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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실내음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음향 측정 신호인 blank pistol, maximum length 

sequence, sine sweep 을 이용한 충격응답 특성을 

분석한다. 각 충격응답의 실내음향 인자들을 먼저 

비교 분석하고 sine sweep 속도에 따른 충격응답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실내음향 인자를 찾기 위한 

sine sweep 속도를 결정한다.

1.서론

Sabine 에 의해 실내음향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이 

시작된 이후 좋은 흘의 객관적인 인자를 만들고, 

그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졌다.[1] 그러나 실내음향 측정 시에 발생되는 

오차와 측정 데이터 분석의 한계점 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실내음향 측정 기법들의 특성과 적용 한계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각각의 분석 

기법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2. 측정 기법

2.1 Blank Pistol

임펄스와 비슷한 형태로 실내음향 측정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신호가 경기 신호용 화약 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화약 총은 비교적 무 지향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2], 화약 총 외에 실내음향 

측정 음원으로 쓰이는 것은 박수 소리, 전기 스파크, 

풍선을 터뜨리는 방법 등이 있는데 모두 저 주파수에서 

고 주파수까지 동일하게 내주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공간을 충분히 여기 

시킬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한 점이 경기 신호용 화약 

총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2 MLS (maximum length sequence)
노이즈 신호를 사용하여 실내음향 인자들을 측정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옥타브 대역 노이즈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다.[4] 그러나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호대잡음비(SNR)가 낮은 문제로 인해 새로운 측정 

기법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상호 연관 (cross

correlation) 흑은 컨볼루션 (convolution) 과 같은

신호처리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4] 그 중에서 상호 

연관 을 사용하는 MLS 방식은 화이트 노이즈 방식에 

비해 crest factor 가 낮아 장비 보호 및 장비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반복 측정을 통해 신호대잡음비를 높일 

수 있으며, 적은 연산량으로 휴대용 측정 장비에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워 앰프 및 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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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에서 발생되는 고조파 잡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충격응답이 수렴하지 않고 잡음을 가지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고, 시간에 따라 음향 환경이 변화하는 

야외 음향 측정에서는 측정 오차가 큰 문제점을 

가진다.[5]

2.3 Sine Sweep
sine sweep 은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신호이며, 사인 파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따라 

linear sweep 과 logarithmic sweep 으로 나눌 수 있다.[6] 

sine sweep 은 MLS 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MLS 와 sine sweep 비 교

sine sweep MLS

신호대잡음비 높다 낮다

crest factor 3dB 10dB

time variance 강인 취약

noise reduction 가능 불가능

주파수 크기 조절 가능 불가능

sine sweep 을 이용하여 충격응답을 구하는 과정은 

컨볼루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와 

연산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sine sweep 속도에 따라 

방사되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sine sweep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충격응답 측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sweep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할 경우 큰 Q 값을 갖는 공진주파수 특성까지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sweep 길이를 짧게 해주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여 큰 Q 값을 갖는 공진 주파수 

즉정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동일한 공간에서 sine 

sweep 속도에 따른 충격응답 파형을 비교, 분석하고 

실내음향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sine 

sweep 을 이용한 측정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흐卜게 된다.

3. 충격응답 분석

3.1 Blank Pist이
실내음향 측정 기법에 따른 충격응답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측정 공간을 3000 석 규모의 체육관, 1000 석 

규모의 H 홀, 500 석 규모의 D 대학 강의실, 100 석 미만 

규모의 강의실 등 다양하게 선택하였다. Blank pistol 은 

경기 신호용 화약 총을 선택하였으며 측정용 

마이 크로폰은 콘덴서 형 으로 Praxis 측정 용 마이 크, AKG 

C414, RODE NT2 를 사용하였다. 마이크로폰 신호는 

휴대용 DAT 녹음기 장비 인 TascamDA-Pl 을 사용하였고, 

디지털 오디오 단자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 시킨 후 

음향 편집 프로그램 Cooledit 2.0 및 실내 음향 분석 

소프트웨어 Aurora 플러그 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AKGC414 0mni

그림 2. AKGC414 의 파형을 확대한 모습

그림 1 은 화약 총을 음원으로 사용하고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수음한 충격응답을, 그림 2 는 

이를 확대시켜 나타내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큰 흘의 경우에서도 마이크로폰 다이어프레임이 화약 

폭발음의 순간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해 한쪽으로 

바이어스 (bias)가 걸리고, 클리핑(clipping)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시판 중인 대부분의 

측정용 마이크로폰의 내압이 화약 총 충격응답 

측정에는 부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왜곡된 

충격응답을 사용하여 실내음향인자를 분석할 경우 

대부분의 실내음향 시, 공간 인자들이 잘못된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잔향시간 (RT-60) 의 경우는 다른 

측정 기법과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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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향시간을 측정하는 데는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2 MLS
MLS 와 Sine Sweep 의 측정은 각각의 음원에 대해 

12 면체 라우드스피커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장소는 잔향시간과 흡음 특성이 전혀 다른 3000 석 

규모의 체육관, 1000 석의 H 홀, 500석의 D 대학 강의실, 

100석 미만의 강의실 등을 선택하였다.

그림 3.MLS 및 sine sweep 을 이용한 충격응답 측정도

MLS 신호 발생 은 Aurora 를 사용하였고 측정 은 praxis 용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사용 하였다. 신호대잡음비를 

높이기 위해 신호음을 10 번 반복해서 측정한 후 

평균을 취하였다. 그림 4 는 MLS 10 회 반복 과정을 

통해 구한 충격응답을 나타낸다.

초기 반사음 도달 시간 및 에너지의 크기가 실내 형상 

분석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내음향 인자도 

신뢰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

표 2.MLS 를 6 용한 충격응답 실내음향인자 분석

125 250 500 1K 2K 4K C50 C80 D50

0.74 0.59 0.42 0.48 0.57 0.55 6.14 13.7 80.4

3.3 Sine sweep
sine sweep 을 이용한 측정은 MLS 와 동일한 공간에서 

Praxis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실내음향 인자 분석은 MLS 

분석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Aurora 를 사용하였다. 

그림 5, 6, 7 은 500 석의 D 대학 강의실을 측정한 것으로 

sine sweep 길이를 1, 10, 90 초로 설정하였을 때 

충격응답을 각각 나타낸다. sine sweep 길이를 길게 

할수록 초기 반사음 에너지들이 약간씩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실내 형상에 따른 룸 

모드(room mode)들을 즉정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충분히 

여기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룸 모드들이 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흡음률이 

낮은 실내의 경우에는 더 긴 sine sweep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6 의 10 초 길이의 sine sweep 을 이용한 

충격응답이 MLS 를 이용한 충격응답과 가장 유사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MLS 충격응답 (10회 평균)
그림 5. sine sweep 1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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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ine sweep 90 초

표 3. sine sweep 과 MLS 의 시 간 별 잔향 비 교

125 250 500 1K 2K 4K

MLS 0.74 0.59 0.42 0.48 0.57 0.55

1 초 0.82 0.57 0.44 0.59 0.79 0.59

¥0 초 0.75 0.57 0,42 a솨 8 0,59 0.55

90 초 0.70 0.54 0.42 0.45 0.55 0.52

표 4. sine sweep 과 MLS 의 명 료도 비 교

500 1K

C50 C80 D50 C50 C80 D50

MLS 5.8 12.58 79.17 6.47 14.84 81.62

1 초 6.4 12.15 81.37 5.99 15.17 79.89

10 초 5.74 12.3 80.53 6.26 14.75 81.15

90 초 5.48 8.88 77.92 6.39 12.03 81.32

의존하게 되는데 충격응답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10 초 

길이의 sine sweep 을 사용한 실내음향 인자들이 MLS 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4.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실내음향 측정 기법을 소개하고 

그 장, 단점을 비교하였다. 우선 최소 장비로 

잔향시간만을 측정할 때는 blank pistol 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잔향시간 이외의 실내음향 인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압이 큰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충격응답을 수음하고 분석해야 한다. MLS 와 sine 

sweep 로 즉정할 때는 sine sweep 의 속도를 10 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MLS 를 사용한 측정법과 유사한 

실내음향 인자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더 많은 음향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 

비교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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