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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전기적으로 음장을 가변하여 청감적 인상 

에 변화를 주는 실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실험은 마 

이크로폰으로 무대의 음원을 수음하고 잔향기로 옆방향 

반사음과 잔향음을 각각 생성하여 스피커로 출력하였다. 

실험 결과 실내의 청감적 인상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 음원 수음 시 발생하는 하울링, 실내 잔향과 다른 

스피커의 음색, 잔향기에서 발생하는 음색 변조 둥 기 

술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1. 서론

다목적 홀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므로 여러 잔향 

시간과 청감적 인상 등 음향 특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엔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실내 형태나 흡음률 

을 건축적으로 변경하였다. 최근엔 설비의 규모와 경제 

성이 유리한 전기 음향 장비로 음장을 가변한다. 전기 

음향 장비는 반사음 제어가 용이하며 간결하게 구성이 

가능하고, 가변 범위도 크다.

본 논문은 실내에서 청취자에게 전달되는 반사음의 

에너지, 도래 시간, 입사 각도를 전기적인 장비로 제어 

하여 청감적 인상에 변화를 주어 다목적 홀에 적합한 

음장 가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험으로 음장 파라미 

터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청감으로 확인하였다. 

음장 가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음색변조의 개선, 수음 

시 발생하기 쉬운 하울링의 억제, 실내 잔향의 음색과 

전기적인 잔향 음색의 이질성도 해결하였다.

2. 좋은 다목적 흘

가정용 오디오로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을 경험하기 위 

해 홀을 찾는다. 현장감은 음량감(loudness), 확산감 

(spaciousness), 잔향감(reverberance)의 청감적 인상 

으로 표현된다. 에코 등 음향 장애가 없으며 만족스러 

운 세가지 청감적 인상과 행사에 적절한 잔향 시간을 

형성한 실내 음향이 좋은 홀이다.

2.1 실내 반사음과 청감적 인상

실내에서 발생하는 음의 종류와 청취자의 청감의 관 

계를 표1에 요약하였다. 초기 반사음과 잔향음이 각각 

청감적인 인상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 그러므로 두 반 

사음을 각각 조정하면 청감적 인상을 세부적으로 제어 

할 수 있다.

표 1 실내에서 음의 구성과 청감 역할

분

륜
수음 특징

지향

특성
역할

청감적 

인상

직

접
으

-정면에서 입사

-제일 먼저 도달
직접

-음상 정위

-음질 표현
음량감

초 

기 

반 

사 
으

-약 20~80ms 지연 

된 반사음

-측면 및 위 방향에 

서 도래

입사방향과 레벨의 

함수

지향성
-지접음 보강

-명료도 강조

-확산감

-명료감

-음상의 폭

잔

향
으

-모든 방향에서 도래

-약 50~80ms 이후 

반사음

무 

지향성

-명료도 저하

-잔향감 증가

잔향감

공간감

2.2 반사음에 의한 음량감의 제어

직접음과 약 10ms 이내의 반사음과의 합성음이 청취 

자의 음량을 중가시킨다. 그러므로 반사음의 도래 시간 

과 에너지 레벨을 조정하면 음량감의 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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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옆방향 초기 반사음에 의한 공간감의 제어

청감적인 음상의 폭은 옆방향 초기 반사음 에너지와 

입사 각도와 관련 있으며, 초기 반사읃 에너지를 높이 

거나 도래 시간을 조절하여 음상의 폭을 제어할 수 있 

다. Ando의 실험에 의하면 직접음에 대해 55도 정도의 

측면 초기 반사음 입사 각도가 최적이다. 또 직접음에 

대한 측면 초기 반사음의 레벨과 지些 시간은 음원의 

공간 인상에 영향을 준다. 직접음에 대해 반사음의 음 

압 레벨이 -5dB 낮고, IDTCInitial Delay Time)가 

40ms 이상 되어야 공간감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측면 

초기 반사음의 에너지 레벨과 IDT를 조절하여 공간감 

을 줄 수 있다.

2.4 잔향감의 제어

잔향감은 청감적으로 잔향음과 관련 있다. 잔향음이 

에너지 감쇠와 에코패턴에 따라 다른 잔향감을 느끼게 

된다. 인공적으로 잔향음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거나, 

감쇠 시간을 늘리면 실내의 잔향감을 바꿀 수 있다.

3.음장  가변 시스템 구현

3.1 시스템 개요

제2항의 내용과 같이 반사음의 입사 각도, 에너지 레 

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림 3-2와 같이 전기 장치를 

구성한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 3-1 과 같이 令내 음원 수음용 

마이크로폰, 잔향기로 음장 가변 시스템을 구성하고 스 

피커로 인공 잔향을 출력, 실내 옆방향 초기 반사음과 

잔향음에 변화를 주어 청취되는 청감적 인상에 변화를 

주었다.

음장 가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축된다.

① 마이크로폰으로 실내 음원 수음

② 초기 반사음 생성기로 옆방향 초기 반사음 생성. 잔 

향음 발생기로 잔향음 각각 생성

③ 제2.3항에 의해 각 스피커의 스피커 지향각도 결정

④ 초기 반사음 생성기의 출력 레벨 臾 IDT를 조절하 

여 공간감 형성

⑤ 스피커의 음색을 실내 반사음과 동일하게 조절하기 

위해 음색 보정.

⑥공간 인상 형성을 위하여 스피커의 출력 레벨 및

그림 3-1 옴장 가변 시스템 스피커의 왼리

9QNAL IN

그림 3-2 음장 가변 시스템 구성도

3.2 옆방향 초기 반사음 초기 반사음의 생성

하나의 잔향기로 초기 반사음을 생성한 결과 그림 

3-3과 같이 에너지 변화에 주기성이 있어 음색변조 

(coloration)가 발생한다.

□JRSOl! u - -23.G2^ x - 61.M7B (1B3B) 그

림 3-3 초기 반사음의 음색변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3-4과 같이 잔향기를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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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 초기 반사음을 생성하였다. 두개의 잔향기는 

각기 다른 초기 반사음을 생성하도록 조정하였다. ri림 

3-5를 보면 개선된 초기 반사음 생성기는 에너지 변 

화에 주기성이 없어 음색 변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음장 부가 시스템에서 스피커를 측벽에 설치하여 옆 

방향 초기 반사음의 조건을 제어하여 청감적 인상을 제 

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SOUND SOURCE -------1 ER GEN, j■—.

ERGEN. J—-ER SING AL 

0-+4d8

二림 3-4 음색 변조 개선을 위한 잔향기의 연결

그림 3-5 개선된 잔향기 에너지 변화도

3.3 잔향음의 생성

'여러 개의 콤 필터(comb filter)와 올 패스 필터(all 

pass filter)를 조합하여 그림 3-6과 같이 잔향음 발생

잔향기의 임펄스 레스폰스를 보면 그림4-3과 같은 

주기성이 없어 음색변조가 발생하지않는다. 그러므로 

한대의 잔향기로도 잔향음 생성이 충분하다.

그림 3-7 잔향음 발생기의 에너지 변화도

잔향음은 방향성 정보가 없으므로 잔향음용 스피커는 

천장이나 뒤쪽 벽면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목 

적 흩의 경우 춰적의 설치 위치는 천장이다.

3.4 음원의 수음 방법과 하울링 방지

효과적으로 인공 반사음을 생성하려면 직접음만을 수 

음하여야 하지만 실내에서는 직접음과 잔향이 함께 마 

이크로폰으로 수음 된다. 그러므로 초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음원에 최대한 접근하여 수음하여. 직접음 

을 최대한 수음하였다. 하울링은 수음 시 음원의 음과 

잔향이 feedback 되어 특정 주파수에서 발생한다. 하 

울링 억제하기위해 노치 필터를 사용하였다.

3.5 음색의 보정

잔향기에 의한 인공 반사음은 실내 반사음과 다른 음 

색이다. 그러므로 두 반사음은 청감적으로 구분되어 청 

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ri래픽 이퀄라이저나 파 

라미터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 스피커의 출력 주파수 

특성을 보정하였다.

4. 실혐 및 고찰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시스템을 ri림 5-1 과 같이 

600석 규모의 다목적 홀에 설치하였다. 초기 반사음 

및 잔향음용 스피커가 청감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출 

력 레벨을 조정하고 출력 주파수 특성을 보정하였다. 

또한 음색 변조나, 음상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 

템을 조정하고, 실내 음장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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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다목적에 설치된 음장 가변 시스템

향 감쇠가 변하여 잔향시간이 길어졌다.

IBJ

그림 4-3 잔향 감쇠곡선 비교

표 2는 음장 가변 시스템 사용 여부에 의한 음장 파라 

미터의 변화 값이다.

표 2 음장 파라미터 변화 비교

잔향시간은 3배 증가하였으며, D50은 20%감소, C80

파라미터 잔향 시간(s) D50(%>) 1 C80(dB) 1

음장가변 OFF 0.75 91.1 15.1

음장가변 ON 2.28 71.5
1 7.4 1

은 7.7 dB 개선되었다. 이로서 홀의 음악 연주에 적합 

한 음장 환경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以다.

그림 4-2 에너지 변화 비五

4.1 잔향 감쇠 변화 비교

그림4-3에 보면 잔향 가변 시스템 사용으로 에너지 

감소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졌으며, 그림 4-2와 같이 잔

5. 결론

실내의 반사음과 청감 관■계를 고려하여, 인공적으로 

초기 반사음과 잔향음을 실내에 부가하는 시스템을 구 

성하였다. 잔향기에서 발생하는 음색 변조를 개선하였 

으며, 하울링에 대한 대책 및 스피커의 출력 주파수 특 

성을 보정하여 실내 반사음과의 이질감을 해소하였다. 

600석 규모의 다목적 홀에서 음장 가변 시스템을 실험 

한 결과, 잔향 시간이 3배 증가되고 C80은 7.7 dB 개 

선되어 음악 연주에 적합한 음장 환경으로 변화됨을 고 

찰하였다. 본 실험으로 다목적 흘의 음장 변화가 실험 

적으로 고찰 되었으며, 간결하게 실용적인 음장 가변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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