)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복합파는 하나 이상의 사인파의 

합성으로 구성된 소리파이다. 하나의 주파수로 구성된 사인파에 다른 주파수로 구성된 사

인파를 합성하면 복합파를 만들 수 있고 복합파는 여러 다른 주파수를 가진 여러 사인파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소리의 합성(synthesis)과 분석(analysis)이라고 한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복합파와 사인파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설명하고 그 관계를 토대로 소

리 합성과 분석의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게다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가지의 사인파

를 합성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맥놀이에 대하여 소개하고 합성과 관련된 음질의 

변화도 소개하려고 한다. 

  1. 복합파와 사인파의 관계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에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조셉 푸리에(Joseph Fourier, 1768~ 

1830)는 모든 복합파는 소리의 세 가지 특성(진폭, 주파수, 위상)에서 다른 일련의 사인파

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수학적 공리를 처음 발표하였다. 그의 공리는 복합파와 사인파의 관

계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진폭, 주파수, 그리고 위상에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인

파를 결합하면 하나의 복합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하나의 복합파를 만들기 위하여 결

합되는 하나의 사인파 시리즈는 푸리에 시리즈(Fourier series)로도 불린다. 그러므로 진폭, 

주파수, 그리고 위상에서 다른 하나 이상의 사인파를 합하면 복합파를 만들 수 있고 구성된 

사인파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복합파의 특성도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푸리에 합

성(Fourier synthesis)이라고 부른다. 또한 복합파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사인파의 

진폭, 주파수, 그리고 위상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것을 푸리에 분석(Fourier analysis)이

라고 한다.

복합파나 사인파와 같은 소리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은 소리파의 주기

성이다. 소리파의 주기성은 소리파의 파형에서 일정한 시간의 간격에 따라 반복되는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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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일정 시간의 간격으로 파형이 반복된다면 주기파(periodic 

wave)이고 반복되지 않으면 비주기파(aperiodic wave)이다. 사인파는 단순조화운동에서 

결과하는 주기파에 속하지만 복합파는 사인파가 아니므로 주기파 또는 비주기파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생산하는 모음은 대부분 복합파이고 진동의 한 사이클 동안 대부분의 파형

의 특성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는 준주기파(quasi－periodic wave)에 속한다. <그림 3-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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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00Hz의 사인파의 주기적인 파형(A), 모음 /아/와 /이/의 준주기적인 파형(B, C), 

   그리고 참새의 지저귀는 소리(D)와 기차의 기적 소리의 비주기적인 파형(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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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Hz의 주파수를 가진 사인파의 주기적인 파형, 모음의 /아/와 /이/의 준주기적인 파

형, 그리고 참새의 울음소리의 비주기적인 파형, 그리고 기차의 기적 소리의 비주기적인 파

형을 보여 주고 있다. 

푸리에의 공리는 수학적으로 연속적인 주기적 파형을 가진 사인파에만 해당된다. 연속

적인 파형, 즉 아날로그 영역의 신호(시간 차원에 대한 신호)에 대하여 주파수 성분에 대

한 크기와 각 주파수에 대한 위상을 분석할 때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이 사용된다. 

즉, 푸리에 변환은 복합파의 파형을 기본주파수와 그 정배수의 각 주파수로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3－1>에서와 같이 인간이 생산하는 모음들은 대부분 준주기파(quasi－periodic 

wave)로 주기적인 사인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이 

사용된다. 이산 푸리에 변환은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주파수 성분을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푸리에 변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무

한대의 복소수 곱셈의 적분을 수행해야 하는 과도한 연산량으로 발생하는 오랜 수행 시간

과 낮은 효율성으로 인하여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극복하고 빠른 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이라 한다. 그러므로 FFT는 고속으로 DFT를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도 DFT와 아주 유

사하여 효율적으로 DFT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FFT는 오늘날의 컴퓨터에

서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강석환, 2007).

푸리에의 공리를 토대로 할 때 복합 주기파를 구성하고 있는 사인파 간의 관계는 조화의 

관계(harmonic relation)에 있다. 즉, 복합파는 그 구성 주파수들 중 가장 낮은 사인파와 그 

정배수의 사인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장 낮은 주파수의 사인파가 100Hz라면 

복합파는 100Hz의 주파수와 더불어 200, 300, 400, 500Hz, 그리고 기타 등등의 100의 정배

수의 주파수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만약 가장 낮은 주파수가 200Hz라면 복합파는 200Hz의 

주파수와 400, 600, 800, 1,000Hz, 그리고 기타 등등의 200의 정배수의 주파수로 구성된다. 

복합 주기파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는 제1 조화음(1st harmonic)이라고 하며 또는 기본주파

수(fundamental frequency, f0)라고도 불린다. 그러므로 위의 첫 번째 보기에서 100Hz는 제

1 조화음 또는 기본주파수로 불리고 200Hz는 제2 조화음, 300Hz는 제3 조화음, 400Hz는 

제4 조화음, 그리고 500Hz는 제5 조화음으로 불린다. 조화음과 같은 의미로 부분(partial)음

이 사용되는데, 부분음은 복합파를 구성하고 있는 순음을 나타낸다. 또한 복합파는 기본주

파수와 그 정배수의 주파수로 구성되는데, 이 정배수를 조화음(overtone)이라고 한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