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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악 레코딩 산업에서 5.1 서라운드 사운드 프로덕션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널리 사용

되어 왔다. 많은 음악 엔지니어들은 과거보다 더욱 진보된 사운드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Sony/Philips, Fukada Tree, 그리고 Hamasaki

Square 등 여러 종류의 서라운드 마이크로폰 테크닉을 분석하고, 다양한 악기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분석하여 서라운드 사운드 프러덕션에서 보다 효율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1. 서론

1.1 개요

클래식 음악 녹음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폰 테크닉은

팝, 락, 재즈 등의 여타 장르 음악들과 많은 관점에

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은 음악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음향

적 그리고 기술적인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

미한다. 클래식 음악은 앞에서 열거한 여타의 다른

음악 장르들과 비교해 홀 자체의 리버브 타임, 소리

의 움직임, 그리고 연주하는 악기에서부터 마이크로

폰으로까지의 거리와 방향성 등 홀이 가지고 있는

음향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설치해 놓은 마이크로폰은 모든 음원에 대하여 효과

적으로 수음(capture)하고 제작되어야 한다.

1.2 방법

Figure-1의 실험은 450석 규모의 홀에서 평균

1.9ms의 리버브 타임(잔향)을 가지는 홀에서 진행되

었다. 제 1 바이올린(2명), 제 2 바이올린(2명), 비올

라(3명),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1명) 등 총 8명이 연

주하였고 모든 연주는 연주자 전원이 서로 시각적으

로 교감 할 수 있게 원을 그리듯 무대에 위치하였

다.

메인 마이크로폰 셋업은 Sony/Philips와 Fukada

Tree, 그리고 Hamasaki Square를 기본적으로 사용

하였지만, 홀의 특성과 연주자의 규모에 의하여 변

형되었다. Sony/Philips에서는 2개의 DPA 4003 그

리고 3개의 Schoeps MK2를 사용하였고, Fukada는

2개의 Neumann KM140, 2개의 Sennheiser MHK

800 그리고 1개의 Schoeps MK4를 사용했으며, 마

지막으로 Hamasaki Square는 4개의 Sennheiser

MHK800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악기의 보강 마이크로는 바이올린 솔로이

스트를 위하여 DPA 4011과 저음역을 담당하는

Neumann 184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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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위의 Figure 1 실험에서, 5개의 카디오이드 패턴의

마이크를 사용하는 Fukada Tree 테크닉을 오케스트

라의 정중앙에 위치시켰다. 모든 마이크로폰의 캡슐

이 소스에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특정한 악

기 하나만이 아닌 전체 오케스트라의 사운드가 일률

적으로 수음되게 하였다. 음원으로부터 마이크의 길

이는 1m ~ 1.5m이고 높이는 3.5m ~ 4m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마이크간의 거리는 1.5m를 유지하였다.

Fukada Tree 사운드를 확인 후에, 다섯 개의 마이

크 스탠드 중앙 바닥에 바운더리 마이크(Neumann

184)를 보강하여 풍성한 로우 엔드를 얻고자 카디오

이드 패턴의 마이크를 설치하였다.

Sony/Philips의 경우, 5개의 옴니 패턴의 마이크로폰

을 Fukada Tree와는 반대로 오케스트라 외부에 설

치하였다. 마이크 어레이의 위치는 음원으로부터

3m 거리의 앞 채널 마이크와 함께 5m의 높이를 유

지하였다. 이 서라운드 테크닉에서 어레이의 중앙을

기준으로 모든 마이크의 각도가 ITU (Figure 3참

조)모니터 스피커 규정 각도와 일치하도록 노력하였

다. 옴니 패턴의 특성상, 사운드는 매우 부드럽게 믹

스되었지만 Fukada Tree와 비교할 때 지나친 앰비

언스 노이즈가 신경 쓰였다.

마지막으로, Hamasaki Square 테크닉을 위하여 4개

의 Sennheiser MHK 800을 사용하였다. 소스에서부

터의 마이크 거리는 무대의 오케스트라에서부터

13m ~ 15m이고 각각의 마이크의 거리는 2m ~ 4m

떨어져 있으며 대략 1m의 마이크 높이로 설치되었

다. Hamasaki Square 테크닉은 오로지 반사되는 앰

비언스 사운드를 녹음하기 위함이었다.

2. 본론

2.1 Fukada Tree

Fukada Tree는 Decca Tree를 기본 컨셉으로 설계

되었지만, 옴니 패턴의 마이크 보다는 카디오이드

패턴의 마이크를 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앞 채널

에 들어오는 홀 잔향의 양을 줄이기 위함이다. 기본

적으로, 옴니 마이크는 서라운드 녹음 시에 앞 채널

과 뒤 채널 사이의 음을 강조하지만, 위의 녹음 세

션에서는 Sony/Philips 테크닉과 사운드 측면에서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뒤 채널을 담당하는 마이크 역시 카디오이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접음과 잔향의 사운드가 일정

하게 수음되도록 공간적인 고려를 하여 위치시켰다.

일반적으로 마이크의 위치는 홀의 규모와 오케스트

라의 사이즈에 의해서 약 2m 정도의 유동적인 거리

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 수음되는 서라운드

이미지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위하여 각각의 마이크

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거리와 각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앞 채널의 서라운드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Decca

Tree의 기본 모양을 차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 자체의 자연스러운 사운드

를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마이크 캡슐의 각도를 가

능한 한 수평적으로 설치하였다. 위의 Figure 1에서,

어떠한 마이크도 소스에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았고

각각의 마이크 간의 거리는 5미터를 초과하지 않아

두텁고 집중적인 소리를 녹음하고자 노력했다.

녹음 전에 예상하는 사운드는 녹음 후의 결과와 다

를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카디오이드 패턴의 마이

크를 사용했을 때는 사운드 이미지의 폭과 깊이가

다소 부족할 수 있고, 잔향과 로우 엔드 또한 충분

하지 않아 외부의 인공 잔향을 첨가해야 하는 경우

가 많다. 하지만 음질의 깨끗함(Clarity)과 각 악기

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미지(Localization) 측면의 경

우는 다른 테크닉에 비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매우 안정적인 앞 채널의 이미

지와 부드러운 저음, 그리고 다른 악기와의 유기적

인 조화는 Fukada Tree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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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Figure 2는 Figure 1의 실험을 기초로 나타

난 Fukada Tree의 사운드 이미지이다.

[Figure 2]

2.2 Sony/Philips Surround Technique

Sony/Philips 테크닉처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

은 엔지니어들이 앞 채널로 사용하는 옴니 패턴의

서라운드 마이크 테크닉은 홀의 자연스러운 잔향이

사운드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클래식 음악 녹음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5개의 옴니 패턴의 마이크를 사용하는 Sony/Philips

서라운드 테크닉은 비교적 넓은 규모의 홀에서 제법

큰 사이즈의 오케스트라에 효과적으로, 풍부한 중저

음과 부드러운 채널 이미지, 그리고 각 채널의 이미

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테

크닉의 목적은 홀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공간감을

나타내는데 있다. 옴니 패턴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디오이드 마이크를 사용하는 Fukada Tree

에 비하여 위상 이슈의 문제와 부정확한 서라운드

이미지라는 약점을 갖고 있지만, Sony/Philips 테크

닉은 상대적으로 매우 따뜻하고 웅장한 어쿠스틱 사

운드를 제공해 준다.

이 테크닉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라우드 스피커 셋업

의 국제적 기준인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Figure 3 참조)를 적용

하여 개발되었다. 스피커의 각도는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채널은 30도 그리고 뒤의 왼쪽, 오른쪽

서라운드 채널은 110 ~ 120도. 특히 모든 스피커의

거리는 엔지니어의 자리인 스윗 스팟(Sweet Spot)

에서 동일하다.

[Figure 3]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Sony/Philips 테크닉은 오케

스트라와 같은 대규모의 레코딩을 위하여 설계된 것

이지만, 또한 규모가 작은 앙상블에서도 매우 효과

적인 사운드를 만들기도 한다.

Fukada Tree의 셋업에서처럼, Sony/Philips에서도

모든 마이크의 캡슐은 음원에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

았고, 어레이의 모든 마이크로폰의 길이는 5m를 초

과하지 않았으며 홀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든

음원의 소리들을 수음하려 노력했다. 카디오이드 패

턴의 마이크와 반대 개념으로써, 옴니 패턴은 비교

적 음원과 가깝게 설치하였음에도 프론트 채널의 음

원에 대한 모든 주파수를 수음하여 옴니 패턴 마이

크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을 생산해 내었다.

Fukada Tree 만큼은 아니지만, Sony/Philips 테크닉

은 훌륭한 다이내믹과 명료함, 그리고 조화된 잔향

을 연출하였다. 히스 노이즈와 저음의 둔탁한 사운

드를 제외하면, 5개의 옴니 패턴을 사용하는

Sony/Philips 테크닉은 자연스러운 타임 딜레이를

이용한 향상된 서라운드 이미지와 풍부한 저음 그리

고 인공의 잔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충분한 공간감

을 나타낸다.

Figure 4는 Figure 1에서 확인된 Sony/Philips 서라

운드 사운드 이미지이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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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amasaki Square

Figure 1의 레코딩 세션에서 Hamasaki Square 테

크닉의 사용은 5.1 서라운드 뒤 채널을 위한 앰비언

스 사운드를 보강하기 위함이다. 사각 모양인 이 테

크닉은 4개의 양지향성(Bi-directional) 마이크를 기

본으로 사용하고 다소 유연한 공간적 위치를 갖는

다. 사각의 형태에서 두 개의 후면 마이크는 바로

뒷 채널의 라우드 스피커로 가고(75%), 프론트 채널

의 두 마이크의 시그널은 앞과 뒤 채널의 스피커로

분산되어 엔지니어에게 질 좋은 앰비언스를 선사한

다.

Hamasaki Square 테크닉은 경우에 따라서 마이크

사이에 배플(Baffle, 음원의 분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막)을 사용하는데, Figure 1에서는 Hamasaki

Square를 오직 앰비언스를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의

도적으로 배플을 설치하지 않았다. 음원과 마이크

간의 거리에 기인하여 매우 젖은(Wet) 공간감을 생

산하여 인공적인 잔향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어두

운 음색과 지나치게 강조된 저음으로 전체적인 사운

드에 해를 끼칠 수 있다.

 

3. 결론

Fukada Tree 테크닉의 최대 장점은 어떠한 마이크

테크닉도 따라 할 수 없는 정확한 음원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고, 명료한 음질을 생산한다. 보다 부드러

운 사운드를 위해서는 인공의 잔향을 첨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Hamasaki Square를 적

정하게 첨가한다면 인공 잔향 없이 자연스러운 사운

드를 생산할 수 있다. Hamasaki Square는 홀의 자

연 잔향이 약 1.5ms 이하 일 때 그 사용이 빛을 발

한다. 스테이지(음원)에서 멀리 떨어져 셋업 하는 지

리적 특성 때문에 어쿠스틱 잔향이 긴 홀에서는 매

우 어두운 음색과 에코, 그리고 타임 딜레이에 따른

위상의 위험 때문에 사용상에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Sony/Philips 테크닉은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레코딩

에 두 개의 앰비언스 마이크로폰을 보강하여 사용한

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ukada

Tree와 Sony/Philips 테크닉 모두 모니터 스피커 뒤

채널에 정확한 사운드 이미지의 구현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어서 Hamasaki Square나 다른 여분의 앰비

언스 마이크를 사용하여 보강하면 보다 만족할 만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보다 나은 5.1 서라운드 레코딩에서의 공간 이미지

를 만들려면 앰비언스 마이크를 사용하여 밝고 명료

함에 큰 효과가 있는 Fukada Tree에 보강하거나,

Decca Tree에 Hamasaki Square를 겸용하여 사용하

는 것도 풍부한 공간 이미지 확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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