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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오디오 기술

자동차 음향 기술 최신 동향

□ 오현오, 문종하* / GOODDAY LAB,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I. 서 론

터테인먼트, 즉,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요구
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둘째,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음악을 듣는 행위가 여전히 중요한 일상의 문화

서의 자동차 기본 특성상, 게임은 물론 동영상 등

생활이자 여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음향 산업

운전자의 시선과 손을 필요로하는 컨텐츠의 소비에

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휴대용 음악 재생기 iPod

는 제약이 많이 따르며, 법으로도 규제되고 있다.

는 동영상 재생, 게임, 인터넷 등 다양한 멀티미디

반면 음악은 양손과 시선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어 컨텐츠 소비를 위한 스마트 기기로 진화하여 음

소비할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라 할 수 있다. 셋째,

악 재생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자동차는 주변의 방해없이 고음량 음향 재생이 가

있으며, 한때 거실의 주인 역할을 하던 홈오디오 기

능한 유일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도시 아파트의

기는 사실상 산업이 후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동

높은 밀도로 인해 가정에서의 고출력 재생이 불가

차 음향은 꾸준히 진화하여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

능한 이유로 고출력 홈씨어터가 무용한 경우와 비

지고 있으며, 음향 산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

교하면 대비되는 현상이다.

분야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자동차 음향이라 함은 단순한 음악 재생의

자동차에서의 음향이 다른 기기들에 비해 더 중

차원뿐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 및 방송 음원 재생,

요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

통화 및 유저인터페이스(UI) 개선 도구 등으로 그

째, 현대인의 생활 패턴 특성상 차량 안에서의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지는 추세의 여러가지 기술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에서의 정보취득과 엔

과 제품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1]. 이에 따라,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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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라는 범주안에 운전자와 승객이 직접적으로

자동차의 핵심적인 entertainment가 되어왔다. 미

느끼는 종합적 감성 품질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

디어의 발전에 따라 CD에 이어 MP3로 그리고,

어가고 있다. 음원 재생시 사용자가 느끼는 음질 뿐

iPod 등의 외부 기기 연결을 위한 dock 제공 등으

아니라 시동을 거는 순간의 소리, 공회전 혹은 가속

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페달을 밟을 때 들리는 엔진음, 각종 장치의 동작

이와 같은 소스 기기를 포함하여 control panel

소리, 주행 및 가속 소음, 통화 품질 등은 종합적으

등이 배치된 곳을 헤드 유닛(Head unit)이라고 하

로 감성적 음향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자

며 <그림 1(a)>, 장착을 위한 규격은 흔히 DIN이라

동차의 음향 품질이 프리미엄 자동차의 새로운 기

고 부르는 ISO 7736 표준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요한 마케팅의 영역이

차량 출하 시 기본 장착된 기기 이외에 애프터 마켓

되고 있기도 하다.

을 통해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구매하여 장착이 가

본 고에서는 자동차 음향 기기 및 기술의 전반적

능하여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 헤드 유닛은 운전중

인 동향과 자동차 음향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신호

조작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컨텐츠를 편리하게 즐

처리 기술을 소개한다.

길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 중 CD의 잦
은 교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CD Changer(헤드유

II. 자동차 음향 기술 개요

닛에 장착되는 4~8장 로딩 구조에서부터 트렁크에
장착하는 100장 로딩 구조까지 다양한 방법)가 유

본 장에서는 자동차 음향을 구성하는 기기 및 기

행하기도 했으나, 이를 압축 저장할 수 있는 MP3

술을 소개한다. 자동차 환경을 고려하여 음원의 재

codec이 널리 보급되면서, CD 혹은 USB를 이용한

생(녹음)과 관련된 소스 기기, 앰프, 스피커 등의 출

MP3가 공간과 비용의 불편을 해결해주고 있다. 현

력 플랫폼, 신호처리 기술, 그리고 이들을 제어하는

재는 Radio, MP3 CD가 기본 장착되고, USB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Bluetooth를 통한 외부기기 연결이 널리 사용된다.
차량에서의 USB 연결 사용 비율은 40% 정도라고

1. 소스 기기

알려져있다[3].
북미의 경우는 Sirius-XM Radio(2007년 2월에

자동차 음향은 1930년대 Galvin 공업사라는 회

Sirius와 XM Radio가 합병됨)와 같은 위성 라디오

사에서 배터리를 장착한 라디오를 개발하여 탑재하

를 통해 140개가 넘는 다양한 장르의 고음질 방송

면서 본격화 되었다[2]. Galvin 공업사는 이때 사명

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중요한 소스로 자

을 우리에게도 익숙한 “Motorola”로 바꾼다.

리매김하고 있다. XM Radio는 MPEG-2 AAC에

“Motor”는 자동차를 의미하고, “ola”는 오디오 장

서 진화한 Codec인 CT-aacPlus(MPEG-4 HE

비에 사용되던 접미어임을 고려하면, 그 뿌리를 이

AAC와 기술적으로 동일)을 사용하고[4][5], Sirius

해할 수 있다. 이어서 카세트 테잎 플레이어가 장착

는 AT&T에서 개발했던 PAC(Perceptual Audio

된 이래 음향 시스템을 통한 음악 컨텐츠의 소비는

Coding)에 기반한 Codec을 이용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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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헤드 유닛

(c) 스피커 유닛

(b) 차량용 앰프

(d)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1> 자동차 음향 기기의 구성요소

국내의 경우 Car Navigation과 함께 널리 보

2. 출력 플랫폼

급된 DMB를 통한 방송 컨텐츠 소비가 왕성하
다. DMB의 경우 MPEG-4 BSAC(Bit Sliced

자동차에서의 음악 컨텐츠 소비가 중요한 위치를

Arithmetic Coding,[7])이라는 codec이 사용되는

차지하면서, 이를 재생하기 위한 앰프와 스피커의

데, 현재 사용되는 data rate(30~60kbps)에서는

성능은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헤드 유닛내의 소출

음질이 FM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력 앰프만으로는 출력 및 채널수가 부족하여, 별도

서 고음질 오디오 서비스에 활용되는데 어려움이

의 외장 파워앰프가 장착된 것은 오래되었으며, 스

있다.

피커 유닛도 점차 고급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는 추

향후 LTE, WiMAX 등 고속 무선 통신망이 본격

세이다. <그림 1(b)>는 차량내 탑재되는 앰프의 예

화되면, 차량에 기본 장착되어 클라우드를 통한 개

를 나타내는데, 보통 트렁크나 시트밑에 장착되어

인 컨텐츠 혹은 인터넷 컨텐츠 제공자를 통한 스트

헤드 유닛으로부터 전달받은 신호를 고출력 증폭하

리밍 서비스가 주요 소스로 부상하는 새로운 패러

여 스피커로 내보낸다. <그림 1(c)>에 예시한 스피

다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 유닛의 경우 일반 라우드 스피커와 원리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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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동작 환경의 특징으로

활용하는 프리미엄 오디오 마케팅이 유행이다. <표

인해 60도 이상의 고온 상황이나 영하 40도 이하의

1>은 각 럭셔리 차종에서 채택된 하이엔드 사운드

저온에서도 이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하는 어려

시스템들이다.

움이 있다. 최근에는 차량내 설치 공간과 크기를 줄

한편, 최근에는 자동차 출력 플랫폼에서도 다양

이기 위한 노력으로 두께를 줄이거나 원형 이외의

한 친환경 기술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전력 소모

형태를 갖도록 설계하거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는 연비와 직결되는 문제로 안전과 함께 가벼운 소

multi-axial 설계를 통해 주파수 전대역을 하나의

재의 개발, 앰프나 헤드 유닛의 저전력 고효율 설계

유닛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최적화가 진행되고

도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친환경 소재인 한

있다. 또한, 고음질, 고출력을 위해 Subwoofer가

지를 울림판으로 사용하는 한지 스피커도 개발 적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Subwoofer도 그 크기로 인

용되고 있다[8].

해 보통 시트 밑에 장착되거나 트렁크에 장착되며
(100Hz 미만의 초저음부만을 재생하기 때문에 설

3. 디지털 신호처리 (DSP)

치 위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 역시 크기를 줄이면서
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실내 공간의 특성 및 출력 기기들의 약점

앰프와 스피커 유닛들도 애프터 마켓을 통한 교

을 보완하기위한 디지털 신호처리(DSP)가 필수적

체의 주요 대상이 되는데, 최근의 차량 고급화에 따

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부가 기능 및 사용자

라 출하시 장착되는 순정 오디오 기기의 성능도 고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해서도 향후 더욱 중요하게

급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소위 럭셔리 자

자리매김하게될 분야가 DSP라 하겠다. 과거, Tone

동차의 경우는 하이엔드 오디오 업체들을 통해 자

control이나 Balance, Fade 제어 등은 아날로그 회

동차 음향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이들 브랜드를

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되었으나, DSP의 도입

<표 1> 자동차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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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훨씬 다양한 음향 EQ와 함께 실내 공간의 불

공상 영화에서 보던 자동차와의 대화형 인터페이

균형한 울림을 극복하기 위한 room equalization,

스가 현실화되는 것도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

upmix를 위한 matrix surround, 스피커의 주파수

이다. 이때, 스마트폰 환경과 구별하여 음성 인식

재생한계 극복을 위한 virtual bass, virtual treble,

성능과 함께 필수로 고려되어야하는 것이 자동차

주행 소음을 제거하는 active noise control 등 보

실내 공간에서 음성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신할 수

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기술들이 도입되고 연구되

있도록 하는 microphone array와 acoustic echo

고 있다. 아울러 Hands-free 통화나 음성 인식 제

cancellation, noise reduction 등의 음향 신호 전

어를 위한 음성 신호 전처리 및 단말 음성 인식 기

처리 기술이다.

술 적용을 위한 DSP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TTS(Text-to-Speech)를 활용해 실시간

주요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SNS 컨텐츠를 비롯하여 이메일, 뉴스, 메시지를 읽

더 자세히 소개한다.

어주는 형태의 서비스도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해
서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4.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자동차내 음향 기기, 핸즈 프리 기능에 대한 제어
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부분 헤드 유닛에 있는

III. 자동차 음향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제어부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주행 안전을 고려
하면, 헤드 유닛에 시선을 보내고, 손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행 중 가장 빈번하게 조작

다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동차 내부 청취 환
경의 단점들이다[10].

하는 제어버튼들에 대해서는 <그림 1(d)>와 같이 운
전대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많은 반사음과 그에 의한 청취 신호의 왜곡

보편화되었다. 나아가서 최근에는 음성 인식을 통

•좁은 공간으로 인한 음상 왜곡

한 동작 제어나, 손을 허공에서 움직이는 간단한 동

•스피커의 위치 및 도어 타입 등의 인클로져 형태

작 인식을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진행

•다양한 형태의 외부 소음 및 내부 공조 소음 등에

되고 있다[9].

의한 청취 환경 왜곡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높은 음성
인식 성능은 머지않은 장래에 자동차의 핵심 사용

자동차에서의 청취 환경은 실제 원음(녹음전 음

자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

원 재생 환경에서의 신호 특성)의 청취 환경과 많은

제로 음성인식 기술은 이미 자동차 환경에서 그 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좁은 공간 및 좌석 등의 방해

용 분야가 넓어 지고 있으며, 전화 기능, 네비게이

물에 의한 반사 효과로 인해 시간 및 주파수 응답 특

션 기능, 음악 검색 기능 등에 활용 되고 있고, 사

성이 왜곡되고, 스피커(우퍼, 미드레인지, 트위터)

용자 편의성 증가를 위해 점점 더 요구가 증가하고

의 위치 및 도어 타입 등의 인클로져의 형태로 인한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음성 인식 기술이 발전하여

신호의 변형도 발생한다. 특히 트위터는 청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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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높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동차에서는

가 그 예이다. 가정용 up-mixing 기술은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 혹은 나라별 안전 법규 등의 이유로

스피커 및 청취자의 위치를 고려할 때 ITU-R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자동

BS.775에 명시된 5.1ch 멀티 채널 스피커의 표준

차 탑승자는 각 스피커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배치도를 기준으로 일부 변형된 배치도를 제안한다

Sweet spot에 앉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하

[14]. 그러나 차량 환경에서의 스피커 배치 및 청취

다. 각 좌석에서 가까운 스피커가 1m 이내가 되어

자의 Sweet Spot이 가정용 청취 환경과 다르므로

near field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를 고려한 up-mixing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데,

특성의 외부 노이즈 유입 및 차량내 공조 노이즈 등

대표적인 기술로 Harman/Kardon의 Logic 7 이나

은 청취 환경의 감성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QuantumLogic 등을 들 수 있다[15][17].
<그림 2>는 차량용 up-mixing 시스템의 예이

1. Up-mix

다. 총 6채널 구성을 나타내며, 트위터 채널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cross-over 필터를 나타내었다. 이

차량용 오디오 재생 환경의 특수성은 우선 스피

와 같은 시스템에서도 Spatial Perception 향상을

커의 개수가 기존 하이파이 시스템과 다른 것에 있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Front L/R, Rear

다. 현재에도 많은 음원들은 스테레오로 제작되고

L/R로 구성된 스피커 구성으로 최상의 입체감 / 공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 음원을 멀티 채널화 하는

간감을 표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6채널

up-mixing 기술은 차량 오디오 개발 환경에서 일

스피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C 세그먼트(준준형)

찌감치 연구되었다.

이하 차종의 기본 장착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차량내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4개에서 약 8
개정도의 스피커가 적용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트위터 및 우퍼 채널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스피
커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스테레오 음원
을 스피커의 위치에 맞게 적절히 분배/처리하는 기
술이 필요하다.
가정용 사운드 재생 시스템에서도 up-mixing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Dolby사의 Dolby
ProLogic I, II, IIx, IIz [11], DTS사의 NEO:6,
NEO:X [12], Audyssey사의 DSX, SRS사의

<그림 2> 자동차의 up-mix system 구성예

CircleSurround I, II [13]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Spatial Perception의 향상을 위해 기존
2차원 평면상에 위치한 음원에 추가적으로 Height

<그림 3>은 또 다른 up-mixing 시스템의 예이

채널의 신호를 생성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다. 총 17채널의 스피커 구성으로 탑승자의 위치

Dolby ProLogic IIz, DTS NEO:X, Audyssey DSX

및 청취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각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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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processing이 적

피커의 출력 신호를 제어하는 특징이 있다. 스피커

용된다[16].

개수를 늘리고 DSP 추가 처리를 통해 sweet spot
을 확장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음향 최적화 작업을
위해 최근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에서는 Blind
Source Separation 등의 기술을 적용한 Spatial
Filter, Reverberator, Matrix Surround 등의 사운
드 후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17].

2. Acoustical/Perceptual Correction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스피커부터
TV나 홈씨어터, 하이파이 시스템, 차량용 스피커
등 모든 스피커는 제작시 고려되는 사양에 따라 대
역 특성이나 비선형성, 다이내믹 레인지 등 여러 측
면에서 장단점을 가지게 된다. 스피커 및 청취 공간
이 가지는 단점을 보상하여 보다 나은 청취환경을
<그림 3>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 구성예

제공하는 기술들로 Room equalization, Virtual
bass enhancement, Virtual treble enhancement
등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Up-mix에 대 한 성 능 지 표 로 써 Spatial

<그림 4>는 스피커 및 Room 특성에 의한 주파수

Perception을 평가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위

및 임펄스 왜곡을 보상하는 예를 나타낸다. Up-

치는 주로 운전석 혹은 운전석 부근이다. 최근의 차

mix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피커 별로 독립적인

량용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운전석 뿐 아니라

DSP 처리를 통해 각 좌석에서의 특성을 동일하게

조수석, 뒷좌석도 동일한 음장을 제공하도록 각 스

최적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4> 주파수 및 임펄스 응답 특성 보정

2011년 11월 99

02본본:02본본 11. 12. 5. 본본 10:54 Page 100

524 특집 : 오디오 기술

저음과 고음의 재생 능력은 좋은 음질을 평가하

따라 청취자가 운전석에만 위치하는 경우, 앞좌석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모든 차량에서

에만 위치하는 경우, 모든 좌석에 위치하는 경우 등

우퍼 및 트위터를 별도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청취자 환경을 고려한 음장,음향 제어가 가능해졌

있고, 이에 따라 신호 처리를 통해 저음, 고음의 재

고 이러한 Spectral/Spatial Perception을 고려한

생 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Room Simulation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그림 5>.

되고 있다. Missing fundamental 현상을 이용한
virtual bass 알고리즘은 스피커 유닛의 물리적 한
계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18][19]. 마찬가지로

3. Active Noise Control / Active
Sound Design

고음신호의 경우도 트위터 스피커의 특성, 장착 위
치 및 실내 재질 등에 따라 신호 특성의 왜곡 및 감

자동차의 정숙성은 자동차의 종합적 품질에 영향

쇄가 일어나며 이러한 물리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

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다. 엔

하기 위한 고음 향상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20].

진음 등의 주행 소음, 공조 소음은 고음질 음악 컨

Graphic EQ를 이용한 Room simulation 기능은

텐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음향 기기의 고급

오랜 기간 차량용 오디오 시스템에 적용되어 왔다.

화의 장애요소이다. 엔진음의 경우에 기존의 자동

즉, 주파수 응답 특성의 적절한 변화를 통한 Pops,

차에도 엔진음의 감소, 제어를 위해서 다이내믹 댐

Rock, Classic, Jazz 등의 청취 모드 다양화가 진행

퍼, 공명기, 소음재 등을 이용한 NVH(소음/진동)

되어 왔다. 최근에는 DSP의 HW 성능이 향상되면

솔루션들이 적용되어 왔다. 한편, 자동차 소음 제어

서 스피커별 독립적 처리가 가능해졌고, 이러한 변

를 위해 이러한 하드웨어 솔루션이 아닌 소프트웨

화로 단순 주파수 응답 특성 제어가 아닌 채널별 독

어 기술인 Adaptive Filter를 이용한 Active Noise

립적 주파수 응답 특성 제어가 가능해 졌다. 이에

Control 기술도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다.

<그림 5> 차량용 Room Simulation 적용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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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ctive Noise Control

<그림 7> Active Sound Design

Adaptive Filter를 이용한 소음 신호 제어 기술은

젤 엔진의 소음을 경쾌한 8기통 엔진 사운드로 컬

디지털 신호처리의 정수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러링하는 시나리오 등이 가능하다[23].

자동차 환경에서 적용 중인 DSP 칩의 성능이 향상

한편 Automatic Volume Control를 응용하여 속

되면서 적용 사례가 더욱 늘고 있다. 자동차에서

도에 따라 달라지는 주행 소음을 참조하여 재생 음

ANC의 장점은 무엇보다 차량 중량의 증가없이 기

량을 제어하는 Volume Control 기술도 개발 적용

존 사운드 시스템과 융합하여 NVH 제어에 기여할

되고 있다[24]. ANC 혹은 ASD를 위해 탑재된

수 있는 기능이라는 점이다.

Microphone 신호를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은 ANC 처리를 위한 신호의 흐름을 간
략히 보여주고 있다[21]. ANC 기술은 주로 엔진의
발진 부밍/저속 부밍 노이즈 신호의 상쇄를 목적으

Ⅳ. 결 론

로 하며 자동차 업체별로 엔진 종류에 따라 선별적
으로 적용되고 있다[22].

자동차에서의 음향 기기 및 관련 기술 동향을 신

ANC에 대한 역발상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노

호처리 기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동차에서의

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차량실내 엔

음향 기기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최신

진의 투과음을 소위 Coloring하는 Active Sound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 향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높

Design 기술이 등장하였다[21]. 이러한 ASD 기술

은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을 적용하면 스포티 사운드 감이 부족한 4기통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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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현재 : GOODDAY LAB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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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문종하
- 2003년 2월 :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2005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
- 2011년 6월 : LG전자 Digital TV 연구소 선임연구원
- 2011년 현재 :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2011년 11월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