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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하나의 기기에서 음악 및 멀티미디어 재생의 모든 기능은 필수적이 되었으며 편

리하지만 스마트폰의 음질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뮤

직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며 음악 재생과 음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뮤직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에 관

한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 있는 뮤직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을 RightMark 
Audio Analyz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분석 후 단점을 보안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의 뮤직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functions of playing musics and multimedia have become essential in one device as a smart phone since the 
smart phone appeared. It is very convenient, but it contains controversial arguments about sound quality, so many 
smart phone users use the music player application. By using these music applications, people start to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playing and sound quality. However, those applications are not perfect, so it is hard to 
choose a good application. This thesis is about the advantages of the sound quality of music player applications that are 
currently sold in Android Market through RightMark Audio Analyzer program, and plans to suggest android music 
player application system design by analyzing applications by covering disadvantages of thes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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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됐다. 휴대폰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

면 소비자들의 구입의향을 토대로 예측한 2012년의 

단말기 수요는 총 2600만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1]. 
하지만 스마트폰 유저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

나 통화를 할 때 음질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이어폰 및 

헤드폰, 스마트폰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래를 듣거나 

통화를 한다. 물론 이어폰이나 헤드폰, 스피커를 이용

하면 음질이 더 좋은 점은 확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의 음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2]. 
최근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음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수준이 높아지고, 조금 더 좋은 음질

의 음악을 듣기위해서 Music player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이용하는데 현재 까지도 어느 것이 더 좋은 

애플리케이션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태이다. 하
지만 어느 Music player 애플리케이션이든 서로의 장

단점이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좋은 음질로 재생을 하고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Neutron music play 와 Power 
amp의 음질을 테스트 하고 애플리케이션의 UI등을 비

교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더 좋은 음질의 안

드로이드 기반 Music player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안드로이드 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비

주얼 프로그래밍 도구로써 기본 플랫폼은 MIT 미디어

랩에서 개발한 스크래치에 기반하고 있다.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SDK로 개발한 앱과 마찬가지로 앱 인벤

터로 만든 앱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설치는 물론 앱

스토어에도 등록할 수 있다[7]. 앱 인벤터 시스템은 앱 

설계기(App Inventor designer), 블록 편집기(blocks 
editor), 가상폰(Android emulator)의 3개요소로 구성

된다.

2.2. RightMark Audio Analyzer

RightMark Audio Analyzer Ver 6.2.3은 오디오의 입

출력 테스트용으로 사용된다. 오디오 장치, 사운드 카

드, MP3 플레이어, CD/DVD 플레이어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품질을 테스트할 수 있다. PC에 장착된 오디

오 관련 장치들이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는지 실험해볼 

수 있다[3-4]. 좋은 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개개인

의 청력과 취향이 달라서 표준값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Flat(플랫)’하게 

음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림 1. 파라매트릭 EQ 주파수 곡선 [9]
Fig. 1 Paramaetric EQ frequency curve

이 의미는 그림1의 주파수 곡선과 같이 왜곡 현상이 

없이 원래의 음을 들려준다는 뜻이며 수치상으로 음질

의 좋고 나쁨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RMAA(Right 
Mark Audio Analyzer) 측정이다[5, 8].

2.3. 사운드의 중요성

스마트폰 게임을 가지고 게임의 사운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몰입도와 게임의 플레이 시간 등을 그림3의 

10대와 그림4의 20대 50명을 통해 비교와 분석 하였다

[2, 6].

그림 2. 게임사운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게임 플레이 시간 

비교(10대)
Fig. 2 Difference of playing time between game sound 
and no soun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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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게임 사운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게임 플레이 시간 

비교(20대)
Fig. 3 Difference of playing time between game sound 
and no sound(20) 

분석결과 그림2, 그림3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0대와 

20대 모두 게임 사운드가 없을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게임 사운드가 있을 

때는 10분에서 20분 이상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게임 사운드가 유저들에게 몰

입감과 게임에 대한 집중력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6].

Ⅲ. 비교 분석

스마트폰의 Music player를 비교하기 위하여 

Samsung 갤럭시 S2 HD LTE 핸드폰 기종의 음성녹음 

파일을 Right Mark Audio Analyzer이용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3.1. Neutron amp 와 Power amp의 음질 비교

비교를 위해 RightMark Audio Analyzer을 이용하여 

음질을 테스트 한 결과는 그림4와 같다.

그림 4. 라이트 마커 테스트 결과

Fig. 4 Right Mark test results

3.2 Frequency response, multitone

주파수 응답이란 말로 입력 주파수에 대하여 출력(응
답)이 어떠한지를 보는 그래프이다. 

그림 5. 주파수 응답

Fig. 5 Frequency response, multitone

주파수 응답의 그래프는 직선에 가까울수록 음질이 

좋은 것이고 그림5의 그래프를 수치로 표시할 때는 작

은 값일수록 좋은 음질을 나타내는데 Power amp는 

+25.09, -42.94 이고 Nutron MP는 +30.47, -38.70의 값

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Power amp 애플리케이션의 

출력이 더 좋다.

3.3. Noise level

잡음수치는 주파수 신호를 넣지 않고 노이즈가 얼마

나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값이다. 

그림 6. 잡음수치

Fig. 6 Noise level

그림6의 그래프를 수치로 표시할 때는 작은 값 일수

록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고, Power amp는 -25.3 Nutron 
MP는 -41.2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Nutron MP 애플리

케이션의 노이즈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Dynamic range 

소리 크기 변화는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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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이다. 이 값이 클수록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주는

데 그림7의 그래프를 수치로 표시할 때 Power amp는 

40.5 Nutron MP는 35.5의 값이 나왔으며, Power amp의 

소리가 수치상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신호 잡음비

Fig. 7 Dynamic range

3.5. Total harmonic distortion

10의 출력을 가진 기기는 10출력만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모닉 이라는 

고주파가 출력된다.

그림 8. 음의 왜곡률

Fig. 8 Total harmonic distortion

이것을 그림8과 같이 그래프로 표시하고 백분율 수

치로 표시할 때는 작은 값 일수록 좋은 소리이다. Power 
amp는 8.479 Nutron MP는 11.501의 값이 나왔고, 
Nutron MP 애플리케이션의 고주파가 더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Stereo crosstalk

채널 간섭은 좌우 소리가 같이 들리는 수치이다. 
좌는 좌로, 우는 우로 들려야 하는데 유도 전류로 인

하여 채널간의 간섭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림9의 그

래프를 수치로 표시 할 때 Power amp -38.5 Nutron MP 
-33.5의 값이 나왔다. 그러므로 Power amp 애플리케이

션의 채널 간섭이 더 적게 나타났다.

그림 9. 채널 간섭

Fig. 9 Stereo crosstalk

3.7. Neutron Music player와 Power amp 비교

최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 음질에 관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안

드로이드 마켓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Music 
player 두 개의 interface를 비교하였다. 그림10과 같이 

Neutron MP는 크로스피드 지원에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가지지만, EQ 자체는 프리셋이나 시각화도 없고 밴드 

조절도 4개뿐이다. 하지만, Power amp는 심플한 인터

페이스에 상당히 세밀하게 EQ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림 10. Neutron MP와 Power amp의 Equalizer
Fig. 10 Neutron MP and Power amp

그렇다고 해서 Power amp가 더 좋은 애플리케이션 

이라는 것은 아니다. Neutron MP는 생소한 기능들과 

한글화가 부족하다 점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만 세부적인 세팅 기능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있다.

3.8. Neutron Music player Setting

그림11과 같이 Neutron MP의 Setting 화면의 세부적

인 항목을 살펴보면, Parametric EQ 조절과, Pitch, 
Surround sound의 조절이 가능하며, user interface의 조

절 등이 가능하다.

3.9. Power amp의 Setting

Power amp의 Setting 화면은 쉬운 조작과 한눈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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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운 Preset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EQ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1. Neutron MP의 각종 세팅

Fig. 11 Various settings of the Neutron MP

Ⅳ. Sam Music Player 구현

위의 두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안하

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새로운 뮤직 플레이어 어플리케

이션을 제작 하였다.

4.1. Music Player 설계

본 장에서는 위의 어플리케이션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림12와 같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새로운 Music Player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였다. 

Audio Hardware는 CPU ARM v7, Channels-2(MAX: 
2), Bits-32(output:16), Frequency :48000, Latency-250 
(min:96)로 설계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Sam 
Music Player 라고 정하였다.

그림 12. Sam Player 애플리케이션

Fig. 12 Sam Player App

4.2. Sam Music Player

한글과 직관 적인 UI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처음 다뤄보는 사람이라도 각 버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기 쉽게 만들었다.

그림 13. Sam Player Setting
Fig. 13 Sam Player Setting

4.3. Setting 화면

사용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설정을 제외하였다. 일
반적으로 세팅을 하지 않고 노래만 듣는 사용자들이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림13과 같이 세팅 메뉴들만 구성

하여 사용자들이 Equalizer나 Sound Setting에 쉽게 접

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4. Parametric Equalizer

Parametric Equalizer 기능을 추가하여 그림14와 같

이 사운드에 민감한 사용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음색

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4. Sam Player 파라매트릭 이퀄라이저

Fig. 14 Sam Player Parametric Equalizer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뮤직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인 Right 
Mark Audio Analyz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분석 후 단점을 보안하여 안드

로이드 기반의 뮤직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설

계하였다. 현재 가격이 비싸고 용량도 크지만 더 좋은 

음질의 음악 재생 포맷이 나오고 있으며 사운드를 듣는 

청취자들 또한 저렴하지 않지만 질 좋은 사운드를 원하

고 있다. 그러므로 점차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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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사운드에 관한 관심도 또한 높

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 스마트폰 도킹 오디오의 문제점과 

현 도킹 오디오 시장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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