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리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청각학에

대한논의를시작하고자한다. 결국우리가듣

는것은소리이기때문이다. 소리에대한과학은음음향향

학학(acoustics)이라하며물리학의한분야로서몇가

지기본물리법칙에근거한다.

물리량

기본 물리량은 질량, 시간, 길이(또는 거리)이다. 다

른모든물리량은세가지기본양과유도된양의조

합으로이루어진다. 주요 기본양과조합된양은표

1.1에 요약되어 있다. 질질량량(M)의 단위는 킬로그램

(kg) 또는 그램(g), 길길이이(L)의 단위는 미터(m) 또는

센티미터(cm), 시시간간(t)의단위는초(sec 또는s)이다.

질량은 무게와 같이 킬로그램으로 표현하지만 무게

와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다. 물체(body)의 질량은

밀도와관련되며물체의무게는중력의힘과관련된

다. 두 물체(object)가 같은 크기일 때 밀도가 높은

물체가더무겁다. 그러나지구위에서물체의질량

이같더라도중력이약한달에서는무게가덜나가게

된다.

질량을킬로그램으로, 길이를미터로표현하는것

은 미터－킬로그램－초(이하 MMKKSS) 단위계를 사용한

다는의미이다. 질량을그램으로표현하고길이는센

티미터로 표현한다면 센티미터－그램－초(이하 ccggss)

단위계를사용하는것이다. 이두단위계는서로다른

유도량을 갖는다. 예를 들어 힘과 일의 단위는 각각

MKS 단위계에서 뉴턴(newton)과 줄(joule)이라 하

며cgs 단위계에서는다인(dyne)과에르그(erg)라한

다. 우리는MKS 단위계를강조할것인데이는과학

계에서 국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국제제단단위위계계(System

Internationale, SI)이다. 우리는등가인 cgs 단위도

종종사용할것이다. 청각학계에서는전통적으로cgs

단위계를사용해왔으며이는표1.1에정리되어있다.

이외에과학적표기와관습적숫자간의일치와측정

단위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접두사의 의미

를편리하게사용하고바로참조할수있도록표1.2,

표1.3에나타냈다.

또다른물리량으로는스칼라와벡터가있다. 스스칼칼

라라(scalar)는 크기(magnitude)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지만벡벡터터(vector)는방향과크기를모두가지고있

다. 예를들어길이는스칼라인데 1미터길이인물체

는언제나1미터길이이기때문이다. 그러나1미터떨

어져있는두동전사이의거리를측정할때는벡터를

사용하는데동전간의관계는크기와방향을모두가

지고있기때문이다(점x1에서점x2까지). 이양을변변

위위(displacement, d)라고한다. 하나또는그이상의

요소가벡터라면그유도량은벡터이다. 예를들어속

도는 변위에서 유도된 벡터이며 가속도도 벡터인데

이는모두속도와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스칼라와

벡터는계산시달리다루어지기때문에그차이점을

알아야한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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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시간당 55마일”이라는것은 55마일의거리를 1시간

이라는기간동안움직이도록하는차의빠르기이다.

이는 속속도도(velocity, v)의 예이며 시간(t)당 일어나는

변위(d)의양과같다.

v〓

변위는 미터로 측정되며 시간은 초(sec)로 측정된

다. 따라서속도는초당미터로표현된다(m/sec). 속도

는속력(speed)에해당하는벡터등가물인데이는크

기와방향을모두갖는변위에기초하기때문이다. 여

행을할때우리는보통도착지의주행기록에서출발

지의주행기록을뺌으로써여행거리에대한지각적

개념을알아낸다(즉10422마일에서출발해 10443마

일에 도착한다면 거리는 10443－10422〓21마일이

된다). 여행에걸리는시간을계산할때도같은방법

을사용한다(즉 1 : 30에출발해서2 : 10에도착한다

면2 : 10－1 : 30〓40분이걸린다). 속도의물리적계

산은동일한방법을사용한다. 물체가움직였을때지

점x1과시간 t1에서출발해서지점x2와시간t2에도

착한다. 평균 속도는움직인거리(x2－x1)를걸린시간

(t2－t1)으로나누기만하면된다.

d
t

2 언어치료인과청각학도를위한청각학개론

표 1.1 주요물리량

변량 공식 MKS 단위 cgs 단위 비고

질량(M) M kilogram(kg) gram(g) 1kg〓103g

시간(t) t second(s) s

면적(A) A m2 cm2 1m2〓104cm2

변위(d) d meter(m) centimeter(cm) 1m〓102cm

속도(v) v〓d/t m/s cm/s 1m/s〓102cm/s

가속도(a) a〓v/t m/s2 cm/s2 1m/s2〓102cm/s2

힘(F) F〓Ma

〓Mv/t

kg·m/s2

newton(N)

g·cm/s2

dyne

1N〓105dyne

압력(p) p〓F/A N/m2

pascal(Pa)

dyne/cm2microbar

(μbar)

2×10-5N/m2 또는

20μPa

(참조기준값)

2×10-4dyne/cm2

또는μbar

(참조기준값)

일(W) W〓Fd N·m

Joule

dyne·cm

erg

1J〓107erg

일률(P)
P〓W/t

〓Fd/t

〓Fv

joule/s

watt(w)

erg/s

watt(w)

1w〓1J/s

〓107erg/s

강도(I) I〓P/A w/m2 w/cm2 10-12w/m2

(기준값)

10-16w/cm2

(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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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순간 속도(instantaneous velocity)는시간축에서

특정 순간에서의 물체 속도를 말한다. 수학적으로 보

자면변위와시간이한지점에서다음지점으로 0에

가까워질때의속도를말하며, 이는시간에대한유도

변위이다.

v〓

가속도

우리는운전경험을통해차가고속도로에들어설때

는속도를증가시키고고속도로를빠져나오거나방향

을바꿀때는속도를늦춘다. “속도를증가”시키거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

는 것을 말한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

(acceleration, a)이다. 물체가두지점사이를이동한

다고가정해보자. 첫번째지점에서의속도는v1, 시

간은 t1이고두번째지점에서의속도는v2, 시간은 t2

이다. 평균 가속도는 두 속도 간의 차(v2－v1)를 시간

간격(t2－t1)으로나눈것이다.

a〓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가속도는 단순히 아래와 같

이구할수있다.

a〓

속도는변위를시간으로나눈것과같기때문에 v

를d/t로대체할수있다.

a〓

이를단순화하면다음과같다.

a〓

결론적으로 가속도는 MKS 단위계에서 시간 제곱

당미터(m/sec2) 단위로표현될수있다. cgs 단위계로

측정하면가속도는시간제곱당센티미터(cm/sec2)가

된다.

주어진 순간의 가속도를 순간 가속도(instan－

taneous acceleration)라하며양성인단위에익숙한

독자는이것이시간에대한유도속도와같다는것을

기억해야한다. 이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a〓

속도가첫번째유도변위이므로가속도가두번째

유도변위인것을알수있다. 

dv
dt

d
t2

d/v
t

v
t

v2－v1
t2－t1

dx
dt

x2－x1
t2－t1

제1장…음향학과소리측정 3

표 1.2 표준표기법과과학적표기법

표준표기법 과학적표기법

0.000001 10-6

0.00001 10-5

0.0001 10-4

0.001 10-3

0.01 10-2

0.1 10-1

1 100

10 101

100 102

1000 103

10000 104

100000 105

1000000 106

3600 3.6×103

0.036 3.6×10-2

0.0002 2×10-2

0.000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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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힘

어떤물체가움직이지않을때외부의영향이있지않

는한계속정지되어있을것이다. 어떤물체가일정

한속도로움직인다면외부의영향이이를바꾸지않

는한계속같은속도로움직일것이다. 이는뉴턴의

첫번째운동법칙을일상적으로표현한것이다. 이표

현은 관관성성(inertia)의 속성을 설명한다. 관성은 이미

하고있는것을계속하려는질량의특성이다. 정지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또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나

방향을 바꾸게 하는“외부의 영향”을 힘힘(force, F)이

라한다. 힘은움직이는물체의속도를바꾸거나움직

이지않는물체를움직이게한다는것이중요한데속

도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포함한다(0에서 일정량까

지). 속도의변화를가속도라고한것을기억할것이

다. 그래서 힘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개념적으로

“밀기”또는“당기기”) 이는질량이가속되도록한다.

효과면에서필요한밀고당기는양의정도는얼마나

많은질량에영향을주고싶은지, 얼마만큼의가속도

를발생시키고싶은지에달려있다. 다시말하면힘은

질량에가속도를곱한것과같다.

F〓Ma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v/t)이기 때문에 힘을 다음

과같이표현할수도있다.

F〓

양 Mv는 운운동동량량(momentum)이라고도 하며 힘은

시간당운동량이라할수있다. 

힘의양은kg·m/s2으로측정되는데이는힘이질

량(kg으로 측정)과 가속도(m/sec2으로 측정)의 곱

(product, 積)과같기때문이다. 힘의단위는뉴뉴턴턴(N)

이고 1N은 1kg의 질량을 1m/s2만큼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힘의양이며따라서1N〓1kg·m/s2이다. (이

는매우기술적으로보이지만문제를아주단순화한

다. 결국“1kg·m/s2”이라고하는것보다“1N”이라

고 하는 것이 훨씬 쉽다.) 2N은 질량 1kg을 2m/s2,

또는 질량 2kg을 1m/s2만큼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다. 4N의 힘은 2kg을 2m/s2 가속시키는 데 필

요하고 63N의힘은 9kg을 7m/s2 가속시키는데필

요하다. cgs 단위계에서 힘의 단위는 다다인인(dyne)이

다. 이는 1g의질량을 1cm/s2 가속시키는데필요한

힘이다. 즉 1다인〓1g·cm/s2이다. 105다인은 1N과

같다.

Mv
t

d2x
dt2

4 언어치료인과청각학도를위한청각학개론

표 1.3 미터법단위를표현하기위한접두사

접두사 기호 정의
곱하기

표준표기 과학적표기

micro μ 100만분의일 1/1000000 또는0.000001 10-6

milli m 1000분의일 1/1000 또는0.001 10-3

cent c 100분의일 1/100 또는0.01 10-2

deci d 10분의일 1/10 또는0.1 10-1

deka da 10배 10 101

hecto h 100배 100 102

kilo k 1000배 1000 103

mega M 100만배 100000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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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여러가지다른힘들이동시에물체에작용한

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논의한 힘은 사실 순순힘힘(net

force) 또는 합합성성력력(resultant force)이며 물체에 가

해지는 모든 힘의“최소한”의 효과이다. 3N의 힘이

물체를오른쪽으로밀고또다른 8N의힘이그물체

를 오른쪽으로 민다면 총힘은 오른쪽으로 3＋8〓11

N이될것이다. 다시말해두힘이한물체에같은방

향으로작용하면총힘은두힘의합이된다. 반대로4

N의힘이물체를오른쪽으로밀고동시에9N의힘이

그물체를왼쪽으로민다면총힘은왼쪽으로9－4〓5

N이 된다. 따라서두힘이한물체에다른방향으로

작용하면총힘은상반되는두힘의차가되고이것은

물체를더큰힘이작용하는방향으로가속되도록한

다. 똑같은두개의힘이반대방향으로작용하면총힘

은0이다. 총힘이0이기때문에물체의운동에변화를

주지못한다. 총힘이0인상태를평평형형(equilibrium)이

라한다. 이런경우에움직이는물체는계속해서움직

이고정지해있는(움직이지않는) 물체는계속멈추어

있게된다.

마찰

물체가실제환경에서움직일때점점느려지다가결

국에는 멈추게 된다. 이는 어떤 물체라도 움직일 때

항상다른물체나매개체에닿아있기때문에그렇다.

한물체가다른물체위에서미끄러지면움직임과반

대되는힘이발생하는데이를 저저항항(resistance) 또는

마마찰찰(friction)이라한다.

마찰또는저항에반하는힘은두변수에의존한다.

첫번째변수는마찰의양이서로미끄러져움직이는

두물체의재료의성질에달려있다는것이다. 간단히

말하면두물체사이의마찰의양은“부드럽거나”“미

끄러운”재료일때보다“거칠거칠한”재료일때더커

지며 마찰 계수(coefficient of friction)라 불리는 양

으로 표현된다. 두 번째 변수는 얼마나 많은 마찰이

발생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두 손바닥을 비벼 봄

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천천히 비비다가

점차빨리비비면열이발생하는것을알수있다. 이

는 마찰이 열로 전환되는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시키

기때문에일어나는현상이다. 이개념은뒤에서다시

다룰것이며지금은열의양을저항의양의척도로사

용할것이다. 점점빨리손을비비면손은계속뜨거

워지게된다. 이는마찰의양이운동의속도에따른다

는공식으로표현될수있다. 

F〓Rv

F는마찰의힘이고R은두물체간의마찰계수, v는

운동의속도이다.

탄성과복원력

용수철을누르거나늘리려면노력(외부의힘)이필요

하다. 누르거나늘어난용수철은힘을빼면원래의모

양으로돌아간다. 용수철을누르거나늘리는것은물

체의형태를바꾸는경우이며이전의모양으로돌아온

용수철은탄성의예이다. 탄탄성성(elasticity)은변형된물

체가원래의형태로돌아오는성질을말한다. 변형과

탄성간의차이점에주목하자. 고무줄과식염수를넣

어만든엿(saltwater taffy)은둘다늘어나지만(변형

되지만) 고무줄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즉, 고무줄을탄성있게만드는것은늘어나는데있는

것이아니라원래의모습으로돌아오는데에있다. 변

형된물체가원래의모습으로더잘돌아올수록더탄

성이있는것(또는강한것)이다.

우리는간단한운동기구를사용하는것과같은일

상경험을통해용수철을누르기시작하는것은상대

적으로쉽지만누른채로지속하는것은점점어려워

진다는것을알고있다(예 : 악력운동기). 이와비슷

하게 용수철을 늘리기 시작하는 것보다 늘어난 채로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예 : 흉곽 운동기의 용수철을

늘리는것). 다시말하면좀더용수철같은재료(탄성

물질)가변형될수록가해진힘에더욱반작용하게된

다. 탄성이있거나용수철같은재료의변형에작용하

는반대의힘을복복원원력력(restoring force)이라한다. 용

수철이 원래의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압축되거나 늘

제1장…음향학과소리측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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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는지에 따라 변형을 생각해 보면 복원력은 변위

에따라증가한다고할수있다. 양성으로복원력(Fr)

은재료의강직도(S)와변위의정도에좌우되는데이

는다음과같다.

Fr〓Sd

압력

뾰족한바늘을나무판에눌러꽂을수있는사람은거

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나무판에 압정을

눌러꽂을수있다. 이는압정이상대적으로넓은면

적(머리부분)에 가해지는힘의양을아주작은면적

(핀의끝부분)으로집중시키는아주간단한기계이기

때문이다. 즉, 힘은면적의크기에영향을받는다. 이

양은힘을면적(A)으로나눈것과같으며압압력력(P)이라

고부른다.

p〓

MKS 단위계에서힘은뉴턴으로측정되고면적은

제곱미터로측정되기때문에압력은제곱미터당뉴턴

으로측정된다(N/m2). 압력의단위는파파스스칼칼(Pa)이며

1pa〓1N/m2이다. cgs 단위계에서 압력은 제곱센티

미터당다인(dyne/cm2)으로측정되며때로는마마이이크크

로로바바(μbar)로쓰인다.

일과에너지

물리적인개념에서일일(work, W)은힘이물체에작용

하여일어날때발생한다. 그리고일의양은힘과변

위(이동거리)의곱과같다.

W〓Fd

힘은 뉴턴으로 측정되고 변위는 미터로 측정되기

때문에 일 그 자체는 뉴턴－미터(N·m)로 수량화된

다. 예를들어2N의힘이물체를3m만큼움직인다면

일의양은2×3〓6N·m이된다. 변위가있다면일이

될수있다. 그러나변위가없다면(즉 d〓0) 일이 될

수없다. 왜냐하면일은힘과변위의곱이기때문에0

×0은 0인것이다. 일은MKS 단위에서줄줄(joule, J)

이다. 1줄은 1뉴턴의힘이 1미터의변위를가져올때

일의양이며 1J〓1N·m이다. cgs 단위에서일의단

위는에르그라부르며 1erg〓1dyne·cm이다. 1줄은

107에르그와같다.

에에너너지지(energy)는 보통 일을할수 있는능력으로

정의된다. 휴지 상태인 물체의 에너지는 위위치치(po－

tential) 에너지이고움직이는물체의에너지는 운운동동

(kinetic) 에너지이다. 물체의 총에너지는 위치 에너

지와운동에너지의합이다. 이때일은이두가지형

태의에너지간에이루어지는교환과같다. 즉, 에너

지는일이이루어졌을때소모되지않고한형태에서

다른형태로변형되는것이다. 이원리는움직이는진

자(pendulum)의예에서쉽게알수있다. 진자의위

치에너지는진자가움직임의양끝에도달했을때최

대이며이때운동에너지는순간적으로0이된다. 반

면에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움직임의 정중앙을 지날

때최대가되는데이때움직임의속도가가장빠르기

때문이다. 이두극단사이에서진자의속도가빨라질

때(아래쪽으로움직일때) 에너지는위치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고 속도가 느려질 때(위쪽으로

움직일때) 운동에너지에서위치에너지로변환된다.

일률

일이이루어지는비율을일일률률(power, P)이라하며일

을시간으로나눈것으로정의된다.

P〓

일률의단위는와와트트(watt, w)라한다. 일률의단위

는일의단위를시간의단위로나눈것과같다. 그러

므로 1와트는 1줄을 1초로 나눈 것과 같으며 1w〓

1J/sec이다. cgs 단위로 일은 에르그로 측정되지만

일률은와트로표현된다. 1J〓107에르그이므로1 w〓

107erg/sec라고도할수있다. 

W
t

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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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은 다른 용어로도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W〓Fd이기때문에일률의공식에서W를Fd로대체

하여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P〓

우리는 v〓d/t라는것을알고있으므로 d/t를 v로

대체하여다음과같은공식을쓸수있다.

P〓Fv

즉, 일률은힘에속도를곱한것과도같다.

강도

고요한연못의표면위에기름을한숟가락부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기름은숟가락크기의공간을차

지할것이다. 시간이흐를수록기름은연못의표면위

로퍼져나가숟가락크기의공간을채우고있을때보

다훨씬얇은두께가될것이다. 기름이더넓게퍼져

나갈수록 두께는 더 얇아질 것이며 총량이 같더라도

주어진면적에서기름이차지하는비율은점점더작

아지게 된다. 분명히 기름의 총량 그 자체와 기름이

연못의표면에퍼져나가면서(즉나누어지면서) 집중

되는정도는차이가있다.

같은현상이소리에서도나타난다. 그림1.1에서동

심원으로 표현된 것과 같이 소리가 음원으로부터 멀

어질수록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모든 방향으로 방사

된다는것은상식적인내용이다. 앞에서예를든기름

의양과같이소리가일정한양의힘을가진진동하는

작은물체(그림의동심원에서중심에있는)라고상상

해 보자. 결과적으로 소리의 힘은 기름 방울이 얇게

펴지는것과같은원리로음원에서멀어짐에따라무

한대로넓어지는표면으로나누어지게될것이다. 이

러한법칙은그림에서소리가음원으로부터멀어질수

록 얇은 선으로 표현되었다. 특정 지점의 표면적(즉

제곱인치)에얼마만큼의힘이가해지는지측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결과적으로 음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증

가할수록제곱인치의표면적에가해지는힘의비율이

점차적으로작아질것이다. 이것은그림1.1 음원에서

멀어짐에따라흐려지는타원으로표현되어있다. 

방금설명한예에서강강도도(intensity, I)라고불리는

새로운양을알수있다. 강도는면적에따른힘의분

포를말하며특히단위면적당힘또는힘을면적으로

나눈것과같다.

I〓

MKS 단위계에서힘은와트로측정되고면적은제

곱미터로측정되기때문에강도는제곱미터당와트로

표현된다(w/m2). cgs 단위계에서강도는제곱센티미

터당와트로표현된다(w/cm2).

강도는 음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데 이를 역역자자승승화화법법칙칙(inverse square)이라

한다. 이는강도의양은거리에서변화된만큼의제곱

으로나눈것과같다는것을보여준다. 예를들어거

리를 1m에서 2m로 2배 늘렸을 때 2m 지점 강도의

양은 1m 지점에 비해 1/4이 된다(1/22〓1/4이므로).

이와 비슷하게거리를 1m에서 3m로 3배 늘리면강

도는 이전의 세기에서 1/9 작아지게 된다(1/32〓1/9

이므로). 

이때기억해야할중요한관계는일률이압력의제

곱과같다는것이다.

P〓p2

그리고압력은일률의제곱근과같다.

게다가강도는압력의제곱과비례한다.

I ∝p2

그리고압력은강도의제곱근에비례한다.

P
A

F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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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순한관계는소리의강도와압력간전환을쉽

게해준다. 

소리의본질

소리는종종공기중에파동의형태로퍼져나가는진

동으로 정의한다. 진진동동(vibration)이란 물체의 왕복

운동(oscillation)에 지나지 않는다. 몇 가지 예를 들

면놀이터의그네, 진자, 식기세척기밑의마룻장, 기

타줄, 소리굽쇠, 공기입자등이있다. 진동은공기분

자에서공기분자로전달될때보통소소리리(sound)라고

불린다(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공기분자의진동은소리굽쇠가발생시키는

순음과 같은 단순한 형태이거나 또는 학교 식당에서

들을수있는소음과같이매우복잡한형태일수도있

다. 대부분자연적으로발생하는소리들은아주복잡

하다. 그러나소리를이해하는가장쉬운방법은가장

단순한소리에집중하는것이다.

단순조화운동

그림 1.2는소리굽쇠(tuning fork)의진동모습이다.

소리굽쇠에가해지는최초의힘은맨위의큰화살표

로 표현되어 있다. 그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포크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특정 시간 지점에서 갈래

(prong)의운동을나타낸것이다. 양갈래는서로거

울로보는것처럼진동하며따라서1개의갈래에서일

어나는현상을설명하면된다. 원안의그림은오른쪽

갈래의움직임을확대해서나타낸것이다. 여기서중

8 언어치료인과청각학도를위한청각학개론

음원
으로
부터
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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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
양의
힘이

넓어
지는
표면
으로
나누
어진
다.

같은단위면적에가해지는힘이음원으로부터

거리가멀어짐에따라비례적으로줄어든다.

음원

그림 1.1 강도(힘을면적으로나눈것)는 음원으로부터멀어질수록감소한다. 이는일정한양의힘이증가하는면적을따라퍼지기때문이다. 그

림에서이들을선이가늘어지는것으로표현하고, 음원으로부터멀어짐에따라같은단위면적에가해지는힘이비례적으로감소하는것을점점

흐려지는타원으로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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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점은 갈래가 휴지 상태에 있을 때이다. 포크를

쳤을때갈래는화살표a로나타낸것처럼안으로움

직이고가장왼쪽으로치우친후에다시제자리로돌

아가며(화살표 b) 속도가가속된다. 빠르게움직이는

갈래는 다시 중간 지점으로 돌아왔다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화살표c). 예를들어갈래는오른쪽끝에서

멈추는데 여기서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속도로왼쪽으로움직이기시작하며(화살표

d) 멈출때까지속도가느려진다. 갈래는다시중심을

지나며처음처럼화살표a를따라가다가왼쪽끝에도

달하여순간적으로멈출때까지느려진다. 여기서다

시 방향을 바꾸어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진동 운동의 완전한 하나의 왕복 운동을 주주기기(cycle)

라 하고 1초당 일어나는 주기의 횟수를 주주파파수수

(frequency)라한다. 

이러한운동의형태는힘이관성과탄성을가진물

체에적용되었을때발생한다. 물체의탄성때문에물

체에가해진힘으로부터의소리굽쇠변형은복원력에

의해돌아오게된다. 그림에서최초에왼쪽으로향한

힘은반대방향으로복원하는힘즉, 오른쪽으로향하

는힘에의해반하여진다. 오른쪽으로향하는복원력

은갈래가점진적으로왼쪽으로밀릴때증가한다. 결

과적으로갈래의움직임이느려지고결국에는멈추게

된다. 이제갈래는탄성의영향하에방향을바꾸고오

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복원력이 갈래를 중간

으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을 고려하지

않을수없다. 갈래는질량을가지고있기때문에관

성이갈래를중간의휴지점으로돌아오도록가속하는

원인이된다. 사실갈래는휴지점을지날때최대속

력으로움직인다. 관성의힘은갈래가중간지점을빠

르게 지나도록 하고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변형과정은갈래가휴지점을다시빠르게지날때시

작된다. 결과적으로반대탄성복원력은이제왼쪽방

향으로다시형성되기시작한다. 이전과똑같이증가

하는복원력(왼쪽방향)은결국오른쪽으로향하는관

성의힘을이겨내고따라서가장오른쪽끝지점에서

갈래의변위를중단시킨다. 그리고그움직임이반대

방향이되도록한다. 이러한움직임이같은과정으로

반복되는데이번에는왼쪽, 다음에는오른쪽, 그다음

에는왼쪽등반복적으로이루어진다. 이런종류의진

동을 단단순순조조화화운운동동(simple harmonic motion,

SHM)이라부른다. 왜냐하면진동체자체가같은속

도로계속반복하여움직이기때문이다.

방금설명한진동이영원히계속되지않는다는것

은우리가경험적으로안다. 진동은시간이흐를수록

약해지고결국에는완전히멈추게된다. 이렇게시간

이지나면진동이멈추게되는것을감감쇠쇠(damping)라

고하며이는저항이나마찰로인해발생한다. 저항은

진동하는 갈래가 항상 공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진동하는 금속과 주변의 공기

입자사이에마찰은있을것이다. 이마찰은소리굽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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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소리굽쇠를치면반복되는단순형태의진동또는왕복운

동이 발생한다. 한 번의 왕복 운동(주기)이 그림 1부터 5까지의 단계

로표현되어있다. 원안의화살표는하나의갈래가움직이는것을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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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이 열로 전환되도록 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야기한다. 열로전환된이에너지는소리굽쇠에다시

진동을지속시키지못하는것이다. 결국진동의크기

는소멸되고전부멈추게된다.

이개념을요약한도식이그림 1.3이다. 그림의곡

선은소리굽쇠의움직임을나타낸것이다. 휴지(또는

중간) 지점주변소리굽쇠갈래변위의양이수평선의

위아래로움직인것으로표현되었다. 이변위가계속

일어나는것을수평선의거리(왼쪽에서오른쪽으로)로

나타냈다. 갈래의초기변위는처음가해진힘에서비

롯되며곡선중점선부분으로표현되어있다. 관성의

힘은 갈래의 질량에 기인하고 탄성 복원력은 갈래의

탄성에기인하며화살표로표현되어있다. 진동의감

쇠는마찰에기인하며시간의흐름에따라곡선의변

위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도식의곡선이파

형(waveform)의예이며시간축에서의변위(또는크

기측정의다른방법)를보여주는그래프이다.

음파

소리굽쇠의 진동은 소리를 생성한다. 갈래의 진동이

주변의 공기 입자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소리굽쇠의

갈래가오른쪽으로움직이면오른쪽에있는공기입자

들을같은방향으로이동시킨다. 따라서이입자들은

휴지점에서오른쪽으로이동된다. 공기입자들을오른

쪽으로이동시키는것은그보다더오른쪽에있는공

기입자들에가까이가도록하는것이다. 가해진힘(소

리굽쇠와같이)에의해방해받지않은공기입자들간

에존재하는압력은주변 압력(ambient pressure) 또

는기압(atmospheric pressure)이라불린다. 소리굽

쇠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은 공기 입자들로 하여금

방해받지않은휴지상태에있는공기입자들을함께

미는힘을말한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공기입자

들에함께힘을가하는것은방해받지않은입자들간

에존재하는주변압력에대해공기압력을증가시키

는원인이된다. 이양(positive)의 공기압력상태를

압압축축(compression)이라한다. 압축의양은갈래가공

기입자들을오른쪽으로계속밀어낼때증가한다. 갈

래와 공기 입자들이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되었을 때

양의압력이최대가된다. 

이후 소리굽쇠의 갈래는 방향을 바꾸어 휴지점을

지나가장왼쪽지점으로향한다. 압축된공기입자들

은갈래를따라방향을바꾼다. 이는공기가탄성체이

기 때문이며 따라서 오른쪽으로 압축된 입자들은 왼

쪽으로복원하는힘을발달시킨다. 작기는하지만공

기입자들은질량을갖고있다. 그러므로관성은공기

입자들을가장왼쪽지점으로향하게한다. 공기입자

들이왼쪽으로움직일때압축의양은감소하고휴지

점을 지날 때 순간적으로 0이 된다. 휴지점으로부터

10 언어치료인과청각학도를위한청각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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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간에따른소리굽쇠진동의도식. 수직변위는휴지점으로부터소리굽쇠갈래의변위를나타낸다. 왼쪽에서오른쪽으로의거리는시

간의흐름을나타낸다. [Gelfand S.A. (2004). Hearing: An Introduction to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Acoustics. 4th ed. New York:

Marcel Dek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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