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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향 시스템은 가청 주파수 20~20,000Hz 대역에서 균등하
게 재생되는 것이 좋은 음질을 재생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이다. 스피커 시스템의 전송 주파수 특성이 평탄

하다고 반드시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평탄한 것
이 바람직하다. 전송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면 룸 튜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스피커 시스템은 실내의 공진이나 반사음에 의해서 저음의 특
성이 바뀌고, 콤필터 왜곡도 생기게 되며, 특히 저음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룸 튜닝이 필요하다. 이퀄라이저로 전송 주파수 특
성을 평탄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룸 튜닝(room tuning)이라고 한다.
음악이 원래의 신호에 충실하게 스피커에서 방사된다고 해도 재생
하는 실내의 환경에 따라서 청취자에게 들리는 음이 변하게 된다. 벽에

[그림 1] 룸 튜닝 시스템의 구성도

반사된 음이 스피커로부터 나온 음과 중첩되어 주파수 특성에 피크가
생기기도 하고 딥(Deep)이 생기기도 한다. 즉, 스피커에서 재생된 음은

성이 변화된 것을 보정하여 원래의 주파수 특성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실내의 영향에 의해서 음색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음향 시스템은 설비

이퀄라이저로 전송 주파수 특성을 평탄하게 보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

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룸 튜닝을 해야 한다. 만약 음향 시스템을 반사

전 작업의 완벽하지 않으면 룸 튜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음이 없는 무향실에서 청취한다면, 직접음만 듣게 되므로 룸 튜닝이 필

예를 들어 스피커 유닛 간의 시간 조정이나 위상 조정이 안 되어 있

요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음향 시스템은 무향실이 아닌 잔향 공간에 설

으면 전송 주파수 특성에 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딥을 이퀄라이저로

치되고, 직접음과 반사음의 간섭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보정한다고 해도 음질은 전혀 향상되지 않는 것이다. 룸 튜닝은 일반적

간섭은 같은 공간에서 스피커 설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으로 1/3 옥타브 스펙트럼 분석기로 전송 주파수 특성을 관측하면서 시

룸 튜닝이 필요하게 된다.

스템 이퀄라이저로 전송 주파수 특성을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이퀄라이저와 실시간 분석기를 이용한 룸 튜닝
룸 튜닝은 스피커에서 방사된 음이 실내 공간에 의해서 주파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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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은 옥타브당 에너지가 똑 같은(equal energy per octave) 핑크
잡음(pink noise)을 시스템에 입력한다. 그리고 대표 청취 지점에 무지
향성 마이크를 설치한다. 마이크는 스피커를 향하지 않고 위 방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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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그림 3). 그러나 음악 확성용은 서브우퍼를 사용하므로 30~100Hz

다. 측정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림 1]에 나타낸다. 그리고 마이크의 출력

대역은 중고음 스피커보다 10dB 정도 높게 조정한다(그림 4).

을 스펙트럼 분석기로 모니터하면서 스펙트럼 상에 과도한 피크나 딥
이 있으면 보정한다. 예를 들어 400Hz에서 5dB 피크가 있으면 이퀄라

2. 스펙트럼이 평탄하면 음질이 좋은가?

이저로 5dB 커트하고, 반대로 2kHz에 3dB 딥이 있으면 이퀄라이저로

일반적으로 룸 튜닝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스펙트럼만

3dB 부스트한다. 다시 말하면 이퀄라이징은 전송 주파수 특성의 역 필

평탄하면 좋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스펙트럼

터를 이퀄라이저로 만들어 스피커의 전송 주파수 특성을 평탄하게 만

특성만 보고 소리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없다. RTA에 나타난 스펙트

드는 것이다.

럼이 평탄해도 음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룸 튜닝으로 어떠

일반적으로 전송 주파수 특성이 [그림 2]와 같이 ±3dB 이내의 편

한 소리이든 전부 보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차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시간 정렬과 위상 정

원래의 음질이 문제가 없어야 더 좋은 음질로 보정할 수 있는 것이

렬이 되지 않으면 깊은 딥이 생기고 이것은 조정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

다. [그림 5]에 룸 튜닝 전과 튜닝 후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룸 튜닝

로 음성 확성 시스템인 경우에는 100~10000Hz까지 평탄한 특성이면

후의 음향 특성이 튜닝전보다 음질이 더 좋은지는 알 수 없다.

[그림 2] 전송 주파수 특성을 보정한 특성

음향 시스템의 Room Curve

하도록 설치하며, 잔향 음장(최소 임계 거리 2배 이상의 지점)에 설치한

[그림 3] 음성 확성 시스템의 이상적인 스펙트럼

[그림 4] 음악 확성 시스템의 이상적인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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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 넓으므로 실내 반사음이 많이 생기고,
고음역은 지향각이 좁으므로 실내 반사음이
저음역보다 덜 생기게 된다. [그림 7a]에는 홀의
앞 좌석과 뒤 좌석에서의 직접음 대 반사음 비
(C7)를 나타낸다. 음원으로부터 가까운 좌석에
서 C7은 저음역과 고음역의 차이가 많지만, 먼
좌석에서는 저음역과 고음역의 차이가 적어진
다. 즉, 앞좌석에서는 저음역과 고음역의 room
tone 밸런스가 나쁘고, 뒤 좌석에서는 저음역
[그림 5] 룸 튜닝 전 특성(좌)과 룸 튜닝 후(우)의 특성

과 고음역의 room tone 밸런스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작은 강의실은 [그림 7b]와 같
이 앞좌석과 뒤 좌석에서는 저음역은 차이가 없
지만, 고음역은 차이가 많다. 음원과 가까운 위
치와 먼 위치에서의 음색의 차이는 직접음 대
반사음 비, 다시 말하면 room tone의 영향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은 2000석 규모의 대강당에서 측

[그림 6] 저음은 지향성이 넓으므로 실내 반사음이 많이 생기고, 고음은 지향각이 좁으므로 실내 반사음이 저음보다 덜 생기게 된다

정한 D50의 주파수 특성이다. 이 데이터를 보
면 고음으로 갈수록 D50 값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음역은 직접음 에너지가
많고, 저음역은 반사음 에너지가 많은 것을 의
미한다. 즉, 저음역은 직접음보다 실내 반사음
이 많이 포함된 음을 듣고, 고음역은 대부분 직
접음만 청취하는 것이며, 저음역과 고음역의
room tone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송 주파수 특성

[그림 7] 공간의 앞 좌석과 뒤 좌석에서의 직접음 대 반사음 비(C7)

의 고음역을 롤오프시켜 고음역의 직접음 에
너지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튜닝 후의 소리가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3. Room Curve

가까운 거리에서 청취하는 경우에는 반사음의 영향이 적으므로 고음역

전송 주파수 특성이 20~20,000Hz 대역에서 평탄한 것이 반드시 좋

을 롤오프시킬 필요가 없다. [그림 9]는 작은 리스닝 룸에서의 D50의 주

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스피커의 고음은 저음보다 지향성이 좁으므로 고

파수 특성을 나타내고, 저음역에서 고음역까지 거의 평탄한 특성인 것

음역과 저음역에서 직접음과 반사음의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대부분 직접음 성분(85% 이상)

[그림 6]은 저음역과 고음역의 지향각 차이를 나타낸다. 저음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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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내가 작거나 흡음 처리가 많이 된 공간, 그리고 스피커와

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professional audio magazine JULY 2014

이상적인 전송 주파수 특성을 Room
Curve(또는 House Curve)라고 한다. [그림 10]
에는 각종 음향 시스템의 룸 커브를 나타낸다.
음성 확성 시스템은 [그림 10a]와 같이 100Hz

oct로 감쇠되는 특성이다. 이것은 음성 신호는
100Hz 이하의 성분이 없기 때문이고, 100Hz
이하를 커트하면 음성이 더 명료해지기 때문

[그림 8] 2000석 홀에서의 D value

[그림 9] 리스닝 룸에서의 D value

이다. [그림 10b]는 영화용 음향 시스템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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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롤오프되고, 2kHz 이상에서는 -3dB/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X curve). 80Hz 이하
음향 시스템의 Room Curve

부터 롤오프되고, 고음은 2kHz부터 롤오프되
는 특성이다.
[그림 10c]는 스튜디오의 룸 커브를 나타
낸다. [그림 10d]는 음악 확성용 시스템의 룸
커브, [그림 6.31e]는 EBU 권고의 모니터 룸 커
브, [그림 10f]는 ITU-R 권고의 리스닝 룸 커브
이다. 저역은 40Hz 이하까지 평탄하고, 8kHz
이상은 -3dB/oct로 롤오프된 특성이다.
[그림 10]은 현재까지 제안된 룸 커브이
지만, 음원에 따라서 이상적인 특성이 다르
며, 특히 개인적인 선호도나 실내 음향 특성
에 따라서 달라진다. 국제 규격으로 권고되
어 있는 것은 X curve(ISO 2969), EBU curve,
ITU curve이다. 룸 커브는 청감적으로 평탄한
특성(perceived flat response)을 말한다. 이상
적인 룸 커브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며,
대략적으로 실내가 작을수록 고음의 롤오프가
급격해야 한다. 이것은 작은 공간에서는 고음
의 감쇠가 적기 때문이다. 즉, 작은 공간에서
음악을 청취할 때에는 고음이 너무 많으므로
고음을 롤오프시킨다. 그러나 큰 공간에서는
스피커로부터 멀리 떨어진 좌석은 고음의 감
쇠가 많으므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고
음을 부스트해야 한다.

[그림 10] 각종 음향 시스템의 전송 주파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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