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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에서는 증강현실 오디오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

한다. 특히 증강현실 오디오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디오 객체를 획득하기 위한 단일지향성 및 쌍지향

성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마이크로폰 어레이 설계 기술과 오

디오 채널간의 신호 강도차 분석을 통한 오디오 객체 획득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Ⅰ. 서 론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현실세

계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원래의 환경

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첫째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3차원적으로 표현되

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용자와 실시

간적으로 인터렉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1][2]. 

최근, 증강현실 기술은 고성능 디지털 시스템 기

술의 발전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

서를 활용하여 실제 도로에 내비게이션 정보를 덧

붙여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과 Head Mounted

Display(HMD)를 활용한 게임 등이 있다. 그런데 궁

극적인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시

각적인 정보를 증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오감 정보를 증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외

에서는 청각, 미각, 후각, 촉각에 관한 증강현실 기

술에 관한 연구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며[3][4][5],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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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도 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청각과 관련된 증

강현실 오디오 기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

해, 먼저 증강현실 오디오(Augmented Realistic

Audio, ARA)에 대한 개념과 연구동향을 살펴보

고, 이어서 증강현실 오디오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

인 오디오 객체 획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

히, 2개의 단일지향성 마이크로폰과 1개의 쌍지향

성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마이크로폰 어레이 설계

기술과 오디오 채널간의 신호 강도차 분석을 통한

오디오 객체 획득 기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Ⅱ. 증강현실 오디오 연구동향

증강현실 오디오는 Ⅰ장에서 설명한 증강현실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 즉, 증강현

실 오디오는 현실세계의 소리에 가상의 소리를 혼

합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에

게 입체적으로 재생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실시

간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1. Two-By-Two MR 시스템

Two-By-Two MR 시스템에서는 <그림 1>에

보인 것과 같이 증강현실 오디오의 구현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6]. 첫째는 실제 소리가 존재하

는 공간에 스피커를 배치하여 가상의 소리를 재생

하는 물리적 혼합 방식(physical mixing method)

이고, 둘째는 현실세계의 소리를 마이크로폰으

로 획득하여 이에 가상의 소리를 입체적으로 혼

합한 후 스피커를 통해 재생하는 전기적 혼합 방

식(electronic mixing method)이다. <그림 2>는

실제로 HMD 기반의 시각 증강현실 시스템에 스피

커/마이크로폰이 장착된 헤드셋을 이용하여 오디

오를 함께 증강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의 구성도이

다[6].

2.  Mobile Augmented Reality Audio

(MARA)

MARA는 모바일 환경을 위해 구현된 증강현실

오디오 시스템으로, <그림 3>과 같이 구성된다[7].

즉, 실제 소리는 이어폰에 부착된 마이크로폰을 통

<그림 1> 증강현실 오디오 구현 방식: (a) 물리적 혼합 방식, (b) 전기적 혼합 방식 [6]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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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취득되어 이어폰으로 바로 재생되고, 컴퓨터를

통해 생성된 가상의 소리는 실제 소리와 함께 혼합

되어 재생된다. 이때 가상 소리는 머리전달함수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 기반의

음상정위 기술을 적용하여 입체적으로 가공된다.

3. Augmented Reality Audio (ARA) 게임

ARA 게임은 오디오 정보만을 활용한 증강현실

게임으로, 실제 소리에 가상 소리를 정위시켜 혼합

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의 머리방향을 인지하여

그에 맞게 소리를 정위시킨다[8]. <그림 4>는 이를

위한 시스템으로써, 먼저 카메라를 통하여 사용자

의 위치를 파악하고, 마이크로폰으로 입력받은 실

제 소리는 입체적으로 정위된 가상 소리와 혼합된

다. 사용자가 착용하는 장비에 부착된 센서는 머리

방향을 감지하게 되고, 이는 블루투스를 통해 메인

시스템에 전송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방 안을 돌아

<그림 2> Two-By-Two MR System 구성도 [6]

<그림 3> MARA 시스템 구성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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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면서 ‘ Eidola’ 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떠돌아

다니는 물체를 들리는 소리에 의해 찾는다.

Ⅲ. 증강현실 오디오를 위한 마이
크로폰 설계 및 오디오 객체 획득

기술

Ⅱ장에서는 바이노럴 녹음을 통하여 실제 소리를

취득하고, 가상의 소리는 머리전달함수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가공한 뒤, 이 두 소리를 혼합하는 증강

현실 오디오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증

강현실 오디오는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특정 소리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소리가 추가되거

나, 또는 각 소리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사용자

의 의도에 의해 다양하게 가공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증강현실 오디오 실현을 위해서는 마이크로폰

공간상에 존재하는 실제 소리를 객체 별로 구분하

는 개념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증강현실 오디오

를 위한 마이크로폰 어레이 설계[9] 및 오디오 객체

획득 기술[10]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

다.

1. 증강현실 오디오를 위한 마이크로폰

어레이 설계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실제 소리를 분리하는 방법은 마이크로폰간의 시

간차(Channel-Time Difference, CTD) 혹은 강

도차(Channel-Level Difference, CLD)를 이용

<그림 4> ARA 게임 시스템 구성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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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 본 절에서는 단일지향

성(uni-directional) 마이크로폰과 쌍지향성(bi-

directional)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마이크로폰 어

레이를 활용하여 오디오를 객체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5>는 단일지향성 마이크로폰 2개와 쌍지

향성 마이크로폰 1개를 이용한 마이크로폰 어레

이로써, 정면과 후면을 향하는 단일지향성 마이

크로폰 사이에 쌍지향성 마이크로폰이 배치된다

[9].

<그림 5>에 대한 빔 패턴을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에서 UF, UB 그리고 BS는 각각 전면에 배

치된 단일지향성 마이크로폰에 의한 빔 패턴, 후면

에 배치된 단일지향성 마이크로폰에 의한 빔 패턴,

그리고 쌍지향성 마이크로폰에 의한 빔 패턴을 나

타낸다. 이들 빙 패턴은 각각 아래의 식 (1), (2), (3)

에 의해 생성된다. 

(1)

(2)

(3)

여기서 α는 방위각을 나타낸다. 즉, 두 개의 단일지

향성 마이크로폰과 하나의 쌍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조합하면, 무지향성 신호 o(n)과 쌍지향성 신호

bf(n)과 bs(n)을 각각 아래의 식 (4), (5), (6)과 같이

얻게 된다. 

<그림 7>은 원신호와 변환된 신호의 빔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o(n), bf(n) 그리고 bs(n)을 이용하

여 원하는 방향에 대한 지향성을 갖는 형태의 빔 패

턴을 식 (7)을 통해 형성할 수가 있다.

<그림 5> 단일지향성 및 쌍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마이크로폰
어레이 구성

<그림 6> 단일지향성 및 쌍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빔 패턴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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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즉, 식 (7)을 이용하면, <그림 8>과 같이 5 채널에

서 사용되는 front left(-30°), front right(30°),

center(0°), rear left(-110°), rear right(110°) 채널

들에 대한 방향으로 빔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2. 오디오 객체 획득 기술

Ⅲ.1절에서는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설계함으로

써,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소리를 획득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마이크로

폰 어레이를 통해 획득된 소리를 분석하여 사용자

가 원하는 오디오 객체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10]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마이

크로폰 어레이를 통해 획득된 실제 소리는 식 (8)과

같이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된다. 

(8)

즉, xj(n)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의 실제 소리 신

호이고, j는 1에서 5까지의 오디오 채널을 의미하는

데, 이후부터는 j가 1과 2인 경우를 대표로 설명하

도록 한다. 

다음으로, 주파수 영역에서 각 오디오 채널 신호

의 크기 차이는 식 (9),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9)

(10)

여기서 β는 방향성에 대한 분해능을 조절하는 인자

<그림 7> (a) 원신호의 빔 패턴, (b) 변환된 신호의 빔 패턴

(a) (b)

<그림 8> 5 채널에 대한 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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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g(i)는 0≤1/β≤1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계산

된 AZ(k,i)는 음원이 존재하는 방향에 대한 i 값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9>는 백색잡음에 대한 AZ(k,i)의 예시로써,

가로축은 주파수 bin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g(i)에

따른 방위각을 나타낸다. 이때 β를 90°로 설정하면,

방위각이 90°일 경우에는 정면이고, 0°일 경우에는

좌측, 180°일 경우에는 우측 방향이다. 여기에서 정

면은 5 채널 중에서 분석하고 있는 두 채널의 정면

으로써, 분석하고 있는 채널이 front left와 center

일 경우에 정면은 -15°가 되고, 좌측과 우측은 각

각 -30° 와 0° 가 된다. 그림에서 주로 방위각이

20°-40°에서 최소값(null)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좌측 부근에 백색 잡음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0>은 아래의 식 (11)을 이용하여 최소값을

최대값(peak)으로 변환한 것이다. 즉, 최소값이 형

성된 곳을 최대값으로 변환시켜 채널마다 실제 소

리를 방향 별로 분석할 수 있다. 즉, <그림 10>에서

는 i가 120인 지점에서 실제 소리가 존재하는 것으

<그림 9> 백색잡음에 대한  예시

<그림 10> Azimuth-Frequency 분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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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할 수 있다.

식 (12)는 이를 통해 획득된 오디오 객체의 절대

값으로, da와 B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방위각 범위

이다.

(12)

최종적으로 오디오 객체는 식 (13)과 같이 원음의

위상과 결합되어 획득된다.

(13)

Ⅳ. 결 론

본 고에서는 증강현실 오디오 기술에 대해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

았다. 또한 증강현실 오디오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디오 객체 획득 방법을 소개하

였다. 이를 위해, 단일지향성 마이크로폰 2개와 쌍

지항성 마이크로폰 1개를 이용하여 특정 방향의 소

리를 취득하는 마이크로폰 어레이 설계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취득된 소리를 가지고 오디오

채널간의 신호 강도차를 분석하여 특정 오디오 객체

를 획득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증강현

실 애플리케이션에서 임의의 객체를 삽입, 삭제, 이

동하는 등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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