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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산업의 종류

음향산업(Audio Industry)의 종류는 크게

Professional Audio(Pro-Audio)와 Consumer

Audio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Professional Audio

- 레코딩 스튜디오 장비: 마이크, 녹음기, 음향

편집장비, 믹서, 음향 효과용 장비, 재생기

기, 스튜디오용 모니터 스피커, 스튜디오용

앰프, 디지털 오디오 장비(DAW)와 스튜디오

의 공간음향 최적화를 위한 설비 등을 포함합

니다.

- SR(Sound Reinforcement) 장비: 대규모 경기

장에서 사용되는 라인어레이 스피커에서부터

소형 공연장 공연을 위한 고출력의 음향설비

즉, 스피커와 앰프, 믹싱 콘솔과 음향효과용 장

비 등을 포함합니다.

- PA(Public Announcement) 장비: 건물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안내방송, 행사장에서의 음성

증폭과 같은 일을 위한 스피커, 믹서 마이크와

같은 장비를 포함합니다.

시네마 시스템: 시네마 프로세서, 시네마 스피커,

앰프, 서버 등을 포함합니다.

2) Consumer Audio

- Hi-Fi 오디오: 음향애호가들을 위한 고음질의

재생기기, 앰프 및 리시버, 헤드폰과 홈시어터

시스템 등을 포함합니다.

- 모바일 오디오: 랩탑, 도킹시스템, 태블릿 PC,

MP3,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에 널리 사

용되는 오디오 포맷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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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음향시스템의 역사와 동향

1) 유성영화의 등장

1895년 영화가 등장한 이래 무성영화는 대부분

극장에서 별도로 재생되는(또는 연주되는) 음악과

함께 상영되었습니다. 유성영화는 영화 화면과 ‘연

동’되는 사운드트랙을 가진 영화를 칭하는 것으로

최초의 유성영화라 일컬어지는 영화는 Warner

Brothers에서 1927년 선보인 ‘The Jazz Singer’이

며, 당시에는 영화필름을 LP디스크에 연동시키는

방식인 ‘Vitaphone’이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2) 모노 사운드트랙의 표준화

1930년, 모노 사운드트랙을 ‘광녹음(optical

recording)’ 방식으로 필름에 직접 입히는 방식이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3) 2-Way Speaker의 등장

1935년 MGM은 저음부를 담당하는 Woofer와 고

음부를 담당하는 Horn을 분리시켜 소리의 음역대

와 출력을 대폭 확장시킨 2-way 스피커를 선보였

으며, 향후 이 연구소는 JBL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4) Fantasound

1940년 Walt Disney사는 ‘Fantasia’라는 애

니메이션을 9채널 멀티채널 사운드를 탑재한

Fantasound 포맷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영상과는

별도의 필름에 optical soundtrack을 입히는 방식

으로 재생이 된 이 시스템은 엄청나게 혁신적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설치비용으로 인해 단발에

그치게 되며, 이후에도 Cinerama방식과 같은 멀티

채널 사운드가 몇몇 영화에서 선보이나, 상용화되

지 못했습니다.

5) 70mm영화의 등장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사용된 70mm 대화면

영화는 6채널 사운드트랙을 필름에 magnetic 방식

으로 입혀서 사용하였습니다.

6) Dolby NR의 등장

1971년 ‘A Clockwork Orange’에는 최초로 Dolby

의 A-type Noise Reduction(NR)이라는 잡음제거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7) Dolby Stereo의 등장

1974년 Dolby는 ‘Dolby Stereo’라는 포맷을 발표

하였습니다. 4채널 음원을 2개의 필름 트랙에 압축

해서 기록하고 극장에서 다시 4채널로 재생이 가능

하도록 한 이 방식은 70mm와 같은 특수한 상영포

맷이 아닌 일반 35mm필름에 멀티채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후 가장 널리

상용화된 아날로그 멀티채널 포맷입니다. Dolby

Stereo는 현재도 Dolby Pro-Logic 또는 Dolby

Surround와 같은 명칭으로 혼용하여 쓰이며 극장

및 Consumer용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8) THX 시스템

1982년 처음 등장한 THX는 Dolby Stereo와 같

은 음향포맷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 극장의 음향

환경, 장비의 설치방식, 장비의 스펙 등등의 표준을

정해놓은 극장설비의 High-end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Dolby Stereo SR

1987년 Dolby Stereo에 Dolby SR(Spectral

Recording) 방식의 잡음제거 기술(NR)이 결합된

Dolby Stereo SR이 발표되었으며 최초의 영화는



24 방송공학회지 19권 1호

24 특집 : 실감음향을 위한 오디오 기술

‘Innerspace’와 ‘Robocop’입니다.

10) 디지털 사운드트랙의 등장(1992)

DTS : 6채널 Discrete 방식의 멀티채널 포맷으로

별도의 CD-ROM에 압축된 6채널 신호를 기록하고

필름에 기록된 Time Code 트랙으로 필름과 연동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음향은 24bit,

1040kbps, 4:1 압축으로 당시의 상용화된 디지털 음

원의 음질을 상회하는 스펙을 도입하였으며 1993년

‘Jurrasic Park’의 성공에 힘입어 Dolby의 SR-D포맷

과 함께 디지털 영화 사운드시장을 양분하였습니다.

11) Dolby SR-D(Dolby Digital)

Dolby의 디지털 포맷은 DTS와 같이 6채널

Discrete 포맷으로 16bit, 384kbps, 10:1 압축의 음

질스펙을 제공하였는데, DTS에 비해 많이 떨어지

는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구축시켜 놓은

Dolby Stereo와의 호환성을 무기로 가장 널리 상용

화가 되었고 현재까지 필름에 기록되는 디지털 음

향 사운드트랙의 표준으로 군림하였습니다. DTS와

달리 사운드트랙을 별도의 기기(CDROM)를 통해

재생하지 않고 디지털 신호를 필름에 직접 입혀서

영사기를 통해 신호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기존의 Dolby Stereo가 설치된 극장에 DA20이라

는 장비만 설치하면 바로 Dolby Digital 상영이 가

능하도록 한 점이 유효하였습니다.

12) D-Cinema의 등장

디지털 영상기술이 고화질로 점점 발전해 감에

따라 영화를 Digital 화면으로 제작, 배급 및 상영하

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고 2002년,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들의 연합으로 DCI(Digital Cinema

Initiative) 라는 Digital Cinema를 제작, 배급, 상

영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표준안에서 오디오는 16채널, 24bit, 무압축 PCM

방식을 채택하게 되어 기존의 압축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Dolby Digital이나 DTS라는 포맷

은 D-Cinema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

다.

3. 디지털 시네마 시장 동향

디지털 시네마 스크린의 수는 2012년 말을 기점

으로 89,341개에 도달했으며 연간 39.9%의 성장율

을 보였습니다. 2012년에만 25,516개의 디지털 스

크린이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그 중에서 북미 이외

의 지역에서 전환 또는 신규설치된 디지털 스크린

의 비율은 66.6%을 차지합니다.

북미에 위치한 디지털 스크린의 숫자는 약

36,000개로 전세계 디지털 스크린 숫자의 40.2%를

차지하며, 남미에 위치한 디지털 스크린의 숫자는

2012년 기준으로 약 2,633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평균 69%의 극장들이 D-시네마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디지털 시

네마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이 거의

성숙된 북미와 유럽에 비해 성장 속도도 빠른 곳입니

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APAC)에서 신규 시네마 콤

플렉스가 지속적으로 신규 건설되고 있으며, 대부분

의 시네마들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최신 디지털 프로

젝션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시네마들

의 디지털 변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초를 기준으로 APAC 지역에는 약 23,000

개의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 한국,

중국 등은 디지털 스크린 시장이 거의 성숙 단계이

지만, 인도,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지역은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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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세계 디지털 스크린과 35mm 스크린의 변화 추이

<그림 2> 전세계 디지털 시네마 스크린의 개수

<그림 3> 전세계 지역별 디지털 시네마 스크린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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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mersive 3D 시네마 사운드 시장 동향

Immersive Sound는 기본적인 5.1 또는 7.1 채널

구성 이외에 추가적인 채널을 사용하여 좀 더 현실

에 가까운 사운드를 경험하도록 해 주는 오디오 시

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운

드 포맷으로 믹싱된 영화가 만들어져야 하며, 새로

운 사운드 시스템의 믹싱이 가능한 시설과 인원을

갖춘 포스트 프로덕션이 필요합니다. 

2013년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네마 스

크린이 일반화되면서 대형 스크린에 최적화된 새로

운 3D 시네마 사운드 시스템의 도입이 시작되고 있

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보다 빠르고 유연한 입장

을 보이는 아시아의 극장 체인들은 디지털 스크린

에 이어, 차세대 immersive 3D 사운드의 도입에도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D 사운드 업계의 음향포맷들로는 Dolby의

Atmos, Auro 3D, Immsound, IOSONO, 소닉티

어 등이 있으며, IOSONO는 WFS방식의 음향표현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설비가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안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로 영화시장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업영역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며,

Immsound는 2012년 돌비에 합병되었고, 현재 상

용화된 차세대 포맷으로는 Dolby Atmos, Auro

3D, 소닉티어가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한국 업체인 소닉티어는 국내 최고

의 실감음향 연구소인 ETRI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시그널 압축 기술을 적용한 전용

코덱과 시네마 프로세서를 개발하였습니다.

5. Immersive Sound시네마 사운드 업체

소개 

1) Dolby - Dolby Atmos

<그림 4> Dolby Atmos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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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by Atmos 설치 현황

Dolby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약 300개의

Atmo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APAC 지역의

63개 중에서 최소 32개는 중국의 Wanda, Lumière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도의 SPI Cinemas에 8

개, 한국의 Megabox에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Real Image Media Technology는 200개

의 Atmos-ready CP850 프로세서와 함께 최소 50

개의 Atmos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으

며, SPI Cinemas는 Chennai와 Coimbatore 지역

에 37개의 Atmos 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PVR Cinemas, Inox Movies, Prasads and

Mayajaal 등의 인도 극장들이 Atmos를 설치하여

인도 지역에서만 약 100개의 Atmos 시스템을 갖춘

극장이 예상됩니다.  필리핀에서 Atmos는 San

Juan Citydp 위치한 Greenhills에 3개관이 설치되

어 있으며, 호주에서는 Reading Entertainment가

Waurn Ponds, Geelong Titan XC Extreme

Cinema에 최초로 Atmos를 설치하였습니다.

Dolby는 현재 Atmos 믹싱이 가능한 포스트 시설

은 아시아에 13곳이 있으며, 지금까지 Asia에서 믹

싱된 Atmos 타이틀은 28개입니다.

2) Barco Auro - Auro 11.1

•Barco Auro 설치 현황

Barco Aur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100곳이 설

치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50개가 APAC 지역에 설

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 초에 Sathyam Cinemas′

Six Degrees가 인도 내에서 최초로 Auro 11.1을

도입했으며, 이외에도 인도 내에는 Bangalore의

Manasa Theatre, Dhanya Theatre 등에 Auro

11.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Barco Auro 11.1 믹싱이 가능한 포스트 하우스로

는 AM Studios가 있으며 이 외에도 일본, 홍콩, 한

국에도 포스트 하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 5> Barco Auro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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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닉티어 - Sonictier® True Surround

3D Sound System

•소닉티어 설치 현황

3D immersive sound 업체 중에서 유일한 한국

기업인 소닉티어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여의도

CGV 전관 (9개관)에 Sound X라는 이름으로 소닉티

어 사운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영

등포 CGV 스타리움 (Sound X), 롯데시네마 브로드

웨이 1개관, 부산 센텀 CGV 1개관에 설치되어 있습

니다.

소닉티어는 특히, 한국 내 상용 극장 이외에도 홀

로그램 공연장(용인 에버랜드 YG 홀로그램 공연

장, 동대문 YG 홀로그램 공연장), 음악 공연장(영

등포 박칼린-카붐 공연장) 등에 설치되어 immer-

sive sound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

다.

현재 소닉티어 믹싱이 가능한 포스트 하우스로는

라이브톤, 디지소닉, 2L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6. 얼터너티브 컨텐츠의 도입 및

immersive sound의 적용

극장 내에서 영화 컨텐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

계, 오페라, 뮤지션 3D 콘서트 등의 얼터너티브 컨

텐츠를 상영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특히, 소닉티어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된 한

국의 동대문 YG 홀로그램 공연장, 에버랜드의 YG

홀로그램 공연장, 영등호의 박칼린-카붐 공연장은

영화 컨텐츠 이외의 공연 컨텐츠에 immersive

sound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

다.

<그림 6> 소닉티어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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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수머 오디오 시장 내 immersive sound

동향

서라운드 사운드 환경을 기준으로 제작된 영화,

음악 등의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대

중들이 랩탑, 태블릿 PC, 모바일폰 등의 소형 전자

제품을 통해 접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바

이노럴 이펙트(Binaural Effect, 두 귀에 도달하는

음의 음압차와 위상차로 음의 도래방향을 지각하여

판단할 수 있는 현상과 두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듣는

것보다 음을 크게 느끼는 현상)를 적용한 바이노럴

음원 제작, Holophonics, 3D 버추얼 사운드 헤드폰

및 이어폰 등이 앞으로 immersive sound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mersive 시네마 사운드 시장의 영향력을 기반

으로 하여 모바일 컨수머 오디오 시장의 효과적인

점유 여부가 차세대 immersive sound 산업의 핵심

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음향 연구소 등에서 컨수머

오디오에 적용되는 immersive sound 관련 기술들

의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

인 국내 실감음향연구소로는 ETRI가 있으며, 국외

연구소로는 Fraunhofer(프라운호퍼)가 있습니다.

시네마 사운드 포맷 중에서는, 현재 Dolby와

DTS가 컨수머 오디오 시장에서 선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로서는 소닉티어가 ETRI와의 협

력 관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3D 컨수머 오디오 시장

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그림 7> 유럽 내 얼터너티브 시네마 컨텐츠 장르 분석, 2012 <그림 8> 전세계 극장 내 얼터너티브 컨텐츠 상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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