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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D 입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3D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음원을 통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더불어 3D TV 또한 대중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체감을 재현하는 실감 음향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
고 있다. 정확한 실감 음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헤드폰과 스
피커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양질의 3D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콘텐
츠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3D 입체

스피커를 이용하는 실감 음향 연구는 초다채널 스피커를 이

영상 디스플레이의 대중화와 맞물려서 3D 입체 음

용하여 물리적 음장 재현을 목표로 하는 방법과 소채널 스피

향 오디오 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특성을 적용한 인지적 음장 재현을

된다. 2채널 혹은 2.1채널의 스테레오 시스템과 5.1

목표로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헤드폰과 스피커를 이용한 기

채널의 서라운드 시스템만이 존재했던 과거와는 달

존 연구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존 기술
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사용자 맞
춤형 실감 음향 기술의 구현을 위한 연구 방향과 새롭게 적
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제시하고자 한다.

리 최근에는 7.1채널, 9.1채널 등의 다양한 다채널
서라운드 시스템이 개발, 상용화되고 있고 손쉽게
서라운드 음향을 제공하는 사운드바 기술이 개발돼
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입체 음향을 접할 수 있는

Ⅰ. 서 론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1]. 이와 더불어 블루레이
디스크와 같이 7.1 채널 이상의 다채널 오디오를 지
원하는 콘텐츠의 생산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NIPA-2013-H0301-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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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 3D 입체 음향 오디오 기술 중에서도 실제
로 콘서트홀이나 공연장 같이 실제로 녹음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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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리적인 음장과 동일한 모양의 가상 음장을 다
수의 스피커 배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실감
음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진 장소에서 듣는 것과 유사한 청감을 들려주는

소채널의 스피커 배치를 이용해서 실감 음향을

기술을 실감 음향 기술이라 한다. 이러한 실감 음향

구현하는 방법은 초다채널 스피커 배치를 이용한

기술은 현재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

음장 구현 방법과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초다채널

며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접근

실감 음향 기술이 물리적으로 완벽한 음장을 재현

법이 다양해 표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채널 실감 음향 기술

[2]. 따라서 실감 음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은 사람의 청각 인지적 특성을 이용해서 10채널 이

앞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알

하의 채널에서 실감 음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아보고 각 기술들을 응용해서 실감 음향을 구현하

한다.

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

실감 음향 기술은 크게 나누어 헤드폰을 이용하

는 앞서 설명한 각 기술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

는 기술과 스피커를 이용하는 기술로 나눌 수 있다.

명할 것이다. 그리고 각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여기서 더 나아가 스피커를 이용하는 기술은 10.2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채널, 22.2채널 등의 초다채널 스피커 배치를 이용

Ⅲ장에서는 설명한 각 기술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

하여 물리적으로 음장을 재현해서 가상의 실감 음

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

향을 구현하는 기술[2],[3]과 10채널 미만의 스피커

로 앞으로 실감 음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과

를 사용해서 인지적으로 실감 음향을 구현하는 기

제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방향성과 그로인한 전망

술이 있다[4].

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Ⅴ장에서 앞에서

헤드폰을 이용해서 실감 음향을 구현하는 방법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은, 첫 번째로 더미 헤드 마이크를 이용해서 바이노
럴 효과(Binaural Effect)를 적용한 바이노럴 음원
을 녹음 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는 Head-

Ⅱ. 실감 음향 재현 기술의 현황

Related Transfer Function(HRTF)[4]과 음원을
이용한 신호처리를 통해서 바이노럴 음원을 제작하

1. 헤드폰을 이용한 실감 음향 재현 기술

는 방법이 있다.
초다채널 스피커 배치를 이용해서 실감 음향을

헤드폰을 이용해서 실감 음향을 재현하는 첫 번

구현하는 방법은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째 기술은 <그림 1>과 같은 더미 헤드 마이크를 이

는 분야이다. Vector Based Amplitude Panning

용해서 직접 바이노럴 효과가 적용된 음원을 녹음

(VBAP)[5], 앰비소닉(ambisonic), Wave Field

하는 것이다. 바이노럴 효과란 사람의 신체적 구조

Synthesis(WFS) 등의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6].

로 인해 생기는 Interaural Time Difference(ITD),

이 방법들은 가상의 위치에 있는 음원에서 재생되

Interaural Level Difference(ILD) 등의 심리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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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을 통해서 청자가 음원의 위치를 지각하

과 고도각에 위치한 음원에서 청자를 향해 진행하

는 것이다[4]. 이러한 바이노럴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음파는 청자의 귀에 도달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는 특성을 음원에 적용해서 제작된 음원을 바이노

개개인의 머리 모양, 귓바퀴의 구조, 어깨의 생김새

럴 음원이라 한다. 더미 헤드 마이크 주변에 악기들

등 신체의 모양으로 인해서 방향 지각에 필요한 특

을 배치하고 녹음을 하면 더미 헤드의 귓바퀴 부분

성을 가지는 음파로 변화한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

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서 바이노럴 음원을 제작

는 특성을 측정해 전달 함수 형태로 나타낸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바이노럴 음

HRTF라고 한다. 신체의 모양은 개개인에 따라 큰

원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호처리 과정 없이 음원만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HRTF도 차이를

을 이용해서 정확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이용하기

이 있다. 하지만 직접 녹음을 진행해서 음원을 제작

위해서는 사용자 개개인에 맞추어진 맞춤형 HRTF

해야하므로 기존의 음원을 이용하여 바이노럴 음원

가 필요하다. 하지만 HRTF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을 제작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는 정해진 방위각과 고도에서 모두 측정이 이루어

더미 헤드 마이크 설비가 설치된 스튜디오 시설에

져야 한다(<그림 2>).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가

서만 녹음이 가능하다는 점과 더미 헤드 마이크가

복잡하고 측정에 걸리는 시간 또한 길기 때문에 모

개개인을 대변하는 청각 특성을 구현할 수 없기 때

든 사용자의 HRTF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문에 발생하는 오차로 정확한 실감 음향 재현이 불

가능하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준 KEMAR 더미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헤드의 HRTF 특성이나 ARI, CIPIC, IRCAM 등의

이러한 바이노럴 녹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험자들의 공개 HRTF

서 등장한 기술이 HRTF와 기존 음원을 이용해서

DB에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바이노럴 음원 제작을

바이노럴 음원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특정 방위각

위한 신호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 더미

<그림 1> 더미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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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나 공개된 HRTF DB는 서양인의 체구에 맞춰

하는 기술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

서 측정된 HRTF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사용

서 VBAP, 앰비소닉, WFS 등의 기술이 연구되고

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있고 NHK 22.2ch, SAMSUNG/ETRI 10.2ch 등의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체형에 적합한

시스템이 개발됐다[2],[3]. 두 번째로는 10채널 미

HRTF DB를 측정하고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만의 스피커 시스템에서 HRTF, 크로스토크 제거

한 HRTF의 측정과 더불어서 HRTF를 추정할 수

기술 등을 이용해서 인지적으로 정확한 실감 음향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7]. 전체

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 있다.

HRTF를 측정하는 대신에 대상이 갖는 물리적인 특
성(머리의 크기, 귓바퀴의 모양, 어깨의 생김새 등)
에 대한 측정 데이터 혹은 다른 특성들을 이용해서

1) 물리적 음장 구현을 이용한 초다채널 실감
음향 재현 기술

신뢰할만한 수준의 HRTF 정보를 추정하는 연구를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시스템(2채널 혹은 2.1채널

함으로써 HRTF의 한계점인 측정의 어려움을 극복

시스템)에서 음상의 위치를 조절할 때는 pair-wise

할 수 있다.

panning 기술을 이용한다. <그림 3>과 같이 2개의
스피커가 있을 때, 1, 2번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음

2. 스피커를 이용한 실감 음향 재현 기술

원의 진폭을 조절해줌으로써 s′위치에 가상 음원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를 3차원에 적용하기 위해

스피커를 이용한 실감 음향 재현 기술에 대한 연

서 3개의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이 VBAP기술의 핵

구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로 10

심이다[5]. <그림 4>와 같이 3개의 스피커에서 재생

채널 이상의 초다채널을 스피커 시스템을 이용해서

되는 음원의 진폭을 조절해주면 3개의 스피커가 그

물리적으로 정확한 음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리는 가상의 평면상의 원하는 위치에 가상의 음원

<그림 3> Pair-wise panning에 의해 생성되는 가상 음원

<그림 4> VBAP에 의해 생성되는 가상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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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다수의 스피커를 같은 간격

기술의 목적이다. 적은 수의 구면 조화 함수를 이용

으로 배치해서 커다란 구면을 구성한 후 VBAP를

하는 저차의 앰비소닉은 큰 규모의 음장을 만들지 못

이용하면 스피커의 구면상에 실감 음향을 위한 가

한다. 때문에 사용자가 정확한 가상의 음장을 느낄

상의 음원을 재현할 수 있다. VBAP를 이용한 실감

수 있는 위치인 스윗 스팟의 넓이가 매우 작게 형성

음향 기술은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구현이 매우 쉽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0차 이상의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스피커로 구성된 구면 위

고차 앰비소닉 기술(Higher Order Ambisonic,

에서만 가상 음원을 만들 수 있고 그 구면을 벗어난

HOA)이 연구되고 있다. n차의 앰비소닉 기술을 구

위치에 가상 음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

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스피커의 숫자는 (n+1)2개

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스피커가 설치돼

다[8]. 따라서 10차 이상의 고차 앰비소닉을 구현하

있음에도 실제로 음원을 재생하는 스피커는 3개로

기 위해서는 적어도 121개 이상의 스피커가 필요하

제한돼 비효율적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앰비소닉 기술을 이

이러한 panning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앰비소닉 기술이 제안된다. 앰비소닉은 panning 기

용해서 실용 가능한 음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우 많
은 스피커가 필요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술을 구면상을 벗어나 구면 안쪽 혹은 바깥쪽까지 적

앞서 소개한 pair-wise panning, VBAP, 앰비소

용하기 위해 연구되는 기술이다. 구면파는 구면 조화

닉 등의 기술은 기본적인 panning 기술을 바탕으로

함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각 스

제안된 기술들이다. 이와 달리 WFS는 호이겐스 원

피커로 구면 조화 함수에 의해 표현되는 음파를 재생

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호이겐스의 원리

하고 이를 더해 우리가 원하는 가상 음원에서 출력되

는 파동이 전파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원리로 파동

는 것과 동일한 음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앰비소닉

이 퍼져나갈 때 파원으로부터 전파해 나가는 파면위

<그림 5> 호이겐스의 원리

<그림 6> 실제 음원에 의한 파동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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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상 음원에 의한 이상적인 파동의 모양

<그림 8> WFS의 기본 원리

의 모든 점들이 새로운 점파원이 되고, 각 점파원에

는 적분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연속적인 음원의 배열

의해서 발생하는 파면의 공통 접선이 새로운 파면을

이 필요하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스피커

형성하게 된다는 이론이다(<그림 5>). 호이겐스의

를 이용해 연속적인 음원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

원리를 가상의 음원을 만드는 과정에 적용시킨 것

다. 결국 연속적인 식을 불연속적인 스피커의 배열

이 WFS이다[6]. <그림 6>과 같이 S의 위치에 실제

로 구현할 수밖에 없고 <그림 7>에서 살펴 본 것과

음원이 있는 것과 같은 파동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효과로 인한 왜곡 문제가 발생

<그림 7>과 같이 청자의 위치 L 이전의 파면에 몇

한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스피커

개의 파원을 위치시켜 주어서 청자가 s′의 위치에 파

에서 재생되는 음파의 파장보다 스피커간의 간격이

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느끼게 만드는 음파를 만

짧아야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WFS를 이용한 기

들 수 있다. 실제로는 <그림 7>과 같은 방법을 적용

술은 낮은 주파수에서 가상 음원에 의한 음파를 정

하면 가장 외각에 있는 파원들에 의해 가장자리 효과

확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높은 주파수의 가상

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왜곡이 발생해서 <그림 6>의

음원에 의한 음파는 정확하게 표현해줄 수 없다.

음파와 다른 파동이 생성된다. 가장자리 효과에 의

앞서 살펴본 기술들을 이용해서 몇몇 실감 음향

한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 WFS는 K-H적분과 레일

기술 재현 시스템이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일본

리 적분을 이용, 스피커로 구성된 닫힌 공간 안에

NHK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22.2채널 시스템은 3개

가상의 음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9]. K-H적

의 층으로 스피커 배열을 구성해서 수직의 입체감

분을 이용하면 <그림 8>과 같이 내부에 음원이 존재

을 구현한다. 각 층은 상부 9개, 중부 10개, 하부 3

하지 않는 스피커로 구성된 폐영역에서 가상의 음장

개의 스피커와 2개의 우퍼로 구성돼있다. 삼성에서

을 만들기 위해 각 스피커 배열이 재생해야하는 음

제안하고 있는 10.2채널 시스템은 상부 3개, 중부 7

파의 수식을 적분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

개, 하부 우퍼 2개로 10.2채널을 구성하고 있다

분 형태로 계산된 결과를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상, 중,

2014년 1월 15

16 특집 : 실감음향을 위한 오디오 기술

하 각각 7개의 스피커를 설치하는 21채널 시스템을

나온 소리는 정해진 방향의 청자의 귀에 정확하게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10].

도달해야한다. 하지만 닫힌 공간구조를 가진 헤드

앞선 시스템들은 적어도 12개의 스피커를 상중하

폰과 달리 열린 공간 구조를 갖는 스피커 환경으로

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넓은 스윗 스팟을 구성할 수

인해서 출력된 소리가 청자의 반대편 귀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최소 12개의 스피커를 설

게 된다. <그림 9>와 같이 청자의 각 방향의 귀가

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가

청취해야하는 소리는 HRR과 HLL의 채널을 통해서

정환경에는 적합하지 않고 극장과 같이 전문적으로

들리는 소리이다. 따라서 HLR과 HRL의 채널을 통과

입체음향을 다루는 공간에 적합한 시스템이라는 것

해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이다.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치 않게 반대편 귀로 들어가는 소리를 크
로스토크라고 한다. 크로스토크는 원하지 않는 신

2. 인지적 특성을 이용한 실감 음향 재현
기술

호이고 제거되지 않을 경우 실감 음향 재현에 왜곡
이 생겨 청자가 인지하는 공간 정보에 큰 오차를 만
들 수 있다. 따라서 수준 높은 실감 음향 구현을 위

초다채널 스피커를 이용한 실감 음향 기술은 극

해서는 이러한 크로스토크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

장 등 전문적으로 음향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고, 발생한 크로스토크를 제거해줄 수 있는 기술이

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다수의 스피커를 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크로스토크 제거기술이라

용하면 넓은 스윗 스팟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고 한다.

다수의 청자가 존재하는 극장과 같은 환경에서 초
다채널 시스템을 이용한 실감 음향 재현 기술을 사
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
하기 위한 시스템은 극장보다 소수의 청자가 실감
음향을 청취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넓은 스윗 스팟
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따라서 일반 가
정에서 스피커를 이용한 실감 음향 기술을 구현할
때 스윗 스팟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스피커의 숫자
를 줄일 수 있다. 4~8채널의 스피커를 이용한 실감
음향 기술 구현을 위해서 사용자가 느끼는 공간 정
보를 구성하기 위한 HRTF 정보와 각 스피커 간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크로스토크 제거 기술이 사

<그림 9> 크로스토크

용된다. 2채널 이상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3차원 공
간에서 음원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소스 신호는 스

초기의 크로스토크 제거에 관한 연구는 오디오의

테레오 소스이다. 이 때 스테레오 소스가 목표로 하

전달 경로를 대칭적으로 가정하고 HRTF의 동일화

는 소리를 완전하게 구현하려면 각 스피커로부터

를 통한 크로스 토크 제거를 목표로 하였다. 그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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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 기술별 비교 분석 및 정리

지의 오디오 전달 경로를 고려하였다. 이 때 크로스
토크가 이상적으로 제거될 경우 HRR과 HLL은 1이 되
고 HLR과 HRL은 0이 된다[11]. 이를 간단히 도식화 시

지금까지 실감 음향을 재현하는 기술들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킨 <표 1>을 보면 청자가 들어야하는 음원은 소스 음

헤드폰을 이용하면 복잡한 채널을 고려할 필요

원과 같아야 한다. 즉, 왼쪽 귀에서는 1의 음원만 들

없이 적절한 HRTF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쉽게 바

려야하고, 오른쪽 귀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

이노럴 음원을 만들 수 있고, 그 음원을 이용해서

게 만들어진 스테레오 음원이다. 이를 위해서 왼쪽

바로 실감 음향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헤드폰이

스피커에서는 1, 3번의 음파를 재생하고, 오른쪽 스

라는 시스템이 갖는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입체감

피커에서는 2번의 음파를 재생한다. 그렇게 되면 3

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과 2`′ 이 상쇄돼서 왼쪽 귀에는 1의 음이 들리게 된

한 자리에서 실감 음향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점 또

다. 오른쪽 귀에서는 1`′ 과 2가 상쇄돼서 3′ `만이 남

한 헤드폰을 이용하는 기술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게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왼쪽 귀에는 1의 음

있다.

만이 들리게 하고 오른쪽 귀에 들리는 3`′ 이 매우 작

헤드폰을 이용한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

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실감 음향을 재현하는 기술

들에는 Nelson에 의해 제안된 최소 자승법을 이용

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

하는 방법, 최소 자승법에 청자의 위치와 시청실의

분해서 알아보았다. 앞서 살펴 본 초다채널 스피커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Kallinger와 Mertins의 방법,

를 이용하는 방법은 넓은 스윗 스팟을 만들 수 있다

Jungmann에 의해 제안된 Room Impulse Response

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물리적으로 음장을 실현함으

Reshaping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11].

로써 개개인에 최적화 할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인
해서 극장 등의 다수의 청자가 존재하는 환경에 적
용하기 적합하다. 하지만 개개인에 최적화 되지 않

<표 1> 크로스토크 제거의 원리

Left

Right

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입체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소스

을 구성하기 위해서 HRTF와 크로스토크 제거 기술
을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정환
경에 적용하기 위해 스피커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스피커

때문에 스윗 스팟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
만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 추
적 기술과 결합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귀

있을 것이다. 그리고 HRTF를 이용해 사용자 개개
인에 최적화된 실감 음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향
상된 공간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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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감 음향 구현 기술 비교 분석

헤드폰

스피커
물리적 음장 재현

인지적 음장 재현

스피커의 수

2개의 유닛

12~24개

4~8개

스윗 스팟의 크기

개인화

넓음

좁음

청자의 수

1인

다수

소수

설치 환경

공간의 넓이에 구애받지 않음

극장 등의 넓은 공간 필요

일반 가정 거실 정도에 구현 가능

입체감

좁음

매우 넓음

넓음

Ⅳ. 연구 방향 및 전망

제거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2채널에
대한 크로스토크 제거 기술을 먼저 구현한 후에

사용자 맞춤형 실감 음향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4~8채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채널 크로스토크

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

제거 기술의 개발까지 이루어져야 완전한 실감 음

HRTF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

향 기술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HRTF를 시스템에 적용하

본문에 설명된 기술 외에 Room Impulse Res-

기 위해서 사용자 개개인의 HRTF를 일일이 측정하

ponse(RIR)를 이용한 인공 잔향 기술도 실감 음향

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HRTF 측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12]. 유명한 콘서트홀이나

정 시설을 구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측정 시설을

성당 등의 환경 혹은 넓은 돔형 운동장과 같은 독특

구축했다 해도 개개인의 측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

한 환경의 응답특성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이용해서 인공 잔향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서 HRTF 정보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외

만들어진 인공 잔향 모델을 음원에 적용시키면 사

향 특성 등의 물리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할 수

용자가 지정한 공간에서 들리는 것과 같은 음장을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다수의 HRTF 정

재현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실감 음향 기술은

보와 추정에 필요한 요소들의 측정치를 데이터베이

단순히 음원의 위치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

스로 구축한다면, 미리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토

이 재현되는 공간의 특성 자체를 조정 할 수 있게

대로 사용자의 HRTF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

만들어진다. 또한, 여러 가지 악기가 혼합된 음원에

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서 특정 악기의 음원을 추출해내는 기술을 실감 음

스피커 환경을 통해 정확한 실감 음향을 경험할 수

향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13]. 음원 분리 기술

있도록 만들어 주는 크로스토크 제거 기술에 대한

의 적용을 통해서 각 악기의 위치를 사용자가 원하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앞서 설명한 2채널에

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악기

적용되는 크로스토크를 제거를 실감 음향에 적용하

의 위치를 조절하는 등 사용자의 기호에 맞춘 실감

기 위해서 다채널 스피커 환경에서의 크로스토크

음향 기술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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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대편성의 클래식 협주곡 등에서 각 악기의 위

적으로 파동의 형태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법, 그리

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는다면 실제 콘서

고 초다채널 스피커를 이용하는 기술에 비해서 적

트 장에 있는 것과 같은 실감 음향을 경험할 수 있

은 수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HRTF, 크로스토크 제

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궁극적으

거 등을 이용해서 인지적으로 실감 음향을 재현하

로는 사용자 개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음원을 조

는 기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렇듯 다양한 환

절하는 실감 음향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경과 상황에 맞는 실감 음향 재현 기술들이 제시되

전망된다.

고 있다.

HRTF, 크로스토크 제거, RIR, 음원 분리 등의

실감 음향 기술이 산업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

기술을 응용한 실감 음향의 구현이 이루어진다면

위해서는 극장 등의 환경에서 실감 음향을 경험하

사용자가 실감 음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 실감 음향

것이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실감 음향을 접

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3D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쉽

TV 기술의 발달로 영화관에서만 감상하던 3D 입

게 실감 음향을 경험하고 양질의 문화 컨텐츠를 즐

채 영상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소

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실

채널 실감 음향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정 내

감 음향 기술의 대중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수년

에서 실감 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전 부터 초다채널 스피커를 이용한 실감 음향 기술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트

을 실현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표준 규격에 대

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서서 소채널 실

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 발

감 음향 기술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이 이루어진다면 실감 음향에 관련된 산업의 규

특히 기존의 실감 음향 기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모는 현재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음원 분리 및 인공 잔향 모델을 통한 공간 정보를

예상된다.

이용하는 연구가 더해진다면 사용자 맞춤형 실감
음향 컨텐츠 개발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에 맞는 HRTF 데이터

Ⅴ. 결론

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크로스토크 제거를 이용한
맞춤형 가상 음원 생성 기술 그리고 RIR과 음원 분

실감 음향을 재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리 기술 등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있다. 헤드폰을 이용해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 한

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개개인의 환경과 취향에 맞

후 HRTF를 적용시키는 방법, 초다채널의 스피커

는 사용자 맞춤형 실감 음향 재현 기술 개발이 가

배치를 이용하는 VBAP, Ambisonic, WFS 등 물리

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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