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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실내는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 잔향 시간이 다르다.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홀을 만든다면 그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건설비 및 건설 후의 

운영 등의 경제성에 의해 사용 목적이 광범위한 다목적 

홀이 대부분이며, 주요 사용 목적에 적절한 잔향 시간을 

설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잔향 시간을 고정하여 

홀을 설계하면 모든 이벤트에 만족하는 음향 상태를 

구현할 수 없다.

최근에는 다목절 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초기 

반사음이나 잔향음을 전기적으로 부가하여 음장을 

가변시키는 능동 음장 제어 시스템（active sound field 

control system）이 도입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음성과 

음악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에서의 음향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실제 다목적홀에서 음장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2. 다목적 흘의 음장가변시스템

2.1 다목적 흘의 음향 문제점

전용흘과 비교하여 다목적 홀의 음향적인 문제점을 

표2.1 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표2.1 다목적 흘의 실내 음향 문제점

음향哪인 과제
간축

요소
건축적인 원인

간축적인 

대응문제

-잔향人이 짧다

-막설비와 반사판에 의한 잔향 

변화가 적다

-무대의 울림의 부족

-소리가앞으로나오지 就다

무대 

반사판

-반사판衲 재질

-반사판 간의

간격이 넓다

허용하중

（구조 조건）

-무대聃객석의 일체감이 부족

-옆방향반사음이 부족

-발코니 아래의 음장개선

-무대와 객석에서의 음장의 

불균일

-잔향시간의 부족

실내

형상

•■천정 높0］가높다

-프로세나움

아치의 형상

-부채꼴 형상

-발코니 형식의 

설계

구조 조건

-라이브니스의 부족

（평균흡음률의 설정）

-저역의 잔향시간이 짧음

마^재 

사양

-평균 흡음률의 

설정 흡음과디）

-흡음：재의 선정

-의장

-잔향 가변폭에 

한계가 있음

2.2 음장 가변 시스템의 구성

클래식 음악, 콘서트, 강연 및 연극 등을 사용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흘에 음장 가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음장 가변에 필요한 음원기기와 스피커 및

앰프는 다목적 흘내에 설비된 전기 음향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음장 가변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림2.1 에 나타낸다.

그림2.1 음장 가변 시스템의 구성도

2.3 음장 가변 시스템의 성능 평가

음장 가변 시스템은 무대 스피커에서 신호를 방사하여 

서스펜션 마이크로 픽업하고, 잔향을 부가시스템이다.

음향 측정은 MLSSA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다목적흘 

객석 1층 중앙 지점과 2층 중앙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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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장 가변 시스템의 잔향 시간을 1.4초, 1.7초, 2.8초,

3초로 잔향을 가변하여 객석에서의 음향 성능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1층과 2층 객석 중앙에서 측정한 잔향 시간

및 잔향 시간 주파수 특성의 변화를 그림2.厂2.8에

나타낸다.

그림2.2 음원의 위치 및 음장 가변 시스템의 평가 시스템

음향 가변 시스템을 OFF한 상태의 반사음 패턴 및 잔향 

감쇠 곡선을 그림 2.3-그림 2.4에 나타낸다. 1층과 2층 

객석 중앙의 잔향 시간은 1초이다.

■ : i

___—

그림2.3 시스템을 OFF한 상태의 음향 특성(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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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시스템을 OFF한 상태의 음향 특성(2층)

잔향 시간을 1.4초로 설정하고, 음장 가변 시스템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측정한 반사음 패턴 및 잔향 감쇠 

곡선을 그림2.5-그림2.6에 나타낸다.

그림2.6 잔향을 1.4초로 설정한 상태의 음향 특성(2층)

그림2.7 잔향 시간의 가변에 따른 음향 특성의 변화(1층)

그림2.8 잔향 시간의 가변에 따른 음향 특성의 변화(2층)

3. 음향 성능의 변화 고찰

음장 가변 시스템의 잔향 가변은 실내악 (1.4) 초, 

오케스트라 (1.7) 초, 합창 (2.7초 또는 3초)로 세팅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대로 설정할 수도 있다. 각 

장르에서 잔향 시간은 1초에서 3초까지 가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잔향 시간 주파수 특성도 평탄 특성, 저역 

강조 특성, 고역 강조 특성으로 가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음장 가변 시스템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잔향 시간의 

가변에 따른 음향 특성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사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장르의 적절하게 가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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