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QQ0년도 한국음향학희-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9 권 제 2(s) 흐

주관적 음향성능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정대업 

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A study on a subjective evaluation method

for the acoustical quality of rooms
Dae-Up Jeong

Faculty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aeupj @moak.chonbuk.ac.kr

요약문

음향공간의 질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주관 

적인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은 주어진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종 

합적인 지각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 

로 이를 정량화하여 상호비교하는 작업의 어려움과 한 

계는 많은 연구논문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음향공간내에서 음색지각의 변화를 JND개념을 이용하 

여 정 량화하고 이를 음향선호도와 비교함으로써 기존의 

주관적 평가방법보다 객관화된 평가방법 제안의 가능성 

을 논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는 악기의 연주음을 들을 때나 또는 사람들의 

대화음을 듣게 될 때 악기에 따라서 또는 말을 하는 사 

람에 따라서 각각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이는 악기의 종류나 또는 사람들간의 목소리의 차이를 

구분 • 가능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와 같이 각 

소리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소리의 특성을 

음색 (tone color) 또는 음의 질 (timbre 또는 tonal 

quality)의 차이로서 설명한다.

그러나 동일한 악기나 사람으로부터 연주 또는 발성 

되는 완벽하게 동일한 음이라 할지라도 공간을 달리해 

서 듣게 되는 경우, 미세하지만 뚜렷한 소리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소리의 채색 

효과 (coloration) 에 의한 것이다 (Bilsen, 1968). 즉 소 

리를 청취하게 되는 공간의 건축음향적 특성에 의해서 

실의 각 표면에 부딪히는 반사음이 직접음에 독특한 색 

을 입힘으로써 청취자는 공간에 따라 다른 소리를 경험 

하게 되는 것이다. 주관적 실내음향학 (Subjective 

room acoustics) 에서는 이와 같은 음향공간간의 질적 

인 음향성능의 차이를 구명하는데 있어, 공간을 사용하 

는 사용자 (청중, 연주자 그리고 음향전문가등)의 주관 

적 반응을 정량화하여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연관시키 

려는 시도를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서 시행해왔다. 그러

나 공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질적인 차이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반웅을 정량화하여 직접 비 

교하려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그 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주관적 음향성능평가방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의 음향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반응을 정량화함으로써 각기 다른 음 

향공간의 질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리의 질 

(quality)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음색 (timbre)을 연구 

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기 다른 공간 내에서 사용자 

들의 정적음색변화에 대한 지각한계치 (JND, just 

noticeable difference)를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결과 

와 실 음향선호도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동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음색

음색의 정의는 Helmholtz (1877)가 음색 (timbre)이 

라는 용어를 최초로 언급한 이래 그 정의와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가장 흔히 인용 

되면서 또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의는 

미국표준협회 (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 ASA) 

(I960)에 의해 제안되었다. ASA는 음색을 "음의 높이 

(pitch) 및 크기 (loudness)가 동일하게 연주된 각기 다 

른 악기로부터의 소리를 구분 • 가능토록 하는 지각요소 

(perceptual attribute)”라고 정의하고 있다. Pratt 과 

Doak (1976)는 여기에 길이 (duration)라고 하는 물리 

적 제한 요소를 추가하여 이와 같은 정의를 보완하였 

다. 음색의 지각은 여러 가지 물리적 차원들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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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차원적인 지각요소로서, 

전체 음색공간 (timbre space)을 특징 지울 수 있는 단 

순 명료한 단일변수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 

금 음색의 변화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물리적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 

이고 있다. 좁은 의미로서의 음색의 변화에 대한 지각 

은, 소리의 스펙트럼 변화 (스펙트럼의 형태나 소리를 

구성하는 각 단음 (partial 또는 sin이e tone)의 주파수 

축상의 위치 등)나 파형 (amplitude envelope)^] 변화에 

의해서 유발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차원 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이나 유사성 판단법 

(similarity- judgement technique)을 활용한 연구와 음 

악음의 분석 및 재합성연구 등을 통해서 밝혀져 왔다. 

이들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두 개의 차원은 각각 스펙 

트럼 중앙치 (the centroid of amplitude of the 

spectrum) (Grey and Gordon, 1978； Iverson and 

Krumhansl, 1993； Krimphoff et al., 1994； Kendall and 

Carterette, 1993, 1996)와 음의 상승 (attmk) 부분의 특 

성 (Grey, 1977； Krimphoff et al., 1994) 또는 전체 파 

형의 특성 (Iverson and Krumhansl, 1993)이다.

정상상태 (steady state) 복합음의 경우, 음색은 주로 

적용된 대역의 폭, 한계주파수 (cutoff frequency), 포먼 

트 (formant) 구조 등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스펙트럼의 형태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 

며 (von Bismarck , 1974； de Bruijin, 1978； Plomp, 

1970), 이와 같이 정상상태 복합음에 대한 음색의 지각 

특성을 정적음색 (static timbre)이라 한다. 반면,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 소리의 경우, 음색은 소 

리의 파형과 더불어 시간에 따른 변동특성 (temporal 

characteristics)에 의해 좌우되며 (Letowski, 1992), 이 

는 정상상태음의 음색과 구분하여 동적음색 (dynamic 

timbre)으로 불리운다.

3. 정적음색의 평가개요

3.1. 피험자

네 명의 남자 대학원생들과 세 명의 여성 대학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중 세 명의 피험자들은 

이전에 청감 실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피험자 DU를 제외 

한 전원은 음악적 경험을 소유하였다. 청력평가결과,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125〜 8000Hz의 표준옥타브밴드 대역에 대 

해서 모두 정상적인 청각기능 (ISO 389, 1991)을 소유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3.2. 음원

실험에 사용된 음원들은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인 Csound 

를 이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16bit, 44.1kHz). 

제작된 음원들은 상한주파수 (cutoff frequency) 10kHz에서 

저음역 통과 필터 (low-pass filter)가 적용되었으며, 각각 

5ms 의 상승시간 (rise time) 및 감쇠시간 (decay time) 을 갖 

도록 선형함수가 적용되었다. 모든 음원의 길이는 상승 및 감 

쇠시간을 포함하여 110ms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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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준음원 및 비교음원의 주파수별 amplitude.

모든음원은 기본음을 포함하여 총 5 개의 화음으로 구성된 

복합음 (Fo=44OHz)을 사용하였으며, 복합음을 구성하는 각 단 

음들은 대략적으로 인접한 단음의 critical bandwidth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선형적인 등간격으로 배치되었다. 그림 1은 

표준음원 및 비교음원의 주파수별 상대 음압 (relative 

amplitude)을 나타내고 있다. 표준음원의 스펙트럼 중앙치 

(spectral centroid)은 2.95로 고정되었으며, 음을 구성하는 각 

단음의 크기는 0.5를 갖도록 조절되었다. 반면, 비교음원의 스 

펙트럼 중앙치는 2.93에서 241까지 0.02의 간격으로 변화되었 

으며, 표준음원과 비교음원 모두 각 화음의 크기총합은. 항상 

동일하도록 조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중앙치의 산 

정을 위하여 Kendall과 Carterette (1996)°] 제안한 기본음 

주파수 가중공식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분모는 기본음주파수 

에 의해 가중치가 적용되며 기존의 산정방식과는 달리 단위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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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1 Fn • An
C=—竺=0 _________

FQi. An 
n = Q

(1)

여기서, C： 스펙트럼 중앙치 (단위 없슴) Fo： 기본음 주파수 (Hz)

An： n 번째 상음의 크기 Fn： n 번째 상음의 주파수 (Hz)

선호도 평가에는 4 개의 독주악기로 연주된 무향실 녹음음 

원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음원의 길이는 대락 10초 정도로 조 

절되었다.

3.3.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더미헤드 (dummy head) 및 무지향성 음원 

을 사용하였다. 또한 모든 피험자들이 동일한 음원에 노출되 

도록 하기 위하여 무향실에서 녹음된 음원들이 채택되었다. 

더미헤드 녹음을 위하여 무향실 (wxhxd = 450X360X 

300) 내 1개 지점 및 잔향이 긴 실 (wxhxd = 635 X 410X 

515) (RTmid=2.9s)내 5개 지점을 선정하였다(그림 5 참조). 

각 지점에는 더미헤드 (KEMAR HEAD, DB062)가 바닥으 

로부터 1.2m 높이에 설치되었으며 항상 음원을 지향하도록 조 

절되었다. 더미헤드에는 场인치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B&K 

Type 415)이 귀바퀴 위치에 설치되었다. 음원들은 무지향성 

음원을 통하여 재생되었으며 이는 각 위치에 설치된 더미헤드 

를 통하여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DAT, SONY, 

PCM-2700A)에 녹음되었다 (그림 5 참조). 각 위치에서의 녹 

음레벨은 레벨측정기를 통하여 동일한 녹음레벨을 얻을 수 있 

도록 조절되었다.

그림 5. 녹음 및 청취실험의 시스템 구성도

청감실험은 조용한 실 (암소음레벨 35dBA 미만)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험자는 헤드폰任C1000, AKG)을 통하여 

음원을 듣고 키보드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요구하였 

다. 음원의 제시와 피험자로부터의 웅답의 기록은 

PSYCHLAB (Gum, 1997)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청 

감실험은 유사성 판단법 (similarity judgement) 과 

Constant stimuli 방법을 사용하여 시행되었다. 음색변 

화에 대한 JND 는 각 응답자별로 75%의 정답율을 나 

타내는 스펙트럼 중앙치의 차이로서 결정되었다.

4. 실험결과 및 토의

정상상태 복합음의 정적음색변화에 대한 JND 값이 

무향실 및 잔향실 청취조건을 대상으로 하여 청감실험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다음의 그림 6은 무향실 1개 지점과 

잔향실 내 5개 지점에서 측정된 음색변화의 JND를 나타 

내고 있다. 분석결과,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들이 잔 

향실 조건에서보다는 무향실조건에서 더 낮은 JND를 보 

여 주고 있다. 피험자 전체평균을 비교하면, 표준음과 비 

교음 간의 스펙트럼 중앙치의 차이가 무향실에 비해 거 

의 2 배가 되었을 때 음색의 차이가 있음을 지각하기 시 

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감실험을 통해 나타난 실 

표면으로부터의 반사음 유무가 청취자의 음색지각에 미 

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A 검증 (paired 

means comparison)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표 1). 검증 

결과, 무향실 청취환경과 잔향실 청취환경을 대상으로 

측정된 JND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 (p<.05)가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반사음이 없는 공간이 반사 

음이 존재하는 청취공간보다 음색변화를 인지하는데 보 

다 유리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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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향실 및 잔향실에서 측정된 정적음색의 JND (오차막대는

士 표준편차를 나타냄) (A： 무향실, Po~P4： 잔향실내 수음점).

또한 동일청취환경 .(잔향실) 내에서 청취위치를 달리 

할 경우, 피험자의 음색변화에 대한 지각 능력도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취지점 P1 및 P3에서 

의 JND는 다른 3개 지점에서 측정된 JND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표 1). 이와 같은 차이는 동일한 실내에서도 청취위 

치에 따라서 음색의 변화를 지각하기 쉬운 곳과 어려운 

곳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1. 측정된 실별, 위치별 JND값의 차이에 대한 t-검증결과 (Po~B* 

잔향실내 수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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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위치간 차이 t 값 P 값

무향실과 Po -8.289 .0002 «.0005)

무향실과 P1 -8.519 .0001 «.0005)

무향실과 P2 -2.862 .0287 «.O5)

무향실과 P3 -7.793 .0002 «.0005)

무향실과 P4 -4.741 .0032 «.005)

Po 와 Pi -3.207 .0184 «.O5)

Po 와 P2 1.107 .3108 0.05)

Po 와 p3 -1.398 .2117 0.05)

Po 와 P4 1.288 .2453 0.05)

Pl 과 P2 5.660 .0013 «.005)

Pl 과 P3 2.553 .0433 (<.O5)

Pl 과 P< 3.609 .0112 (<.O5)

p2 와 p3 -3.244 .0176 (<.O5)

p2 와 风 -0.058 .9554 0.05)

P3 와 P4 .2.486 .0474 «.O5)

Listening position

二림 7. 3개 지점에서 측정된 음향선호도

표 2. 음향선호도와 JND간의 상관관계

Cello Flute Guitar Xylophone I

NDs or ipccirai centroid -0.210 -0.634 0.768 0.725

g.3666) (P<0.005) (P<0.0001) (P<0.0001)

음향선호도와 정적음색의 JND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기타와 실로폰 연주곡에 대해서는 긍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p<.0001), 플륫연주곡과는 부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음색 JND가 높을수록 기타 

나 실로폰과 같은 악기의 연주를 듣기에 선호하는 음향 

공간이며, 플륫 연주를 듣기에는 JND가 낮은 공간이 

선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005).

5. 결론 및 향후 연구

연구결과, 정적음색변화에 대한 피험자의 JND는 청취 

공간의 음향특성이나 공간내 청취위치변화에 따라서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적음색변화에 대한 JND는 실내반사음의 유무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반사음이 존재하는 공간의 경우, 반사음 

의 세기나 도달시간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음향선호도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연 

주되는 악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적음색의 

JND가 음향선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음악당 등의 실제 공간 

들을 대상으로 하여 물리적 음향성능 평가 요소들 (잔향 

시간, 초기감쇠시간, IACC, 명료도 관련 인자등) 및 음향 

선호도와 정적음색변화의 JND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 

며, 또한 실의 음향특성에 따른 동적음색변화의 JND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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