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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 기술기준 도입 전후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음량분석

이 상 운a)‡

A Study on the Digital Television Loudness Analysis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the Digital Television Loudness Legislation

Sang Woon Le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방송법 개정 및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음량 기술 기준 시행에 따라 주요 방송 채널들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의 방송

음량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행 전에는 측정 대상인 모든 방송 채널들이 기술기준보다 높은 음량 레벨로 방송을 하

였으나, 시행 후에는 측정한 방송 채널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기술기준에서 제시하는 음량 레벨을 유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했으며,  
음량의 표준편차 역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들은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측정 방법

의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changes of broadcasting loudness before and after are measured for the major broadcasting channels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broadcasting law and enforcement of digital television broadcasting loudness technology standard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television broadcasting loudness technology standards. all the channels to be measured were broadcast at 
a higher volume level than the technical standards. However, after the implementation, most of the channels to be measured were 
maintained at a loudness level suitable for the technical standards. However, some programs are inadequate to meet technical 
standards, requiring corrective action, and the need for additional research to improve the measur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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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텔레비전 방송기술 역시 진

화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은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 디

지털방송으로 전환된 이후 바야흐로 UHD(Ultra High De- 
finition)라는 초고화질방송의 본격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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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의 발전은 방송 화질, 음질 및 임장감 등 여러

면에서 진보되어 향상된 방송서비스의 향유를 가능하게 해

주었으나, 방송이 디지털화되면서 음의 다이내믹 범위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방송 프로그램들의 음량 레벨 관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

는 문제점도 초래되었다[1].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음량을 측

정하는 방법과 적정한 음량 레벨 등을 규정하는 ITU(Inter- 
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표준 제정이 2000
년도부터 착수되어 2011년에 관련 기술기준들이 마련되었

다[2][3][4]. 
이후 이 국제 기준은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방송음량을

정규화하기 위한 기술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향후 방송 프

로그램의 국제적 유통과정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ITU-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Radio)  연구위원회의 방송분과에서 해당 기준의 도입 필

요성 및 디지털텔레비전 음량 기준 및 시스템 도입의 필요

성 및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방송법에 디지털 텔레

비전 음량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규화 하는 기술기준을 포

함하는 방송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 이루어졌다[5][6].
그 결과 방송법에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11월
28일에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이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

고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7]. 
디지털 텔레비전 음량 기준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이전의

방송 음량 측정 결과 분석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는 있으나, 디지털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관련 법 시행

이후 방송 음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

에 관한 기준”이 시행되기 전과 후의 방송음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해당 기준을 명시한 방송법의 효과 및 향후 보완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며, 본론에는

디지털텔레비전방송 음량 측정 방법 및 시스템, 디지털텔

레비전방송 음량 측정 결과, 측정 결과 분석 및 고찰 등이

포함된다. 

Ⅱ. 음량 측정 시스템 구성 및 방법

1.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음량 측정 방법 및 시스템

국내 기술기준으로 확정된 디지털텔레비전 방송프로그

램 음량 기술기준은 ITU에서 정한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하

였다. 해당 기술기준의 주요 내용은 각 프로그램의 누적 음

량 평균 레벨의 기준치를 –24LKFS(Loudness, K-weight-
ed, relative to Full Scale)로 정하고, 허용오차를 ±2dB로 하

여 기준치를 중심으로 총 4dB의 허용범위를 인정하였다. 참
고로 미국은 우리와 동일하게 ±2dB 허용범위를 인정하며, 
유럽은 보다 엄격하여 ±1dB만의 허용범위를 인정한다[8][9].
국내 디지털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기술기준에서

는 중요한 핵심사항들만을 제시하며, 디지털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음량 기준 및 측정방법 등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TTA 기술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디지털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기술기준은 다채널 오

디오를 지원하며, ‘K’ frequency weighting 2단(2nd Order) 
필터가적용된다. 첫번째단은사람이 인지하는음향적 영향

을고려하기위한것이고, 두번째단에서는각주파수영역에

서 서로 다른 민감도를 가지는 사람의 청각적 특성에 기반한

가중치 필터를 적용하며, 채널 별로 두 개의 필터를 통과한

신호를 T 주기 동안의 평균 제곱 값을 측정한다. 

그림 1. 다채널 음량 측정 알고리즘 블록다이어그램 [2] 
Fig. 1. Block diagram of multichannel loudness algorithm

채널 별로 다른 가중치를 주어 입력된 각 채널들의 음량

을 측정함에 있어, 서라운드 채널이 더 큰 가중치를 가지며, 
LFE(Low Frequency Effect) 채널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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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음량 측정에서 묵음 구간을 제외하기 위한 과정으

로 절대 게이팅과 상대 게이팅을 적용한다. 
게이팅 측정을 위한 게이팅 블록의 단위는 400ms로 하

며, 이웃 블록과는 75%의 중첩이 이루어지며, 측정된 블록

의 값의 -70LKFS 이하인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절대 게이

팅)하고, 남은 값들의 평균값보다 -10dB 작은 값을 가지는

블록도 전체 음량 측정값에서 제외한다.(상대 게이팅)
다채널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음량을 측정하기 위한 알고

리즘은 [그림 1]과 같으며, 전방좌측, 전방우측, 중앙, 후방

좌측, 후방우측 및 서브우퍼 등 각각의 5 채널에 대한 음량

을 측정한다.

그림 2. 2단 필터에서의 신호 흐름도 [4]
Fig. 2. Signal flow diagram as a 2nd order filter

각 채널에는 [그림 2]와 같은 구조의 ‘K’ frequency 
weighting 2단(2nd Order) 필터가 포함된다. 상기의 알고리

즘 및 측정방법에 의해 묵음 구간을 포함한 음량(Ungated 
Loudness)은 다음 식(1)에 의해서, 묵음 구간을 제외한 음

량(Gated Loudness)은 식 (2)에 의해 계측한다[2][4].  

(1)

(2)

Gi : 각 채널의 가중치 계수

Zi : 주기 T 동안 필터에 입력되는 mean square 값
Jg  : 게이팅 문턱치 Γ 에 대한 게이팅 블록

Jg = {j : lj > Γ},  Jg 값은 |Jg|.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음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은 상

기의 구성과 알고리즘을 적용한 AERO 100 DTV Audio 
Measure and Processing Unit을 적용하였으며, ITU-R Rec. 
1770 기준에 따라 묵음구간을 포함하는 음량과 묵음구간을

제외하는 구간의 음량을 측정하여 기록하게 구성되었다. 
또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뿐 아니라 종합편성 채널 등

타 방송 채널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음량의 측정을 위하여

IPTV (Internet Protocol TV)방송을 수신하였다. 그리고

IPTV 셋탑박스의출력 오프셋에 따른 오디오 레벨출력과

음량 측정기와의 레벨 일치를 위한캘리브레이션을실시한

후 음량 레벨 측정을 실시하였다.
각 채널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음량 레벨 측정은 시작

및 종료 시점을 지정해서 측정하며, 측정된 데이터들은 매

초 단위로 기록되며, 이 데이터들은 보관 및 분석을 위한

서버로 이동된다. 참고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중간 광고의 삽입이 없어

순수 프로그램에 대한 음량이 측정되었으나, 타 프로그램

들의 경우 중간에 삽입되는 중간 광고들도 프로그램에 포

함되어 음량이 측정되었다.    

그림 3. 디지털텔레비전 음량 측정시스템 구성도
Fig. 3. System diagram of digital television loudness measurement

 

그림 4. 디지털텔레비전 음량 측정시스템
Fig. 4. Digital television loudness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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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음량 측정 결과

앞장에서 서술한 측정 알고리즘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합편성 채널 등 주요 채널들을 포함

하여 38개 채널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음량 측정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국내에 등록된 방송채널 사업자는 총 546개이며

이중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63개, 케이블 채널이 296개, SO 
채널이 101개, IPTV전용채널 12개 및 해외 재송신채널이

73개이나 가용 측정 시스템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시청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채널들만을 상으로 측정하였다[11].  
각기 채널에서 방송하는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

로 방송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까지의 평균 음량을 묵음

구간 포함 및 제외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LKFS [dB]단위

로 측정하였다. 한편 특정 채널을 대상으로복수 개의 프로

그램을 연속하여 측정하는 기록도 포함되었다.

1. 전체적인 음량 변화 추세

전체 측정데이터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3개 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첫째 구간은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음량 기술

기준 적용이 되지 않은 2015년도 12월까지, 둘째 구간은

2016년부터 적용 의무화 시점인 2016년 5월 말까지의 준

비 기간, 마지막 셋째는 2016년 5월 말 이후 기술기준이

적용된 구간이며, 각 기간 중의 평균 음량값 m과 분산 υ, 
표준편차 σ 등을 구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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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Period Loudness STDEV. Conformity

2015 (Before  Introduction) -16.2 1.7 X

2016.1~2016.5  (Preparation) -18.5 3.5 X

2016.6~ (After  Introduction) -23.9 0.5 O

표 1. 측정 대상 채널 전체 음량 측정 결과
Table 1. Measured Loudness of total recorded channel program 

상기의 측정 결과를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측정된 전체

채널의 모든 프로그램들의 평균 음량(Loudness)이 -16.2 
LKFS 로 기준치인 -24.0 LKFS 대비 무려 7.8 dB나 높아

디지털텔레비전 방송 음량 기술기준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들은 기 발표된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과도 부합한다[12][13]. 
상기의 평균 음량은 국내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묵음 구

간을 제외한 값이며, 이후의 측정에서도 묶음 구간을 제외

한 음량 값들을 제시하였다.  
금 번 연구에서는 음량 레벨뿐 아니라 각 채널 및 방송

프로그램 음량들의 표준 편차도 산출하였으며, 이는 측정

되는 각 채널 및 방송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음량 평균값과

차이가 있는 지를 의미한다.  
표준편차가클수록 음량 레벨의 차이도커서 채널 이동 시

나 프로그램 변경 시 시청자들이 음량으로 인한 불편을느낄

수 있는 여지가크므로 가급적 작은 것이 바람직하나, 2015
년도에는 측정된 방송들의 표준편차는 1.7 dB로 나타났다.

2016년 초부터 2016년 5월말까지의 기간의 평균 음량은

-18.5 LKFS로 이전 해인 2015년보다 2.3 dB 낮아졌으나

기준치 대비 5.5 dB나 높아 부적합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는 2015년도의 1.7 dB 대비 두배이상인 3.5 
dB로 높아졌다. 

그림 5. 3개 측정 구간 별 디지털 텔레비전의 음량 레벨 변화 추세
Fig. 5. Trends in loudness of digital television by three measurement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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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측정 구간인 2016년 5월 이후에는 평균 음량이

-23.9 LKFS로 기준치와거의 동일하며, 표준편차 역시 0.5 
dB로 낮아졌다.   

[그림 5]는 상기 3개 측정 구간 별 디지털 텔레비전의 음

량 레벨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2. 지상파와 비지상파 방송 채널 별 변화

지상파 방송 채널들은현재까지 높은 시청점유율을 유지

하고 있어 음량 기술기준 도입 시에도 우선 적용대상으로

고려된 바 있어 주요 측정 대상이다. 비 지상파 채널들은

500개 이상의 채널이 있으나, 이중에서 JTBC, MBN, 채널

A, YTN, 연합뉴스TV, TVN  등이 측정대상에 포함되었다.
음량 기술기준 시행 전인 2016년 5월말까지의 지상파방

송 채널들의 평균 음량은 –16.4 LKFS로 기준치 대비 7.6 
dB 높아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는

2.7dB이었다. 한편 이중의 한 채널은 평균 음량이 –15.5 
LKFS로 기준치 대비 8.5 dB나 높았다. 다른 한 채널은 평

균 음량 레벨이 –17.1 LKFS로 기준치 대비 6.9 dB 높았으

며, 표준편차는 3.8 dB로 프로그램 별 음량 편차가컸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음량 기준 도입 후에는 누적 평균 음량이 –23.8 

LKFS로 기준치에 근접했으며, 표준편차도 최대 0.9,dB 평
균 0.6dB로 낮아졌다. 표 2는 지상파방송 채널들의 음량 기

술기준 도입 이전과 이후의 방송 음량 변화를 보여준다.  

Terrestrial  TV Loudness Ave. STDEV. Conformity
Before -16.4 2.7 X
After -23.8 0.6 O

표 2. 지상파방송 음량 측정 결과
Table 2. Measured Loudness of terrestrial channel program 

한편 음량 기술기준 시행 전까지 JTBC, MBN, 채널 A, 
YTN, 연합뉴스TV, TVN 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누적 평균

음량은–18.1 LKFS로 기준치 대비 5.9 dB 높았으며, 평균

표준편차 역시 2.9 dB로 모두 부적합하였다. 또한 특정 채

널은 평균 음량이 –15.1 LKFS로 기준치 대비 8.9 dB나
높았으며, 다른 한 채널은 표준편차가 무려 5.0 dB로 프로

그램 별 음량 편차가 매우 컸다.

그러나 음량 기준 도입 후에는 평균 음량이–24.0 LKFS
로 기준치와 일치했으며, 표준편차도 최대 0.4 dB, 평균

0.2dB로 안정되었다. 
표 3은 상기 방송채널들의 음량 기술기준 도입 이전과

이후의 방송 음량 변화를 보여준다.  

Other TV Loudness Ave. STDEV. Conformity

Before -18.1 2.9 X

After -24.0 0.2 O

표 3. 비지상파방송 음량 측정 결과
Table 3. Measured Loudness of non-terrestrial channel program

3. 주요 채널 별 측정 결과

앞서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된 전체 채널

및 지상파, 비지상파 채널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주요 채널 별 측정 결과를살펴보

도록 한다.
[그림 6]은 A 지상파방송 채널의 음량 변화를 보여준다.  

음량 기술기준 시행 전까지의 평균 음량은 –15.5 LKFS로
기준치 대비 무려 8.5 dB나 높아, 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역시 2.1 dB였다.

그러나 음량 기준 도입 후에는 평균 음량이–23.9 LKFS

-28.0 

-23.0 

-18.0 

-13.0 

-8.0 

그림 6.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A채널의 음량 레벨 변화 추세
Fig. 6. Trends in loudness of the A digital televis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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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준치에 근접했으며, 표준편차도 최대 0.1dB로매우 안

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각각의 점들은 하나의 프

로그램 시작 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평균 음량 값이며, 
시행 전에는 전반적인 음량 레벨도 높고 편차도컸으나 시

행 이후 기준치인–24 LKFS에 근사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7]은 B 종합편성방송 채널의 음량 변화를 보여준

다. 음량 기술기준 시행 전까지의 평균 음량은 –15.1 
LKFS로 기준치 대비 무려 8.9 dB나 높아 부적합했으며, 
평균 표준편차는 0.2 dB로 지속적으로 부적합한 높은 음량

레벨로 방송되었음을 보여준다.  
음량 기준 도입 후에는 평균 음량이–23.9 LKFS로 기준

치에 근접했다. 표준편차는 0.4 dB로 시행 이전 보다 오히

려 커졌으나 ±2 dB 기준치 이내로 적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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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18.0 

-13.0 

-8.0 

그림 7. 비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B채널의 음량 레벨 변화 추세
Fig. 7. Trends in loudness of the B digital television channel

 

[그림 8]은 C 지상파 방송 채널의 음량 변화를 보여준다. 
음량 기술기준 시행 전까지의 평균 음량은 –17.1 LKFS로
기준치 대비 6.9 dB나 높아 부적합했으며, 평균 표준편차는

3.8 dB로 프로그램과의 편차 역시 매우 컸다.   
음량 기준 도입 후에는 평균 음량이–23.7 LKFS로 기준

치에 근접했다. 표준편차는 0.6 dB로 시행 이전 보다 대폭

낮아졌다.
2016년 10월 21일 방송된 한 프로그램의 평균음량이 –

26.3 LKFS로 기준치보다 낮으며, ±2 dB인 허용 범위를 0.3 
dB 넘어 부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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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C채널의 음량 레벨 변화 추세
Fig. 8. Trends in loudness of the C digital television channel

[그림 9]는 D 지상파 방송 채널의 음량 변화를 보여준다. 
음량 기술기준 시행 전까지의 평균 음량은 –17.4 LKFS로
기준치 대비 6.6 dB나 높아 부적합했으며, 평균 표준편차는

2.9 dB로 프로그램과의 편차 역시 큰 편이었다.  

-28.0 

-23.0 

-18.0 

-13.0 

-8.0 

그림 9.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C채널의 음량 레벨 변화 추세
Fig. 9. Trends in loudness of the C digital television channel

음량 기준 도입 후에는 평균 음량이–23.9 LKFS로 기준

치에 근접했다. 표준편차는 0.9 dB로 시행 이전 보다 낮아

졌다. 
2016년 7월 12일, 10월 21일 방송된 프로그램들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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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이 각각 –26.3 LKFS, -26.6 LKFS로 기준치보다 낮으

며, ±2 dB인 허용 범위를 넘어 부적합하였다.  

IV.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음량 측정 결과
분석 및 고찰

앞장에서 측정한 결과들은 음량 기준이 적용되거나 준비

기 이전인 2015년도에는 측정된 전체 채널들의 평균 음량

이 -16.2 LKFS로 기준치인 -24.0 LKFS 대비 무려 7.8 dB 
높아 기술기준에 부적합했으나, 2016년 5월 말 이후인 기

준 적용 후에는 -23.9 LKFS로 낮아져기준치와거의 동일

한 수준을 유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해졌다. 
평균 레벨뿐아니라 표준편차도 1.7 dB에서 0.5 dB로 낮

아져 더욱 편안한 방송 청취가 가능해지도록 개선된 것으

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주요 채널들 모두시행 전후에현격한개선이 이

루어졌고 전체 측정된 프로그램들의 평균 음량 레벨 기준으

로는 모두 기술기준에 부합했다. 그러나 일부 채널들의 경우

극히일부이긴하지만 3개의프로그램들의 경우평균 음량이

-26.3 LKFS , -26.6 LKFS,  -26.3 LKFS로 기술기준에 부적

합 경우도 측정되었다. 해당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생방송프

로그램이고 다른 둘은 녹화 프로그램들이었다. 
국내 음량기준 제정 시 음악이나 골프와 같은 프로그램

들이생방송도많고, 음의 다이내믹 영역이넓거나 묵음 구

간 등이길어 음량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들은 음악이나 골프 중계방송은 아니었다. 
상기의 결과에서 일부 프로그램들이지만 디지털 텔레비

전 방송 음량 기술 기준을 분수하지못한 경우들이 있었으

며, 이의 개선을 위한 방송사업자들의 추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음량 측정방법에 있어서 측정 대상 방송프로그램

의 시작과끝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획득할수 있다면

각각의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한 음량 레벨을 자동으로 측

정할수 있을 것이나, 현재본 방송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프로그램 들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초단위로 정확히 전송해주는 방송채널들은 없어 수작업으

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과 저효율이 문제점으로 지적 가

능하다. 이의 개선을 위해 향후광고 방송을 포함한 각각의

프로그램 단위로 음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는 방

송 음량 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음량 기술 기준

시행에 따라 주요방송채널들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의 방송

음량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행 전에는

측정 대상인 모든 채널들이 기술기준보다 높은 음량 레벨

로 방송을 하였으나, 시행 후는 측정 대상인 대부분의 방송

채널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음량 레벨을 유지하여 기술기

준에 적합해졌으며,  음량의 표준편차 역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들은 기술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도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측정 방법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측정방법의 개선 등 추

가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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