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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dopts the psychoacoustical methodology to evaluate the acoustical qualities of rooms and describes some of the 
results of an attempt to develop such a tes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all response to subjects, a subjective experiment was 
performed in artificially simulated sound fields. Pairs of sounds having differences in duration/frequency were presented to a subject 
and the subject's responses were recorded. The stimuli were varied through an auralization system that simulates three different 
rooms. It was found that duration/frequency discrimination is influenced by the room conditions and that these discrimination 
procedures may form the basis for assessment of room acou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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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 흘의 음향측정 치 (acoust ical measures)와 

주관적 반응 (subjective responses) 과의 관계가 
연구되면서실제적으로 설계에 직접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MR 그러나 기존 홀의 음향에 

대한 평가는 특정음악, 음악가, 연주등에 대한 해당 

홀을 선호하는 것에서 독립적이어야 음향설계에 

신뢰도 높게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청취자들로부터 얻어진 의견들을 

종합하여 해당 홀의 음향적 양부는 가늠할 수 있어도.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정의하거나 새로운 

홀을 디자인하는데 적용할만한 일반적인 설계자료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음악당의 음향설계에 있어서 아직 

상당수의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최적의 

음환경은 결국 인간의 청각에 의존해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따른 

건축음향에서의 기술적 혁신도 청음자의 입장에서 

음향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면 그 

적용 폭이 매우 제한적이 된다.

음향설계에 정량적이고 반복 가능한 음향성능 

평가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가상실 

조건에서 청감능력이 비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감실험 (auditory percept ion test) 과 연주평가를 

통하여 음의 구성요소의 미세변화에 대한 청취자나 

연주자의 청감을 조사 비교하는 연구叫9＞는 공간의 

음향특성과 '음악적합성 '('music sui tabi 1 ity')을 

밝혀내는 한 방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의 미묘한 

변화에 대한 감지도를 음향상태의 양호도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음악가의 청감내용이 그 

공간의 음향요소들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조사하고, 음향성능 판단율이 음악당의 음향 

성능평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피려는 

것이다.

2. 가상 Hall음장과 음향특성 평가

청감실험의 설계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공간음장의 

영향을 가상실 조건에서 먼저 검토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실재공간에서 실험하여 공간설계나 청감조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실내음향 소프트웨어인 Odeon 과
auralization 소프트웨어인 Odeon Sound 그리고 Digital 
Audio Mainframe인 M50000] 사용되 었다. 규모는 같으나 

표면확산이 상이한 3개의 흘(400석)이 simulation 에 

사용되었다. AutoCAD로 3D Modeling 이 된 흘들은 

그림1 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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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ll-1 (반사면)

(b)Hall-2(확산 벽면, 후벽 제오I)

(c) Hall-3 (확산 천 정 잋 벽 면)

그림 1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Hall의 형상

위의 가상 홀에서 omni-direction의 음원을 무대에 두고 

객석 중앙부에서 실내음향에 대하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잔향특성은 Hall-2 와 Hall-3 가 Hall-1 보다 

중•고음 대역에서 Hall-1 (500Hz 에서 EDT=1.62조)보다 

1초 가량 더 길었고 직접음의 전달레벨은 세 흘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C80로 표시한 명료도는 확산표면을 

가진 Hall-2, Hall-3。］ Hall-1 보다 더 작게 나나났으며. 

음성의 명료도 (Deutlichkeit) 또한 Hall-1 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조기 측방 반사음 에너지비율(LF) 또한 Hall- 
2, Hall-3이 Hall-1 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RASTI(rapid 
speech transmission index)는 Hall-1 이 가장 높았고 Uall- 
3이 가장 낮았다.

청감실험은 실험방법에 있어 선택의 폭이 매우 

다양하나, 여기서는 청취자에게 일정한 음우丄을 

전달하는 비적응법과 정취된 음원 쌍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강제 택 일 법 (al ternat i ve-forced-choi ce 
procedures)이 사용되었다. 사전실험을 통해 얻어진 

청취자의 청각한계 부근의 음원을 무작위로 전달한 후 

얻어진 반응(정답률)을 각 음장별로 상호 비교하였다. 

음의 길이에 대한 사람의 청감대가 100msec에서 2초 

사이일 때 청각한계가 안정하므로12>, 100msec 의 순음을 

기준음 길이로 설정하여 가상음장에 대한 청감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음원은 Turbo C++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음 발생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음에 가까운 소리를 얻기 위하여 PC 내부에 

timer chip을 설 치 하여 신호를 발생시키 고 증폭하여 

헤드폰으로 피험자에게 들려주었다’

본 연구는 가상 공간에서 피험자의 음 길이 및 음 

높이의 징감실험과 음악청취에 의한 음장평가실험을 

실시한 깃이다. 실험에는 8명의 전문 음악인과 12명의 

음악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3개의 가상 청취 

환경에서 피험자들의 음의 길이, 높이에 대한 지각의 

정확도를 측정하였으며， 각 환경에서 재현된 연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청감실험에 있어서 훈련된 

음악가를 실험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Spiegel 과 

Watson"〉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취자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주의 깊은 청취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3. 음 길이 청감실험

3.1 실험 개요
PC에서 TC++로 만든 길이 지각 실험 프로그램을 

실행시 키면 기본음(1000Hz)과 이 기본음 보다 긴 

비교음의 쌍이 10회 반복된다. 음의 각 쌍을 들려준 

후 긴 음을 판단하도록 하며 이때 피험자가 답한 것을 

한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임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10회 

반복후 정답률을 알려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0Hz, 
4사Iz를 기본음으로 하여 음의 실험을 계속하게 된다.

3.2 실험 과정
가상실에서 음의 길이에 대한 판단율을 측정하기 

위해 비세한 음원 변화에 대한 청취자의 청감능력을 

양자택일법 (two-alternative forced-choice
procedures, 2AFC) 에 따라 실시하였다. 청취자에게 

음원이 쌍으认 헤드폰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싱취 판단을 징취 자가 직 접 키 보드에 입럭 하도록 

하였다. 음원은 각각 250Hz. 1kHz, 4kHz 순음쌍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두음을 비교도록 하였다. Onset 
time은 lOOmsec 이고, 기 준음과 비교음으记 이부어 진 

한 쌍의 음원 내에서 간격 (Interst imulus Interval. 
1SI)은 1조. 각 순음쌍의 간격은 피험자 자신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음과 비교음의 위치는 균등하게 

는-포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M5000으로 만든 3개의 가상 

공간에시 반복한다. 이 때 기 준음과 비 교음이 발생 되 는 

순서는 피험자들의 예즉을 방지하기 위하이 

Computer에시 무작위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본음과 비교음과의 길이 차이는 Pre-Test 를 통하여 

피험자 각 개인의 정답률이 평균 65-70% 정도일 때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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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결과
청감실험 결과 각 홀에서의 피험자의 길이 

판단율을 그룹별로 평균하면 그림 2와 같다. 

전문음악인과 음대 학생들 모두 확산면이 전혀 없는 

Hal 1-1 보다 확산음장 (Hall-2, Hall-3) 에서 길이 

판단율이 높았다. 전문 음악가의 경우 Hall-2 어)서, 

그리고 음대 학생들의 경우 Hall-3 에서 길이 판단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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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Hall별 길이 청감실험 결과

4. 음 높이 청감실험

5. 음악청취에 의한 음장평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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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실험개요 및 과정
본 실험은 두개의 짧은 연주음악을 3개의 

음장에서 피험자들에게 각각 들려주고 

크기 (loudness), 여 운의 정도(reverberance), - 
위 치 분간정도(spaciousness), >
방향감(envelopment), 명확도(clarity),
친근감 (intimacy), 저음의 양 (bass ratio), volume 감, 

음의 강도(intensity) 둥 9개 영역을 10 scale로 각 

평가하도록 하였 匸｝.

피험자는 3개의 가상공간에서 트럼펫 곡인 

Nielsen의 Trumpet Polka(23초)와 첼로 곡인 Weber의 

Variation and Theme No.2(2분 50초)를 각각 3회 이상 

들으면서 그 느낌들을 9개 영역에서 기록지에 
평가하였다.

5.2 실험 결과
각 흘에서 9개 영역의 음장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그룹별로 정리하면 그림 4와 같匸" 음장평가 결과 전문 
음악가나 음대 학생들 모두 실내가 확산면으로 

둘러싸인 Hall-2 와 Hall-3 의 음향특성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

4.1 실험개요 및 과정
음높이 지각 실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길이 

지각 실험과 같은 순서로 실험이 진행된다’ 이 때 음의 

쌍은 기본음(1000Hz)과 이 기본음보다 0.3% 이상 높은 
주파수의 비교음으로 이루어진다. 각각 기본음을 

25아Iz, 4kHz로 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4.2 실험 결과
음의 높이 청감에 대한 음장조건 변화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각 홀에서의 순음쌍에 대한 피험자의 

주파수 차이(고저차) 판단율을 그룹별로 평균하면 그림 

3와 같匸］■.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 음악가의 

경우 Hal 1-1 어］서 , 그리고 음대 학생들의 경우 Hal I-3 
에서 음의 고저차 판단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피험자 그룹은 음의 고저차 판단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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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Hall별 주파수 청감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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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Hall의 음향특성 평가 결과

6.결 론

동일한 재질로 마감되었으나 표면 형상에 
따라 확산면적이 상이한 3개의 가상공간어f서 음의 

기본적인 요소(길이, 높이)에 대한 음악가의 청감 

한계를 측정한 결과 음의 길이 청감실험은 공간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또한 각 공간에서 

음악가들로 하여금 두개의 연주곡을 정취하도록 하여 

공간의 음향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음의 길이 및 높이에 대한 인지와 주관적 음향 평가에 

따른 공간의 선호도 실험 결과 확산음장을 좋은 

음환경으로 평가 하였으며. 음장에 대한 평가가 높은 

훌이 길이 청감실험에 있어서 높은 정답율을 보였다. 

비록 가상 홀의 음향요소가 '요해도，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열세라 하더라도 실험에 참여한 음악가들은 

음악연주를 위한 음환경으로 선호하는 음장에서 

길이청감에 높은 판단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공간요소에 따라 청감한계가 달라지는 양상을 

실험적으로 밝혀 공간의 음향성능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은 음악당의 음향 설계를 위한 

음악청 감실험 개 발의 한 시 도에 불과하다 . 아직 까지 

실험법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실재공간과 가상실의 

상호관계, 재생음원의 현장감과 공간감에 대한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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