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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단일 주 수에서의 선행음과 후속음이 음원의 방향지각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실험

은 자극간격 시간과 벨차를 가진 1kHz 순음을 사용하 으며 기 음의 제시시간은 10ms로 하 다. 좌우 귀

에 도달하는 시간차는 0.5ms로 두었다. 하나의 자극간격 시간에 하여 4종류의 벨차를 두었으며 제시음이 

제시된 후 음이 좌에서 들리는지 우에서 들리는지를 단하도록 하 다. 그 결과 후속음보다는 선행음이 음

상정 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leading and following tone with single frequency on sound lateralization were investigated. The tone 

with level difference and ISI(Inter Stimuli Interval) were used. The width of test tone was 2㎳, leading tone and following tone 

were 10㎳ and 1kHz was used. The arrived time difference of subject's ears 0.5㎳. We set four levels on each ISI and let them 

decide whether they hear the provided sound from left or right. As a result, it knew the fact that leading tone had more effect on 

sound lateralization than following 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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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원의 정 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며 

정 의 요인으로써 양귀사이의 벨차  시간차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있어

서는 단일 음원의 경우는 으며 복수의 음원이 혼재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음원

의 치를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음원에 의해 

어떤 향을 받는다. 이 향에 의해 음상의 이동이나 

음상의 정 정도의 변화 등이 일어난다. 2개의 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시간 간격이 충분히 짧으며 하나의 

음으로써 들리고 체의 음이 들리는 치는 제 1의 

음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이것을 선행음 효과라고 한

다[1].  복수의 음원  소음하에서의 음의 검출에 

해서는 인간의 청각특성의 하나인 마스킹 효과가 

있다[2]. 넓은 의미의 마스킹은 소음으로 인하여 원하

는 음이  들리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들리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마스킹 효과는 음의 지각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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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스킹 작용은 청

각의 기능을 조사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3~5]. 이 마스킹 효과는 두 개의 음이 시간 으로 동

시에 제시된 경우(동시 마스킹)와 시간 으로 후로 

제시된 경우(연속 마스킹)로 나  수 있다. 지 까지

의 연구는 음원이 복수인 경우나 소음하에서의 방향

정 에 한 연구[6～8]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스피

커를 이용한 실험이므로 양귀에 한 시간차와 벨

차가 존재하여 정 정도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 마스킹과 같은 효과가 기 음

보다도 선행되는 음(선행음)과 후속되는 음(후속음)이 

음상정 에 미치는 향을 벨차  시간차(Inter 

Stimuli Interval : ISI)에 의한 변화를 단일 주 수로 

청취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 다.

Ⅱ. 실험방법

실험은 조용한 실내에서 하 으며 제시음은 컴퓨터

를 사용하여 헤드폰(STAX-PRO)에 의해 양귀로 청

취하 다. 피실험자는 정상인 청력을 가진 3명의 남자

학생으로 청취 후 즉시 응답하도록 하 다. 기 음

의 제시시간은 2ms이며, 후속음  선행음의 제시시

간은 10ms로 두었다. 제시음은 모두 1kHz 정 이

며 클릭 음을 방지하기 해 0.5ms의 상승  하강시

간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죄우 귀에 도달하는 시간차

(Interaural Time Difference : ITD)는 0.5ms로 두었

다. 선행음  후속음의 벨은 인공귀(B&K 4152)와 

주 수 분석기(B&K 2035)를 사용하여 70dB로 고정

하 다.

실험 1(후속음의 향)에 있어서 제시음의 시간패

턴은 그림 1과 같으며 벨차는 0dB, -10dB, -15dB, 

-20dB로 두어 제시하 다. 자극음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실험은 하나의 ISI에 4종류의 벨차를 조합하

다. 그리고 실험은 50회를 하나의 섹션으로 하여 하

나의 ISI에 4섹션 200회 실시하 으며 벨차는 4종

류를 랜덤으로 제시하 다. 피 실험자는 제시음이 제

시된 후 그 음이 좌에 들리는가 우에 들리는가를 

단하도록 하 다. 

실험 2(선행음의 향)에 있어서 제시음의 시간패

턴은 그림 2와 같으며 벨차는 실험 1과 같이 0dB, 

-10dB, -15dB, -20dB로 두어 제시하 다. 자극음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실험방법은 실험 1과 같으며 피

실험자도 동일하다.

레벨차

70dB

ISI

ISIITD

t

t

그림 1. 제시음의 시간패턴(실험 1)
Fig. 1 Time pattern of sound(experiment 1)

표 1. 제시음의 변수(실험 1)
Table 1. Parameter of sound(experiment 1)

ITD(ms) 0.5

ISI(ms) 3, 5, 10, 30

벨차(dB) 0, -10, -15, -20 

t

t

70dB
레벨차

ITDISI

그림 2. 제시음의 시간패턴(실험 2)
Fig. 2 Time pattern of sound(experiment 2)



단일 주 수에서 선행음  후속음이 음원의 방향지각에 미치는 향

 253

-20-15-10-50

30

40

50

60

70

80

90

100

Pe
rf

or
m

an
ce

 [%
]

Level Difference [dB]

-20-15-10-50

30

40

50

60

70

80

90

100

Pe
rf

or
m

an
ce

 [%
]

Level Difference [dB]

-20-15-10-50

30

40

50

60

70

80

90

100

Pe
rf

or
m

an
ce

 [%
]

Level Difference [dB]

그림 3. 피실험자의 측정결과(실험 1)
Fig. 3 Result of measurement(experi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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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피실험자의 측정결과(실험 2)
Fig. 4 Result of measurement(experi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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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검토

그림 3은 실험 1(후속음의 향)에서 3명의 피실험

자에게 얻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는 실험 

2(선행음의 향)에서 얻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5, 6은 3명의 결과를 평균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기 음과 방해음의 벨차가 클수록 정확률은 작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ISI의 향에 

해서는 피실험자 간의 차는 있으나 ISI가 작을수록 

정확률이 하하고 있다. 이것은 선행음과 후속음이 

기 음의 정 에 향을 주며 정확률을 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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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피실험자 3인의 평균 측정결과(실험 1)  
Fig. 5 Average result of measurement(experi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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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피실험자 3인의 평균 측정결과(실험 2)
Fig. 6 Average result of measurement(experiment 2)

선행음과 후속음의 제시의 차이는 같은 벨차, ISI

에서는 후속음을 부가한 경우가 정확률이 높았다. 따

라서 음상정 에 미치는 향은 후속음보다 선행음의 

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청각 특성의 하나인 선행음 

 후속음이 음상정 에 미치는 향에 하여 검토

하 다. 선행음  후속음의 벨차나 ISI가 변함에 

따라 음상정 가 어떠한 변화를 하는 가에 하여 

1kHz 정 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 다. 

실험 1에서는 각 피실험자가 ISI의 값이 크게 됨에 

따라 정확률이 크게 되었으나 ISI의 차이에 의한 정

확률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것은 후속음의 향은 

본 실험에서 이용한 변수의 범 에 있어서는 ISI의 

값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같이 ISI의 값이 크게 됨에 

따라 정확률이 크게 되었다. 그러나 실험 2의 경우에

는 각 ISI마다의 정확률의 변화가 실험 1의 후속음의 

경우와 비교하면 크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라메타 범 에 있어서는 선

행음이 후속음보다도 음상정 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음의 향은 ISI의 값에 의

존하고 ISI의 값이 작을 때 음상정 에 미치는 향

의 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음  후속

음의 존재에 의해 각 피실험자의 음상정 에 있어서

의 ISI의 값이 작게 됨에 따라 벨의 값이 크게 되

는 결과에서 마스킹 효과와 같은 효과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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