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성훈 (姜成勳)
Seong-Hoon Kang
•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콘텐츠과 교수
• 음향기술연구소장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는 투철한 국가관과 충효의 정신을 지키며, 개인적으로는
자연에 순응하여 소박하고 근면하게 생활하고,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개척정신,
긍정적인 사고로 국가사회 발전의 초석 다지기에 전력하고 있는 공학박사. 음향공
학 분야 최고의 석학이다. 일찍이 광운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또
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연구, 공학석사 학위. 일본 고베대학 대학
원에서 음향학을 연구,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87년 日 YAMAHA주식회사
음향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선진의 학문과 기술을 채득하였다.
88~9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음향통신
연구실장으로 봉직하며 우리나라 음향통신
분야 발전의 토대를 닦았으며, 이후 대전보
건대학 방송제작기술과 교수로 학문연구와
방송제작 기술 개발. 후학들을 위한 강의로
전념하고 있다. 저서「방송음향」
「입체음향」「음향시스템 이론 및 설계」「방송음향총론」외에 100여편 연구논
문을 발표한 인사로서, 한국음향학회 학술상 외에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특허기술
대상 세종대왕상 등을 수상하였고, 특히 청각 장애인용 골도 전화기 개발 등 20여
건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大韓民國 現代人物史에서 -

*학력
1976. 03 ~ 1981. 02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81. 03 ~ 1983. 02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음향전공 (공학석사)

1983. 10 ~ 1987. 03

Kobe Univ.대학원 전자공학과 음향전공 (공학박사)

*경력
1987. 03 ~ 1987. 12

일본 YAMAHA㈜ 음향연구소 연구원

1988. 02 ~ 1996.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음향통신연구실 실장

1996. 03 ~ 현재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제작과 교수, 음향기술연구소장

1994. 01 ~ 1995. 12

한국음향학회 전기음향 분과 학술 위원장 및 이사

1994. 05 ~ 1996. 12

상공자원부 중기업 기술개발 사업 스피커 산업분야 전문심사 위원

1995. 01 ~ 1997. 12

한국음향학회 교육연구위원장, 전기음향 학술위원장

1999. 03 ~ 2005. 01

한국오디오공학회 회장

2005. 01 ~ 2010. 12

한국음향학회 부회장

2011. 01 ~ 2011. 12

한국음향학회 수석부회장

2012. 01 ~ 2012. 12

한국음향학회 회장

1998. 05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평가단 심의 위원

1998. 05 ~ 현재

정보통신진흥원 기술 평가단 심의 위원

1999. 07 ~ 현재

월간 PA 편집 자문위원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복합분화회관 음향 심의위원
서울예술의전당 음향심의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자문위원

* 자격 보유
전자기사 1급, 음향전문사, 특급정보통신기술자, 특급정보통신감리원

*상벌
1992. 11. 07

한국음향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1995. 11. 12

한국음향학회 학술상 수상

1997. 12. 10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 청각 장애인용 골도 전화기 개발

1999. 04. 07

특허 기술 대상(세종대왕상) 수상 ; 특허청장

1999. 05. 19

대한변리사회장 표창

1999. 08. 13

음향 시스템 이론 및 설계 ; 우수 학술 도서 선정 (문화관광부 장관)

2006. 11. 10

한국음향학회 공로상 (음향엔지니어 검정시험 제도 도입 및 실시)

2007. 11. 07

한국음향학회 학술상 수상

01) 1997. 03

방송 음향

: 기전 연구사

02) 1997. 04

입체 음향

: 기전 연구사

03) 1999. 02

음향 시스템 이론 및 설계

: 기전 연구사

04) 2000. 01

방송 음향 총론

: 기전 연구사

05) 2001. 05

알기 쉬운 교회 음향

: Ksound Lab

06) 2001. 06

PA음향 I

: Ksound Lab

07) 2001. 09

PA 음향 II

: Ksound Lab

08) 2001. 11

건축과 소리

: Ksound Lab

09) 2003. 10

음향 기술 입문

: 음향기술산업연구소

10) 2004. 04

음향기술용어 해설집

: 음향기술산업연구소

11) 2004. 06

고급음향기술

: 음향기술산업연구소

12) 2005. 01

교회 음향

: 음향기술산업연구소

13) 2005. 02

건축과 음향

: 음향기술산업연구소

14) 2005. 07

PA음향 입문

: 음향기술산업연구소

15) 2006. 04

음향효과처리

: 음향기술산업연구소

16) 2010. 07

음향기술총론 (개정판)

: 사운드 미디어

17) 2007. 02

음향기술 용어사전

: 사운드 미디어

18) 2008. 10

음향튜닝 및 측정

: 사운드 미디어

19) 2009. 12

스피커 시스템

: 사운드 미디어

20) 2011. 02

음향 시스템의 기초

: 사운드 미디어

21) 2012. 04

건축 음향

: 사운드 미디어

22) 2018. 03

개정판 음향기술총론

: 사운드 미디어

23) 2013. 07

음향제작기술

: 사운드 미디어

24) 2018. 03

음향시스템 튜닝과 측정

: 사운드 미디어

* 특허 / 컨설팅 / 보고서 / 논문

- 특허

: 20건

- 음향시스템 설계 컨설팅
예술의 전당, 영종도 공항 방송음향 시스템, 월드컵 경기장 음향 시스템 등 200 여건
- 연구 보고서

: 27건

- 논문
; 학술 논문지

국내 : 19건, 국외 : 4건

; 학술대회 논문 발표

국내 : 74건, 국외 : 14건

- 연구 동향 및 기술 해설

: 100건

* 콘서트 홀, 강당, 스튜디오
1995. 02

LG인화원 대강당 실내음향 및 전기음향 개선 설계 및 평가

1995. 05

영동 체육관 실내음향 및 전기음향 개선 설계 및 평가

1996. 08

대우 중공업 반무향실 음향 성능 평가

1996. 11

서울 MBC 스튜디오 및 공개홀 음향 평가 및 분석

1996. 12

마산 MBC 스튜디오 및 공개홀 음향 평가 및 분석

1997. 05

서울 교통방송 스튜디오의 음향 분석 및 평가

1997. 06

동부화재 연수원 대강당 전기음향 및 실내음향 평가

1997. 07

부천 시민회관 음향 측정 및 분석

1997. 07

한미은행 대회의실 음향 설계

1997. 08

부산 방송 FM 스튜디오 음향 측정 및 분석

1997. 08

교원대학교 스튜디오 음향 평가

1997. 08

통영 문화회관 음향 설계, 측정 및 분석

1997. 09

제주도 경암 동굴 음향 분석

1997. 10

부산 방송 FM 스튜디오 음향 측정

1997. 11

부산 MBC 스튜디오 음향 측정 및 분석

1998. 02

서울 예술의 전당 음향 측정 및 분석

1998. 06

삼성전자 무향실 음향 성능 평가

1998. 08

서울 대치동 문화회관 음향 측정

1998. 10

인천국제공항 방송 음향 설계 및 감리

1999. 03

용인 문화회관 음향 설계 및 감리

1999. 05

진천 문화회관 대강당 음향 설계

1999. 09

조선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실 음향 설계 및 평가

1999. 10

대전 소리의 전당 음향 설계 자문

1999. 10

대전 학생회관 대강당 음향 평가

2000. 10

대전보건대학 대강당 음향 설계 및 감리

2001. 06

안양 한마음 선원 음향 시스템 성능 평가

2001. 11

LG CALTAX 유저 홀 음향보수 설계 및 감리자문

2001. 12

한밭대학교 대강당 음향 시스템 설계

2002. 01

부산 컨벤션 센터 국제회의장 음향 평가

2002. 03

부산 컨벤션 센터 전시장 음향 시스템 기술 자문 및 평가

2002. 05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 및 소강당 음향 평가

2002. 05

한국예술종합학교 강당 및 극장 음향 시스템 설계 및 감리

2002. 06

인천국제공항 2차 음향 설계 평가

2002. 08 ~ 2002. 12

대진대학교 예술동 음향 설계 및 감리

2002. 10

LG Philips LCD 4공장 복지동 강당 음향 설계 및 감리

2003. 01 ~ 2004. 02

노원문화예술회관 음향 설계 및 감리

2003. 01 ~ 2004. 04

중앙국립박물관 극장 용 음향 설계 및 잔향부가시스템 설계

2003. 07

대진대학교 학생회관 음향 설계 및 감리 평가

2003. 10

대전 예술의 전당 음향 심의 위원 및 음향 평가

2004. 01

서울 예술의 전당 음향 개.보수 설계

2004. 01 ~ 2004. 04

대진대학교 다목적홀 음향 설계 및 감리

2004. 02 ~ 2004. 06

공주문예회관 음향 시스템 설계 및 감리

2004. 04 ~ 2005. 11

삼성전자㈜ R4 연구동 음향 시스템 설계 및 감리

2004. 05 ~ 2005. 05

두산 연수원 강당 및 회의실 음향 설계 및 감리

2004. 08

마산 315회관 음향 시스템 설계

2004. 09

리움미술관 강당 음향 시스템 설계 및 감리

2004. 10

덕양 어울림누리 음향 평가

2005. 02 ~ 2005. 06

파주 ㈜LG Philips LCD P7 복지동 건축음향 측정 및 평가

2005. 04

삼성 연수원 호암관 음향 설계 및 감리

2005. 05 ~ 2005. 12

KIST 대강당 음향 설계 및 감리

2005. 07

삼성 연수원 창조관 음향 리모델링 설계 및 감리

2005. 12

부산 컨벤션 APEC 회의장 건축음향 설계 및 감리

2006. 05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리모텔링 음향 설계 및 감리

2006. 06

대진대학교 E-learning Center 건축음향 설계 및 감리

2006. 10

한국예술종합학교 중극장 음향 성능 평가

2006. 10 ~ 2007. 10

샤롯데시어터 공연장 음향 설계 및 감리

2007. 03

삼성건설 전기음향 설비 표준 연구 용역

2007. 08

강남대학교 강당 건축음향, 전기음향 시스템 설계 및 감리

2007. 0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복합문화센터 공연장 측정 및 평가

2008. 05

노원구청 문화회관 음향 설계 및 감리

2008. 05

NC 소프트 강당 음향 감리

2008. 05

삼성휴면센터 음향측정 및 평가

2008. 06

서울 상공회의소 대강당 음향 측정 및 조정

2008. 06

한국토지공사 강당 음향 측정 및 조정

2008. 07

강남대학교 음악대학 강당 음향 감리

2008. 07

LG 화학연구소 강당 음향 측정 및 조정

2008. 07

서울 삼성병원 강당 음향 측정 및 조정

2008. 10

포스코 영상회의 음향 시스템 정밀 진단 컨설팅

2008. 11

대전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음향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감리

2009. 02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 소극장 음향 평가

2009. 03

군산문화예술회관 음향 설계 감리

2009. 05

의왕시 문화회관 음향 설계 자문

2009. 05 ~ 2012. 06

천안예술의전당 전기음향 기술감리

2009. 06 ~ 2010. 06

완도복합문화회관 음향 설계 감리

2009. 06

LG전자 R&D센터 강당 음향 평가

2009. 08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음향 설계

2009. 08 ~ 2010. 10

동서울대학 컨벤션센터 음향 설계 감리

2009. 12 ~ 2013. 04

군산문화예술회관 전기/건축음향 기술분야 감리

2010. 04

빛고을시민회관 음향시스템 조정 및 측정

2010. 04 ~ 2010. 05

신라호텔 영빈관 리모델링 음향시스템 조정 및 측정

2010. 05 ~ 2010. 07

리움 미술관 강당 리모델링 음향시스템 조정 및 측정

2010. 05 ~ 2010. 09

LG이노텍 파주공장 신축공사 복지동 대강당 건축음향 평가

2010. 09 ~ 2011. 09

함양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전기음향 감리

2010. 09 ~ 2012. 03

삼성엔지니어링 신사옥(GEC) 신축공사 전기음향 기술감리

2010. 10 ~ 2011. 09

서울예술의 전당 음악당 챔버홀 설계 자문

2010. 12 ~ 2011. 10

부산영상센터 건립공사 방송음향 자문

2010. 12 ~ 2010. 12

서울대학교 문화관 음향측정 및 평가

2011. 05 ~ 2012. 04

현대·기아차 마북연수원 리모델링 공사 음향기술분야 컨설팅

2011. 07 ~

전북 익산복합문화센터 전기음향분야 자문

2011. 09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강당 음향시스템 조정 및 측정

2012. 05

여수 예울마루 음향 시스템 측정 및 평가

2012. 06

현대자동차 본사 대강당 음향 측정 및 분석

2012. 07 ~ 2012. 12

ETRI 대강당 및 국제회의장 음향시설 고도화 컨설팅 용역

2012. 08 ~ 2013. 11

김포아트홀 무대음향 설계 및 감리

2013. 01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음향 시스템 측정 및 평가

2013. 06 ~ 2013. 08

신라호텔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수영장 음향기술분야 컨설팅

2013. 06 ~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신축공사 전기, 건축음향 설계

2013. 07 ~ 2013. 08

성산아트홀 대극장 천장마감재 교체공사 (건축음향 측정 및 평가)

2013. 07 ~ 2013. 08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건축음향 측정 및 평가

2014. 07

한국가스공사 대강당 및 야외운동장 음향 감리 및 평가

2014.

광주 교통연수원 강당 음향 평가

2015. 0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음향 측정 및 평가

2016. 11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음향 시스템 튜닝 및 측정

2017. 05 ~

㈜대교 아트센터 A/V 시스템 컨설팅

1
3

2

4

7

5

1. 안양 한마음선원 음향시스템 성능 평가
2. 부산컨벤션센터 전시장 음향시스템 기술 자문
3. 대전예술의전당 음향조정 및 음향성능 평가
4.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및 소강당 음향 평가
5. LG Philips LCD 4공장 복지동 강당 음향 설계 및 평가
6. 대진대학교 예술동 음향 설계 및 감리

6

7. 인천국제공항 2차 음향설계 평가

8
10

9

11
8. 대전예술의전당 심의위원 및 음향 평가
9. 중앙국립박물관 용그장 음향 설계 및 잔향부가시스템 설계
10. 노원문화회관 음향설계 및 감리
11. 삼성전자㈜ R4 연구동 음향시스템 설계 및 감리

12

13

12. 공주문예회관 음향시스템 설계 및 감리
13. 리움 미술관 강당 음향시스템 설계 및 감리
14. 서울예술의전당 음향 개/보수 설계

14

16

15

15. 삼성연수원 호암관 음향설계 및 감리
16. 삼성연수원 창조관 음향 리모델링 설계 및 감리
17. 부산컨벤션 APEC회의장 건축음향 설계 및 감리
18. 대진대학교 E-러닝 센터 건축음향 설계 및 감리

17

19
18

21

19. 샤롯데시어터 음향설계 및 감리
20. 신라호텔 리모델링 음향설계 용역 및 감리
21. 삼성건설 전기음향 설비 표준 연구 용역

20

22

23

24
25
22.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복합문화센터 공연장 측정 및 평가
23. LG전자 R&D센터 강당 음향 평가
24. 빛고을시민회관 음향시스템 측정 및 평가
25. 신라호텔 영빈관 리모델링 음향시스템 조정 및 측정
26. 완도복합문화회관 음향설계 및 감리
27. 서울대학교 문화관 음향측정 및 평가
28. 삼성엔지니어링 신사옥 신축공사 전기음향 기술감리

27

28

26

29
30
29. 현대.기아차 마북연구소 환경개선공사 음향기술 컨설팅
30. 여수 예울마루 음향측정 및 평가
31. 천안예술의전당 전기음향 기술감리

31

32

32.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음향 시스템 측정 및 평가
33. 군산예술의전당 음향 성능 측정 및 평가
34.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건축음향 측정 및 평가

33
34

* 야외 경기장, 실내 체육관
1995. 05

영동 체육관 실내음향 및 전기음향 개선 설계 및 평가

1996. 08

전주 빙상 경기장 음향 분석 개선 설계

1999. 02

용인 운동장 음향 평가

1999. 06

동신대학교 체육관 음향 평가

1999. 08

옥천 운동장 음향 평가

2000. 02

김해시 체육관 음향 설계 검토

2000. 03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음향 설계 및 감리

2001. 02

부천 종합운동장 음향 평가

2001. 03

대진대학교 체육관 음향 설계

2001. 05

부산 월드컵 경기장 음향 설계 및 감리

2001. 06

대구 월드컵 경기장 음향 설계 및 감리

2001. 07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음향 평가

2001. 07

광주 월드컵 경기장 음향 평가

2001. 09

천안 실내체육관 음향 평가

2002. 04

잠실 체육관 음향 시스템 설계 및 감리

2002. 05

부산 강서 체육관 음향 설계 및 감리

2002. 05

부산 기장 체육관 음향 평가

2002. 08

부산 금정 경기장 음향 평가

2003. 02

의성 체육관 음향 평가

2003. 02

김해 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 음향 평가 및 튜닝

2005. 03

양주 별산대놀이 공연장 음향 개.보수 설계 및 평가 감리

2005. 05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 음향 시스템 평가 및 재설계

2005. 07

구미 박정희 체육관 음향 평가

2005. 10

구미 박정희 체육관 음향 시스템 재설계 및 감리

2006. 05

정읍 국민체육센터 음향 시스템 평가

2006. 08

고려대학교 체육관 음향 시스템 설계 및 감리

2008. 11

인천 문학야구장 음향 정밀 평가 및 진단

2009. 05 ~ 2012. 01

인천 숭의운동장 전기·건축음향 자문 /음향 시스템 튜닝 및 분석

2010. 05 ~ 2011. 04

나주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전기음향 기술감리

2011. 05 ~ 2013. 05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음향기술분야 설계 및 감리 용역

2012. 09 ~ 2012. 10

하니움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보완공사 컨설팅 용역

2013. 09

인천강화경기장 음향 시스템 튜닝 및 측정

2013. 01 ~ 2015. 07

서남권 돔야구장 음향기술분야 컨설팅 용역

1

2

3

1. 수원월드컵경기장 음향설계 및 감리
2. 부산월드컵경기장 음향설계 및 감리
3. 대구월드컵경기장 음향설계 및 감리
4. 대전월드컵경기장 음향 평가

4

5

6

7

8

9

5. 광주월드컵경기장 음향설계 및 감리
6. 대진대학교 체육관 음향 설계
7. 천안실내체육관 음향 평가
8. 부산강서체육관 음향설계 및 감리
9. 부산기장체육관 음향 평가

10

10. 잠실체육관 음향설계 및 감리

11
12
14

13

11. 부산금정체육관 음향 평가
12. 의성체육관 음향 평가

15

16
13.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 음향 평가 및 튜닝
14. 고양시 종합운동장 음향 튜닝 및 평가
15. 양주별산대놀이공원 공연장 음향 개,보수 설계 및 평가
16.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 음향시스템 평가 및 재설계

17

18

19

20
21

22
23

17. 구미 박정희체육관 음향시스템 재설계 및 감리
18. 정읍 국민체육센터 음향시스템 평가
19. 인천문학경기장 음향정밀 진단 및 평가
20.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 음향시스템 설계 및 감리
21. 나주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전기음향 기술감리
22. 인천 숭의운동장 전기음향 시스템 튜닝 및 측정
23. 화순군 하니움실내체육관 음향시설 보완공사 컨설팅 용역

24

24. 인천강화경기장 음향 시스템 튜닝 및 측정

* 교회 및 종교 시설
1996. 01

마산 성당 음향 측정 및 평가

1996. 11

영락교회 음향 설계 심의 평가

1998. 06

서울 화광교회 실내음향 및 전기음향 분석

2000. 02 ~ 2002. 10

인천 주안장로교회 음향 설계 및 감리

2001. 07

광주 서남교회 음향 평가

2003. 02

대전 침례교회 음향 설계 및 감리

2003. 03

한마음 선교원 음향 평가

2005. 05

강북 제일교회 음향 평가

2005. 07

하상 교육회관 음향 설계

2005. 10

청주 서면교회 음향 설계 및 감리

2006. 05

광주 서현교회 음향 설계 및 감리

2006. 08

김포 교회 음향 평가

2008. 11

풍성 교회 음향 평가

2002. 10 ~ 2003. 09

포항 제일교회 음향 설계 및 감리

2003. 02

침례신학대학 음향 시스템 설계 및 감리

2003. 02 ~ 2003. 10

광주 중앙교회 음향 시스템 설계 및 감리

2003. 05

수원 제일교회 리모델링 음향 설계 및 감리

2003. 11 ~ 12

금란교회 음향 설계 및 감리, 음향 평가

2003. 12 ~ 2005. 06

녹산교회 음향 설계 및 감리

2006. 05

명성교회 음향 평가

2009. 04

여수 동명교회 음향 설계 및 평가

2010. 11 ~ 12

서울 성실교회 음향 측정 및 평가

2016. 02

안산광림교회 음향 시스템 컨설팅

2017. 02

서울성동교회 음향 시스템 컨설팅

1

2

3

4

1. 인천 주안장로교회 음향설계 및 감리
2. 광주 서남교회 음향 평가
3. 포항 제일교회 음향 설계 및 감리

5

4. 광주 중앙교회 음향시스템 설계 및 감리
5. 수원 제일교회 리모델링 음향설계 및 감리

7

6
8

6. 서울 녹산교회 음향설계 및 감리
7. 서울 명성교회 음향 평가
8. 여수 동명교회 음향설계 및 평가

건축음향 컨설팅
- 설계 및 검토
- 건축(인테리어 시공) 감독
- 음향성능 측정 및 평가

전기음향 컨설팅
- 시스템 설계
- 음향시스템 시공 감독
- 음향조정 및 튜닝
- 음향성능 측정 및 평가

시뮬레이션
- 실내음향 및 전기음향 시뮬레이션

음향기술교육
- 단기강좌 및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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