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라우드스피커(loudspeaker) 또는 헤드폰

(headphone)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음악, 영화, 뉴

스 등을 제공하는 음향 시스템은 라디오, 텔레비젼,

CD(Compact Disc), MP3 플레이어 등을 통해 우리

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글을 읽으면서

음악을 감상하는 등과 같이 음향 시스템이 가지는

편리성은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

할 것이다. 또한 영상 신호와 동기되거나 더불어 제

공됨으로써 영상 신호로 제공할 수 없는 정보를 제

공하는 채널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들어 3차원 영

화와 같이 실재와 동일하거나 더욱 과장된  현장감

과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3차원 입체영상과 부합

하는 3차원 입체음향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멀티채널과 3차원 음향은 서로다른 속성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멀티채널은 음향 콘텐츠를 재생하는 음

향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출력 채널 수, 즉 라우드

스피커의 개수와 관련된 용어이며, 멀티채널이 3차

원 음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음향 시스템

의 출력신호(라우드스피커 또는 헤드폰)가 재현

(reproduction)하는 음장이 3차원 공간을 표현하고

있을 때, 즉 음의 고저가 느껴지고 공간감이 느껴질

때, 3차원 음향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3차원

음향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라우드스피

커가 필요하게 되고, HRTF(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를 이용하는 바이노럴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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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을 제외하고는 음의 고저감, 거리감, 공간감 등

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라우드

스피커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멀티채널

과 3차원 음향이 관계를 가지며 혼용되어 사용되게

된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음향 시스템이 2차원 음향(스테레오

또는 서라운드 음향)을 제공하는지 3차원 음향을 제

공하는지에 대한 조건은 접어두고, 2개 이상의 라우

드스피커를 이용하는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템에 대

한 주제로 멀티채널 사운드 기술의 개발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소개된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템

을 위한 음향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멀티채널

사운드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Ⅱ. 멀티채널 사운드의 역사 [1]

에디슨의 축음기 발명 4년후 1881년에 Clement

Ader는 2채널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을 파리 전기

박람회에서 전시하였으며 이것이 스테레오 및 멀티

채널 사운드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당시는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한 지 불과 4년이 지난 후

였으며, 모노 채널이 제공할 수 없는 편안하고 공간

감을 가지는 사운드의 재생이 가능함을 처음 보여

준 사건이었다. 10년 후 미국의 Telephone and

Telegraphy Company가 전화선을 이용하여 유사

한 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소개된 스테레오 사

운드는 EMI의 영국 엔지니어인 Alan Dower

Blumlein의 역사적 특허를[2] 통하여 스테레오 및

서라운드 사운드를 위한 녹음, 믹싱, 전송 방법이

구체화 되었고, 세계 2차대전을 겪으면서 발전된

신호처리 및 통신기술의 도움으로 FM 라디오, 영

화, 텔리비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대부

분의 음악 콘텐츠는 스테레오 사운드로 제작되고

있으며 주도권을 멀티채널로 넘기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스테레오에서 멀티채널로의 진화는 1930년대부

터 시작되었다.  1933년 벨연구소의 Harvey Flet-

cher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Leopold Stokowski와 공동으로 실황 오케스트라

방송을 위한 3채널 전송 및 재생 시스템을 시연하

였다. 당시 필라델피아 있는 Academy of Music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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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디슨의 축음기와 Clement Ader의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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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주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3개의 마이크로

폰으로 녹음하여 워싱턴에 있는 Constitution 홀로

전송하여 재생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멀티채널

사운드가 기존의 스테레오 사운드가 가지지 못하는

공간감과 현장감을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1940년 디즈니 스튜디오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영화

에 이용하기 위한 멀티채널 사운드 포맷인 “Fanta-

sound”를 발표하였다. 초기의 Fantasound는 전방

3채널(left, center, right) 후방 2채널(rear left,

rear right) 라우드스피커를 극장에 배치하고 등압

팬폿(constant-power pan-pot)을 이용하여 가상

음원을 라우드스피커 사이에 배치하는 기법을 도입

하였다. 실험을 거친후 3개 채널(side left, side

right, ceiling)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아직도 극장용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템의 기본형태로 남아 있다. 

Fantasound를 효시로 극장을 위한 멀티채널 사

운드는 채널수의 추가, 자동 톤제어 기법 등과 같은

기술개발을 토대로 계속 발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스테

레오 사운드 시스템을 일찍부터 선택하여 보급하였

기 때문에 멀티채널로의 진화는 더디게 이루어져왔

다. 1968년 바순(bassoon) 연주자인 Peter

Scheiber는 광대역 위상변조 네트워크(wideband

phase-shift network)를  이용하면 4채널 아날로

그 채널을 2채널로 다운믹스했다가 다시 4채널로

복원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4채널 Quadraphonic

사운드 시스템이 기존 스테레오 시스템과 호환을

가지며 멀티채널로 확장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CBS 레코드의 Benjamin B. Bauer는 Scheiber의

위 상 변 조  네 크 워 크 를  개 선 한  SQ(Stereo

Quadraphonic) 매트릭스를 고안하고 이를 토대로

Quadraphonic 사운드를 라디오 및 텔레비젼에 적

용하고자 하였다. 이후 Sansui의 QS(Quadra-

phonic Sound), 일리노이 대학의 QMX(Quadra-

phonic MatriX), Michael Gerzon의 Ambisonics,

JVC와 RCA 레코드의 CD-4 등이 제안되었고 이

를 FM 라디오 방송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협의

체(NQRC, National Quadraphonic Radio

Committee)가  EIA(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에 1972년에 설립되었다. NQRC를 중

심으로 4채널 FM방송을 위한 미국 FCC 규정 제정

은 소모적인 실험결과보고[3] 절차만 수행한채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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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즈니의 Fantasound 제작 모습(왼쪽)과 Fantasound로 제작된 최초의 디즈니 에니메이션 Fantasia 포스터(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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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 되었으며 결국 Quadraphonic 사운드는 처

음 기대와는 다르게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템으로서

의 역사적 의미로만 남게 되었다. Quadraphonic

사운드를 주도한 CBS는 4채널 프로그램을 제작하

기 위한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지만 기존 스테레

오 레코드의 가격이 6달러 정도이며 4채널 레코드

를 7달러 정도로 판매하면 이를 보상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테레오 재생시스템만을 가지고 있고, 4채널 레코

드를 스테레오 레코드와 호환된 방식으로만 판매하

여야 하기 때문에 두 레코드 사이의 가격차이를 둘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프로그램 제작 단가만 상승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것이 Quadraphonic 사

운드 시스템이 시장에서 실패한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초 Dolby는 4각형의 구석에 스피커를

배치하는 Quadraphonic 사운드 시스템을 대사를

위한 센터채널과 서라운드 채널로 변경한 4채널 시

스템과 스테레오 채널로의 4채널 전송을 위한 4-

2-4 매트릭스를 개발하여 극장용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템에 활용하였으며, 이는 극장용 멀티채널 음

향시스템의 초석이 되었다. 

1982년 CD의 출현으로 디지털 오디오의 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새로운 오디오 시스템들이 봇물

터지듯이 제안되었고,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템은

마침내 Fantasound의 초기형태인 5채널에 서브우

퍼 채널을 추가한 5.1채널(left, right, center, rear

left, rear right)이 기본형태로 공론화 되었고,

ITU-R을 통하여 국제표준[4]으로 제정됨에 따라

디지털 TV, DVD, 홈씨어터 시스템으로 적용되었

다. 이후 6.1채널과 Blu-ray에 이용된 7.1채널 등

이 개발되었고, 최근 일본 NHK에서는 SHV(Super

High-Vision) 텔레비젼을 위한 22.2채널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3차원 실감음장을 녹음하고

재현하는 기술을 시연하였다.  

Ⅲ.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템

1. 5.1채널 시스템

5.1채널은 5채널 서라운드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

템의 일반적인 명칭이며, 현재 홈씨어터와 극장용

사운드 시스템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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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MI의 Quadraphonic 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

<그림 4> NHK 22.2채널 시스템 라우드스피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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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다. 5개의 전대역(full bandwidth) 채널과 1

개의 저주파 채널(0.1채널)을 사용한다. 또한 5.1채

널은 디지털 방송과 음악의 표준 서라운드 사운드

오디오 구성 요소이다. 모든 5.1채널 시스템은

front left, center, front right, surround left,

surround right 채널로 구분 되는 동일한 스피커

채널과 구성을 사용한다.

<그림 5>와 같이 5.1채널 사운드는 기존의 2채널

스테레오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청취자의 측면과 후

면으로부터의 사운드 재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

방에만 머물렀던 가상 음상의 정위 영역이 360도

전 방향으로 확장됨으로써, 보다 입체감이 풍부해

지고 실감 있는 음장을 전달할 수 있는 오디오 재

생 기술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과거 스테레오 사운드 이후의 3채널 서라운드, 4채

널 서라운드 재생 방식이 극장에 도입되어 가정에

서의 음향 청취 환경과 차별화되는 특성임을 강조

하였는데, 5.1채널도 마찬가지로 극장에서 처음 사

용이 되고 이후 가정으로 도입되는 형태로 확산되

었다.

2. Auro 3D 시스템

Auro 3D는 벨기에의 Auro Technologies사에서

12 방송공학회지 1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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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테레오와 5.1채널의 가상음상 정위 영역의 차이

<그림 6> Auro 3D 홈시어터용 9.1채널(a) 및 10.1채널(b) 스피커 포맷

(a) Auro 3D 9.1채널 (b) Auro 3D 10.1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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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홈씨어터용 멀티채널 시스템이다. <그림 6>

과 같이 5.1채널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center 스

피커를 제외한 나머지 4채널에 상향 스피커(high

speaker)를 추가한 9.1채널과 천정 스피커(ceil

speaker)를 추가한 10.1채널이 기본 포맷이다.

3. T. Holman 10.2 채널 시스템

THX의 T. Homan은 2001년도에 C. Kyriakakis

와 함께 10.2채널을 개발하였다[5]. 개발 당시 10.2

채널에 대한 슬로건은 “5.1채널의 두 배만큼 우수하

다”였으며, 사운드 엔지니어들에게는 큰 flexibility

를 청취자에게는 좀더 몰입할 수 있는 음향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서 NHK 22.2채널, Dolby Digital EX(6.1채널),

SDDS(7.1채널), DTS-ES(6.1채널) 등과 비교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14채널 혹은 그 이상을 전송할 수

있는 Dolby Digital Plus 및 Dolby TrueHD와도 비

교되고 있다.

THX 10.2채널은 <그림 7>과 같이 5.1채널(center,

left, right, left surround, right surround)에 수평

면상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3채널(left wide,

right wide, back surround), 상향 2채널(upper

left, upper right), 좌우측 서브우퍼를 추가한 구조

이다. 

이러한 THX 10.2채널의 주요한 장점은 아래와

같다.

•기존 가정의 high-end system에 비해 더욱

향상된 몰입감

•음상 정위의 정확성 및 확장된 음상 정위 범위

를 제공하며, 특히 전방의 경우 어떤 위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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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HX 10.2 채널 멀티채널 스피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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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상을 맺히게 할 수 있음

•기존 5.1채널 구성에 추가로 스피커 설치가 가

능하므로 호환성을 제공함

•기존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LFE 제공

•Pro Tools 혹은 다른 Digital Audio Work-

stations(i.e. Nuendo, Pyramix) 과의 호환성

또한, 단점은 아래와 같다.

•고가의 청취룸/믹싱룸 설치비

•10.2채널 포맷을 지원하는 믹싱 콘솔이 거의

없으므로 배포 가능한 포맷으로서 10.2채널을

채택한 스튜디오가 없으며 또한 10.2채널로 믹

싱된 영화가 거의 없음.

4. ETRI/Samsung 10.2채널 시스템

3DTV와 UHDTV와 같은 실감방송에서 기존

HDTV 의 5.1채널 시스템 보다 사실적이고 고품질

의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과 삼성전자가 제안한 10.2채널 시스템은

<그림 8>과 같은 스피커 배치를 갖는다. 

ETRI/Samsung 10.2채널 시스템은 전방에 수평

면 3개 채널과 수직면(H, height) 2개 채널로 총 5

채널이 배치되며, 측후면에 총 4개 채널, 천장에 1

개 채널이 배치되고, 바닥면에 저주파 담당 2개 채

널이 구성되어 총 12개 채널이 사용되며 저주파 담

당 채널을 0.1로 간주하여 10.2채널이 된다. 5.1채

널 및 7.1채널 시스템과 호환성을 제공하면서 청취

자를 중심으로 3차원 음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니며, 일부 스피커들에 대한 자유로운 배치

영역을 제공하므로 음향 엔지니어나 청취자의 환경

이나 취향에 따라 자유로인 스피커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5. NHK 22.2채널 시스템

5.1채널 오디오 시스템은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DVD-Video, DVD-Audio, SACD, 디지털 방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스테레오 시스템에 비하여 향상된 공

간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보다 넓은 청취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5.1채널 오디오 시스템에는 다

양한 제약 사항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유효 청취

영역(sweet spot)이 좁게 형성되고, 수직음상을 제

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극장과 같이 넓은 청취공간에

는 적절하지 않다.

NHK 22.2채널 오디오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4> 및 <그림 9>와 같다. <그림 4>는 시스템을 옆에

서 볼 때, <그림 9>는 시스템을 위에서 볼 때의 구

조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22.2채널 오디오 시

스템은 세 개의 라우드스피커 층으로 이루어져 있

다. 위 층은 9개의 채널, 가운데 층은 10개의 채널,

14 방송공학회지 1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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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TRI/Samsung 10.2채널 스피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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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층은 3개의 채널과 2개의 LFE로 이루어져 있

다.

Ⅳ. 멀티채널 사운드 제작기술

1. Panning

멀티채널 라우드스피커 배치를 이용하여 음장을

재현하는 기술중에 가장 고전적이며 널리 이용되는

패닝(panning) 기술은 <그림 10>과 같은 표준 스테

레오 오디오 재생환경에서 두 라우드스피커 사이의

원하는 위치에 가상음원을 렌더링하기 위해 각 라우

드스피커에 인가하는 신호크기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인 패닝기법인 크기패닝 기법에서는 가상

음원을 원하는 각도(θs)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아래

식을 만족하도록 라우드스피커 신호의 출력크기(g1

과 g2)를 조절한다. 

5.1채널 셋업과 같이 청취자와 같은 평명상에 라

우드스피커를 배열하여 음상을 조절하는 2D 라우

드스피커 셋업에서 가상음원을 위치시키기 위한 방

법으로 인접하는 두 라우드스피커 사이에 음상을

정위시키는 pair-wise amplitude panning 기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이 방법은 가상음원의 위치

가 라우드스피커의 위치와 동일하면 최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장점은 있지만, 라우드스피커들 사이에

가상음원을 정위시키는 경우 음상이 또렷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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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HK 22.2 채널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 배열

<그림 10> 표준 스테레오 청취환경(θ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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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해지게 된다. 즉, 정위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

음상의 해상도(resolution)가 변한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상음원을 정위시키기 위

해 인가하는 음향신호가 두 개의 라우드스피커에

제한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2. VBAP와 Ambisonics

모든 라우드스피커들이 청취자와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지 않는 셋업을 3D 라우드스피커 셋업이라

고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2D 라우드스피커 셋업에

고저감을 주기위한 라우드스피커들을 추가로 배치

한다. 3D 라우드스피커 셋업에서 음상을 정위시키

기 위한 패닝기법으로는 주로 Triplet-wise 기법이

사용된다. Triplet-wise 기법에서는 음상이 정위되

는 시점에서 최대 3개의 라우드스피커가 이용된다.

즉, <그림 11>과 같이 3D 라우드스피커 셋업에서의

라우드스피커들 배치구조는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격자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상음원을 위치시키기

위하여 격자들 중 하나가 이용된다. Ville Pulkki는

임의의 3D 라우드스피커 셋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3차원 벡터의 투영을 통한 패닝 기법을 Vector

Based Amplitude Panning(VBAP)이란 이름으로

제안하였다[6]. 그러나, 3D 라우드스피커 셋업은

2D 라우드스피커 셋업과 동일한 이론에 근거한 패

닝 기법을 이용하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단

점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패닝기법을 이용하는 음장재현 기술들 가운데 최

근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엠비소닉스(Ambisonics)

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폰 제작 기술이지만 인접한

라우드스피커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도록 라우드스

피커들을 배치하고 진폭 패닝(amplitude panning)

기법을 모든 라우드스피커를 이용하여 적용함으로

써 음상을 정위시키는 방법이다[7]. 단, 모든 라우드

스피커에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최적 청취영역을 벗

어난 영역에서 음상이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은 여전

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 고

차 엠비소닉스(high order Ambisonics) 시스템이다.

예를들어 2차 엠비소닉스 시스템에서는 이득값이 아

래 식과 같이 결정되므로, 패닝방향의 반대방향의 이

득값이 두드러지게 작아진다. 참고로 아래 식에서 N

은 라우드스피커의 개수이며 α는 라우드스피커의 위

치를 각도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라우드스피

커에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역효과는 줄일

수 있다. 엠비소닉스 시스템은 라우드스피커의 셋업

이 대칭인 구조를 가져야 하며, 라우드스피커의 개수

를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킨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Least Squared Method (LMS)

ISVR에서 제안된 LSM(Least Squar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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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riplet-wise 패닝기법을 이용한 3차원 가상음원 정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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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하는 음장(target sound field)과 복원되는 음장

(reconstructed sound field)사이의 평균 자승 오차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음장재현 시스템을 적응시

키는 기술이다[8]. <그림 12>와 같이 라우드스피커들

이 배치(reproduction reason)되어있고, 재현하고자

하는 음장 영역(control reason)의 경계에 마이크로

폰들이 배치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마이크로

폰 어레이가 배치되는 지역이 원하는 음장을 복원하

는 영역(sweet spot)이며 라우드스피커 어레이와 마

이크로폰 어레이가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한다고 가

정하면, 최적의 음장복원 조건은 원음장 신호(pk)가

라우드스피커에서 재생된 복원음장 신호(pk)와 동일

할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두 마이크로폰 신호사

이의 전체 자승오차는 아래 수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 하도록 라우드스피커 입력신호

를 찾아가는 과정이 LSM이라 할 수 있다.

4. Wave Field Synthesis (WFS)

WFS는 <그림 13(a)>와 같이 파면(wave front)

상의 모든 점은 구형 2차 파면의 점 소스(point

source)로서 작용한다는 호이겐스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파면 상에 존재하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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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LSM 방식의 3차원 음장재현 시스템의 개념도

<그림 13> WFS 의 원리

(a) 호이겐스의 파면원리 (b) 라우드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한 파면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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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point source)을 라우드스피커로 대체하여

생각해본다면 <그림 13(b)>와 같이 원래 음원이 존

재하지 않더라도 그 음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Kirchhoff-

Helmholtz 적분과 레일레이 정리를 이용하여 수식

화 한 것이 WFS이다

WFS를 라우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데 있어서 무한하고 연속적인(continuous) 파면을

유한하고 불연속적인(discrete) 라우드스피커 배열

을 통하여 재생함으로써 공간 에어리어징(spatial

aliasing)이 발생한다. 이는 이론적인 WFS를 실제

화시킬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

점으로, 공간 에어리어징은 라우드스피커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

생되는 주파수 재생 범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다. 또한 라우드스피커 어레이 양 끝단 발생하는 파

장이 전체 배열에서 발생하는 파장의 왜곡을 일으

키는 truncation 효과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시스템의 구현에 있어서 많은 수

의 라우드스피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

에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Ⅴ. 결 론

3D영화와 3DTV의 보급으로 인하여 실감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극장과 가정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실감있는 3차원 입체

영상에 비하여 음향은 5.1채널로 제한된 2차원 서

라운드 사운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자가

몰입하는데 제한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3차원

입체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멀티채널 오디오 시스

템들이 활발히 연구 및 개발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

래에 3차원 입체영상과 부합하는 입체음향 시스템

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입체

음향을 제공하기  위한 멀티채널 오디오 시스템과

멀티채널 사운드 제작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

였다.

18 방송공학회지 16권 4호

442 특집 : 오디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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