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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FTV(Free-viewpoint TV) 서비스에서,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효 잡음 이용 입체 음

향효과 방법을 제안한다. 농구장에서 지향성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선수와 심 의 연속 인 음

향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주 수 스펙트럼을 찰하 으며,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시청자가 Zoom-in을 할 경우, 

유효 주 수 여부를 단하 다. 따라서 FTV 서비스에서 시청자가 피사체를 향해 Zoom-in 시, 제거 상이었

던 잡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향후 FTV의 입체 음향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that immersive audio effect method using the effective noise to improve engagement in 

free-viewpoint TV(FTV) service. In the basketball court, we monitored the frequency spectrums by acquiring continuous audio data 

of players and referee using shotgun and wireless microphone. By analyzing this spectrum, in case that users zoomed in, we 

determined whether it is effective frequency or not. Therefore when users using FTV service zoom in toward the object, it is 

proposed that we need to utilize unnecessary noise instead of removing that. it will be able to be useful for an immersive audio 

implementation of F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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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HD) TV로 지상  

디지털 TV 환이 이루어지면서 실감 방송 실 의 

시 에 들어서게 되었다[1-3]. 한, 디스 이 기술

이 2K HD TV부터 8K UHD TV까지 고해상도를 가

지고 형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방송 기술 한 비

약 으로 발 하고 있으며, 3DTV의 궁극 인 목표인 

Free-viewpoint TV(FTV)는 재 지속 인 표 화 

작업  연구를 통해 시청자에게 더욱 더 시각  입

체감과 생동감을 제공할 수 있는 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입체 음향 기술의 발달은  디스 이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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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해상도· 형화가 이루어지는 상 기술에 비해 

발  속도가 느린 편이고, 음향 기술이 상당부분 이론

인 체계를 갖추었다고는 하나[4], 국제 으로는 3D 

Audio 련 표 화가 아직 기 단계로써 여러 단체

와 포럼이 각각 산발 으로 표 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FTV의 음향 연구 한 

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FTV를 한 음

향 연구는 상의 Zoom-in/out에 해서 음향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

동감 있는 입체음향 효과를 구 하기 어려운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한개의 View와 Depth 정

보를 가짐으로써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상 시 을 변경할 수 있는 3D 입체 상 TV인 FTV 

에서[5], 사용자가 상을 Zoom-in 할 경우,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효 잡음 이용 입체 음향효과 방

법을 제안한다. 

Ⅱ. FTV 시스템

그림 1. FTV 시스템의 View와 Geometry의 계[6]
Fig. 1 View-geometry representation of FTV system[6]

그림 1은 FTV 시스템의 View와 Geometry와의 

계를 나타낸다. 기존의 3DTV가 일정 수의 View 

는 Depth를 가졌다면, 차세  FTV는 기존 3DTV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써 무한개의 View와 

Depth를 가진 3DTV의 궁극 인 목표라고 할 수 있

다. FTV는 방송서비스 공 자가 아닌, 시청자가 TV 

시청 시, 시청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 을 자유롭게 변

화시키며 화면을 하는 신 인 미디어서비스이다

[7]. 이러한 에서 FTV의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일

방 인 성격이 아닌 양방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시청자의 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존의 TV 콘텐

츠를 시청자들이 수동 으로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FTV는 시청자들이 능동 으로 콘텐츠를 수용한다는 

에서 의미가 깊다. 한 국제 표 화 단체인 MPEG 

(Motion Picture Experts Group)은 FTV를 가장 신

인 3D 미디어로 지목하고 있으며, 재 국제 표

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8].

Ⅲ. FTV 구 을 한 음향 획득 실험

3.1. 음향 획득 실험 조건

FTV의 입체 음향 구 을 하여 상과 연동하여 

Zoom-in을 할 경우 피사체 주 의 음향 정보를 획득

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선수들의 음향 정보  주변

의 잡음을 이상 으로 획득하기 해 실내 농구장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2. 지향성 마이크의 음향 획득 역
Fig. 2 Audio acquisition of shotgun microphone

그림 2는 실험을 한 상  음향 획득 환경을 

나타낸다. 농구장의 크기는 약 1770m2 이고 농구 코

트의 크기는 32 * 19 m이며, 실제 실험 역은 반

의 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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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이크  시스템 구성
Fig. 3 Configuration of microphone and system

그림 3은 실내 체육 에서 음향 획득 실험 진행 

시, 마이크  시스템에 한 구성을 나타낸다. 지

향성 마이크는 경기장 외곽에 설치하 고, 선수와 심

에게는 각각 무선 마이크 1개씩 착용시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시 장비에 한 상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장비
Table 1. Test equipments

구분 모델 수량

Shotgun 

Microphone
Audio-Technica AT8035 1

Wireless 

Microphone
BF 1083-U 2

Wireless 

Microphone 

Receiver

Sennheiser receiver EM 

1031-U
2

Audio Interface Focusrite saffire pro40 1

3.2 음향 획득 실험 결과

그림 4는 농구장에서 실험 시, 지향성 마이크에

서의 체 인 장면을 나타낸다. 특정 선수와 심 은 

각각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 다. 그림 4에서 선 ①

은 무선 마이크를 장착한 선수의 Zoom-in 역을 나

타내고, 선 ②는 심 의 Zoom-in 역을 나타낸다.

그림 5는 농구장에서 지향성 마이크  무선 마

이크를 사용하여 음향을 획득한 결과이다. (a)는 지

향성 마이크의 형이고, (b)와 (c)는 각각 선수와 심

이 착용한 무선 마이크의 형이다. 

그림 4. 음향 획득 실험 장면
Fig. 4 Scene of audio acquisition test

(a) 외곽에서의 집음 형

(b) 선수가 착용한 마이크로부터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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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심 이 착용한 마이크로부터의 형

그림 5 음향 획득 결과 
Fig. 5 Result of audio acquisition

그림 5의 (a)에서 나타낸 외곽에서 지향성 마이

크를 통해 획득한 형은 체 으로 고른 형의 모

습을 보이고 있다. (b)와 (c)의 형은 선수와 심  

의 행동에 의한 숨소리 등의 음이 획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제거되어야 하는 잡음성

분이었다.

Ⅳ . FTV를 한 입체 음향 효과

그림 5의 실험 결과를 기 로 FTV 구  시, 시청

자의 요구에 따라 화면이 Zoom-in 되는 경우를 고려

하면, 각각의 마이크로부터 획득한 음향 정보는 그 화

면에 따라 유효 잡음 성분을 순수 잡음 성분으로 분

리가 가능하다. 

(a) Zoom-in 동작으로 획득한 장면

(b) 선수의 주 수 스펙트럼

(c) 심 의 주 수 스펙트럼

그림 6. Zoom-in 동작의 주 수 스펙트럼
Fig. 6 Frequency spectrum of Zoom-in operation

그림 6은 각각의 선수, 심 이 착용한 마이크로 음

향 녹음 시, Zoom-in 장면에서 음원의 주 수 스펙트

럼이다. (a)는 선수와 심 을 타겟으로 한 Zoom-in 

장면이고, (b)와 (c)는 각각 선수와 심 이 착용한 무

선 마이크의 스펙트럼을 주 수로 나타낸 결과이다. 

화면이 Zoom-in 됨에 따라 잡음을 발생시키는 선

수  심 이 심화면에 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림 5에서 잡음으로 간주되었던 음향이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측정 결과로부

터 선수가 착용한 마이크에서 획득한 스펙트럼에는 

심 의 음향 신호와 잡음으로 간주되어야 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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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Hz의 부가 인 음향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

찬가지로 심 이 착용한 마이크로부터 획득한 스펙트

럼에서도 선수에 한 신호  부가 인 음향 신호 

한 포함되어있다.

 TV에서 심 을 Zoom-in하 을 경우, 선수로부터 

획득한 스펙트럼에서는 약 1.5kHz의 신호는 기존에는 

잡음으로 간주하 으나, 심 으로부터 획득한 스펙트

럼에서의 1.5kHz 역은 유효 성분으로 처리된다. 따

라서 심 을 Zoom-in 하 을 경우 음향 신호 처리 

 실감 인 입체 음향 표출을 해 다양한 각도에서

의 음향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심 을 Zoom-in 할 

경우, 선수 시 에서 지 까지 잡음으로 간주되었던 

1.5kHz 역의 성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TV 시청자가 화면의 Zoom-in 동

작을 수행할 경우, 보다 실감 있고 입체 인 음향감

을 표출하기 해서 피사체 주 의 잡음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 음향 정보를 획득하기 

한 실험 환경의 경기장과 심 , 선수에게 각각 지

향성 마이크와 무지향성 휴  마이크를 설치하여 다

양한 음향 정보를 획득하 다. 이 후, 요구되는 화면

에 따라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각각의 주 수 역에 

해당하는 음향 정보의 유효 여부를 단함으로써 

Zoom-in 시, 유효한 음향 정보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

다. 이를 통해 Zoom-in의 상황에서 잡음으로 단

되는 성분이 입체 음향 구 을 해서는 역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차 후 본 연구가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FTV 입체 음향 효과를 한 연구

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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