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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응원의 열기를 음의 장감으로 분석
*나덕수, 배명진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mjbae@ssu.ac.kr)

1. 서  론

각 가정마다 비디오나 텔 비 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화 이나 공연장을 주로 찾는다. 사물놀

이 공연을 하는 곳에는 외국인들도 함께 어우러져 어깨

춤을 추곤 한다. 한 월드컵 응원에서 북소리의 리듬으

로 모든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선수들에게 응원의 

힘을 몰아주고 있다. 이 게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은 그 

장감을 실감나게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신체를 통해서 느끼는 주  사운드라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밝 내었다.

2.  인간의 가슴을 울리는 주  사운드

인간의 귀는 20 헤르츠에서 20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듣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들리는 소리의 범 가 

남녀노소에 따라 서로 다르다. 즉, 30세만 넘어도 1만 5천 

헤르츠 이상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실험통

계에 따르면 인간의 귀가 아주 민감하게 듣는 1000헤르

츠에 비해서 북소리에서 들리는 200 헤르츠의 소리는 20

데시벨 정도의 차이로 둔감하게 듣는다. 즉, 20 데시벨의 

차이는 그 세기가 10분의 1의 감도를 갖는다는 것인데, 

동일한 음압세기의 소리가 들려도 1000 헤르츠의 소리에 

비해 북소리는 10분의 1의 소리로 약하게 들린다는 것이

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북소리와 같은 주  사운드를 

귀가 아닌 신체의 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장의 열기

를 더욱 더 느낄 수가 있게 된다.

각 가정에는 첨단화된 비디오나 텔 비 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 이나 공연장을 찾는다. 이

미 화를 감상했던 사람들도 한번 더 경험해 보려고 

화 을  찾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1000만 화 객의 

시 가 펼쳐지고 있다. 화질이 선명한 DVD나 홈-씨어더

를 집에서 즐겨도 될법한데 왜 화 이나 공연장을 찾

는 것일까? 그것은 공연장에서 화면이 크다거나 는 여

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  탓도 있었겠지만, 음의 음

향효과를 통해 강력한 장감을 바로 느낄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우리는 “왕의 남자”에서 나오는 풍물의 소리에 매료되고 

그 음향효과에서 나오는 소리에 가슴이 시릴 정도로 박

력 감을 느낀다.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도 폭탄 터지는 

리얼한 장 음에 가슴을 쓰라리면서 음향효과를 만끽한

다. 그 뿐만 아니라 “맘마미아”의 공연장에서도 들리는 

음악소리에서 음의 강력한 가슴 떨림을 느 으며, 공연

이 끝나면 그 여운 때문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노래

를 따라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음향효과의 강한 

음에서 발생하는 가슴 떨림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물놀이 공연을 장에서 지켜보면 보통 사람들도 

어깨가 로 들썩들썩 거려서 어깨춤을 함께 출 수밖

에 없다. 그런데 사물놀이 공연을 텔 비  계로 보면 

그러한 장감을 느끼지 못해서 재미를 별로 느끼지 못

한다. 사물놀이 소리에서 장감을 잘 달해 주는 것은 

바로 북소리에서 나오는 강력한 음 때문이지만, 텔 비

 계에서는 그러한 음을 각 가정으로 잘 달해주

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월드컵 축구응원에 북을 동원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 북소리는 선수들에게 단순히 소리를 달하기 보다

는 응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혼연일체를 이끌어내는 역할

을 주로 한다. 북소리에서 들리는 강력한 주  사운드

를 귀로 들을 때는 10분의 1밖에 느끼지 못하며, 소리의 

부분은 신체의 울림을 통해서 감으로 느끼게 된다. 

북소리를 들으면서 응원에 참여하면 신체의 동조감을 느

끼게 되고 응원박자를 놓치는 일이 없다. 어쩌면 그 게

도 획일 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인지 놀라울 정도

이다. 그것은 바로 북소리가 응원 의 신체를 흔들어서 

손 을 치거나 구호를 외칠 때 일치감을 제공하여 주고, 

동시에 가슴을 흔들어서 선수들에게 마음을 모아주는 역

할을 하는 것이다.

3.  실험  결과

북소리의 강력한 주  사운드가 과연 귀로 듣기보다는 

신체를 흔들어 주는 소리인가를 입증하기 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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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명의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북소리 체험실험을 

2차에 걸쳐서 수행하 다. 이 실험에는 SBS_TV의 “신동

엽의 있다/없다.“ 에서 큰북 한 개와 작은 북 두 개를 

지원 받아서 학 운동장에서 수행하 다. 을 가리고 

귀에 헤드폰으로 음악소리를 충분히 들려주어서 귀로는 

북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 다. 북에서부터 거리를 이동

하면서 북소리를 들려주었다. 가슴에 손을 고서 북소

리의 가슴떨림이 느껴지면 깃발을 번쩍 들어 올리게 하

다. 북에서부터 5미터, 10미터, 15미터 까지는 30명 

원이 북소리에 맞춰서 손을 들었다. 20미터부터는 북을 

두개이상 추가하 을 때 모두다 가슴 떨리는 북소리를 

느 다.

두 번째 실험은 10평정도의 연구실에서 10명의 청취실험

자들을 모아두고서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20헤르

츠의 주  사운드를 발생시켰을 때의 느낌을 악하

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EBS_TV 사이언스메거진의 “

주 의 소리” 제작 과 함께 하 다. 먼  20헤르츠의 

주 를 50와트 정도로 크게 발생시켜 들려주었을 때는 

5명(50%) 정도가 머리가 어지럽다는 느낌을 가졌다. 100

와트로 높여서 좀 더 크게 들려주었을 때는 원이 가슴

이 떨리는 것을 느 다고 응답하 다. 이처럼 인간의 귀

로는 들을 수가 없는 주 의 소리는 인간의 귀가 아

닌 신체로 느끼게 되고, 그 음압이 약하면 가슴보다는 머

리로 먼  느낀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 다.

사람의 신체는 북소리와 같은 주 사운드를 느끼기에 

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등 를 기 으로 갈비

가 심장을 싸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의 앞쪽에서 강

력한 주 가 오면 신체의 구조가 이러한 소리를 감싸

듯이 소리를 모으게 된다. 그래서 소리의 진동이 모여서 

그 소리에 큰 동조감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실험으로 

인간의 가슴과 유사한 나무책장을 칼라박스의 구조로 만

들어서 뒷면에다 물 컵을 매달아놓고서 그 떨림을 찰

하는 실험을 하 다. 작은 북에서부터 이 칼라박스의 몸

통을 각각 5미터, 10미터, 15미터 거리에 두었을 때도 북

소리의 음에 따라서 물 컵에 들어있는 물의 흔들림을 

충분히 찰할 수가 있었다. 

4.  결 론

지 까지 공연장이나 화  등에서 들리는 음향효과는 

인간의 귀가 청취할 수 있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로 알

려져 왔으나, 북소리와 같은 주 의 소리는 귀로 느끼

기 보다는 인간 신체의 떨림을 통해서 주로 느끼게 된다

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밝 내었다. 따라서 월드컵 응원

에서 북소리가 들리면 응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에 신체의 동조감을 느끼게 되고, 그 진동음에 혼연

일체가 되어서 응원리듬에 맞춰 응원을 하게 된다. 선수

들에게 함께하는 힘을 모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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