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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형 교회를 제외한 부분의 교회가 소한 공간에 많은 청 을 수용하고자 발코니 층을 

설치하여 음의 사각지역  음상 정 가 어 난 지역이 발생하는 문제를 경제  에서 컴퓨터 시뮬 이션

을 이용하여 음의 사각지역  음상의 개선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교회에 하여 컴

퓨터 시뮬 이션 툴로 경제 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Mapp online으로 사용하 으며, 서  스피커의 추가 설

치   메인 스피커 비 서  스피커의 -10 dB 이득조 로 명료도를 실측값과 비교한 결과 약 52% 상승하

여 명료도가 “보통” 에서 “아주 좋음” 단계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most of the church except for a large church has accommodated many audience to install a balcony floor in a 

small space. therefore, dead zone and dislocated sound image localization is made due to this under-balcony seats.  This paper 

propose that the problems of dead zone and dislocated sound image localization could be solved using computer simulation in the 

view of practical side. The economical computer simulation tool, Mapp online that can be found easily was used to the specified 

church. Installation a sub speaker for dead zone and -10 dB power control of the sub speaker to main speaker power for 

dislocated sound image localization was proposed. Computer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value of definition for area was 

improved from "Normal" to "Very Good" which means about 52% improvement.

키워드

Church, Hass Effect, reverberation time, articulation, sound pressure level

교회, Hass 효과, 잔향시간, 명료도, 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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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형 교회를 제외한 부분의 교회는 음향을 한 

조건을 참고하지 않고, 소한 공간에 많은 청 을 

수용하기 해 발코니층을 설치하게 된다. 그로 인해  

메인 스피커의 음이 제 로 달되지 않는 음의 사

각지역이 발생하게 되며, 최소의 비용으로 해결하고

자 음향 문가의 도움 없이 무작 로 서  스피커를 

설치함으로 인해 음상 정 가 어 나서 청 들의 집

도가 분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

제 에 하여, 지 까지의 기존 연구에서는 형 공

연장, 형 교회 등에 이 맞추어져 측정  평가

가 이루어졌고, 고가의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여 

안 을 찾았기 때문에, 형 교회를 제외한 부분의 

소형 교회는 음향 개선의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경제 인 음향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음의 사각지

역  음상의 개선방안을 경제  에서 제시하

다. 사용된 MAPP Online 시뮬 이션은 MAPP 

Online 제품이 많이 보 됨에 따라, 재, 쉽게 구할 

수 있는 툴로써 경제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하여 앞에서 언 한 문제 이 발생되

는 서울시 미아동에 치하고 있는 특정 S교회를 선

정하 으며, 음상을 고려한 스피커의 음압의 배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한 악을 하여 메인 스

피커만을 음원으로 하여 측정하는 조건으로 잔향시

간과 음압 벨과 명료도를 실측하 고, 그 실측값과 

컴퓨터 시뮬 이션 값을 비교하여 컴퓨터 시뮬 이

션의 신뢰성을 확인하 으며, 음의 사각지역  어

난 음상정 에 한 해결방안에 하여는 신뢰성을 

검증받은 조건의 컴퓨터 시뮬 이션으로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음향개선을 한 측정항목 

 기 을 제시하 으며, 3장에서 서울시 미아동 소

재의 S교회의 음향 실태에 한 실측  컴퓨터 시

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4장은 컴퓨터 시뮬

이션에 의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 으며,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음향개선을 한 측정항목  기

본 논문의 목표달성을 하여, 효과 인 음향을 

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크게 5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음량이 풍부해야 한다. 음량이 필요이

하로 작아질 경우, 메인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음이 

그림 1. 1∼2층 측정 (● : 음원 , ◎ : 수음 )[5]
Fig. 1 Measuring Points for 1∼2 Floor
(● : sound source, ◎ : sound pick-up)

측정상황 측정 조건 측정 지

Pink Noise 

발생후 측정

1) 주 수 역 

: 125∼4kHz

2) 샘 링 간격 

: 0.05

3) 단속음 

: 10 (3회 측정)

※ 0dB 기 , 

최고음압 93dB, 

실내온도 21도,

습도 50%

1) 음원  

: 4

(1층 : 2 , 

2층 : 2 )

2) 수음  

: 8

(1층 : 4 , 

2층 : 4 )

표 1. 측정 조건[5]
Table 1. Measuring Condition

그림 2. Pink Noise 측정 모습
Fig. 2 The measuring figure using Pink Noise

뒤쪽 좌석까지 달되지 않고, 음이 소거되기 때문에 

청 들이 설교와 음악을 편안하게 듣기 어렵다. 따라

서 직 음의 발생 후, 30∼50ms는 보강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좌석에 계없이 설교자가 원하는 소리가 

스피커로부터 청 에게 달될 때, 음의 명료도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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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해야 한다. 교회는 설교와 음악을 달하는 공간이

기 때문에 명료도가 필요이하로 불명확할 경우 설교

자와 청 간의 정확한 의사 달이 어렵다. 그래서 

명료도를 55∼60%로 제시하는 것이 하다. 는 

명료도 지수에서는 “좋다” 단계를 의미한다. 셋째, 

한 잔향감이 있어야 한다. 잔향감이 무 없거나 

무 많을 경우, 메마른 느낌이나 울림이 필요이상 

과도하게 커져서 의사 달의 어려움이 발생된다. 그

래서 실내의 사용 목   실내 체 과 잔향시간의 

계를 따져보았을 때, 교회 음악에 최 의 잔향시간

은 약 1.75ms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간은 

음의 사각지역이 없이 균일한 음이 좌석마다 분포되

어야 하고, 음상 정 가 어 남이 없이 음의 이 

무  쪽으로 집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청 들이 

설교자가 원하는 음을 정확하게 듣고, 한 곳으로 집

할 수 있다. Hass 효과를 고려하여 교회의 지연시

간을 계산하 더니 0∼5ms가 나왔고, 음상 정 가 

어 난 부분을 개선하기 해 기존 서  스피커에 

약 -10dB 이득 조 을 제시하다.

앞에서 언 한 조건인 음량, 명료도, 잔향감, 음상 

정 , 음의 사각지역을 완 확산음장을 가정하여 측

정 기 을 제시하 고, 앞에서 언 한 문제 이 발생

되는 S교회를 잔향시간과 음압 벨과 명료도를 실측

한다.

Ⅲ. 실측  컴퓨터시뮬 이션에 의한 평가

3.1 측정 지   조건

서울시 미아동에 치하고 있는 특정 S교회는 표 

1에서 제시한 측정조건을 기반으로 실내온도는 21도, 

습도는 50%로 그림1의 음원 에 치한 스피커로 

125∼4 kHz 주 수 역을 10 에 3회씩 0.05  샘

링 간격으로 0dB 기 , 최고음압은 93dB로 Pink 

Noise를 발생시키고, 그림 1의 수음 에 치한 무

지향성 마이크로 수음한 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변

환해서, 측정용 S/W를 이용해서 분석하 다[5]. 실

제 측정 모습은 그림 2와 같다.

3.2 잔향 시간의 측정 결과(실측)

Knudsen에 의한 실내 체 에따른 최  잔향시간

을 참조해서 실측한 S교회의 체 이 약 4,050이

므로, 약 1.75ms이고, 실측잔향시간은 약 1.81ms이므

로 약 0.06ms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잔향시간이 양호

하다고 단된다[2].

그림 3. 주 수 응답 측정 결과
Fig. 3 Result of Frequency Response

그림 4. 명료도 측정 결과
Fig. 4 Result of Articulation

3.3 주 수 응답의 측정 결과(실측)

그림 3의 주 수 응답의 측정 결과를 보면, 1층은 

P1과 P2를 비교하 고, 2층은 P5과 P6을 비교하

다. 각각 0dB 기 으로 3dB 이상 차이가 나는 P2지

과 P5지 이 음의 사각지역임을 알 수 있다[6]. 

3.4 명료도의 측정 결과(실측)

그림 4의 명료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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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명료도가 높은 것인

데 P2와 P5의 명료도가 교회의 합한 명료도인 55

∼60%에 포함되지 않고, 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명료도에서도 P2와 P5가 음의 사각지역임을 다시

교회 스피커(실측)  MeyerSound 스피커

주  수 

특    성
40Hz∼18kHz

주  수 

특   성
70Hz∼20KHz

출력음압 102dB 출력음압 102dB

임피던스 8ohm 임피던스 8ohm

표 2. 실측과 컴퓨터 시뮬 이션과의 비교
Table 2.. Measuring Church Speaker vs Meyersound Speaker

그림 5. 실측과 컴퓨터시뮬 이션 값의 비교
Fig. 5 Measuring Value vs Computer Simulation

한번 확인할 수 있다[3].

3.5 실측과 Mapp Online 시뮬 이션과의 비교

실측했을 때 온도는  , 습도는 51%, 메인 스

피커가 천장으로부터 약 1m 떨어져 있으며, 각도는

약 이며, 벽면 재질은 벽돌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의 스피커가 Meyer Sound 스피커가 아니기에 

표 2와 같이 동등 수 에 스피커 스펙을 비교한 결

과 거의 비슷하고, 출력음압과 임피던스는 같다. 

그림 6. 실측과 컴퓨터 시뮬 이션 값의 비교
Fig. 6 Measuring value vs Computer simulation

그림 7. P2와 P5의 음압 벨 분포
Fig. 7 SPL of P2 and P5

3.5.1. 실측과 동등 수 의 주 수 특성

그림 5는 교회를 실측한 P1과 P2지 의 주 수 

응답 값과 시뮬 이션의 주 수 응답 값을 비교한 

것인데, 약 1dB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측 조건과 시

뮬 이션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5.2 실측과 동등 수 의 명료도 특성

그림 6은 실측값과 시뮬 이션의 명료도 값을 비

교한 것인 데, 약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같다

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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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컴퓨터 시뮬 이션에 의한 개선

실측과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가 동등 수 이므

로 음의 사각지역  음상 정  불일치 문제에 한 

개선을 제시하 다. 

그림 8. P2의 명료도
Fig. 8 Articulation of P2

그림 9. P5의 명료도
Fig 9. Articulation of P5

4.1 서  스피커 설치로 개선

그림 7은 1층과 2층에서 발생한 음의 사각지역을 

실측했을 때의 값을 참고하여 서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여 실측과 비교했을 때, 불균일했던 음압 벨 

분포가 균일하게 되어서 음의 사각지역이 개선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1][8].

4.2 Hass 효과를 이용한 개선

음상 정 가 어 난 부분은 “Hass 효과”를 고려

하여, 0∼5ms 지연시간이 발생하므로 메인 스피커 

비 기존 서  스피커를 -10dB 이득으로 조 하여 

명료도를 실측 값과 비교한 결과, 그림 8은 1층, 그

림 9는 2층으로 각각 약 52% 상승하여 명료도가 

“보통”에서 “아주 좋음” 단계로 진입하 다는 것을 

통해 음상 정 가 어 난 지 이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2][3].

Ⅴ. 결 론

본 논문은 소한 공간에 많은 청 을 수용하고자 

발코니층을 설치한 공간에 음의 사각지역  음상의 

개선방안을 경제  에서 제시하기 해 컴퓨터 

시뮬 이션 툴로 경제 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Mapp online으로 사용하 으며, 특정교회에 하여 

실험한 결과, 서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균일

했던 음압 벨 분포가 균일하게 되어서 음의 사각지

역이 개선되었으며, 메인스피커와 서 스피커의 음의 

도달시간이 0∼5ms 지연시간이 발생하므로 “Hass 

효과”를 고려하여, 기존 서  스피커를 -10dB 이득

으로 조정하여, 음의 명료도가 약 52% 상승하며, 음

상 정 가 어 난 지 이 개선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여 소한 공간에 많은 청

을 수용하고자 발코니 층을 설치한 공간 등에서의 

음의 사각지역  어 난 음상정 에 한 음향개선 

방법은 경제 인 방법으로 유용할 것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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