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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은 마이크로폰이 레벨 허용 범위로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 

이크로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음향 특성 파라메타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 

은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들은 그 측정 조건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고가 

의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컴퓨터로 생성한 Optimized Aoshima s Time Stretched Pulse (OATSP) 신호를 표준 스피커를 통 

하여 발생시킨 다음, 측정하고자 하는 마이크로폰으로 수음된 신호와 역 OATSP 신호를 컨볼루션시켜 마이크로폰의 임 

펄스 응답을 측정하고, 이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할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구하는 방법이다. 제안한 알고리 

즘의 성능 평가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한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 측정값과 그들이 갖고 있던 주파수 

응답 특성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측정한 각각의 마이크로폰 주파수 응답 특성들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 

였으나, 오차가 그 측정값들이 허용 오차 (±3~±5dB) 범위에 내에 있었으므로 제안한 알고리즘이 마이크로폰의 주파 

수 응답 특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핵심용어: 마이크로폰, 주파수 응답 특성, OATSP

투고분야: 음향 신호처리 분야 (1.3)

The frequency response of a microphone, which indicates the frequency range that a microphone can output 

within the approved level,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tandards used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s of a 

microphone. At present, conventional methods of measuring the frequency response are complicated and 

involve the use of expensive equipment. To complement the disadvantages, this paper suggests a new 

algorithm that can measure the frequency response of a microphone in a simple manner.

The algorithm suggested in this paper generates the Optimized Aoshima's Time Stretched Pulse (OATSP) 

signal from a computer via a standard speaker and measures the impulse response of a microphone by 

convolution the inverse OATSP signal and the received by the microphone to be measured. Then, the 

frequency response of the microphone to be measured is calculated using the signals. The performance test 

for the algorithm suggested in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equency 

response data and the measures of frequency response of the microphone measured by the algorithm. It 

proved that the algorithm is suitable for measuring 나le frequency response of a microphone, and that 

despite a few errors they are all within the error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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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란 마이크로폰이 레 

벨 허용범위로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특성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마이크로폰이 재생해낼 수 있는 소리의 범 

위와 그 범위 내에서의 출력변화, 즉 가장 낮은 주파수 

로부터 가장 높은 주파수까지의 차에 의해 결정된다 

[1][2].

주파수 특성 곡선은 주파수에 대한 응답레벨을 데시벨 

(dB)로 표시한 것이다 이 특성 그래프는 1kHz의 출력 

레벨을 OdB로 표시하고, 이 레벨을 중심으로 다른 주파 

수의 출력레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폰의 주파수 응답특성 형태는 평탄한 모양과 정형한 모 

양의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다 [1-4], 모든 가청 주파수 

범위 내에서 균일한 특성을 갖는 즉 그래프 상의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평탄한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평탄주파수라 한다. 평탄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는 마이 

크로폰은 해당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음과 비교해 거의 

유사한 특성의 음을 재생한다. 반대로 정형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갖는 마이크로폰은 주파수 응답 그래프 상에 다 

양한 모양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마이크 

로폰은 특정 주파수에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수음 주파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특성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측정법에 

는 화약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화약 피스톨 방법, 폭이 

좋은 펄스성 신호로 스피커를 구동시켜 여러 번 평균값 

을 구하는 방법, Maximum Length Sequence (MLS) 법 

[5][6][7], 그리고 Time Stretched Pulse (TSP)< 이용 

하는 방법 [8]등이 있다. 일종의 랜덤신호인 MLS신호를 

이용한 측정법은 스피커를 이용해 실내를 가진하므로 권 

총 음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재현성이 우수하고 반복 

측정을 통해 SN压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 

나 MLS 측정법으로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고 이를 처리 

하여 실내 음향 특성 값들을 산출할 때 측정오차를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7], TSP 

를 이용한 방법은 TSP 신호를 방사하고 이 응답과 시간 

축을 반전시킨 TSP신호와 컨볼루션 (convolution)에 의 

해 임펄스응답을 구하는 방법이다 [8]. 또한 기존의 TSP 

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시킨 방법인 Optimized 

Aoshima's TSP (OATSP)도 제안되었다 [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TSP를 개선시킨 

OATSP을 이용하여 실 환경상에서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고,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형 마이크로폰을 이 

용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II. OATSP

2.1. OATSP
어떤 계의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속 시 

간이 짧고, 시간 중심이 표본 시각에 일치하는 펄스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펄스는 

높은 파에 비하여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좋은 SNR을 

얻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동기 가산이 필요하게 된다 

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 

나로 Aoshima에 의해 제안된 TSP는 매우 간단한 이론 

과 동시에 디자인과 계산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펄스를 원형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직류와 

A/2 伝 : 샘플링 주파수) 부근에서 불연속점이 발생되 

어 전달함수를 정확히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 

다 [8],

Aoshima의 TSP는 고:역과 저역을 감쇠시키는 펄스 신 

호에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시켜 원형 시프트 (circular 

shift)하는 필터를 곱하여 큰 에너지를 갖는 신호를 만드 

는 기법이다 [8], 그러나 TSP 방법은 잔존 오차가 발생 

하고, 이 오차가 거의 九/2부근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잔존 오차는 신호의 끝과 앞부분의 불연속적인 현상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즉, 펄스가 LJ2를 넘어선 부분과。 

보다 작은 측대역 (sideband) 성분에서 에얼리어싱이 일 

어난다. 만약, sweep 함수에 불연속점이 존재한다면, 측 

대역은 넓어지게 되고, 에얼리어싱 현상도 현저하게 나타 

난다. 그 원인은, HIN⑵을 항상 일정한 값으로 설정하 

고 있기 때문에 위상 불연속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⑻.

이와 같은 문제점을 OATSP에서는 새로운 파라미터 m 

을 적용시켜 H[N/2) 지점에서 자동적으로 일정한 값을 

갖게 하여 위상에서의 불연속점을 제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OATSP 신호의 일반식과 역 함수는 식 ⑴과 ⑵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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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j4mn*2〃V2), 0 < k < N/2

死)={ (1)

H{N-k), N/2<k<N 

exp(— /JV2), 0 < fc < N/2

矿嚥)=, (2)

H~\N-kY N/2<k<N

여기서, 7V=?(i : 정수) 이고, 이은 OATSP의 폭을 

결정하는 정수이다.

그림 1. (a)는 식 ⑴에서 N= 4096 , m= 1200 일 때, 

원형 시프트한 후, 역 이산시간 푸리에변환(IDFT)하여 

얻은 시간파형이고, 그림 1. (b)는 식 ⑵을 원형 시프트 

한 후, IDFT하여 얻은 시간파형이다. 또한 그림 2는 

OATSP 신호 (그림 l.(a))와 그 역함수 (그림 l.(b))를 선 

형 (linear) 컨볼루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a)는 그 

림 l.(a) 의 OATSP 신호와 그림 l.(b) 의 OATSP 신호의 

역함수를 선형 컨볼루션하여 얻은 임펄스 신호이고, 임 

펄스 신호을 DFT하여 구한 주파수 응답특성은 그림 

2.(b)에 나타난 것처럼 전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평탄한 

특성을 갖고 있다.

2.2. 최적의 순환 시프트량

OATSP를 이용하여 음향계의 전달 함수를 측정하려고 

할 때, 측정하려고 하는 임펄스 응답보다 긴 N을 선택할 

수 있다면, 대단히 고정밀도의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메모리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음향계의 임펄스 

응답에 충분한 길이의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당한 N을 잡아 OATSP를 설계하고, 이 임펄 

스 다음에 “0” 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하는 임펄스와 역 필터 간에는, 순환 

(circular) 컨볼루션이 아닌 선형 컨볼루션이 행해진다. 

이 때, 선형 컨볼루션을 수행한 결과가 정확한 임펄스 

응답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측정 오차가 상당 

히 적다면 측정이 가능해진다. 이 때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펄스가 충분히 수렴하였을 때。을 삽입 

하는 것이 좋다. 즉, 펄스가 충분히 수렴된 부분이 시각 

0이 되도록 적당한 시프트를 행한 후에 0을 삽입한 다 

음, 방사신호를 이용하여 이것을 역 필터에 통과시킨다 

면 음향계의 임펄스 응답은 거의 오차가 없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8],

(b)

그림 1. OATSP신호와 그 역 신호

(a) OATSP 신호 (b) OATSP 신호의 역 함수

Fig. 1. OATSP Signal and Inverse OATSP Signal
(a) OATSP signal (b) Inverse OATSP signal.

(b)
그림 2. 선형 컨볼루션 결과 및 FFT (a) OATSP신호와 OATSP 역신 

호의 컨볼루션 (b) 그림 2 (a)의 주파수 표현

Fig. 2. A result of linear convohjti아! and FFT (a) A result of 
linear convolution for Fig. 1 (a) and Fig. 1 (b)(b) FFT 
signal of Fig. 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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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오차의 평균파워가 최소가 되는 점, 다시 

말해서 펄스가 충분히 0에 충분히 수렴하는 순환 시프트 

량, 岳은 다음 식과 같다.

R=(3)

여기서, m은 식 ⑴의 OATSP의 폭을 결정하는 정수 

이다.

HI.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 측정 

알고리즘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 

안한 알고리즘의 전체 시스템 구성을 그림 3에 제시하였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OATSP 신호의 생성 및 출력 부분이고, 

두 번째는 출력된 OATSP 신호를 측정하고자 하는 마이 

크로폰을 이용하여 수음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마이 

크로폰에 수음된 신호와 역 OATSP 신호를 선형 컨볼루 

션을 행하여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는 부분 

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전체 흐름도를 그림 4에 제시 

하였다.

COMPUTER

그림 3. 시스템 블록도

Fig. 3. System Block Diagram.

3.1. OATSP 신호 생성 및 출력

우선, 앞 절에서 설명한 식 ⑴을 이용하여 OATSP 신 

호를 생성한다. 만약, 식 ⑴을 이용하여 생성한 OATSP 

신호의 길이보다 측정하고자하는 음향계의 전달함수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식 ⑶을 이용, V 을 삽입하여 길 

이를 같게 한 다음, R 만큼 순환 시프트시켜 OATSP 신 

호를 생성한다. 생성된 OATSP 신호는 표준 스피커를 이 

용하여 출력시킨다. 이 때, 그림 3에 보인 것과 같이 

OATSP 신호를 출력시킬 표준 스피커와 측정하고자 하 

는 마이크로폰의 설치 위치는 스피커의 음향 센터로부터 

lm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다. 여기서, 스피커의 음향센터 

란 스피커의 음이 출력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말한다. 스 

피커의 음향센터는 스피커의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 

고, 스피커 뒤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피커의 

음향센터를 정확히 측정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여야한 

다. 그림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음향 센터를 측정하기 위 

한 실험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음향센터를 측정하기 위하여 거리에 따른 출력된 신호 

의 음압 값을 사운드레벨미터로 측정하고, 그림 6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6의 가로축 (z축)은 스피커와 

사운드레벨메터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세로축 (g축) 

은 측정된 음압 값을 전압으로 변환한 후 역수를 취한 

값이다. 그림 6에서 굵은 선은 거리에 따른 음압 값의 추 

세를 나타낸 추세선으로 이 값으로 직선을 근사시키면 

식 ⑷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y— 6e^6z + 0.0001 (4)

식 ⑷에서 0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실험에 사용한 

스피커의 음향센터이다. 이와 같이 스피커의 음향센터를 

측정해 본 결과 스피커의 음향센터가 캐비닛 (cabinet) 

정면에서 뒤쪽으로 3cm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였다. 따라 

서, 측정하는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음향센터로부터 lm 

OATSP Signal make and output
g

Measurement Signal with Microphone
g

Linear Convolution between 
Measurement Signal and Inverse 

OATSP Signal
그림 4. 주파수 응답 특성 측정 알고리즘

Fig. 4. A flowchart of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 

measurement.
그림 5. 스피커의 음향센터 측정

Fig. 5. A measure of speaker's acoustic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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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지점에 스피커 방사면의 중심선상에 일치되도록 

마이크로폰의 높이를 조절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마이크로폰과 마찬가지로 측정에 이용하는 입력 

부터 출력까지의 응답에 대한 전달함수 특성 (앰프와 표 

준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 특성, 그러나 앰프의 전달함수 

특성은 거의 플랫하기 때문에 스피커의 전달함수 특성이 

라 부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하기 전에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보정하여야 정확하게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7 (a)는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측정에 사용한 표준 스피커를 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하 

여 측정한 주파수 응답 특성이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표준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특성은 측정에 이용하 

는 주파수 대역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정 

하기 위하여 측정한 표준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특성의 

역 필터를 구하여 전 주파수 대역의 응답 특성을 그림 7 

(b)에 보인 것과 같이 OdB로 일정하게 만들어 마이크로 

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 측정시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특 

성이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게 하였다.

3.2. 측정용 마이크로폰의 수음

표준 스피커로 OATSP 신호를 내보내면, 이 신호는 주 

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한 마이 

크로폰에 의하여 수음된다. 이때 수음된 신호는 마이크 

로폰이 가진 고유의 특성에 의해 OATSP 신호의 왜곡이 

발생한다. 수음된 신호에는 실내 소음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왜곡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내 소음에 의해서 발 

생하는 왜곡은 여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은 현 

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후술 하는 것과 같이 측정한

Fig. 6. A result of acoustic pressure measurement.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특성이 허용 오차 내에서 오차가 

발생하여도 무시 할 수 있다.

3.3. 선형 콘볼루션

마이크로폰에서 수음된 신호는 식 ⑵을 이용하여 구 

한 OATSP 신호의 역함수 (그림 1 (b))와 선형 컨볼루션 

을 행하여 마이크로폰의 임펄스 응답을 구한다. 이 때, 

처리속도의 향상 및 계산량의 감소를 위하여 일반적인 

시간축에서의 선형 콘볼루션이 아닌 FFT를 이용한 주파 

수축에서의 선형 콘볼루션 방법을 사용한다 즉, N 점의 

OATSP 신호의 역함수 hM 과 마이크로폰으로 수음한 

xM 의 각각의 이산푸리에변환 如见) 와 x(畛) 

의 곱 He、=2703)X03) 을 구한 다음, 이를 역 푸 

리에 변환하여 응답을 구한다. 그러나 여기서 얻어진 결 

과는 순환 콘볼루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선형 콘볼루 

션을 실행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신호의 수가 N' 개라 

면 신호의 뒷부분에 NT의 “0” 을 첨가 제로패딩이라 

함)하여 2NT개의 신호로 만든다. 즉, 두 신호를 각각 

FFT한 후 두 신호의 곱을 구하고, 역 변환을 한 다음, 

이를 후처리하여 원하는 임펄스 응답을 구한다. 이 방법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ANNOY speaker

frequency[Hz|

(b)
그림 7. 표준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특성 및 보정된 스피커의 응답 특성

(a) 표준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특성

(b) 보정된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특성

Fig. 7.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 of Speaker
(a)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 of Speaker
(b) Revised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 of Speaker.



66 한국음힁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7)

은 이용흐)는 신호의 길이 N이 길면 길수록 시간축에서 

선형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계산량이 줄고, 처리 

속도 또한 빠르다.

마지막으로 두 신호 (측정신호와 역 OATSP신호)를 컨 

볼루션한 결과를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구한다. 즉, 구한 신호를 주파수 변 

환하고, 이를 dB값으로 변환하여 측정 결과를 보인다.

IV.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 조건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은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4종류의 마이크로폰을 사용 

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각 마이크로폰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폰 1은 B&K 4133 S/N 1885838인 콘덴서 마 

이크로폰으로 음향특성을 측정할 때 표준 마이크로폰으 

로 주로 사용되고, 주파수 응답특성은 20Hz ~ 20kHz에 

서 ±3.5 dB의 주파수 응답특성의 편차를 갖고 있다. 그 

림 9. (a) 에 B&K 4133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 

을 보였다. 그림 9. (a) 에 보인 것과 같이 1kHz에서 

38.8dB의 감도를 가지며, 20Hz ~ 20kHz에서의 주파수 

응답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이크로폰 2는 OK-801 으로 음성채팅, 화상회의 등 

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5아也 ~ 18kHz범위에서 안 

정된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갖고 있다.

마이크로폰 3은 ECM-101 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콘덴 

서 마이크로폰으로 학교 강의 및 연설, 방송, 보컬용으 

로 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폰이다. 이 마이크로폰의 주 

파수 응답 특성은 그림 9.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50Hz 

~ 13kHz 범위에서 土 3 dB의 주파수 응답특성의 편차 

를 갖고 있다.

Fig. 8. A system of microphones Acoustic 
characteristics measurement.

마이크로폰 4는 N/D 857K인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으 

로 보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주파수 응답특성은 그림 

9. (c) 에 보인 것과 같이 50Hz ~ 22kHz에서 ±5dB의 

주파수 응답특성의 편차를 가진다.

4.2.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네 개의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하였고, 측정한 

마이크로폰 1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그림 10에 제시하였 

다. 그림 1。을 보면 측정된 마이크로폰 1의 주파수 응답

(a)

(b)

(c)
그림 9.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특성

(a) B&K 4133 마이크로폰 (b) ECM-101 마이크로폰

(c) N/D 857K 마이크로폰

Fig. 9. Frequency characteristic of microphone
(a) B&K 4133 microphone (b) ECM-101 microphone
(c) N/D 857K micr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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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20Hz ~ 20kHz에서 土 5dB의 주파수 응답특성 

의 편차를 가졌다. 또한, 이 실험결과와 그림 9. (a)에 

나타낸 마이크로폰 1이 갖고 있는 주파수 응답 특성과 

비교하여 보면 그 특성 값에 왜곡이 있었지만, 유효 주 

파수 대역인 20Hz에서 20kHz 범위에서의 왜곡은 주파 

수 응답특성의 편차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이크로폰 2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 11에 보였다. 측 

정 결과, 마이크로폰 2의 주파수 특성은 50Hz 〜 18kHz 

에서 土 2dB의 주파수 응답특성의 편차를 가졌다. 측정 

한 결과와 OK-801 이 갖고 있는 주파수 응답특성과 비 

교하여 보면 유효 주파수 대역인 50Hz 〜 18kHz 대역에 

서 큰 왜곡 없이 평탄한 특성 값을 얻었다.

마이크로폰 3 (ECM-101)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 

한 결과를 그림 12에 나타냈다. 그림 12를 보면 알 수 있 

듯이 주파수 釦Hz 〜 13kHz 범위에서 土 3dB의 주파수 

응답특성의 편차를 얻었다. 이 실험 결과와 그림 9. (b) 

에 나타낸 마이크로폰 3의 주파수 응답 특성과 비교하면 

주파수 50Hz ~ 13kHz 범위 내에서 동일한 주파수 응답 

특성의 편차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폰 4 (N/D 875K)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주파 

수 50Hz ~ 22kHz 범위에서 土 5dB의 주파수 응답특성 

의 편차를 얻었다. 이 실험 결과 값과 그림 9.(c)의 N/D 

857K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특성과 비교한 결과, 

50Hz 〜 22kHz 주파수 범위에서 주파수 응답특성의 편 

차 및 특성 그래프가 土 5dB내에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상 4개의 마이크로폰을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한 결과, 각 마이크로폰의 데이터 시트상의 주파수 응 

답특성과 측정한 주파수 응답 특성의 결과가 최대 5dB정 

도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이 오차는 측정 공간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 오차의 원인 

및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반 공간 (실 환경)과 무향 

실에서 실험을 다시 수행하여 자세히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10. B&K 4133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특성 측정 결과

Fig. 10. A measurement results of B&K 4133 microphones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

그림 12. ECM-101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특성 측정결과

Fig. 12. A measurement results of ECM-101 microphones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s.

그림 11. OK-801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특성 측정결과

Fig. 11. A measurement results of OK-801 microphones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s.

그림 13. N/D 857K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특성 측정결과

Fig. 13. A measurement results of N/D 857K microphones 
freq니ency respons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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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ATSP 신호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폰이 

갖고 있는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먼저 컴퓨터로 OATSP 

를 생성하고 이를 표준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한 다음 

측정할 마이크로폰으로 수음한 신호와 OATSP의 역함수 

를 컨볼루션하여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구하 

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현장에서 소형 마이 

크로폰을 생산하고, 실시간으로 소형 마이크포론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네 가지 

종류의 마이크로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하고, 마 

이크로폰에 첨부되어 있는 주파수 응답 특성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시트상의 값과 측정한 

주파수 응답 특성의 결과가 최대 5dB정도의 오차가 발 

생하였으나, 이 오차는 측정 공간에 의한 영향次 의해서 

발생한 결과로 생각된다. 즉, 각 마이크로폰에 작성되어 

있는 주파수 응답 특성은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얻어진 

결과이고, 제안한 방법으로 측정한 주파수 응답 특성은 

무향실이 아닌 일반 실험실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나 반사음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또 

한, 발생된 오차 값들은 공칭 마이크로폰의 허용오차 

（±3 ~ ±5dB） 범위 내에 모두 존재하는 값이므로 무시 

할 수 있는 오차이다.

그러나, 이 오차의 원인 （주변소음, 반사음 등） 및 범 

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반 공간 （실 환경）과 무향실에 

서 실험을 다시 수행하여 자세히 비교하고자 한다.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97 (2), 1119-112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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