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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할 수 없는 공간에서도 오디오를 통해 3차원 청취
공간을 표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기존의 스테레오

3DTV와 UHDTV(Ultra High Definition

및 5.1채널 서라운드 오디오가 표현할 수 있는 2차

TeleVision)로 대변되는 실감방송은 기존의

원 음향공간을 3차원으로 확장하여 시청자를 3차

HD(High Definition) 비디오와 5.1채널 오디오의

원 모든 방향에 둘러싸는 음장감을 제공하여야 하

시공간적인 해상도를 향상시킨 대화면 고해상도

며, 대화면 디스플레이에서 표현되는 비디오 객체

비디오와 다채널 오디오를 통해 실감(realistic)

와 동일한 공간상의 위치에서 음상이 정확하게 표

있고 몰입감(immersive) 있는 AV 서비스를 제

현되어야 한다. 또한 3차원 오디오를 구성하는 음

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감방송 환경을

원들 가운데 중요한 음원들은 별도의 객체(object)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가운데

로 분리하여 수신기에서 제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 글에서는 오디오 기술에 대해 논하고자 하

시청자에게 다양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며, 특히 실감방송을 위한 오디오 표준을 주로

어야 한다. 만약 미래의 방송에서 22.2채널 오디오

다룬다.

를 전송하고 수신기에서 출력한다고 하더라도 모

실감방송에서의 오디오의 역할은 대화면 고해상

든 가정에서 22.2채널 스피커를 구비하여 청취하

도 실감 비디오와 부합하면서 디스플레이가 표현

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송된 다채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100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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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신호를 시청자가 구비하고 있는 스피커 배

Ⅱ. 본 론

치환경에 최적으로 변환하여 재생하는 기술도 필
요하다. 전술한 실감방송을 위한 오디오 서비스에

1. MPEG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정도로 요약
주로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에 대한 부호화 표준

할 수 있다.

을 다루는 MPEG에서는 1997년 AAC(Advanced
Multichannel Audio: NHK 22.2

Audio Coding) 표준[1]을 제정한 이후 오디오 부호

채널과 같이 스피커들이 3차원으로 배치되는

화 코어(core)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다채널 오디오 재생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

2008년부터 높은 비트율에서 AAC보다 우수한 음

다.

질을 나타내고, 낮은 비트율에서는 오디오 신호뿐

● High-order

Audio: 다채널 오디오 배경음과

만 아니라 음성신호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

분리되어 있는 객체 오디오 음원들을 수신단에

타내는 USAC(Unified Speech & Audio Coding)을

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화 하였다[2]. USAC은 MPEG에서 최근까지

● Object-based

Down-mixing and Rendering: 수신

개발된 다양한 오디오 부호화 툴들과 음성신호에

단에 구비된 스피커 배치환경에 최적으로 입력

대하여 강점을 가지는 CELP계열의 AMR-WB+

된 다채널 오디오를 다운믹싱 하거나 채널 포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다양한 비트율에서 세

맷을 변환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계최고 수준의 부호화 성능을 나타내었다[3]. 표준

● Flexible

제정 초기에는 USAC이 이동방송, 오디오북, 음악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MPEG

플레이어 등과 같은 스테레오 오디오 신호를 이용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ITU-R

하는 서비스로 응용분야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스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레오 오디오 신호에 대한 압축방법만 표준에 명시

Radiocommunication sector), ATSC(Advanced

되어 있지만, 인코더와 디코더를 스테레오쌍

Television System Committee), DVB(Digital

(stereo channel pair)으로 확장하면 다채널 오디오

Video Broadcasting), SMPTE(Society of Motion

신호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등과 같은 국

UHDTV를 위한 22.2채널 오디오 재생 시스템을

제 표준화 단체에서는 차세대 실감방송을 위한 오

개발한 NHK는 자사의 다채널 3차원 오디오 포맷

디오 기술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을 MPEG 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하여 다채널 오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

디오 신호에 대한 새로운 부호화 및 재생방식에 대

ciation)를 통하여 UHDTV를 위한 오디오 표준화

한 표준화를 MPEG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2010년

를 진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내외 표준화 단

부터 주장하였으며[4], 비슷한 시기에 표준화가 진

체에서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차세대 실감

행된 고품질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HEVC(High

방송을 위한 오디오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

Efficiency Video Coding)[5]에 버금가는 오디오 품

다.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 오디오 기술에 대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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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MPEG

스 분야에 기술을 제안하였다. 2개월 동안 수행된

에서는 HEVC와 같은 표준 프로젝트내에서 3D

청취평가를 거친 후 2013년 7월에 열린 제 105차

Audio란 이름으로 다채널 고음질 오디오 부호화 및

MPEG회의에서 채널과 객체신호 분야에서는

재생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3년

Fraunhofer IIS 기술이[8], 고차 앰비소닉스 분야

1월에 CfP(Call for Proposal)을 발간하였다[6].

에서는 Orange Labs와 Technicolor에서 공동제안

MPEG-H 3D Audio는 전통적인 채널기반의 오디

한 기술이 참조모델(Reference Model)로 선정되었

오 신호뿐만 아니라 오디오 객체 신호와 고차 앰비

다[9].

소닉스 (HOA: High Order Ambisonics)신호도 처

<그림 1>은 채널과 객체신호 분야에서 선정된 참

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부호화 기술뿐만

조모델의 부호화기 블록도이다. <그림 1>에서 확인

아니라 단말의 재생환경에 맞게 디코더의 출력 오

할 수 있듯이 참조모델은 USAC과 SAOC(Spatial

디오 신호를 변환하는 다운믹스(downmix) 기능과

Audio Object Coding)를 핵심 부호화툴로 이용하

자유 렌더링(flexible rendering) 기능도 표준화의

며, 오디오 객체신호는 채널신호에 미리 믹싱하는

필수항목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고차 앰비소닉스

방법과 모노채널 신호로 가정하여 채널신호와 같이

신호는 공간 하모닉스(spatial harmonics)를 해석

부호화하는 방법과 SAOC를 이용하여 고효율로 부

하고 합성하는 별도의 처리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호화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한다. 단말에서 오

독립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7].

디오 객체신호를 합성하기 위한 객체신호의 3차원

이러한 배경으로 2013년 5월말 ETRI, Fraunhofer

공간상의 재생위치로 구성되는 OAM(Object Audio

IIS, Fraunhofer IDMT, Sony는 채널과 객체신호

Metadata)는 별도의 부호화 과정을 거쳐 MPEG-

분야에 부호화 및 재생기술을 제안하였고, Orange

H 3D Audio 비트스트림내에 다중화된다.

Labs, Technicolor, Qualcomm은 고차 앰비소닉

<그림 2>는 채널과 객체신호 분야에서 선정된 참

<그림 1> MPEG-H 3D Audio 채널과 객체분야 참조모델 부호화기 블록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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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PEG-H 3D Audio 채널과 객체분야 참조모델 복호화기 블록도[8]

조모델의 복호화기 블록도이다. 부호화기의 역순으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를 이용하

로 복호화 과정이 이루어져서 입력 오디오 신호와 동

는 방법보다 자연스러운 3차원 바이노럴 오디

일한 스피커 포맷의 신호가 믹서(Mixer)에서 출력된

오를 생성할 수 있다.

후 재생환경에 따라 세 가지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 입력포맷과

다른 스피커 출력 포맷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는 포맷 변환기(Format Con● 입력포맷과

동일한 스피커 출력 포맷을 구비하

고 있을 경우에는 직접 스피커로 출력된다.
● 헤드폰을

verter)를 통하여 재생 스피커 출력 포맷에서
맞게 입력 스피커 포맷을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용한 재생환경에서는 믹서에서 출

포맷 변환기는 믹서로부터 입력되는 다채널 오

력되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바이노럴 렌더링

디오 입력신호를 개별 음원으로 가정하고 출력

(binaural rendering) 과정을 거쳐 3차원 헤드

스피커 포맷에 재합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출력

폰 신호로 변환한 후 출력된다. 이때 바이노럴

스피커 포맷에 최적으로 적응된 오디오 신호를

프로세싱을 위한 BRIR(Binaural Room

출력한다.

Impulse Response) 이란 특수한 형태의 충격
응답신호를 이용하는데 BRIR은 청취룸에서 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표현된 USAC 3D는 기

채널 스피커 포맷(예 22.2채널) 스피커를 직접

존의 USAC을 다채널 지원이 가능하도록 스테레오

이용하여 녹음된 바이노럴 충격응답신호이며,

부호화 블록을 확장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BRIR을 이용하면 무향실에서 녹음된 HRTF

SAOC 3D는 SAOC 표준에서 고음질 오디오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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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는 EAO(Enhanced Audio Object) 기능

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WP6C에는 멀티

을 포함한 일부 기능만으로 간략하게 구성하여 활

채널 오디오 시스템을 연구하는 라포쳐그룹이 형성

용하였다. 즉 3D Audio 채널과 객체분야 참조모델

되어 있고 여기에서 5.1채널 이상의 멀티채널 오디

을 부호화 기술 관점에서 살펴보면 1990년 후반부

오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

터 개발된 MPEG 오디오 부호화 기술들인 AAC,

다. ITU-R에서 표준이 제정되어 극장용 사운드 및

SBR(Spectral Band Replication), MPS(MPEG

디지털 TV 표준으로 널리 알려진 5.1채널 포맷

Surround), SAOC를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Recommendation ITU-R BS.775-1 [12]) 은 현

차세대 실감방송에 대한 국가단위 표준화가 한

재에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감있

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2015년을 전후하여

는 몰입감을 원하는 유저들과 DVD와 Blu-ray기반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MPEG은 3D Audio 표준화

홈씨어터의 보급, HDTV 및 UHDTV 기술 개발 등

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015년 2월까지 1차버전을

을 통해 5.1채널 이상의 멀티채널 오디오 시스템에

완성할 예정이다. 제한된 표준화 일정 때문에 2013년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

7월 결정된 참조모델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

한 5.1채널 이상의 멀티채널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

상되며, 수신기에서 음량(volume)을 능동적으로 제

업을 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어하는 기술은 DRC(Dynamic Range Control) 기

SMPTE(SMPTE 2036 Part2 [13])나 IEC(IEC

술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10]. 22.2채널을

TC100 PT62574 [14]) 뿐만 아니라, ITU-R에서도

128kbps 이하로 압축할 수 있는 2차버전은 2014년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08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5년말까지 표준화하기로

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 ITU-R BS.[MCST]를 기

결정하였다[11].

고하여 UHDTV 환경을 위한 22.2채널 오디오 시스
템 및 주관 평가 결과를 서술하는 보고서를 기고하

2. ITU-R

였으며 또, ITU-R BS.[3D-SOUND] 기고를 통해
22.2채널 시스템을 기준으로 5.1채널 시스템과의

ITU-R은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을 구성하는

호환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멀티채널 시스템 권고

3가지 중 하나로서, 라디오 주파수 대역의 통신 규

제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새로운 보고서는 Report

약을 다루고 있다. 오디오와 관련된 표준화가 주로

ITU-R BS.2159 “Multichannel sound tech-

논의되는 곳은 ITU-R SG(Study Group) 6 이다.

nology in home and broadcasting applications”

이 SG6의 BS파트는 Broadcasting Service 를 메인

로 만들어졌지만[15], 권고 제정에서는 큰 진척이

표준화 이슈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오디오 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준화가 논의되는 곳은 WP(Working Party) 6C 이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2011년, ITU-R

다. WP6C에서는 Programme production and

BS.[ADVSOUND-REQ] “Performance require-

quality assessment 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고 있

ments for an advanced multichannel stereo-

다. 다시 말해 현재 ITU-R에서 오디오 표준화가

phonic sound system for use with or without

이루어지는 부분은 방송 분야 프로그램 제작과 관

accompanying picture”를 기고하면서 5.1채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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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멀티채널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 advanced

에서는 기존의 채널 기반 신호뿐만 아니라 객체기

multichannel stereophonic sound system이라는

반 오디오 신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

명칭을 사용하고 이 시스템의 성능 요구 사항을 표

여 몇 가지 요구사항으로 정의되는 메타데이터를

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 2012년 1월

사용하며, 다양한 멀티채널 오디오 배치 포맷 사용

BS.1909로 권고가 제정되었다 [16]. 이 권고에서는

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하는 오디오 재생 포맷은 총

advanced multichannel stereophonic sound

8종류로 구체적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system에 대해 3차원 공간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권고에는 특히 2012년 4월 한국에서 기고한

음상이 수평면뿐만 아니라 elevation에서도 제공되

BS.[ADVSOUND-META]에 포함되었던 국내

어야 하며, 프로그램 제작자 및 사용자 입장에서 적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표준화가 완료된

당한 수의 채널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재

<그림 4>와 같은 10.2채널 시스템(TTAK.KO-

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07.0098 “초고선명 디지털 TV 오디오 신호” [17])

이후 2년에 걸쳐 BS.1909 권고의 요구 사항을 만

이 system F로 포함되어 있다. 10.2채널 시스템은

족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advanced

2012년 4월 기고를 통해 Report ITU-R BS.2159

multichannel stereophonic sound system 권고

에 추가 되었는데, 이 BS.2159 보고서에는 전술한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국, 일

바와 같은 NHK의 22.2채널과 함께 University of

본, 영국 등에서 관련 기고를 다양하게 진행하여

Southern California의 10.2채널, WFS(Wave

2013년 11월 회의에서 Advanced Sound System에

Field Synthesis) 재생 방식 등이 멀티채널 음향 재

대한 새로운 권고 제정이 결정되었다. 새로운 권고

생 방식으로서 함께 소개되어 있다. <그림 3>에서

List of possible speaker positions for advanced sound system, identification of the speaker layouts in form of
“Upper speakers + Middle speakers + Bottom speakers”
SP-Label

Azimuth

Elevation

M+000
M-022
M+022
M-SC
M+SC
M-030
M+030
M-045
M+045
M-060
M+060
M-090

0
-22.5
+22.5
Left edge of display
Right edge of display
-30
+30
-45
+45
-60
+60
-90

0
0
0
0
0
0
0
0
0
0
0
0`

A
0+2+0

X
X

<그림 3> ITU-R Advanced Sound System 스피커 배치 포맷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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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0+5+0 2+5+0
X
X

X
X

X
X

D

E

4+5+0 4+5+1
X
X

X
X

X
X

F
3+7+0
X

X
X

X

G

H

4+9+0 9+10+3
X
X

X
X
X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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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바와 같이, 이 권고에는 10.2채널 이외에도

43

3. ATSC

NHK의 22.2채널, Dolby의 13.1채널 등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 스피커 포맷 배치 정보는 Report

2011년 중반 미국의 디지털방송 표준을 결정하

ITU-R BS.2266 [18]에도 포함되어 있다.

는 표준화 단체인 ATSC에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에서 주문형 비디오 등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ATSC-NRT(Non-Real-Time), 이동성을
지원하는 ATSC-M/H(Mobile/Handheld), 고화
질 비디오 부호화 기술인 H.264를 포함시켜 성능
을 개선한 ATSC 2.0 표준을 완성하고 있었다. 당
시 UHDTV와 같은 차세대 실감방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ATSC 표준과의 호환성을 배제한 새
로운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기술 및 전송기술을 개
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새로운 표준화를 계
획하기 위한 팀이 Planning Team 2(PT2)란 이름
으로 결성되어 2011년 8월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

Full System
Working Draft
Development

December 2015:
Ballot to Elevate to
Proposed Standard

PHY Layer
Proposal
Evaluation

March 2015:
Elevate to
Candidate Standard

PHY Layer
Proposal
Period

September 2013:
Proposal Due

February 2013:
PHY Layer
CFP Issued

Drafting System
Requirements & Physical
Layer Call for Proposals

June 2014:
Proposal Selection

표하였다[19]. PT2에서는 ATSC 3.0이란 이름으로

<그림 4> 10.2채널 시스템

Candidate
Standard

PHY Layer Software Simulation Testing

Management & Protocol Layer
Development Process

Hardware Testing
Programs

Application Layer Developmnet Process

<그림 5> ATSC 3.0 표준화 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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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표준화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

진행 중이다. EBU는 유럽내 56개국 85개 방송

송,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한

단체 및 그 밖의 22개국 37개 연합 방송국들의

표준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PT2에서 표준화 청

연맹으로 1993년에 국제 라디오 텔레비전 협회

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디오 분야 세미나를

와 중동부 유럽의 동종 조직을 편입한 기구이다.

2010년 10월에 개최하였으며, Dolby, DTS,

EBU에서는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하여 유럽에서

Frounhofer IIS, NHK 등과 같은 기관에서 다채

의 UHDTV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표준

널 오디오와 객체기반 오디오의 필요성을 주장하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여

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된 ATSC 3.0은 아래

기에서는 차세대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

그림과 같은 일정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오디

이 되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DVB는 UHDTV

오 분야 기술은 2015년 상반기에 선정될 예정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단계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며, 미국업체 기술인 Dolby와 DTS 기술과 MPEG

있으며 특히 오디오의 경우 “UHD-0”에서는

의 USAC 및 3D Audio가 경쟁중인 것으로 알려져

5.1채널, “UHD-1”과 “UHD-2”에서 beyond

있다.

5.1채널 및 객체기반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
다.

4. DVB

현재로서는 DVB 에서 UHDTV오디오 서비스를
위해 자체적으로 특정 표준을 개발하지는 않을 예

DVB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디지털 TV를 위한

정이며 MPEG이나 ITU-R, SMPTE 등에서 개발

공개 표준 규격이며 이러한 표준을 담당하는 약

되는 표준을 차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300여개의 단체가 가맹한 컨소시엄으로 최근

UHDTV 오디오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립하

UHDTV 표준 규격 개발을 위해 EBU(European

는 단계에 있어 앞으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Broad-casting Union)와 함께 논의가 활발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ot fixed)
(not fixed)

<그림 6> DVB의 UHDTV 시스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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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M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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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packaging의 경우에는 24TB UHDTV
Ecosystem에서 전송 및 파일 포맷과 연계되어 고

SMPTE는 1916년에 설립된 표준화 기구로 영화

려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전술한 DVB 표준화

나 TV를 위한 표준을 주로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황과 마찬가지로, SMPTE도 해당 표준 마련을

서도 UHDTV를 위한 오디오 표준에 대해서 논의를

위하여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진행하고 있다. SMPTE의 10개의 Technology

으로 기대된다.

Committees 중 Television and Broadband Media
Committee (24TB) 에서 UHDTV Ecosystem이라

Ⅲ. 결 론

는 study group 프로젝트로서 콘텐츠 제작 및 전송
등에 있어서의 요구사항 및 표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오디오에 대해서는 UHDTV의 향상된

본 글을 통하여 차세대 실감방송을 위한 오디오

비디오 신호에 맞추어 오디오도 현재의 스테레오나

표준화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HEVC 비디

5.1채널 시스템보다 진보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

오 부호화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2013년 완료되었

다는 필요성 아래, beyond 5.1채널 시스템 및 객체

고 이를 이용한 UHDTV 방송의 상용화가 2015년

기반 신호 등 immersive audio 시스템의 요구사항

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여

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SMPTE에서는 repro-

러 표준화 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감방송을 위

duction solution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오디오 표준들이 활용될 시점도 임박하고 있다.

데, 스피커 어레이 시스템이나 사운드바 시스템 등

또한 Dolby ATMOSTM 와 같은 기존의 시네마 오디

도 오디오 시스템 표준 마련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오와 차별화된 실감 시네마 오디오 서비스도 속속

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덱에 대해서도 높은 대역폭

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스테레오와 5.1채널 오

을 가지는 전송 조건을 위하여 lossless 코덱의 사용

디오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을 고려하고 있다.

움직임에 발맞추어 다양한 채널포맷의 다채널 오디

그리고 또 다른 Technology Committees 인

오와 객체기반 오디오 콘텐츠들이 보편화될 것이

Cinema Sound Systems (25CSS) 에 서 는

며, 이를 통한 오디오 송수신 장비, 재생 시스템, 콘

“ Object-based immersive sound for D-

텐츠 변환 시스템이 속속 개발되고 보급될 것으로

Cinema”와 “Object-based Sound Mastering and

기대한다.

Packaging”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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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 1998년 3월 ~ 2000년 10월 : LG반도체 주임연구원
- 2000년 11월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2005년 8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 2010년 8월 ~ 2011년 7월 : 영국 사우스햄튼대학 방문연구원
- 주관심분야 : 오디오 부호화, 다채널 음장재현 시스템, 3차원 오디오, 디지털 방송 시스템, 객체기반 오디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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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유재현
- 2003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학사
-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 석사
- 2005년 2월 ~ 현재 : ETRI 실감음향연구팀 선임연구원
- 2011년 11월 ~ 2012년 11월 : 일본 NHK 방송기술연구소 방문연구원
- 주관심분야 : 3D 오디오 및 음장 재생 기술, 오디오 신호 처리

강경옥
- 1985년 2월 :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 1988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
- 1991년 2월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디오연구실장
- 2004년 2월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전자공학과 박사
- 2006년 4월 ~ 12월 : 영국 Southampton 대학 방문연구원
- 주관심분야 : 음향 신호처리, 3차원 오디오, 디지털 방송 시스템, 객체기반 오디오 시스템

장세진
- 1995년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 1997년 : 경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석사)
- 1997년 ~ 2002년 : 대우전자 영상연구소 연구원
- 2002년 ~ 현재 : 전자부품연구원 디지털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2010년 ~ 현재 :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음향산업지원센터 센터장
- 주관심분야 : 멀티미디어 통신, 차세대 실감 다채널 오디오, 디지털 방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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