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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송 환경이 점차 디지털로 발전해 나가면서, HDTV를 넘어서는 차세대 방송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차세대 방송 서비

스는 2차원 영상 서비스에서 3차원 영상 서비스로, HD급 영상 서비스에서 UHD(Ultra High Definition)급 영상 시비스로, 5.1 채널 오

디오 서비스에서 10 채널 이상의 다채널 오디오 서비스로 진화하여 고품질의 실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HDTV 방송 서비스 환경에서 고품질의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0.2 채널 기반의 다채널 오디오 재현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10.2 채널 재현 시스템은 기존 5.1 채널 시스템을 기반으로 측면에 2개의 스피커를 추가하여 측면의 음상정위 성능을 향상시

켰으며, 전면에 2개의 수직면 스피커와 후면에 1개의 천정 스피커를 추가하여 수평면 뿐 아니라 수직면에서의 음상정위가 가능하다. 
10.2 채널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APM 모델을 활용한 객관적 음상정위 평가와 22.2 채널과 10.2 채널 재현시스템을 구축

하여 청취자를 통한 실제 주관적 음상정위 평가를 수행하였다. 객관적, 주관적 음상정위 평가 결과 10.2 채널 시스템은 22.2 채널 시스

템과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음성정위 평가 결과를 보였고, 기존 5.1 채널 시스템 대비 우수한 음상정위 평가결과를 보여주었다.

Abstract

As broadcasting environments change rapidly to digital, user requirements for next-generation broadcasting service which surpass 
current HDTV service become bigger and bigger. The next-generation broadcasting service progress from 2D to 3D, from HD to UHD 
and from 5.1ch audio to more than 10ch audio for high quality realistic broadcasting service. In this paper, we propose 10.2ch based 
multichannel audio reproduction system for UHDTV. The 10.2ch-based audio reproduction system add two side loudspeakers to enhance 
the surround sound localization effect and add two height and one ceiling loudspeakers to enhance the elevation localization effect. To 
evaluate the proposed system, we used APM(Auditory Process Model) for objective localization test and conducted subjective localization 
test. As a result of objective/subjective localization test, the proposed system shows the statistically same performance compare with 
22.2ch audio system and shows the significantly better performance compared with 5.1ch audi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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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DTV와 UHDTV의 비디오 해상도 및 적정 시청거리[1]
Fig. 1. The video resolution and reasonable viewing distance for HDTV and UHDTV

Ⅰ. 서 론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 시대로 방송환경이 변화

하면서, HDTV 방송서비스를 넘어서는 차세대 방송 서비

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9년에 아

날로그 방송의 송출을 중단하였고, 일본은 2011년에 중단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말에 아날로그 방송의 송출

중단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TV 관련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

여, 더 큰 화면, 더 좋은 화질의 TV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

며, Smart TV, 3DTV, UHDTV 등 기존 TV를 넘어서는 새

로운 방송 서비스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차세대 방송 서비스는 2차원 영상 서비스에서 3차원 영

상 서비스로, HD급 영상 서비스에서 UHD(Ultra High 
Defini- tion)급 영상 서비스로, 5.1 채널 오디오 서비스에서

10 채널 이상의 다채널 오디오 서비스로 진화하여 고품질

의 실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DTV 방송 서비스와 함께 차세대 방송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UHDTV 방송 서비스는 기존 HD 콘텐츠보다 4

배에서 16배의 선명도를 갖는 비디오와 10 채널 이상의 실

감음향을 제공하는 초고품질 방송 서비스로, 일본을 중심

으로 유럽과 국내에서 활발한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1][2][3][4].

본 논문에서는 UHDTV 방송 서비스 환경에서 고품질의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0.2 채널 기반의 다채널

오디오 재현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현재까지의 UHDTV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10.2 채널 기반의 다채널 오디오 재현 기술의 특징 및 구성

에 대해 기술한다. IV장에서는 10.2 채널 기반의 다채널 오

디오 재현기술의 객관적/주관적 평가결과를 기술하고, 마
지막으로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UHDTV 및 다채널 오디오 재현 기술

1. UHDTV 방송 서비스

HD급 대비 4배에서 16배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비디오와



이태진 외 4인 : UHDTV를 위한 10.2 채널 기반 다채널 오디오 재현 기술 829
(Taejin Lee et al. : Multichannel Audio Reproduction Technology based on 10.2ch for UHDTV)   

구분
UHDTV

HDTV HDTV 대비 데이터 량
증가4K 8K

화면당 화소수(pixels/frame) 3,840×2,160
(4K)

7,680×4,320
(8K)

1,920×1,080
(2K)

4K:  4배
8K: 16배

화면 주사율(frames/sec) 60 Hz 30 Hz 2배

화소당 비트수(bits/pixel) 24～36 bits 24 bits 1～1.5배

샘플링 형식(chroma format) 4:4:4, 4:2:2, 4:2:0 4:2:0 1～2배

가로 세로 화면비(aspect ratio) 16:9 16:9 동일

오디오 채널수(audio channels) 10.1～22.2 5.1 2～4.4배

오디오 샘플링율(Sampling rate) 최대 96 kHz 44.1 ~ 48 kHz 2배

오디오 비트 해상도(bit resolution) 최대 24 bit 16 bit 1.5배
표준 수평 시야각

(standard viewing angle) 55° 100° 30° 3.3배

표준 시청 거리

(standard viewing distance) 1.5H 0.75H 3H (H: 화면 높이) 

표 1. UHDTV와 HDTV 신호규격 비교
Table 1. The Signal format for UHDTV and HDTV

10 채널 이상의 다채널 오디오를 기반으로 초현장감 체험

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실감 방송기술인 UHDTV 방송

기술은 1995년 일본 NHK에서 SHV(Super Hi-Vision)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2005년 Aichi EXPO에서 최초

로 시연을 하였다. 이후 IBC 2008에서 NHK와 BBC가 공

동으로 실험방송을 시연하였고,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

중계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평창 올

림픽에서 시험서비스를 목표로 UHDTV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HDTV 대비 4배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4K-UHDTV와 16

배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8K-UHDTV는 화면이 대형화 되

면서 시야각이 넓어져 그림 1과 같이 기존 HDTV에 비해

화면 크기 대비 시청거리가 가까워진다. 이에 따라 수평면

음상정위 뿐 아니라 수직면 음상정위가 중요하게 되고, 기
존 스테레오나 5.1 채널

[5]
과 같은 수평면 음상정위를 위한

오디오 재현 기술로는 영상의 위치와 동기화된 음향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10 채널 이상의 다채널 오디오

기술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UHDTV의 가장 큰 특징은 HDTV에 비해 최대 16배의

화소수, 12비트의 화소당 비트수(bit depth)에 의한 색 표

현, 4:2:2 이상의 컬러 신호 샘플링으로 큰 화면에서 더욱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영상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과, 최
대 96kHz 샘플링율과 24비트의 비트 해상도(bit reso-

lution)와 10 채널 이상의 다채널 오디오를 통해 수평면과

수직면을 포함하는 전방향 음장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표 1은 UHDTV와 기존의 HDTV의 신호규격을 비교

한 것이다
[6].

2. 22.2 채널 오디오 재현 기술

UHDTV 방송 서비스에서 오디오 신호는 일반적으로 10 
채널 이상의 다채널 오디오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NHK에

서는 극장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스피커를

설치하여 22.2 채널의 오디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7]. NHK의 22.2 채널 오디오 재생 시스템의 구성은 상위

레벨에는 9개, 중간 레벨에는 10개, 하위 레벨에는 5개의

스피커를 배치하고 있고, 저주파 효과음을 강화하기 위

그림 2. NHK 22.2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
Fig. 2. The NHK 22.2ch audio re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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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면 스피커 구성 (b) 수직면 스피커 구성 (c) 서브우퍼 구성

그림 3. 10.2 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 스피커 구성
Fig. 3. The loudspeaker layout for 10.2ch system

해 2개의 서브우퍼 채널을 사용한다. 5.1 채널 시스템을 포

함한 기존의 멀티채널 오디오 스피커 배치가 청취자와 스

피커 사이의 거리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원형으로 배치하

는 것에 비해 극장 환경을 고려하여 청취 공간을 사각형으

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NHK에서는 SMPTE(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를 통해 2007년에 비디오 신호규격을

제정하였고
[8], 2008년에 22.2 채널 오디오 재생시스템을

UHDTV를 위한 오디오 신호규격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였

다
[9]. NHK의 22.2 채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극장과 같은

환경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스피커 설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서는 NHK의 22.2 채널과 비슷한 음상정위와 음질 재현성

능을 가지면서, 가정환경을 고려한 시스템을 UHDTV 오디

오 신호규격으로 제정하였다. 국내에서는 2010년에 차세대

방송포럼 실감방송 분과위원회 산하 차세대 오디오 WG에

서 10.2 채널 기반의 UHDTV 오디오 신호규격을 TTA에

제출하여 2011년에 UHDTV 오디오 신호규격 표준으로 제

정하였다
[10].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10.2 채널 기반의

UHDTV 오디오 재현 기술은 NHK의 22.2 채널 대비 절반

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비슷한 음상정위와 음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TTA를 통해 제정된
[10] 

10.2 채널 기반의 UHDTV 오디오 신호규격의 특징과 객관

적/주관적 평가 결과를 기술한다.

III. 10.2 채널 기반 다채널 오디오 재현 기술

1. 10.2 채널 스피커 구성

UHDTV와 같은 초고선명 TV 환경에서 기존 5.1 채널을

넘어서는 실감 오디오를 제공하기 위한 10.2 채널 기반 다

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의 스피커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10.2 채널 시스템은 전방에 수평면 3개 채널과 수직면

(Height) 2개 채널, 총 5개 채널을 배치하고, 측/후면에

라벨 정의

C Center channel 수평면 전방 스피커

L Left channel 수평면 전방 좌측 스피커

R Right channel 수평면 전방 우측 스피커

LH Left Height channel 수직면 전방 좌측 스피커

RH Right Height channel 수직면 전방 우측 스피커

LS Left Side channel 수평면 좌측 스피커

RS Right Side channel 수평면 우측 스피커

LB Left Back channel 수평면 후방 좌측 스피커

RB Right Back channel 수평면 후방 우측 스피커

TC/TBC
Top Center channel 수평면 정중앙 천장 스피커

Top Back Center channel 수평면 후방 천장 스피커

LFE Low Frequency Effect 
channel 저주파 재생 스피커

표 2. 채널별 스피커의 정의
Table 2. The definition of loud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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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Azimuth/Elevation 비고 Recommend

C 0°(A) 해당 각도에 한 개 채널 배치 0°(A)

L, R ±30°(A) 해당 각도에

좌, 우 한 개 채널씩 배치 ±30°(A)

LS, RS,
LB, RB ±60° ~ 150°(A) ±60° ~ 150° 범위에

좌, 우 두 개 채널씩 배치

LS: -90°(A)
RS: 90°(A)

LB: -135°(A)
RB: 135°(A)

TC/TBC 90° ~ 135°(E) 90° ~ 135°H range에
한 개 채널 배치

TC: 90°(E)
TBC:135°(E)

LH, RH
±30° ~ 45°(A) 

& 
30° ~ 45°(E)

수평면 ±30° ~ 45° 와
수직면 30° ~ 45°H 

두 조건을 만족하는 range에 좌, 우 한 개 채널씩 배치

LH: -45°/45°(E)
RH: 45°/45°(E)

표 3 10.2 채널 스피커의 배치
Table 3. The layout of 10.2ch loudspeakers

총 4개 채널, 천정에 1개 채널 등 10개 채널과 저주파 담당

2개 채널로 구성한다. 각 스피커는 청취환경에 따라 그림

3의 α1, α2, β1, β2, β3, β4, γ의 값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설치할 수 있다. 표 2는 각 채널별 스피커 정의표이다.
표 3은 청취환경에 따라 설치 가능한 수평면과 수직면상에

서 10.2 채널 스피커의 배치각도와 최적의 효과를 주기위한

배치각도 이다. 수평면 중앙 0°에 배치한 수평면 전방 스피커

와, 수평면좌/우 30°에 배치한 수평면전방좌/우측스피커는

기존스테레오나 5.1채널 재현 환경과 호환을 위해 기존의 배

치와 동일하게 스피커를 위치시킨다. 수평면좌/우측 스피커

는 60° ~ 150°사이에 배치가 가능하며, 90°에서 최적의 청취

결과를얻을 수 있다. 수평면 후방좌/우측 스피커는 수평면

좌/우측 스피커처럼 60° ~ 150°사이에 배치가 가능하며, 
135°에서 최적의 결과를얻을 수 있다. 수평면좌/우측 스피

커와 수평면 후방좌/우측 스피커를 90°와 135°에 배치함으

로써, cone of confusion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인간은

두 귀 사이에 도달하는 음원의 시간의 차(ITD: Interaural 
Time Difference)와 레벨의 차(ILD: Interaural Level 
Difference)를 이용하여 음원의 방향을 지각한다. Cone of 
confusion은 청취자의귀를 가로지르는 선을 중심으로 만들

어진 ITD와 ILD가 같은 뿔 모양의 기하학적 위치이다. 
수직면 전방 좌/우측 스피커는 수평면 좌/우 30°~35°사

이, 수직면 상 30°~35°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

로 2m 내외떨어진 시청 위치를 가정하는 경우 수평면에서

수평면 전방좌/우측 스피커와 동일한 30°, 수직면에서 30°
가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배치이다. 수직면에서

90°~135°사이에 배치하는 수평면 천장 스피커는 수직면에

서 이동하는 음원에 대해 더 나은 음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환경에 따라 90° 혹은 135°가 최적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수평면 천장 스피커는 NHK의 22.2 채널

환경과의 호환성을 고려하면서, 가정 내 설치 시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90°, 135° 두개의값을 추천한다. 서브우퍼

는 향상된 저주파 재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2개를 사용하

며,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위해 정면 좌, 우 스피커 아래에

배치한다. 서브우퍼는 영화인 경우는 두 신호를 동일하게

하여 강력한 효과음을 재생하고, 음악인 경우 한쪽신호를

90° 위상반전 시켜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저주파 신호를

재생할 수 있다.
표 3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10.2 채널 기반 다채널 오디

오 재현 시스템의 스피커는 청취환경의 특성에 따라 각도

를조절하여 스피커를 배치할 수 있지만, 최적의 스피커 배

치는 표 3에서 범위로 제시한 LS, RS, LB, RB, LH, RH, 
CH 채널에 특정각도를 지정하여 그림 4와 같이 스피커를

배치하는 경우를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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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Mix Layout Channel matr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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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HK 22.2 채널 시스템과 호환을 위한 다운믹싱 매트릭스
Table 4. The downmix matrix for compatible with NHK 22.2ch

그림 4. 추천 10.2 채널 다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 스피커 배치도
Fig. 4. The recommendation of 10.2ch loudspeaker layout

2. 10.2 채널과 기존 시스템의 호환을 위한 다운믹스
방법

스테레오나 5.1 채널, 7.1 채널과 같은 기존의 시스템과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 10.2 채널의 각 채널을 다운믹스

해야 한다. 또한 22.2 채널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 22.2 채널의 각 채널을 다운믹스 하여 10.2 채널을 생

성할 필요가 있다.
NHK 22.2 채널 재현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

해, NHK 22.2 채널로부터 10.2 채널 시스템으로의 다운믹

스를 위해 표 4와 같은매트릭싱(matrixing) 방법을 제안한

다. 그림 5는 3개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NHK 22.2 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의 각 스피커 구성 및 라벨을 보여준다. 
먼저 해당 대체 채널이 존재하는 경우 그대로 그 신호를

가져오며, 해당 위치에서 벗어난 스피커라면 파워를 절반

씩 인가하기 위하여 씩 분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NHK의 top layer, middle layer, bot-
tom layer의 신호는 다운믹싱 시 각각 특정 상수를 곱해주

어(각각 t, m, b) 전체 사운드 레벨을조정할 수도 있다. 서
브우퍼 신호역시 1번과 2번채널에 각각 상수를곱해주어

(각각 k, l) 사운드레벨을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곱해지는

상수가 모두 1이면 특별한 레벨조정 없이 그대로 다운믹싱



이태진 외 4인 : UHDTV를 위한 10.2 채널 기반 다채널 오디오 재현 기술 833
(Taejin Lee et al. : Multichannel Audio Reproduction Technology based on 10.2ch for UHDTV)   

그림 5. NHK 22.2 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 스피커 구성
Fig. 5. The loudspeaker layout for NHK 22.2ch

Down-Mix Layout Channel matrixing
10.2 -> 7.1

2*1*
2

1**

2
1**

*
*

*
**
**

LFElLFEkLFE

CHcRBaRB

CHcLBaLB

RSaRS
LSaLS
CaC

RHcRaR
LHcLaL

+=

+=

+=

=
=
=

+=
+=

10.2 -> 5.1

2*1*
2

1*)(*

2
1*)(*

*
**
**

LFElLFEkLFE

CHcRSRBaRS

CHcLSLBaLS

CaC
RHcRaR
LHcLaL

+=

++=

++=

=
+=
+=

10.2 -> 2.0

)
2
1(*)

2
1

2
1

2
1(*

)
2
1(*)

2
1

2
1

2
1(*

HCRHcRSRBCRaR

CHLHcLSLBCLaL

+++++=

+++++=

표 5. 기존 시스템과 호환을 위한 다운믹싱 매트릭스
Table 5. The downmix matrix for backward compatible

매트릭스를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상수의 값은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7.1 채널, 5.1 채널, 스테레오 채널로의 다운믹싱시

에는, 10.2 채널의 평면상에 배치되는 스피커와 수직면 스

피커 신호는 다운믹싱 시 각각 특정 상수를곱해주어(각각

a, c) 전체 사운드 레벨을 조정할 수 있다. 서브우퍼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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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1번과 2번채널에 각각 상수를곱해주어(각각 k, l) 사
운드레벨을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역시곱해지는 상수가

모두 1이면 특별한 레벨조정 없이 그대로 다운믹싱매트릭

스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

IV. 10.2 채널 재현 시스템의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10.2 채널 기반의 다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APM(Auditory 
Process Model)[11]

기반의 객관적 음상정위 평가와 실제 청

취자를 통한 주관적 음상정위 및 음질평가를 수행하였다.
APM은 인간의 청각 처리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외이, 중이, 내이 사이의 전달함수와 내이의 모세포

(hair cell)에서 발생하는 신경 변환(neural transduction)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병열 처리(peripheral process), 가청

주파수 대역에서 지연과 감쇠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

한 바이노럴처리(binaural process), 최종음상정위를 판단

하기 위한 중앙처리(central process)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

다. APM의 성능은 실제 주관적 청취평가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APM을 활용하

여 객관적 음상정위 평가를 수행하였다.

1. 객관적 음상정위 평가

APM 모델을 활용하여 5.1 채널, 10.2 채널, 22.2 채널

시스템의 수평면 상의 음상정위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을 위해 스피커 배치는 각각의 재현 시스템의 최적 스피커

각도를 활용하였고, 우측면(0°~180°)의 음상정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각 재현 시스템의 우측면에 있는 스피커를

활용하여 패닝 방법으로 음상을 재현 한 후, APM 모델을

활용하여 음상정위 성능을 평가하였다. 먼저 그림 6은 5.1 
채널 재현 시스템에 대한 APM 모델을 활용한 음상정위 성

능평가 결과이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재현 시스템에서 생

성한 음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APM에서 인지한

음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대각선 축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음상정위 성능을 보이는 것이다. 그림에서 5.1 채널

재현 시스템은 30° ~ 110°까지에서 음상정위 성능이 현격

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6. 5.1 채널 재생 시스템의 수평면 음상정위 평가 결과
Fig. 6. The localization test results: 5.1ch

그림 7. 22.2 채널 재생 시스템의 수평면 음상정위 평가 결과
Fig. 7. The localization test results: 22.2ch

그림 8. 10.2 채널 재생 시스템의 수평면 음상정위 평가 결과
Fig. 8. The localization test results: 10.2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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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22.2 채널 재현 시스템에 대한 APM 모델을 활용

한 음상정위 성능평가 결과이다. 22.2 채널 재현 시스템은

측면에 충분한 물리적인 스피커가 배치되므로, 음상정위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10.2 채널 재현 시스템에 대한 APM 모델을

활용한 음상정위 성능평가 결과이다. 그림에서 10.2 채널

시스템 역시 측면에 물리적인 스피커를 활용하여 5.1 채
널 대비 우수한 음상정위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10.2 
채널 시스템의 음상정위 성능은 물리적인 스피커 배치의

차이 때문에 22.2 채널 시스템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지

는 못하지만, 5.1 채널에 비해서는 우수한 음상정위 결과

를 보여주었으므로, 22.2 채널을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가

정환경을 고려하면, 10.2 채널이 적절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2. 주관적 음상정위 평가

NHK의 22.2 채널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10.2 
채널 시스템의 주관적 성능평가를 위해 그림 9와 같이, 무
향실에 22.2 채널과 10.2 채널 재현 시스템을 설치하여 음

상정위 평가를 수행하였다. 10.2 채널 시스템은 22.2 채널

시스템의 서브셋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 10과 같이

22.2 채널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중 10.2 채널 시스템을 위

한 스피커를 선정하여 청취평가를 수행하였다. 청취평가

에는 9명의 전문가와 3명의 비전문가가 참여하여 두 시스

템에서 재현하는 소리를 청취하여 음상정위 성능을 평가

하였다. 

Elevation Angle Azimuth Angle

A 70 330

B 90 15

C 80 80

D 60 260

E 70 165

표 6. 음상정위 평가를 위한 음원의 위치
Table 6. The sound image position for subjective test

그림 9. 무향실에서 주관적 음질 평가
Fig. 9. The subjective test at anechoic chamber

그림 10. 주관적 음질평가를 위한 스피커 구성
Fig. 10. The loudspeaker layout for subjective test

음상정위 평가에는 표 6과 같은 전면, 측면, 후면 5개의

점 음원을 이용하였고, KEF HTS 3001 스피커를 활용하였

다. 청취자는 22.2 채널과 10.2 채널 시스템에서 재현하는

음원을 청취한 후 본인이 느끼는 음원의 위치를 레이저 포

인터를 활용하여 지적하고, 재현하고자 하는 음원의 위치

와 청취자가 느끼는 음원의 위치의 차를 측정하는 방식으

로 음상정위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11은 22.2 채널 시스템과 10.2 채널 시스템의 주관

적 음상정위 평가 결과 이다. 22.2 채널 재현 시스템은 5개
의 레퍼런스 음원에 대해 평균 7.8도의 음상정위 차이를 보

여주었고, 10.2채널 시스템은 평균 10.6도의 음상정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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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었다. 두시스템의 평균값에서 차이가 있지만, 신
뢰구간에서겹치기 때문에두시스템은 5개의 레퍼런스 음

원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음상정위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음상정위 평가결과(CI: 95%)
Fig. 11. The localization test results(CI: 95%)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HDTV에서 고품질 음향을 제공하기 위

한 10.2 채널 기반의 다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10.2 채널 재현 시스템은 기존 5.1 채널 시스템을 기

반으로 측면에 2개의 스피커를 추가하여 측면의 음상정위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전면에 2개의 수직면 스피커와 후면

에 1개의 천장 스피커를 추가하여 수평면 뿐 아니라 수직면

에서의 음상정위가 가능하다. 
10.2 채널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APM 모

델을 활용한 객관적 음상정위 평가와 22.2 채널과 10.2 채

널 재현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취자를 통한 실제 주관적 음

상정위 평가를 수행하였다. 객관적, 주관적 음상정위 평가

결과 10.2 채널 시스템은 22.2 채널 시스템과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음성정위 평가 결과를 보였고, 기존 5.1 채널 시스템

대비 우수한 음상정위 평가결과를 보여주었다.
NHK의 22.2 채널 시스템은 극장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가정환경에서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10.2 채널 기반의 다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이 UHDTV 방송 환경에서 가정환경에서 실감 오디

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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