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rvey Paper

요 약

대기중 사운드 통신(Aerial acoustic communication)은 공

기를 매질로 삼아서 전파되는 소리에 정보를 싣는 통신 기술로 

스피커와 마이크 등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의 내장 마이크를 수신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

문에 대기중 사운드 통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 및 어플리

케이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대기중 사운

드 통신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대기중 사운드 통신의 특성으로

부터 기인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짚어본다. 또한, 대기중 사운

드 통신 기술 기반의 응용 서비스를 알아본다.

Ⅰ. 서 론 

사운드 통신(Acoustic communication)은 음파를 매질

로 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로 소리가 전파되는 매

질의 종류에 따라 수중 사운드 통신(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과 대기중 사운드 통신(Aerial acoustic 

communication)으로 나뉜다. 음파는 밀도가 큰 매질에서 전

파 속도가 더 빠르고 송신 범위가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과거에는 수중 음파 탐지 기술(Sound navigation and 

ranging, SONAR)이나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센서 네트워크 

등 수중 사운드 통신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

근 스마트 기기에 내장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대기

중 사운드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대기중 사운드 통신은 공기 중 음파에 정보를 실어 통신하는 

기술이다. 물을 이용한 수중 사운드 통신에 비해 공기 중 음파 

전달 손실이 커서 전송 거리가 십 수 미터로 훨씬 짧다. 통신 동

작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송신기가 쓰일 수 있는데, 22 kHz 이

상인 경우에는 초음파 송수신기(Ultrasound transceiver)를 사

용하고 22 kHz보다 작은 경우에는 오디오를 재생 및 녹음할 수 

있는 일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스마트 기기들이 광범위하게 사

용되면서 대기중 사운드 통신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 및 장치 독립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약 11억대의 스마트

폰이 출하되었다[1]. 대기중 사운드 통신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

한 스마트 기기들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와 일반 스피커

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므로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 기기의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즉, 마이크가 신호를 녹음 및 재생을 하면 스마트 기기의 어플

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AP)가 해당 신호를 

처리한다. 따라서, 스마트 기기가 일종의 software-defined 

radio (SDR)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이는 스마트 기기의 종류나 

운영 체제에 상관 없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낮은 

전파 속도가 오히려 더 유리한 거리 측정이나 ID 정보를 주고 

받는 간단한 데이터 통신 등 일부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고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에서는 대기중 사운드 

통신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Ⅲ절에서는 대기중 사

운드 통신 기술이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알아본

다. Ⅳ절에서는 대기중 사운드 통신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

고, Ⅴ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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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자기파와 음파의 무선 통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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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기중 사운드 통신 기술

본 절에서는 대기중 사운드 통신에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 지 

알아본다. 대기중 사운드 통신 기술에는 크게 거리 측정, 실내 

위치 확인, 데이터 통신이 있다.

  

1. 거리 측정(Ranging)

음파 신호는 전자기파보다 전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정

확한 거리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리 측정은 

두 기기간에 주고받는 신호의 송수신 시간차와 신호의 전파 속

도를 곱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전자기파와 같이 전파 속도가 매

우 빠른 신호를 사용하면 시간 측정상의 작은 오차도 거리 계산

에 큰 영향을 준다.

BeepBeep은 양방향 신호 측정과 자가 녹음 방식을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간(Device-to-device, D2D) 커뮤니케

이션 기술이다[2]. 두 기기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각 기기

는 “Beep” 음파 신호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마이크로 녹음을 진

행한다. <그림 2>와 같이 각 기기는 자신이 발생한 신호와 상

대 기기에서 온 신호를 모두 녹음하게 된다. 두 기기는 두 신호 

사이의 시간차의 샘플 수를 센 후 서로 교환하여 신호의 양방향 

이동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거리를 알 수 있다. 

실험적으로 기기간 거리가 10 m 이상일 때 약 2 cm 이하의 오

차를 보인다.

Beep은 스마트 기기가 쏘는 음파 비콘 신호를 실내 벽에 부착

된 마이크들이 녹음하고 이 신호를 Wi-Fi를 통하여 중앙 서버

에서 수집하고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3]. 이 때, 

중앙 서버는 마이크들의 상대적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녹

음 시점은 동기화되어 있다. 20 m×9 m 크기의 방에서 측정 

실험을 한 결과 40 cm의 오차 범위를 보였다.

음파 처프(Chirp) 신호를 이용한 거리 측정 기술은 10 cm 이

내의 오차로 더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4]. 처프 신호는 시간

에 따라 신호의 주파수가 변화하는 신호로 auto correlation

의 peak가 높고 좁은 특성 때문에 무선탐지와 거리측정(Radio 

detecting and ranging, RADAR) 기술에서 활용되어 왔다. 

[4]는 이러한 처프 신호를 대기중 음파 통신에서 활용하여 실내 

환경에서 흔한 도플러 효과(Doppler shift)와 다중경로 전파 손

실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을 제시한다. 또한, 처프의 선형 

주파수 의 기울기에 변화를 주고 한 펄스에 두 개 이상의 비트 

정보를 삽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단말기가 각자의 ID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 확인을 하는 다중 접속 모델을 제안한다.

2. 실내 위치 확인(Indoor Positioning)

대기중 사운드 통신의 또 다른 주요 응용 분야 중 하나가 실

내 위치 확인(Indoor positioning)이다.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와 WiFi 위치 확인 시스템(WiFi 

positioning system, WPS)이 위치 확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

나, 두 기술 모두 한계점을 가진다. GPS가 사용하는 위성 신호

는 건물의 벽과 천장을 통과하면서 전파 손실이 심하여 실내 위

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한편, WPS는 WiFi Access Point (AP)

에서 받는 신호의 세기를 기준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실내 위치 

확인 기술이나 오차 범위가 10m에 달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

또한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전자기파와는 달리 음파는 벽을 통

과하여 전파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하는 공간의 단위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ShopKick은 음파의 이러한 특성을 이

용하여 매장에 입점한 고객들에게 특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술이다 [5]. ShopKick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스마

트 기기에 다운로드 받은 고객이 ShopKick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에 입점하면 스마트 기기가 입구에 부착된 초음파 송신기

에서 반복적으로 broadcast되는 매장 ID를 수신하게 된다. 고

객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당 매장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 

정보와 다른 매장 정보를 받을 수 있다.

3. 데이터 통신

기존의 전자기파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변복조 방식에는 

신호의 주파수에 싣는 Frequency Shifting Key (FSK)와 신호

의 위상에 정보를 싣는 Phase Shifting Key (PSK)가 있다. 이

러한 변복조 방식은 사운드 통신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여러 대

기중 사운드 통신 기술에서 사용되어 왔다.

대기중 사운드 통신은 시중 마이크의 비가청 대역의 불균형

한 주파수 응답 때문에 가청 대역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Digital Voice는 Multi FSK (MFSK) 기반으로 주변 음향 환경

그림 2. 기기간 양방향 측정과 자가 측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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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스템 목표 성능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음파 톤의 개수와 심

볼 길이를 정하는 가청대역 통신 기술이다[6]. 따라서 환경에 

따라 데이터 전송률이 수 십에서 수 천 bit per second (bps)까

지 가능하다. 12 kHz이하의 가청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며 tone 

spacing을 적절히 조절하여 신호의 소리가 클라리넷이나 크리

켓, 새 등의 소리와 유사하게 나도록 한다. <그림 3>은 8-FSK 

신호를 사용하였을 때의 spectrogram을 나타낸 것이다. NTT 

DoCoMo는 사람의 청각 시스템이 소리의 크기 변화에는 민감하

나 위상 변화에는 덜 민감한 점에서 착안하여 Acoustic OFDM 

변복조 방식을 제안하였다[7]. 즉, 주파수 영역에서 같은 크기와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진 두 소리는 사람에게 같게 들리므로, 기

존에 존재하는 오디오 소스의 주파수 영역에서 OFDM으로 변조

된 데이터를 subcarrier의 위상에 삽입한다. 이 때 6.4~8 kHz 

대역에서 약 240 bps의 전송률을 보인다.

한편, 비가청 대역 신호를 사용한 사운드 통신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어 왔다. 18 kHz 이상의 주파수 대역 신호를 초음

파 송신기(ultrasound transducer) 장비로 송신한 실험에서 10 

m 거리에서 최대 100 bps 전송률까지 얻어낼 수 있었다[8]. 위 

실험은 한 국립 병원에서 이뤄졌으며 200 개의 초음파 태그(송

신기)와 31개의 수신기가 사용되었다. 나아가서 주파수 응답이 

21 kHz까지 상대적으로 일정한 노트북의 마이크를 이용한 메

쉬 네트워크(Mesh network) 실험에서는 최대 20 m 거리에서 

20 bps의 전송률을 얻어냈다[9]. 이 두 실험의 경우 비가청대역 

신호를 사용한 대기중 사운드 통신 기술이나, 특정 수신기나 노

트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일반 스피커와 모바일 스

마트 기기는 기종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같

은 기술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

이러한 frequency selectivity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 처프 

신호를 이용한 대기중 사운드 음파 통신이 있다[10]. 처프 신호

는 mulpi-path propagation에 의한 여러 수신 성분들을 분리

해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RADAR 통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된다. 또한, 처프 신호는 한 주파수 성분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 

대역을 모두 ‘스위핑(sweeping)’하기 때문에 제각기 최대 주파

수 대역 범위가 다른 스마트 기기들에서 고른 수신 성능을 보여

주는 장점이 있다. [10]는 처프 신호를 비가청 대역에 실어 통

신을 하는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실험적으로 최대 25m까지 16 

bps의 전송률로 전송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호의 auto 

correlation peak의 폭이 좁고 up chirp과 down chirp간의 

cross correlation이 작아서 복조가 용이한 chirp의 특징 때문

이다. <그림 4> 이 때 16 bps로 높지 않은 전송률을 보완하기 

위해 백엔드 서버(backend server)를 두고, 처프 대기중 사운

드 통신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가 ID를 전송 받으면 해당 ID를 

백엔드 서버에 보내서 관련 내용을 인터넷으로 받아오는 방식

을 취한다.

Ⅲ. 사운드 통신의 기술적 허들

대기중 사운드 통신은 기존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의 전자기파 통신과 달리 음파를 

사용하면서 가지는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본 절에서

는 사운드 통신의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다.

1. Frequency Selectivity

스마트 기기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불균형한 주파수 응답 특

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변복조 방식으로 서로 다른 기

기들에서 고른 성능을 얻는 기술을 고안하기가 쉽지 않다. 시중

의 스피커 및 마이크는 모델에 따라 서로 다른 주파수 응답 특

성을 가진다. 특히 22 kHz 대역까지 고른 주파수 응답을 갖는 

그림 3. 8-FSK신호의 Spectrogram, ∆f=20 Hz, T = 100 ms [6]

그림 4. 처프(Chirp) 신호와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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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흔치 않으며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 기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실험적으로 여러 종

류의 스마트 기기들의 마이크 주파수 응답 특성을 측정해본 결

과, 20 kHz 대역까지는 상대적으로 고른 주파수 응답을 보이

나 20~22 kHz 대역에서는 제각기 다른 주파수 응답을 보인다 

[10]. <그림 5>를 보면 일부 스마트 기기의 경우 20 kHz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 frequency gain이 0에 가까움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기기에 따라 녹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

가 달라지고, 비가청 대역 신호를 사용하는 기술의 경우 이러한 

점이 고려 되어야 한다.

2. Inter Symbol Interference (ISI)

사운드 통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내 환경에서는 multi-

path propagation으로 인한 inter-symbol interference (ISI)

가 발생하여 거리 측정 및 데이터 전송 성능의 저하를 일으킨

다. 실내 Non-line-of-sight (NLOS) 환경에서 delay spread

를 측정한 결과 약 40 msec 정도로 기존의 전자기파 통신이 수 

μsec delay spread를 가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값을 가진다. 

따라서 심볼 사이에 delay spread 이상의 guard interval을 삽

입하거나 채널 이퀄라이져(channel equalizer)를 통하여 ISI 영

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3. 낮은 데이터 전송률

사운드 통신은 최대 수 십 kHz의 제한된 주파수 대역폭을 사

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기파 통신에 비해 데이터 전송률이 

훨씬 낮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이 주 목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경

우 기술적으로 전송률을 더 높이거나 백엔드 서버를 두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4. 인체 무해성

일부 대기중 사운드 통신 기술에서 사용되는 비가청 대역의 

신호가 사람 및 동물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가는 기술의 산

업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의 가청대역은 일반적으로 

2~20 kHz 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의 경우에는 종에 따

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22 kHz 대역 이상까지도 들을 수 있다 <

그림 6> [11]. 실험적으로 65 dBSPL 이하의 비 가청 음파에 16

시간 이하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람 및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12].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에 따라 

16 kHz 대역의 초음파는 약 85~90 dBSPL 음압 크기까지 안

전하다고 밝혔고 20 kHz 대역의 초음파는 80~110 dBSPL 크

기까지 안전하다고 밝혔다[13]. 미국 공군과 캐나다는 20 kHz 

대역의 초음파에 대해 각각 85 dB과 80 dB 이하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본과 소비에트 연방(현 러시아 및 동유럽 국

가들), 스웨덴 등은 16 kHz 이하 대역에서는 90 dB 이하를 기

준으로 삼고 20 kHz 이상 대역에서는 110 dB 이하의 소리가 안

전하다고 밝혔다(스웨덴의 경우 20 kHz에서 105 dBSPL을 기

준으로 삼았다). 모든 국가에서 가청 대역 소리의 최대 허용 음

압보다 비가청 대역의 소리에 대해 더 크거나 같은 음압 수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볼 때 비가청 대역 소리가 가청 대역 소리에 

비해 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대기 사운드 통신 기술의 응용

지금까지 대기중 사운드 통신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Ⅳ

그림 5. 스마트 기기별 마이크 주파수 응답 특성

그림 6. 사람과 동물의 가청 주파수 대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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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이러한 대기중 사운드 통신 기술들이 실제로 응용되

는 예를 살펴본다. 

1. 매장 위치 기반 서비스

2014년 7월부터 편의점 ‘CU’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위치를 기

반으로 멤버십, 쿠폰, 결제 수단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IT 기업 아이팝콘이 개발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18 kHz 이상의 음파로 데이터를 수신하고 블

루투스 모듈로 최대 50 m의 전송 거리를 확보하여 손님이 매

장에 입점했을 때 매장 입점을 확인하고 해당 매장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커피 코리

아 역시 2014년부터 비가청대역의 음파 신호를 사용하여 고객

의 입점을 확인하고 온라인 주문 및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원격 

주문 서비스 ‘사이렌 오더(Siren Order)’를 한국에서 제공한다

[1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장 입점 전에 미리 제품

을 선택한 후 매장에서 입점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결제 후 주문

이 들어가게 된다. 매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가 음파에 삽

입되어 송신되면 스마트 기기가 수신하여 현재 어느 매장에 있

는지 확인하게 된다.

한편, 해외 스타트업 회사인 Signal360(구 SonicNotify)은 비

가청 대역의 비콘 신호를 이용하여 매장 내 맞춤 고객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SDK를 개발했다[15]. 예를 들어 어떤 마트에서 

Signal360에서 제공하는 비콘 송신기를 제품 코너 곳곳에 설치

했다고 하자. 설치된 비콘 송신기들은 근처에 있는 Signal360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해당 제품의 할인 이벤트나 제품 정

보를 푸시 알림으로 보낼 수 있다.

2. T커머스

T커머스는 디지털 TV를 기반으로 리모컨 등을 활용하여 상품

정보 검색·구매·결제 등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시청자가 TV를 통해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다가 

특정 노출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기존에는 직접 인터넷으

로 검색을 하는 등 추후에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연동형 T커머스는 기존 방송 채널을 시청하다 관심 있는 제품

이 나오면, TV에 나오는 관련 제품의 정보를 제공 받아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때, 제품의 정보를 TV에서 받는 

경우 기존에 보던 콘텐츠를 중단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실제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기존의 홈쇼핑과 유사한 서비

스 정도만 시행하고 있다[16].

비가청 음파를 사용하는 대기중 사운드 통신 기술을 통해 TV

에서 제품 정보를 시청자의 스마트 기기에 전송하면 이러한 몰

입 방해를 없앨 수 있다. 사운들리는 TV방송 음파의 비가청 대

역에 제품 정보를 제공 할 ID를 삽입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10]. 시청자의 스마트 기기가 마이크를 통해 ID를 수신하면 해

당 ID를 백엔드 서버에 보내서 제품 정보 및 결제 수단을 제공

한다 <그림 7>.

3. 청각 장애인 안내 방송

실내 위치 확인 기술의 일환으로 지하철 및 버스 내의 안내 방

송에 정보를 실어서 청각 장애인에게 다음 역을 알려주는 역 정

보 제공 서비스가 있다. 벤처 기업 사운들리는 서울 지하철 열

차 내에 재생되는 안내 방송 음파의 비가청 대역에 다음 역의 

ID 정보를 실어서 송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신호를 승객

의 스마트 기기가 녹음을 통해 수신하고 다음 역 정보를 알려주

거나 원하는 목적지에서 알림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청각 장애인에게 큰 편

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 내에 음악이나 영화 감

상을 하여 미처 방송을 듣지 못하는 일반 승객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4. NFC 대체 기술

대기중 사운드 통신의 또 다른 응용 사례로 모바일 택시 결제 

서비스가 있다. Zoosh는 Naratte사가 개발한 비가청 대역 음

파 신호 기반의 기술로 현재 Verifone 통신사의 모바일 택시 결

제 서비스 Way2Ride로 사용되고 있다[17]. Verifone사는 택시

의 뒷좌석에 작은 태블릿을 설치하고 태블릿 화면에는 서비스 

사용 방법과 함께 스피커에서 비가청 음파가 재생된다. 승객은 

태블릿에 Zoosh 어플리케이션이 깔린 스마트 기기를 대는 것으

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그림 7. 백엔드 서버를 활용한 메시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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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고에서 대기중 사운드 통신의 종류별 기술과 응용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대기중 사운드 통신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실

내 환경 편리 서비스 개발의 원천 기술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실내 환경에서 GPS나 Wi-Fi 등 기존의 위치 확인 기술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더

불어 다양한 산업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면서 차세대 실내 환

경 통신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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