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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입체음향은 가상환경 시스템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청각 재생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에서  더 각 받고 있다. 본 논문

은 가상환경을 한 새로운 실시간 3차원 입체음향 재생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가상공간에서의 임펄스 응답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입체음향과 련된 가상공간 정보를 달하기 해서, 가상 환경을 한 재질 정보를 포함하는 Enhanced DXF 일 형식을 

제안한다. 그리고 멀티채  사운드 패닝 시스템을 구 하 다. 컴퓨터 환경에서 실험하여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보여 다.

Abstract

3D sound is of central importance for the virtual reality system, and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auditory displays 
and for the human-computer intera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real-time 3D sound representation system for virtual reality. 
At first, we propose a calculation method of the impulse response for virtual space. To transmit the information of the virtual space, 
we propose an enhanced DXF file type that contains the material information. And then, we implement the multi-channel sound 
panning system. we perform the experiment based on computer simulation and prove the utility of the proposed method.

Keyword : three-dimensional sound effects, virtual reality, Enhanced DXF, sound impulse response, sound panning

Ⅰ. 서 론

최근 입체음향에 한 일반 인 심이 높아지면서 홈시

어터와 같은 멀티채  입체음향 시스템이 각 을 받고 있

다. 원색세계백과사 [1] 에서는 입체음향을 “원음장을 충

실하게 재 하고 음의 고 , 음색뿐만 아니라 방향이나 거

리감까지도 재생하여 임장감을 가지게 하는 음향”이라고 설

명하고 있고, 일본음향학회가 발간한 음향용어사 [2] 에서

는 “음향의 방향감, 거리감 등 음향 공간의 입체 인 인상과 

임장감을 주는 음향”으로 입체음향을 기술하고 있다.  [3]에
서는 입체음향을 “음원이 발생한 공간에 치하지 않은 청

취자가 음향을 들었을 때 방향감, 거리감  공간감을 지각

할 수 있도록, 음향에 공간 정보를 부가한 음향”으로 정의하

다. 음향 재생장치를 통하여 입체음향을 들으면 장에 있

지 않아도 장에서 듣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입체음향은 공학 분야와 컴퓨터 음악 분야로 나 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공학자는 음향을 입체 으로 표 하기 

해서 수학 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에 주력하 고, H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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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4]
에 기반을 두어 입체음

향 개발이 꾸 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컴퓨터 음악가들은 

소리를 재생하기 한 방법에 주력해왔고, 컨퍼런스나 워

크  장소에서 실제로 컴퓨터 기반 음악 연주를 콘서트 형

식으로 발표하거나 구연한 시스템 환경을 설치하여 시연을 

통해서 논문의 성능을 입증한다. 그 밖에도 악기의 물리  

모델링 (Physical Modeling), 음악의 시각화, 컴퓨터 음악언

어의 소 트웨어  하드웨어 구  등등 음악과 련된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입체음향과 련된 

분야로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재생하기 한 시스템이나 음

악 작도구를 개발하여 시연을 통해서 논문의 성능을 보

여 다
[5][6]. 본 논문은 공학자와 음악가의 에서 입체음

향의 재생에 근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공간의 구성요소가 변할 때마다 발생

하는 임펄스 응답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가상공간의 음원

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그림 1과 같은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의 공간 A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며, '공간 B'는 4채

 오디오 출력을 이용해서 음원을 재생하는 실제 공간이다. 
즉, 청취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에서 재생되는 음원의 

입체음향 효과를 실제 공간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송신 수신
Convolu

tion

임펄스 
응답

4채널
오디오 출력

오디오
입력

환경
설정값

송신 수신

공간 A 공간 B

그림 1. 가상공간의 3차원 입체음향 재  시스템

Fig. 1. 3D sound effect reproduction system in virtual reality

‘환경 설정값’을 송신장치로 송하고 수신 장치로 수신 

받아 임펄스 응답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임펄스 응답’ 부
분에서는 이 환경 설정값을 받아서 임펄스 응답을 구한다. 
‘오디오 입력’ 장치는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송신장치

를 통해 송한다. ‘수신’ 장치로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

는다. ‘컨볼루션(convolution)’ 에서는 임펄스 응답에서 나

온 임펄스 응답과 수신 장치에서 받은 오디오 데이터와 컨

볼루션 한다. 컨볼루션한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출력장

치를 통해 내보내진다. 가상공간의 환경설정 값과 음원 데

이터를 공간 B로 송하여 공간 B에서 그 음원을 재생한

다. 공간 B에 필요한 환경설정 값은 공간 A의 크기, 각 벽

면의 재질, 음원과 청자의 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공간 A’에서는 음원과 청자의 치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간 B’에서는 청자의 치는 

고정이고 일정한 거리에 4개의 스피커가 치한 것을 보여

다. 공간 A에서 환경설정 값과 음원데이터를 받으면 실제

공간에서 4채  오디오 출력을 이용해서 음원을 재생한다.

공간A 공간B

Ch2Ch1

Ch4Ch3

청자

방의 가로

방
의

 세
로

음원

청자

그림 2. 4채  오디오 출력을 이용한 3차원 입체음향

Fig. 2. 3D Sound effect using 4 channel audio

일반 으로 어떤 공간에서의 음원의 달은 그 공간의 

임펄스 응답을 이용하여 구해지며, 이러한 입체음향 효과

는 음악 편집  작도구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때, 임펄스 응답을 실시간으로 용하기 해서는 미리 

정의해 놓아야 한다. 보통 방법으로는 실제로 그와 비슷한 

공간에서 소리를 녹음함으로써, 혹은 그 공간을 모델링함

으로써 하나의 임펄스 응답을 정의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음원  청자의 치가 변하는 경우에는 매번 임펄스 응답

을 구해야 되므로, 소리를 녹음함으로써 임펄스 응답을 구

하는 방법은 불가능 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의 가상공

간인 ‘공간 A'의 거리감과 공간감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임펄스 응답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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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펄스 응답을 구하기 해서는 ‘공간 A'의 재질정

보가 필요하며, 이 정보를 달하기 한 별도의 형식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공간이 장 가능한 미국 오

토데스크(Autodesk) 사의 DXF (Drawing eXchange For- 
mat)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입체음향 효과를 보이기 해서는 멀티채  오디오를 사

용해야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멀티채  오디오를 한 사

운드 패닝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4채  오디오 출력을 이용해서 가상환경

의 음원이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재생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잔향 임펄스 응답

을 이용해서 공간감을 구  방법을 제안하고, 3장에서는 사

운드 잔향의 가장 요한 요소인 재질 특성을 고려한 확장

된 표  일 포맷인 Enhanced DXF (EDXF)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임펄스 음원과 청자의 거리에 따라 감을 조 하

으며, 4채 에 균일 워 패닝 기법을 사용해서 방향감을 

구 하 다. 5장에서는 제안한 방법들을 소 트웨어로 구

한 결과를 보여주고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임펄스 응답

1. 임펄스 응답 개요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는 벽, 천정, 바닥, 공기 

등에 의해 흡수, 반사되어 우리의 귀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공간의 형태  벽면 재질의 흡음률 등에 따라 되는 

소리는 공간정보를 반 한 왜곡 특성을 보이게 되며, 이를 

통해 청취자는 거리감과 공간감을 지각하게 된다[7]. 공간에

서 소리가 발생하면 소리가 직  청자에게 들리기도 하지

만 물체나 벽면에 부딪쳐서 청자에게 들리는 소리까지 더

해지게 된다. 그래서 폐된 공간에서의 소리는 직 음

(direct sound)과 기반사음(early reflection), 잔향(rever- 
beration)에 해당하는 소리의 합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8]. 
따라서 소리의 울림 정도를 나타내는 임펄스 응답은 그림 

3과 같이 직 음, 기반사음, 잔향으로 구성된다[9]. 그림 

4는 임펄스 응답의 이다.

직 접 음
초 기

반 사 음
잔 향

임 펄 스  응 답

환 경 설 정 값

∑

그림 3. 임펄스 응답 구성도

Fig. 3. Impulse response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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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임펄스 응답 제

Fig. 4. Impulse response example

가상환경을 구 하기 해 공간에서의 잔향 모델을 계산

한다. 직 음과 기 반사음, 잔향에 한 각각의 임펄스 

응답을 구해서 시간축 상에서 합성하여 체의 임펄스 응

답을 구한다. 이 게 구한 임펄스 응답을 장하 다가 실

시간으로 소리 형에 컨벌루션을 해주면 공간에서 발생하

는 소리의 잔향을 얻을 수 있다.
공간에서의 임펄스 응답을 구하기 해서는 직육면체 공

간의 크기와 각 벽면의 재질 특성, 임펄스의 발생 치(음원) 
 임펄스의 녹음 치(청자) 정보가 필요하다. 한 잔향부

분을 생성해주기 해서는 잔향 시작시간과 잔향 조 도가 

필요하다. 즉, 필요한 가상공간의 정보는 음원의 치, 청자

의 치, 공간의 크기, 좌측면, 우측면, 면, 후면, 천장, 바
닥의 흡음률과 잔향 시작시간과 조 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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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 음

소리가 발생하면 약간의 지연 시간을 두고 사람이 소리

를 듣게 되는데, 가장 먼  듣게 되는 소리는 가장 짧은 거

리를 통해 날아온 소리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이때 가장 

짧은 거리를 직선 경로(direct path)라고 하고 직선 경로를 

날아온 소리를 직 음이라고 한다. 직 음 계산 부분은 그

림 6과 같다.

그림 5. 임펄스 응답의 직 음 제

Fig. 5. Direct sound example in impulse response

음 원 , 청 자 의  거 리
[D S1]

직 접 음  [dB ]
[D S2]

발 생 시 간
[D S4]

가 중 치  및  
16비 트  환 산

[D S3]

(초 기 반 사 음  크 기 , 발 생 시 간 )
[D S3 , D S4]

그림 6. 임펄스 응답의 직 음 계산

Fig. 6. Direct sound calculation in impulse response

환경 설정값에서 음원과 청자의 치를 입력 받아서 음

원과 청자의 거리(DS1)를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  음원의 치벡터 -청자의 치벡터 ∥[meter] (1)

음원과 청자의 거리()를 식 (2)을 통해서 dB값으로 

환산해 다.

 ×   [dB] (2)

dB값()에 가 치를 부여하고, 식 (3)과 같이 이 값을 

16비트 데이터 값으로 변환해 다.

×


×   [Amplitude] (3)

음원과 청자의 거리에서 구한 값()을 식 (4)을 통해

서 발생시간()을 구해 다. 상수 2.9069는 거리에 따른 

시간을 계산하기 한 상온에서의 소리의 속도 344m/s의 

역수이다.

 ×  [msec] (4)

3. 기 반사음

직 음이 들린 후에 벽이나 천장, 바닥에 부딪치고 도달

한 소리를 기 반사음이라고 하며 그림 7과 같다. 음원이

나 청자가 이동하면 기 반사음도 변하게 된다. 소리가 물

그림 7. 임펄스 응답의 기 반사음 제

Figure 7. Early reflection example in impul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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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부딪치고 반사되어 청자까지 도달하는 거리는 '피타고

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해진다. 소리의 강도와 지연 시

간은 직 음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도달거리를 이용하

여 구한다. 이때, 소리는 물체에 부딪치면 물체의 흡음률에 

따라 에 지가 흡수되어 약해지게 되므로, 기 반사음의 

소리 강도는 흡음률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한다. 기 반사

음 계산은 그림 8과 같다.

음원, 청자의 거리
[ER1]

초기반사음 
[dB]
[ER2]

발생시간
[ER4]

가중치 및 
16비트 환산

[ER3]

(직접음 크기, 발생시간)
[ER3, ER4]

그림 8. 임펄스 응답의 기 반사음 계산

Fig. 8. Early reflection calculation in impulse response

환경설정 값에서 음원과 청자의 치와 방의 크기를 입

력받아서 음원과 청자의 거리를 식 (5)와 같이 계산한다. 

이때, ERi1 , ( i= 1～6)은 각각 좌측면, 우측면, 천장, 바

닥, 면, 후면을 가리킨다.

 
  [meter]

 ∥음원의 치벡터 -벽면의 반사 ∥

          + ∥벽면의 반사  - 청자의 치벡터∥

(5)

음원과 청자의 거리()를 식 (6)을 통해서 dB값으로 

환산해 다. 이때,  ( 1～6)는 각각 좌측면, 우측면, 
천장, 바닥, 면, 후면의 흡음률을 나타낸다.

 ×  ×   [dB] (6)

dB값( ER2)에 가 치를 부여하고, 식(7)과 같이 이 값

을 16비트 데이터 값으로 변환해 다.




×   [[Amplitude]] (7)

음원과 청자의 거리에서 구한 값()과 직 음 발생시

간 값()을 이용하여 식 (8)과 같이 발생시간을 구해

다. 상수 2.9069는 거리에 따른 시간을 계산하기 한 상온

에서의 소리의 속도 344m/s의 역수이다.

 ×  [msec] (8)

4. 잔향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각 벽면에 반복해서 부딪치게 

되어 청자에게 도달하므로 소리가 감쇄되고 경로는 늘어나

게 된다. 그림 9와 같이 직 음과 기 반사음에 이어서 모

든 방향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를 잔향이라고 한다. 잔향은 

청자의 거리에 향을 받는 직 음이나 기 반사음과는 

다르게 작용한다. 사운드 형은 공간의 다양한 면에 반사

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의 한 치에서는 다른 도착 

시간, 방향  진폭을 가지는 사운드 형이 합쳐짐으로써 

잔향이 구해진다. 안정 인 사운드 벨에서는 공간에서의 

치에 따른 사운드의 양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

그림 9. 임펄스 응답에서의 잔향 

Fig. 9. Reverberation example in impul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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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청자의 치 변화에 상 없이 잔향의 양은 일정하다고 

모델링이 가능하다
[8]. 잔향 계산은 그림 10과 같이 구한다.

방의 넓이
[RE2]

평균 흡음율
[RE1]

방의부피
[RE3]

60dB 
감소시간
[RE4]

임의지점 생성
[RE5]

잔향크기 계산
[RE6]

(잔향 크기, 발생시간)
[RE6, RE5]

그림 10. 임펄스 응답의 잔향 계산

Fig. 10. Reverberation calculation in impulse response

좌측면, 우측면, 천장, 바닥, 면, 후면의 흡음률을 평균

하여 식 (9)와 같이 평균 흡음률( )을 구한다.




      

where, ∼   : 6면의 흡음률

(9)

방의 크기 정보를 이용하여 겉넓이( )를 식 (10)과 같

이 구한다.

 × ×
× ×× ×

 

where,    방의 가로 길이 [meter]

   방의 세로 길이 [meter]

   방의 높이 [meter]

(10)

방의 크기 정보를 이용하여 부피( )를 식 (11)과 같이 

구한다.

 ××  

where,    방의 가로 길이 [meter]

   방의 세로 길이 [meter]

   방의 높이 [meter]

(11)

평균흡음률( ), 도 4의 “방의 겉넓이”에서 나온 겉넓

이( ), 방의부피( )를 이용하여 60dB 감소되는 시

간이 잔향시간( )을 식 (12)와 같이 구한다
[8].

 ×
×

×


×
×

 [msec]
(12)

잔향 시작 시간 [msec], 잔향 조 도 [sample]를 입력 받

아서 잔향부분을 구성한다. 임의 시작 시간( )은 잔향 

시작 시간 이후, 식 (13)과 같이 잔향시간( )사이에 잔

향 조 도 만큼의 개수를 랜덤(random)함수를 이용하여 발

생시킨다.

 (잔향시작시간- ) * Random (1) + 

                잔향시작시간 [msec]
(13)

잔향의 크기 계산은 평균흡음률( ), 방의 겉넓이

( ), 도 4의 방의 부피( ), 임의 지  생성( )을 

이용하여 잔향의 크기( )를 식 (14)와 같이 구한다.

 × 


×   [Amplitude]

     where,  

             ××
×

×



(14)

직 음, 기 반사음, 잔향을 구하면 최종 임펄스 응답 

은 식 (15)와 같고 그 제는 그림 4와 같다.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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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XF 일 포맷 형식

1. DXF 일 형식 개요

1982년 캐드(CAD) 1.0버 이후 DXF (Drawing eX- 
change Format, 데이터 교환 형식)는 업데이트되고 발 되

었다. DXF는 미국 오토데스크(Autodesk) 사에서 개발, 보
된 ASCll  바이 리(binary) 일 형식으로서 IGES 

(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과 더불어 가장 

리 쓰이는 립 일형식(neutral file format) 의 하나이다. 
캐드 일은 *.dwg는 압축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

에 사용자들은 이를 직  읽어오도록 하기 한 로그램

을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 이다. 그래서 오토캐드(Auto- 
CAD)는 다른 로그램사이에 도면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dxf 일이 정의되어 사용한다. 이는 설계된 도면

을 유한요소분석 로그램과 같은 강력한 컴퓨터로 응력과 

변 , 속도, 손정도 등등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 한 제

어머신을 사용할 경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10].
DXF 일은 ASCII 텍스트 일이다. 이 형식은 타 기종

의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Autodesk 사이에서, 는 오토캐

드와 다른 CAD/CAM 시스템 사이에서의 도면 정보를 쉽

게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체 DXF 일은 블록정의, 
선 종류, 도면층 정보, 문자유형, 치수유형, 좌표계 등등 

모든 도면요소를 완 히 보존한다. 오토캐드에서는 이진

일형식 ACIS솔리드, 사용자 객체 등의 DXF 일을 제

공한다.

2. DXF 일 구조

DXF 일 형식은 다수의 그룹(group)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은 그룹코드(group code)와 그룹 값(group value)의 2
로 구성된다. DXF 일은 HEADER, CLASSES, TA- 

BLES, BLOCKS, ENTITIES, OBJECTS 등 모두 6개의 섹

션  EOF( 일 끝 표시)로 구성된다. 엔터티(Entity)란 오

토캐드에서 처리되는 최소 입력 단 로 선(LINE), 원

(CIRLCE), 호(ARC), 이어(LAYER), 블록(BLOCK), 폴
리라인(POLYLINE) 등을 말한다.

3. 제안하는 EDXF 일 구조

제안하는 Enhanced DXF (EDXF) 일 형식은 기본 구

조는 DXF을 상속받아서 사용한다. EDXF 일은 DXF 
일의 기본의 데이터 교환 형식에서 건축물의 재질 정보가 

추가되었다. 즉, EDXF 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모든 어

리 이션은 DXF 일을 불러올 수 있다. 단, DXF 일

만 사용하던 기존의 어 리 이션에서는 EDXF 일을 사

용할 수 없다. EDXF 일 구조는 DXF 일 구조와 같이 

HEADER, CLASSES, TABLES, BLOCKS, ENTITIES, 
OBJECT Section으로 구성된다. DXF 일 구조의 EN- 
TITIES Section에 MATERIAL 항목을 추가하 고, MA- 
TERIAL 엔터티를 한 그룹코드는 표 1과 같다.

표 1. EDXF의 MATERIAL 그룹코드

Table 1. MATERIAL group code of EDXF

Group codes Description

0
5

100
10
20
30
11
21
31
12
22
32
13
23
33
70
40

Entity type
Handle
Subclass marker (AcDbMaterial)
X value of first corner
Y value of first corner
Z value of first corner
X value of second corner
Y value of second corner
Z value of second corner
X value of third corner
Y value of third corner
Z value of third corner
X value of fourth corner
Y value of fourth corner
Z value of fourth corner
Number of parameters for this element
Value of absorption 

Ⅳ. 입체음향용 멀티채  사운드 패닝

1. 사운드 패닝 개요

가상환경에서 음원의 치가 변하는 경우, 입체음향으로 

구 하면 음원의 발원지가 이동하는 것과 같고 이 게 소

리가 이동하는 것을 패닝이라 한다. 패닝 기법 에서 선형 

패닝(linear panning)은 스피커간의 소리를 선형 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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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므로 소리의 이동이 부드럽지 못하다. 패닝 효과가 

좋으면서도 연산이 복잡하지 않은 균일 워 패닝(constant 
power panning)을 사용한다

[11]. 균일 워 패닝은 각 스피

커에서 재생되는 소리의 크기의 워의 합을 1로 유지하여 

소리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킨 것이다. 그림 11과 같

이 음원의 치는 Ch1부터 Ch4까지의 스피커가 치한 원

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1의 θ 는 기 선과 

음원사이의 각도로 4채  패닝에 사용된다.

Ch1 Ch2

Ch3 Ch4

청자

θ

음원

기준선

그림 11. 4채  패닝

Fig. 11. Four channel panning

        

1cos( )
4
1cos( )
4
3cos( )
4
3cos( )
4

θ π

θ π

θ π

θ π

= +

= −

= +

= −

Ch1

Ch2

Ch3

Ch4

A

A

A

A

0
⎧

= ⎨
⎩
Chi

Chi

A
Amp

  

( 0)if
otherwise

>ChiA

  1,2,3, 4i =  

(16)

ChiAmp ( 1,2,3, 4i = )는 식 (16)을 통해서 구한다. 이 게 

구한 ChiAmp 는 식 (17)에서 균일한 워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2 2 2 1+ + + =Ch1 Ch2 Ch3 Ch4Amp Amp Amp Amp (17)

2. 사운드 패닝 구

그림 12와 같은 입체음향 구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받

는 데이터는 '환경설정 값'과 '음원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를 처리한 후에 ch1부터 ch4까지 4개의 스피커로 음원데이

좌층
위치계산

우측
위치계산

전방
위치계산

후방
위치계산

천장
위치계산

바닥
위치계산

4 Ch
패닝

4 Ch
패닝

4 Ch
패닝

4 Ch
패닝

4 Ch
패닝

4 Ch
패닝

Convolu
tion

+음원
Ch1

Ch2

Ch3

Ch4

4 Ch
패닝

환경
설정 값

∑

4

4

4

4

4

4

4

그림 12. 3차원 입체음향 구  구성도

Fig. 12. 3D sound effect implementation block diagram

음원

청자

가상
음원

d d

그림 13. 우측 치 제

Fig. 13. right positio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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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임펄스 응답 계산 소 트웨어

Fig. 15. Impulse response calculation software

Cos Cos CosCos

각도계산거리계산

지연시간
계산 (k)

볼륨크기

음원의
위치

청자의
위치

음원

X

Ch1 Ch2 Ch3 Ch4

1
4
π+

1
4
π−

3
4
π−

3
4
π+

X
X

X
X

흡음률

kZ−

X

0000

그림 14. 4채  패닝 구성도

Fig. 14. Four channel panning block diagram

터를 내보낸다. 그림 12의 ‘ 치계산’에서 기 반사음을 

계산한다. 그림 13은 우측 치를 계산 부분으로 우측 기 

반사음을 구하기 해서 음원을 우측의 가상음원을 만든 

를 보인다.
그림 14의 4채  패닝은 그림 12를 세부 으로 살펴본 

구성도이다. ‘흡음률’은 각 면의 재질마다 다른 값으로 설

정가능하고, 흡음률에 따라 음원의 볼륨 크기가 결정된다. 
음원과 청자의 치로 거리와 각도를 계산한다. 각도는 균

일 워 패닝에 사용하고, 거리는 음원 데이터의 지연시간

과 볼륨 크기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Ⅴ. 시뮬 이션 결과

1. 임펄스 응답 계산 소 트웨어

음원이 발생되는 공간의 크기와 공간을 구성하는 물질의 

재질정보에 따른 효과 인 입체음향의 구 을 해서 소

트웨어는 몇 개의 사용자 입력 그룹을 포함한다. 각 그룹은 

독립 으로 입력되며, 각 그룹의 사용자 라미터는 생성

되는 임펄스 응답에 향을 미친다. 그림 15는 임펄스 응답 

계산 소 트웨어를 실행한 후, 임펄스 응답을 추출해 낸 실

행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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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값 설정’ 그룹은 가상공간의 방의 크기, 음원  청

자 치 정보를 나타낸다. 이 소 트웨어에서는 가상환경

을 DXF 일을 통해서 읽어 들이고, ‘재질정보’ 그룹을 설

정한 후에 EDXF로 가상환경 정보를 장한다. 재질정보는 

표 2와 같이 8가지가 선택가능하며 [8] 추가로 입력가능하

다. 1～6번은 직육면체의 각 면에 해당되며, 각각의 치는 

DXF 일의 가상환경의 각 면과 같다.

표 2 벽면 재질별 흡음률

Table 2. wall type acoustic absorptivity

재질 (Hz) 125 250 500 1k 2k 4k
석고천장 0.14 0.10 0.06 0.05 0.04 0.03

콘크리트 바닥의 카펫트 0.02 0.06 0.14 0.37 0.6 0.65
나무 마루 0.15 0.11 0.1 0.07 0.06 0.07

페인트칠된 석고 0.01 0.01 0.02 0.02 0.02 0.02
석고 보드 벽 0.29 0.10 0.05 0.04 0.07 0.09

유리창문 0.35 0.25 0.18 0.12 0.07 0.04
나무 자 0.30 0.25 0.2 0.17 0.15 0.10

커튼 0.07 0.31 0.49 0.81 0.66 0.54

‘잔향 조건’에서 ‘잔향음 시작시간’은 임펄스 응답의 형

태에 상당한 향을 미치므로, ‘10～200[msec]’ 범  내에

서 히 선택한다. ‘잔향의 조 도’는 잔향의 시작시간으

로부터 잔향이 끝나는 시간까지의 임펄스 응답 내에 포함

되는 샘 의 수를 의미한다. 이 역시 임펄스 응답에 상당한 

향을 끼치므로 ‘100～2000 [sample]’의 범  내에서 

히 선택한다. 일반 으로 잔향의 조 도가 높을수록 보다 

효과 인 입체음향의 구 이 가능하나, 임펄스 응답의 생

성, 는 다른 어 리 이션으로 용시 계산량이 증가한

다. 따라서 복잡도를 고려하여 한 조 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펄스 응답 그래 ’ 그룹은 계산된 임펄스 응답을 개략

으로 보여 다. 이 임펄스 응답은 16bit mono 웨이  형

식으로 장가능하며, 이는. 독일 스타인버그(Steinberg)사
의 Cubase SX와 같은 음악편집 소 트웨어에서도 활용가

능하다
[12].

2. 멀티채  오디오를 이용한 입체음향 소 트웨어

이 소 트웨어는 음원 일을 읽어 들여 2개 혹은 4개의 

채 을 가진 디바이스를 통해 청자와 음원의 치를 고려

한 음장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
[13]. 소 트웨어가 실행

되기 해서는 4채  이상 지원되는 사운드카드가 필요하

며, 사운드 카드를 지원하기 한 ASIO 드라이버가 필요하

다. 소 트웨어를 시뮬 이션 할 때는 Digiasio 5. 3. 3b 
ASIO 드라이버를 사용하 으며, EMI 2|6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 다
[14]. 실행화면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멀티채  오디오를 이용한 3차원 입체음향 소 트웨어

Fig. 16. 3D sound effect software using multichannel audio

패닝 연산 시 2개의 라미터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PixelInOneMeter’은 1미터 당 픽셀값로 청자와 음원의 

치를 실제 공간 크기에 맞추기 한 스 일링 팩터(scaling 
factor)이다. 두 번째로 ‘min.dist.InMeters’는 청자와 음원

의 치가 일치할 경우를 방지하기 한 음원과 청자의 거

리의 최소값이다. 패닝은 기본 으로 거리에 소리의 크기

가 비례하므로 청자와 음원의 치가 같을 경우 소리의 크

기는 무한 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해서 이 값을 이용

한다.
임펄스 응답 소 트웨어를 통해서 구한 임펄스 응답을 

그림 16의 ‘Reverb’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3차원 입체음

향 효과를 입력함으로써 가상환경에서의 입체음향을 구

하 다. 실험은 음원과 청자의 치를 실시간으로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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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서, 그에 따른 입체음향을 구 하 고 다수의 청취자

를 상으로 시연하여 입체음향 효과를 보 다. 스테 오

로 재구성된 입체음향은 실제 공간에서 재 할 때, 좌측과 

우측에서만 재 시키므로 실제 음향효과와는 다르다. 멀티

채 로 4채 을 사용해서 음원을 재 시키므로 가상공간

의 음원을 실제 공간에 유사하게 입체음향으로 재 시키는 

효과가 있다. 오디오 출력으로 4채 이 아닌 6채 이나 8채
을 사용하면, 좀 더 실감 있는 입체음향 효과가 구  

가능하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음원과 청자의 치를 실시간으로 변화시

키면서 그에 따른 입체음향을 구 하 다. 입체음향을 구

하기 해서 임펄스 응답을 구하는 방법과 가상정보를 

장하기 한 EDXF 형식을 제안하 고, 본 논문의 5장 

1 의 ‘임펄스 응답 계산 소 트웨어’를 통해 그 결과를 보

다. 멀티채 로 4채 을 사용하여 음원을 재 시키는 방

법을 제안하 고, 본 논문의 5장 2 의 ‘멀티채  오디오를 

이용한 입체음향 소 트웨어’를 통해 가상공간의 음원이 

실제 공간에서 입체음향으로 재생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가상환경에서 음원의 재생을 실제 공간에서 실시간 재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 기때문에 다른 시스템과 정

량 으로 비교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을 가

지고 있다. 공학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와 련된 시스템이 

없어서 비교하기 어렵고, 컴퓨터 음악 분야에서는 시스템 

개발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보고 있다. 소리의 경우 

상처럼 객  화질( 를 들어 PSNR)이나 주  화질

을 평가하는 것과 다르게 논문에 표기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청취자들 앞에서 시연을 통하여 입체음향 

효과를 보 다. 컴퓨터 음악 련 음악가 10명, 자공학 

련 연구원 20명을 상으로 시연을 하 으며, 임펄스 응

답은 재질에 따라 소리의 울림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여 

가상환경을 체감하 다. 한 음원의 치를 변화시킴에 

따라 음원의 치를 인식함으로써 입체음향을 인지하 다.
본 논문의 목표는 가상환경의 음원을 실제 공간에서 실

시간에서 재생하는 것이었고, 다른 컴퓨터 음악 분야의 논

문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재생되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입체

음향 효과를 입증했다. 차후에는 가상공간을 단순히 직육

면체가 아닌 복잡한 공간의 임펄스 응답을 모델링하고 4채

 이상의 멀티채 로 입체음향을 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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