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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가 원하는 3D 사운드 혹은 소리의 공간감을 원하는 대

로 재현할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은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가

지고 싶었던 꿈의 기계였다. 그러나 과연 개인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3D 사운드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

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일 뿐만 아

니라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원하는

소리의 파동 전파 자체를 시공간 상에서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WFS(Wave Field Synthesis)나 Ambisonics, 또는 머리전달함수

(HRTF: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를 기반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렇게 재현된 음장(sound field)을 보면 이들

이 인지되고 평가되는 등의 객관화를 위하여는 청취 환경에

따라 그 특성이 바뀌고 동일한 환경에서도 청취자에 따라 다

르게 인지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음장 재현 방

법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놀랍게도 과거의 스테레오 시스

템에서 볼 수 있는 밸런스 노브(balance knob)로부터 그 해결

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밸런스 노브는 보편적인 최적의 소

리를 찾는 대신에 청취자가 원하는 음향 효과를 얻을 때까지

직접적으로 소리를 청취하고, 스스로 조절하여 평가할 수 있

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일 밸런스 노브와 같이 청취

자가 원하는 3D 사운드를 스스로 평가하고 조절하기 위한 방

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즉, 청취자가 시공간적으로 원하는

3D 사운드를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인터페

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면? 과연 그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

이다. 본 고는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즉, 청취자가 자

유 자재로 원하는 음장을 형성할 수 있는 렌더링 기법 및 즉각

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인터페이

스는 현재까지 오디오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 이퀄

라이져(frequency equalizer)와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Spatial EqualizerⓇ”1)라는 이름을 붙여 보았

다. Spatial EqualizerⓇ는 공간 상에 하나의 점 또는 다수의 점

으로 표시되는 가상 음원을 사용자가 조종하여 원 소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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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감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간 상에 다수의 점

음원들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청취

자가 원하는 공간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

은 종전의 이퀄라이져와 같이 Spatial EqualizerⓇ에 의해 형성

되는 음장이 어떤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서 평가되는 대신 사

용자에 의해 직접 주관적으로 평가되고, 선택된다는 점이다.

1. 서론

1. 배경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가정에 전송되면서

오디오는 컨텐츠의 실재감(Presence) 및 사실성

(Reality)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오디오의 많은 특징들 가운데서도 소리의 공간감,

즉 spatial impression은 시각적인 자극으로는 표

현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TV의 영상(scene)은, 스크린의 크

기에 의해 표현 가능한 영역의 제약을 받지만, 오디

오는 스크린 밖의 임의의 위치로부터의 소리, 혹은

소리가 재현되는 공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오디오 시스템들은 “3D 사운드”나 “서라운드 사운

드”와 같이 소리의 공간적 특징을 강조하곤 한다.

소리의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과거의

스테레오 사운드(stereophonic sound)[1]까지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스테레오(stereophony)

라는 단어 자체가 공간 음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로부터 생겨났음은 흥미롭다(stereo=spatial,

solid, 그리고 phonos=tone, sound)[2]. 이후에 스

테레오라는 단어는 주로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하는

레코딩이나 소리를 재현하기 위한 기술로 더 잘 알

려졌으며, 보다 많은 수의 채널을 구비한 오디오 시

스템을 의미하는 용어들로 Quadraphony[3]나

Periphony[5] 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어 왔다.

소리의 공간감을 제어하기 위한 초기 연구들은,

물리적인 방법 보다는 인간의 지각 특성에 관련한

접근으로부터 주로 이루어졌다. 잘 알려진 사인의

법칙(Stereophonic law of sine)에 기반한 Blumlein

의 스테레오[1]는 두 스피커에 입력되는 신호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 비에 따른 청취자의 주관적인 소리

인지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후 보다 물리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머리전달함수(HRTF: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를 사용한 렌더

링(rendering) 방법이 제안되었다[11-14]. 머리전달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은 양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시간차(ITD: Interaural Time Difference)

또 는  크 기 의  차 이 (ILD: Interaural Level

Difference)를 활용하여 가상 음원의 위치 또는 음상

을 제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의도한 음상

이 재현되는 청취 영역의 크기(또는 sweet spot의

크기)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인 위치에서만 그 효과

를 체감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1997년에

Pulkki는 스피커 입력 신호의 크기만을 조절하여 가

상 음원의 위치를 제어하는 방법인 VBAP(Vector-

Based Amplitude Panning)을 제안하였다[15].

Pulkki는 Blumlein[1]에 의해 제안된 사인의 법칙과

Bauer[16]에 의해 제안된 탄젠트의 법칙(law of

tangent)을 벡터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 바 있다.

특정 청취자 위치만을 고려한 위의 연구들 외에

도, 다채널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관심 공간

전체에 걸쳐 음장(sound field) 자체를 물리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음장을 직

접 재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공간상의 다수의 지점

을 제어하기 위한 다수의 스피커 및 이를 구동할 수

있는 다채널 신호 발생 장비들을 필요로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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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Berkhout등은 1988년에 선형 어레이 스피커

를 사용한 WFS(Wave Field Synthesis) 기법을 제

안하였다[9, 10]. WFS는 수학적으로 제 1종 및 제 2

종 레일레이 적분 방정식(Rayleigh integral

equ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kinds)을 기초로

하며, 주로 콘서트 홀 혹은 극장 등과 같이 넓은 공

간에서 음장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17,19].

WFS를 포함한 대부분의 음장 재현 방법들은, 다

수의 제어 스피커들에 의해 형성되는 음파들의 조합

으로 원하는 음장을 재현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1(a)>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음장을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변수로 제어 스피커들의 입력 신호

q를 생각하고(q=[q(1),…,q(k)]T, K: 스피커의 총 개수),

소리의 전파 행렬(propagation matrix)  H, 각 스피

커에서 발생되는 소리가 어떻게 시공간 상을 전파하

는지를 표현하는 연산자(operator)를 도입하면, 스피

커들이 발생시킨 음파들의 보강 및 상쇄 간섭의 결과

생기는 음장은 p(p=[p(1),…,p(M)]T , M : 관심 영역에서

의 관측 지점의 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음장 재현 방법으로는

HOA(Higher Order Ambisonics)를 들 수 있다.

Ambisonics는 M. A. Gerzon에 의해 1973년에 제

안되었으며[5, 6], 음장을 구형조화함수(spherical

harmonics)와 같은 모드(mode)들의 조합으로 표

현하여 재현한다[4]. 그러나 사용 가능한 채널 수의

한계 등 시대적인 제약으로 최대 1차 모드에 의해

표현되는 음장만을 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

이 있다.  HOA는 기존의 Ambisonics와 같은 방법

을 사용하여 고차 모드로 구성되는 음장까지 재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7, 20]. 이와 같이

HOA는 음장을 고차 모드들의 중첩으로 나타낸다.

목표 음장의 모드 계수 b(b=[b(1),…,b(N)]T, N : 재현

하고자 하는 모드 개수)와 각 제어 스피커들에 의해

형성되는 음장의 모드 계수 a(a=[a(1),…,a(N′ )]T, N′ :

제어 스피커에 의해 형성되는 음장의 모드 개수)가

각각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이 된다(<그림 1(b)>). 따

라서, 소리의 전파 행렬도 구형조화함수로 표현된

다(c,<그림 1(b)>).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한 입력은

일련의 역문제(inverse problem)를 풀어서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정식을 mode

matching equation이라고도 한다[20].

2. 기존 오디오 시스템의 한계

최근의 많은 연구들[17-20]은 공간 상에 분포된

많은 수의 스피커들을 사용하면, 원하는 음장을 거의

<그림 1> 음장 재현 기술의 사상 관계(mapping relations)

(a) Direct reproduction (b) Higher-Order Ambisonics (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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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음장 재현 방법들의 구현 시 요구되는 높은 비

용과 시스템의 거대한 규모로 인해 아직 상업적인 성

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채널 오디

오 시스템은 많은 수의 케이블 연결을 필요로 하고

다수의 스피커로 이루어진 스피커 어레이가 필요하

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실질적인 한계로 인해 상업적으

로 판매되고 있는 스피커 어레이는 이론적으로 연구

되는 어레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음장 제어 시

스템은 항상 목표 음장과 재현된 음장 사이의 재현

오차(reproduction error)를 동반한다. 오디오 시스템

의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를 제외하더라도, 사용

자의 다양한 청취 환경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일반 가정에

설치된 5.1채널 오디오 시스템은 ITU-R BS. 775-

1[24]에서 권장되는 스피커 배열 방법과 매우 다르게

설치되곤 한다. 더욱이, 시스템이 설치된 실내의 음

향 특성은 일관적이지 않다. 청취 환경의 차이는 <그

림 1>의 전파 행렬(propagation matrix)의 변화로부

터 야기되는 또다른 오차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논의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된다: 연구실에서 재현된 이상적인 음장이 실제 환경

에서 항상 더 나은 소리의 공간감을 제공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음장 재현 시 발생하는 오차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청감 상의 오차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듣고 느끼는 소리와 재현된

음장 사이에는 항상 하나 이상의 변환 과정이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이러한 변환을 심

리 음향적 사상(psychoacoustic mapping T)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물리적인 음장 p가 청취자의

청각 시스템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감 y로 변환됨

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환 과정을 생각할 때, 음장

재현 기술의 유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장 재현 오차는 청취자가 느끼는

지각적인 오차와 항상 상관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사람의 청각과 물리적인 음장 사

이의 관계(T)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만이 답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리의 공간감을 제어하고자 하

는 연구에서는 지각적인 인자(perceptual cues ; y)와

객관적인 인자(예를 들면, 음장 p)에 대한 이해가 모

두 필요하다. 하지만, 소리의 공간 지각과 연관된 주

관적인 인자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를 모두 객관적으

<그림 2> 심리 음향적 사상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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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는 것 조차도 애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동안 주관적인 공간감 인자를 객관적으로 정의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Letowski[25]는 MURAL(MUltilevel

auditoRy Assessment Language)이라는 계층 구

조를 제안하고, <그림 3>과 같이 소리의 다차원적

인 특징을 서로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비록

이러한 간단한 모델에서는 디스크의 동일한 원주

위에 위치하는 음질 척도를 서로 분리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사람의 공간 지각에 관련된 모든 인자들

을 완전히 분리하여 평가하고 재현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Ⅱ. Spatial EqualizerⓇ

1. Spatial EqualizerⓇ의 개념

앞서 음향 재현 기법들에 대해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들로부터, 우리는 궁극적으로 청취자가 원하는

소리의 공간지각(spatial perception)특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단서는 의외로 이전부터 우

리가 소리를 즐기기 위해 사용했던 익숙한 방법들

로부터 찾을 수 있다. 사실 앞서 우리가 가졌던 질

문들은, 비단 소리의 공간감뿐만 아니라 그 음색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하나의 스피커를 사용하더라도 청취자와 청취

공간에 따라 그 음색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렇다면, 과거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

을 해결하였을까? <그림 4(a)>는 많은 오디오 시스

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이퀄라이져

(frequency equalizer)를 나타내고 있다. 주파수 이

퀄라이저는 사용자가 원하는 음색을 만들어 내기

위해 특정 주파수 밴드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이

다. 또 다른 예로, 스테레오 오디오 시스템에서 사

용되는 밸런스 노브(balance knob)가 있다(<그림

4(b)>). 우리는 밸런스 노브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오디오 시스템의 각 스피커에 가해지는 입력 신호

의 크기의 비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소리, 즉, 공

간감을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때

발생되는 소리의 음질 평가는 기계에 의해 측정되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다. 각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하고, 평가하고,

확정한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음향 효과를 얻을

때까지 노브나 이퀄라이져를 조절하면서 음질을 자

신의 주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노브나 이퀄라이

져는 사용자가 원하는 음질을 직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이퀄라이져 개념을 확장하여, 우리가 원

하는 소리의 공간감 혹은 3D sound를 얻기 위한

human-sound 인터페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리의 공간감을 조절하기 위한 밸런스 노브인

<그림 3> 소리의 지각과 관련된 인자들의 분류 예: Letowski에 의해 제
안된 MURAL(MUltilevel auditoRy Assessment Languag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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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EqualizerⓇ의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음

장 재현 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Spatial EqualizerⓇ

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즉, Spatial EqualizerⓇ는 소리의 공간 지

각 특성과 관련된 여러 노브들로 구성되고, 사용자

는 간단하게 이 노브를 조절하여 선호하는 소리의

공간감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간단한 개념을 통해, 음장 재현오차와 소

리의 지각오차 사이의 차이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

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Spatial EqualizerⓇ는

새로운 청취자 및 청취 환경에 따른 적응이 가능한

장치이므로, 재현 환경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고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어떤 구현해

야 할 객관적 목표 음장(desired field) 개념을 가지

고 있지 않다. 즉, 원하는 음장은 오직 사용자의 판

단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Spatial EqualizerⓇ는 청취자와 청취자가 원하는

소리의 공간감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매개체의 역

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Spatial EqualizerⓇ의 구성 요소

1) 피드백 시스템

<그림 5>는 제안된 Spatial EqualizerⓇ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다. 음장 재현 기법에서는 각 스피커

의 입력 신호(q)가 공간상에 형성되는 음장 p를 제

어하지만, Spatial EqualizerⓇ 시스템의 입력은 각

노브의 지시값(u=[u(1),…,u(L)], L: 노브의 개수)이

되고, 이 입력은 일련의 변환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소리에 대한 공간 지각 y와 연결된다. 이 모든 과정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와 이퀄라이져 간의

직접적인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이다. 사용자

는 들리는 소리(y)를 평가(E)하고, 주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노브를 돌림(Δu)으로써 피드백을 수

행한다. 사용자는 피드백의 결과인 소리의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노브의 지

시값 변화는 즉각적으로 연산되어 음장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음장의 렌더링은 실시간으

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a) 전형적인 주파수 이퀄라이져(typical frequency equalizer), (b) 스테레오 밸런스 노브(stereo balance kno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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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 함수(Mapping function)

Spatial EqualizerⓇ의 핵심은 사상 함수

(mapping function) R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5>). 사상 함수는 노브의 변화 u에 따라 실제 음장

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사상 함

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예로, <그림 4(b)>

의 밸런스 노브를 생각하여 보자. 이 밸런스 노브는

실제로는 좌우 채널에 입력되는 신호 사이의 크기

비를 조절함으로써 청취자가 가상 음원의 위치 변

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밸런스 노브

의 지시값의 변화는 각 채널의 입력 신호의 크기 차

이로 사상(mapping)되어, 각 스피커의 입력 신호

를 결정함(q=R{u})으로써 음장 p를 형성하게 된다.

청취자가 결과 음장 p를 듣는다는 것은 음장 p를 소

리의 공간 지각 y로 변환(T)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용자는 음질의 평가(E)에 따라 노브를 다시 조절

하게 된다. 즉 좌우 채널에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

비가 사상함수로서 동작하는 것이다. 

사상 함수는 Spatial EqualizerⓇ가 표현할 수 있

는 소리의 자유도를 결정한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사상 함수는 입력 신호 u가 소리의 공간 지

각 y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상 함수

를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공

간감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를 들어, 만일 스테레오 시스템의 밸런스 노브가 두

스피커 사이의 위상이나 시간 지연에 연동되도록

설계하면, 우리는 양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시간차

(ITD)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수의 밸런

스 노브를 사용하면 더 많은 소리의 공간 지각 인자

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인터페이스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다수의 공간 지각 인자를 조절하기

위한 다수의 밸런스 노브들로 구성된 이퀄라이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각각의 인

자는 다른 것들과 독립적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문

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노브를 돌렸을

<그림 5> Spatial Equalizer®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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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다른 노브에 연결된  인자가 변화되어 사용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 게다가, 너무 많은 노브를 포함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소리

의 공간감을 제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예로부터, 사상 함수는 단순하고 직관적

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소리의 공간 지각 인자를 효

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4>의 밸런스 노브를 예제로 다시 살펴보

면, 노브의 방향과 실제로 청취자가 지각하는 가상

음원의 방향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브를 조절하기 전에 이미 가

상 음원의 방향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즉, 밸런스

노브의 직관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그 거동을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이다.

간결한 Spatial EqualizerⓇ를 구현하기 위한 직

관적인 사상 함수로서, 가상 음원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어떠

한 형태의 음장이라도 다수의 점 음원이 발생시키

는 음장들의 조합으로써 표현될 수 있음은 잘 알려

져 있다[21]. 굳이 이론적인 고찰을 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가상 음원의 위치를 변화시키면 소리의 공

간감이 다채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임을 직관적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의 공

간감을 공간상에 위치하는 몇 개의 가상 음원의 조

합으로 대치하고(<그림 6>), 실제로 사용자는 원하

는 공간감과 듣는 소리가 부합되도록 하나 또는 다

수의 가상 음원의 위치 및 각 음원에 의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하는 공간감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의 가상 음원을 sound

ball로 통칭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만약 두 개 이상의 sound ball을 형성할 수 있다

면, 사용자는 마치 공간 상에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노브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손

가락을 사용하여 가상 음원의 위치를 지정함으로

써, 다수의 sound ball이 위치하는 지점들을 조절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상해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

한 점은,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 위치에 형성되는 음

장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음장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변하게 되

<그림 6> Sound ball을 사용한 소리의 공간감의 사상(mapping)

(a) 재현하고자 하는 소리의 이미지 (b) 소리의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한 등가적인 sound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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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용자는 음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한 상호작용이 소리의 공간감을 얼마나 변화시켰는

지 만을 판단하게 된다.

더 많은 sound ball을 사용하면 더 정교하고 원

하는 이미지의 소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각

sound ball은 서로 다른 채널의 오디오 신호와 연

결되거나, 혹은 동일한 채널의 소리를 다른 위치에

서 다른 크기로 재현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 선

택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 있으며, 다수의

sound ball의 거동은 다양한 음향 효과를 발생시키

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Ⅲ. Spatial EqualizerⓇ의 구현

1. Spatial EqualizerⓇ에서의 렌더링 알고리즘 

원칙적으로 Spatial EqualizerⓇ는 가상의 sound

ball을 통해 임의의 공간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

반화된 개념의 밸런스 노브라고 할 수 있다. 가상의

sound ball을 형성하기 위한 렌더링 알고리즘은 특

정 방법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다양한 기존의 알고

리즘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피커에 입력

되는 신호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상 음원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VBAP(Vector Base

Amplitude Panning)은 단순하면서 실용적인 공간

렌더링 알고리즘이다. 또한, WFS(Wave Field

Synthesis)나 HOA(Higher Order Ambisonics)도

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하여 sound ball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렌더링 방법들이다. 음향 밝기 및 대

조 제어 방법(Acoustic brightness and contrast

control)은 선정된 영역(음향학적으로 밝은 공간,

acoustically bright zone)[22]에 음향 에너지를 집

중시키는 방법으로, 최근에 Choi와 Kim[23]은 이

러한 음향 에너지 집중 방법을 가상 음원을 형성하

는데 적용함으로써 공간 상에 sound ball을 간단하

게 형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공간 렌더링 방법들을 통해 공간 상에 형

성할 수 있는 sound ball의 위치 및 크기를 변화하

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Spatial EqualizerⓇ에서 사

용자에게 주어지는 노브와 연동되어 작동한다. 이

때 어떤 렌더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a) 단일 sound ball을 통한 제어: 제어 지점은 x, y, z방향에서 임의로
이동시킬 수 있다.

(b) 다수의 sound ball을 통한 제어: 두 개의 sound ball이 A에서는
근접해 있고, B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C에서는 청취자의

귀에 대해서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한다.

<그림 7> Sound ball을 사용한 인터페이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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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ball의 위치가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달

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sound ball의 위치를 결정

해주는 노브는 터치 패널 상에서의 점으로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만약 sound ball

을 만들기 위해 음향 밝기 및 대조 제어 방법을 사

용하고자 한다면 터치 패널 상의 점은 음향 에너지

를 집중하고자 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향

에너지를 집중하고자 하는 지점을 청취자로부터 멀

리 위치시킨다면 청취자는 이전에 비해 다른 소리

의 공간감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Spatial EqualizerⓇ를 위한 오디오 시스템

기존 오디오 시스템은 이미 인코딩(encoding)된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다수의 스피커를 통해 재생

하는 시스템(<그림 8(a)>)으로 사전 렌더링 시스템

(pre-rendering system)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27].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이미 렌더링이

이루어진 신호를 재현하기 때문에, 오디오 신호를

청취자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우 연

산 과정이 복잡하고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

이 있다. <그림 8(b)>는 다채널 오디오 시스템에서

Spatial EqualizerⓇ를 적용하기 위한 렌더링 시스

템의 신호처리과정을 나타낸다. 변화된 오디오 시

스템에서는 사전 렌더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디오

신호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의도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게 된다. 사용자로부터의 즉각적인 피드

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재현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입력을

(a) 사전 렌더링 시스템(pre-rendering system):
리시버 단에서 렌더링을 수행하지 않는다.

(b) Spatial EqualizerⓇ: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렌더링이 즉시 갱신된다.

<그림 8> 다채널 오디오 시스템에서 Spatial EqualizerⓇ]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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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오디오 신호의 렌더링과 재생을 바로 수행할

수 있다.

3. 오디오 시스템 구현: KAIST 32채널 시스템

1)  목적

Spatial EqualizerⓇ를 실제 오디오 시스템의 형

태로 구현하는 하나의 예로서, 다채널 스피커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다수의 스피

커를 사용하여 청취자에게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sound ball을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지점

에 형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32개의 스피커로 이루어진 구형 어레이를 구성하였

다. 본 시스템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의 웹 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oundmasters.kaist.ac.kr/sound_ball.htm>

2) 작동 시스템(operating system)

작동 시스템은 크게 네 개의 장치로 구성된다(<그

림 9>). 재생 장치(playback unit)는 시스템에 입력

되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 받아 신호 처리 장치

(signal processing unit)로 전송한다. 신호 처리 장

치는 오디오 신호뿐만 아니라 sound ball의 위치, 제

어 영역의 크기 등과 같은 제어 변수 및 각 스피커의

위치 정보까지 입력 받는다. 이때 제어 영역에 대한

정보와 스피커 위치는 P. Kocher[26]에 의해 개발된

MAX/MSP2) 모니터링 object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

된 GUI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0>은 실제 개

발된 Spatial EqualizerⓇ 인터페이스를 도시하고 있

다. 사용자는 VBAP, HOA, 음향 밝기 제어 중에서

사용하기 원하는 사상 함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sound ball의 위치가 10ms마

다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갱

신되는 지점에 sound ball을 형성할 수 있도록 10ms

마다 새로운 해가 신호 처리 장치에서부터 계산된다. 

3)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Spatial EqualizerⓇ 사이에 피드백이 실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sound ball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하였다. 이 인터페이스는

OSC(Open Sound Control)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

<그림 9> Spatial Equalizer® 작동 시스템의 구조

2) Max/MSP is a programming language mainly used for multimedia and signal processing, which developed by Miller Puckette at 1980’s. Max/MSP

language is a visual programming language which based on the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enabling easy and fast implementation of prototyp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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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AX/MSP를 통해 구현된 Spatial EqualizerⓇ의 인터페이스

<그림 11> Spatial EqualizerⓇ의 제어 장치 레이아웃(터치 스크린)

<그림 12> Spatial EqualizerⓇ를 구현하고 있는 청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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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제어 장치인 스마트 폰과 호스트 PC가 원거리에

서도 제어 변수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림 11>은 스마트 폰으로 구현된 Spatial EqualizerⓇ의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나타낸다. 여기서 두 sound

ball의 위치는 각각 독립적인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Sound ball의 수평면에서의 위치 변

화는 X-Y slider로 조절하고, 높이는 수직 slider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OSC object

는 미디 제어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object

이고, 스마트 폰과 호스트 PC는 Wi-Fi나 BluetoothⓇ

와 같은 무선 통신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

4) 가상의 sound ball 구현

앞서 언급하였듯이 32채널 시스템을 통해 두 개

의 sound ball을 형성할 수 있고, <그림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sound ball은 음향 밝기 제어

[22]라는 사상 함수를 통해 32채널 스피커 어레이

안쪽에 만들어 진다. 또한, 스피커 어레이 내부에

형성된 sound ball의 위치에 따라 주어지는 소리의

공간감의 변화는 스피커 어레이 안쪽에서 청취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해 평가된다. 

Ⅳ. 결 론

소리의 공간감(spatial impression)은 청취자와

청취 환경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청취자에게 인지

된다. Spatial EqualizerⓇ는 이와 같은 공간감의 인

지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청취자에게 최상의 일관

된 공간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다. Spatial EqualizerⓇ는 일종의 공간상의

노브(knob)들과 사상 함수(mapping function), 그

리고 사용자로부터의 즉각적인 피드백 루프로 구성

된다. 여기서 공간 노브들은 사용자가 직접 소리의

공간감을 조절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을 제공하고,

피드백 루프는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상이한 공간감을 평가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

하여 원하는 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사

용자는 Spatial EqualizerⓇ를 통해 소리의 공간감

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다. 사상 함수는 인터페이스와 소리의 공간감을 연

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사용자가 노브를 돌릴

때 어떤 음질 인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좋은 사상 함수는 사용자가 노브를 돌렸을

때 발생될 청감상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를 구현하기 위한 사상 함수로서, 가상의 sound

ball 개념이 제안되었다. Sound ball은 일련의 오디

오 렌더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는 개

별적인 가상 음원의 이미지를 말하며, 각각의

sound ball의 위치 및 크기가 Spatial EqualizerⓇ의

노브로서 작동하게 된다. 즉, 사용자는 Sound ball

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의도하는 소리의

공간감을 직관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Spatial EqualizerⓇ의 실제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적용 예로 KAIST 32채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스템은 구형(spherical) 스피커 어레이, 호스트

PC의 신호 처리 장치 및 휴대폰에 탑재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있어 Spatial EqualizerⓇ는

기존의 오디오 시스템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소

리의 공간감을 제공해주는 수단이며, 마스터링 엔

지니어에게는 직관적인 저작 도구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새로운 음향 효과 개발을 위한 유연한 개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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