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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TV를 위한 실감 오디오 재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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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부품기술 및 미디어 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HDTV를 이을 UHDTV 서비스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

다. 이에 따라 HDTV에서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했던 오디오 기술도 UHDTV 시대의 도래와 함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할지 고민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현실은 HDTV의 5.1채널 사운드 포맷조차도 가정에서의 설치 및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영화 사운드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던 5.1, 7.1 채널 사운드 포맷이 돌비

ATMOS, IOSONO, AURO3D 등 천정 사운드와 객체기반 오디오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오디오 기술이 잇달아 도입되면서 일대 격

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객체기반 오디오 기술은 홈씨어터 및 방송 오디오 시장에서도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

한 오디오 기술의 변화는 유연성이 결여된 채널기반 오디오의 기술 발전 및 시장 성장의 활로를 개척하는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HDTV 방송에 적합한 실감 오디오 기술에 대한 고찰과 이와 관련된 하이브리드 오디오 기술의 콘텐츠 포맷

및 가정에서의 재현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 향후 전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Owing to the latest development of component and media processing technologies, UHDTV as a successor of the HDTV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coming soon realization. Accordingly, an audio technology that provides a 5.1-channel surround sound in 
home should be contemplating on what services should be provided with the advent of UHDTV era. In fact, however, the market 
of 5.1-channel audio is struggling, due to the difficulty of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the multi speakers in a home. 
Meanwhile, the movie sound market for a long time been used in 5.1 and 7.1-channel sound formats, have changed as Dolby 
ATMOS, IOSONO, AURO3D etc. are launched one after ano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hybrid audio technologies that include 
the ceiling and object-based sounds. This very object-based audio technology is assured to be introduced in the home theater and 
broadcast audio market, and this change in audio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a breath of pioneering technological advances and 
market growth from the channel-based audio market that lacks flexibility. In this paper, we will investigate a suitable realistic 
audio solution for UHDTV, and introduce hybrid audio technologies, which is expected to be an audio technology for UHDTV, 
and we will describe the hybrid audio content format and reproduction methods in a home and consider the future prospects of 
realistic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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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미디어, 부품, 네트웍 기술의 동반 성장으로

인해 차세대 TV 방송 기술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4k, 8k의 수평 해상도를 가지는 
UHDTV 방송, 안경없이도 3차원 입체영상을 즐길 수 있는

다시점 3DTV, 보다 넓은 시야각을 커버하는 파노라마 영

상,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가지는 대화형 콘텐츠, 그리고 홀

로그램 영상이 차세대 TV 방송의 대표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세대 TV 방송 기술의 도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들 차세대 TV 영상의 서비스에 어울리는 사운드

기술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송 오디오 기술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영화 사운드 기술을 시발점으로 하여 일정 기간 후 방송에

적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영화 콘텐츠가 비디오

테잎, DVD, BD(Blue-lay Disc) 등 가정용 매체를 통해 가

정에 보급되면서, 홈씨어터 시스템이 가정의 중요한 미디

어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화 사

운드를 중심으로 오디오 기술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그
특징과 방송 오디오 기술의 발전 전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1]. 영화 사운드는 1895년 무성영화 시대의 변사로

부터 시작하여, 1927년 모노 사운드, 1950년대 2채널 스테

레오 사운드, 1970년대 서라운드 사운드, 2000년대 Beyond 
5.1채널 입체 사운드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돌비

ATMOS, IOSONO, AURO3D, MDA 등 채널기반 오디오

와 함께 객체기반 오디오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하는 하이

브리드 오디오 기술이 태동하여, 오디오 산업에 대한 여파

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존의 5.1채널 오디오 포맷의 대주자로서 7.1채널이 제

안되어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는 수평면의 스피커를 추가

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최근의 추세는 수평보다는 천장채

널을 추가하여 수직 음상을 구현하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수직 음상은 “Voice of God”이라고 부르는

천장 스피커를 통해 음상의 수직 변위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수평면만의 서라운드 사운드로는 제공

하지 못했던 보다 완성된 현장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객체기반 오디오는 채널기반 오디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융통성과청취공간에서의 대화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스

마트한 음향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객체기반 음향은

콘텐츠 제작과 재생이 서로 종속되어 있던 채널기반 음향의

한계를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한편, 음향 콘텐츠의 제작 및 재

생기술과관련장비및서비스시장이보다유연하게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조성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평가할 수 있다.
객체기반의 유연함과 채널기반의 효율성을 조합한 하

이브리드 오디오 기술은 차세대 TV 방송에 활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한편, 차세대 TV 방송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객체기반 음향의 표현 및 렌더링 방법, 채널기반 음

향의 형식 및 렌더링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감 오디오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환경변화

와 휴먼팩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차세대 TV 방송을 위

한 실감 음향기술로서 하이브리드 오디오를 중심으로 한

UHD 오디오 기술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콘텐츠 포맷

및 렌더링 기술을 포함하는 실감 오디오 재현 기술에 대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 장에서는 실감

오디오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3 장에서는 차

세대 TV 방송의 특징과 함께 차세대 TV 방송을 위한 실

감 오디오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후 4 장
에서는 하이브리드 오디오 포맷 및 재현 기술에 대하여

고찰하고, 5 장에서는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

다.

Ⅱ. 실감 오디오 고찰

실감 오디오는 현실에서 느끼는 소리를 그대로 느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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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음원의 종류 및 특징
Fig. 1. Type and feature of sound sources

그림 2. 실내 공간의 음향 전달 특성
Fig. 2. Acoustic transfer function of a room

전달하여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에서 느끼는 소리

란 의미 있는 소리로부터 불필요한 잡음에 이르기까지 각

음원의 위치로부터 전파되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 소리들

이 각종물체와의 간섭에 의해 만들어내는 반사와 잔향을

포함하는 현장의 소리를 의미한다.
음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한

점으로부터 방사되는 점음원, 선형태의 음을 발생시키는

선음원, 면형태의 음을 발생시키는 면음원, 부피를 가지는

음원으로부터 방사되는 체적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러한 이론적인 음원들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극한까지 확대하면 모든 음원들이 체적음원으

로 간주될 수 있다.
체적음원은 각자의 위치와 방향으로 방사되는 음원들이

혼합된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 음원들의 상호 간섭

에 의해 고유한 지향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음

원들은 멀리서 관찰할 때 축소되어 고유한 지향특성을 가

지는 점음원으로 관찰될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확대하여

관찰하면 다중 음원을 가지는 선음원, 면음원, 체적음원으

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렇듯음원도 관찰하기에 따라 매우

복잡한 특징을 가지게 되며, 실제로는 그림 2와 같이 음원

이 속한 공간의벽및물체들과의 반사, 회절, 확산 등 간섭

현상에 의해 더욱 복잡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음향의 복잡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의 파장이 비교적 길어 음원 및 공간의복잡한 간섭현상들

을 어느 정도 근사화하여도 청감 상으로 차이를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는 전기음향이 모노 채널로부

터 시작하여 점차 멀티채널로 진화함으로써, 극단적인 근

사화에 의해 소리의 공간지각에 관계된 벡터 특성을 모두

배제한 체 소리의 내용에 관계된 스칼라 특성만을 모사한

것이 자연스럽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인 인식이다. 
이러한 상황은 문명의 변화와도 관계가 없지않다. 모든

것을 육체를 이용해야 했던 원시시대와 현대의 생활을 비

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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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Moving area Moving Speed Brightness

Ancient Times Active Narrow Slow Dark

Present Passive Wide Fast Bright

표 1. 원시시대와 현대의 생활환경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ancient and present life style

우선사냥과 생존을 위한 원시시대의육체활동이 현대보

다 월등히동적이었음을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사냥과 생

존을 위한 활동에는 다른동물들처럼시각과 함께, 멀리 있

는 보이지않는 목표물을찾는데있어 청각의 공간지각 능

력을많이 이용하였으리라는 것을쉽게 유추할 수 있다. 특
히, 활동범위가 넓지않고 보조 이동수단을 사용하지 않았

던 생활방식은 주변의 상황들을 자연스러운 청각 훈련을

통해 익숙하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별도의

조명도구가 없었던 원시시대에는 어두운밤이면 더욱청각

을 집중하여 주변을 살폈을 것이다. 이렇듯 원시시대에는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각과 청각에 의해 공간지각

능력을 훈련할 수 있었고, 현대인보다는훨씬고도의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에는 생존을 위한 활동이 다소 정적

인 경우가많으며 활동범위는좁은 반면, 이동범위는훨씬

넓고,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이동 중에는 육체 활동이

극히 제한된다. 밤에는 조명에 의해낮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헤드폰

을착용하는 경우가많아 인위적이며 부자연스러운 자극들

이 난무하며, 자연스러운 청각의 공간지각 능력을 훈련시

킬수 있는 환경이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 능

력의 감퇴는 인지능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인지능력

의 감소는 위험감지 능력저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유

발할 수 있어 극단적으로 인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2].
한편 ‘칵테일파티 효과’는 대표적인 공간지각 능력과뇌

의선택적 주의 능력의 협력에 의한 인간의 특별한 청각능

력이라고 할 수 있다. 눈이 시야 속에 있는 특정 부분에 초

점을 맞추어 정확히보는 것과 유사하게, 귀는 사방에서 들

리는 소리들 속에서 듣고 싶은 소리를 걸러내어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데이러한 능력을칵테일파티효과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심 있는 소리를 걸러내는 작업은 청각기관 자체

라고 하기 보다는뇌를 포함한 신경세포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Elana M. Zion Golumbic에 의하면, 두뇌는

함께 대화에참여하고 있는 음성과 무시하고 있는 음성 모

두를 저장하기는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음성은 언

어 관장 부분에 그리고, 무시하고 있는 음성은 소리를 관장

하는 부분에 저장한다고 한다[3]. 시끄럽고 여러 가지 대화

가 오고가는 장소에서 하나의 대화에 집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주의력 집중장애(ADD/ 
ADHD)와 자폐증등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

으며, 이는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청각의 공간지각 능

력을훈련하는 환경이배제되고 있는 현대문명과도 무관하

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의 특징은 모든 방향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과 두 개의 귀에 의해 소리의 방향 및 거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인

간 청각의 방향 감지 해상도는 평균 5도라고 하며, 고도로

집중하는 경우 1도 차이의 음원도 구별할 수 있다는 실험결

과가 있다. 이러한 청각의 평균적 공간 해상도 5도에 대해

구별이 가능한 음상의 개수를 스피커의 개수로 가정한다면, 
청취자를 둘러싸는 구체에 1,650개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완벽한 실감음향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패닝방법에 의해 30도 이내의 각도에서는 비

교적 정확한 음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46개
의 스피커배치로 실감음향을 재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부

분의 의미 있는 음원이 상반구에배치되어 있는 현실에 의

해 30여개의 스피커가 이상적이며, 후방 음상 및 수직 음상

에 대해 중요도 및 지각 해상도가낮아지는 청각특성에 의

해 더 감소시킬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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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HK 22.2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
Fig. 3. NHK 22.2 channel audio reproduction system

보면, NHK STRL에서 제안한 UHDTV용 22.2채널 오디오

포맷은 사실상 최상의 실감음향을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

Ⅲ. 차세대 방송과 실감 오디오

200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HDTV 서비스도 이제 10년
을훌쩍넘기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고화질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HDTV의

뒤를 잇는 차세대 TV 방송으로서 UHDTV 서비스가거론

되어 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UHD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TV를 내놓고 있다. UHDTV는 HDTV에 비해 최대 16배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TV 방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고해상도를 이용하여 기존의 TV 방송의 한계를 뛰어

넘는 다양한 영상 서비스 기술개발 시도들도 함께 추진되

고 있다.
먼저 무안경 다시점 3DTV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일정 범위에서 다른 시각의 3차원 입체 영상을

안경없이 볼 수 있게 한다. 다시말하면, 3차원 입체영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 파노라마 영상

의 경우는 인간의 시각범위를 더 많이 채움으로써 몰입감

을 극대화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는 화

면에 표시되는 영상을 회전시킬 수 있는 사용자 인터랙션

을 가능하게 한다. 홀로그램 영상의 경우에도,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의해 좀더 실감나는 입체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유사 홀로그램의 경우 공연

및 제품 출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지금은 주변

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초고해상도 영상 미디어의 등장에 의해 요구되는

오디오의 기능 및 성능도 확대되었다. 우선다시점 입체 영

상을 위해서는 음원의 위치 및 실내음장 특성을 보다 정확

히재현하는 것이필요하며, 보다 넓은 유효 청취영역을 확

보하여야 한다. 또한 파노라마 영상을 위해서는 전방뿐만

아니라측방, 후방, 천장 위치의 음상도 정확히표현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을

상하좌우로 회전시켜변경할 경우, 그에 따른 음상의 위치

도 함께 변경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직관적인 방

법은 채널수를늘리는 것이다. 즉, 오디오의 공간적 해상도

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제시된 방법은 NHK의

22.2채널방식[그림3]이다
[4]. 일본의 8K 해상도의 SHV 

(Super Hi-Vision)의 기본 오디오 방식으로 제시된 초다채

널 오디오 방식이며, 가정용 오디오로서는 좀 사치스러운

오디오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극장용 사운드에도 초다채널

고현장감 오디오 방식이 속속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32
채널까지 설치하는 솔루션도 등장하고 있다.
초다채널 오디오 방식들이 제시되면서, 한 가지 큰 특징

은 수평면의 서라운드뿐만 아니라 천장에도 스피커가배치

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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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뿐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들리

는 소리들을 대부분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채널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실

감음향 기술은 객체기반 오디오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오디

오 기술이다. 실제 정확한 음상을 표현하여야 하는 오디오

객체가 콘텐츠의 전체 장면에서 일부분인 것에 착안하여, 
배경음과 객체음으로 구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재생할

때도 구분하여별도의 렌더링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각 채

널도 객체로 표현하면, 렌더링 방법에 따라 재생하는 공간

에서는 임의의 스피커 레이아웃만으로도 하이브리드 오디

오 콘텐츠를 렌더링하여 재현할 수 있다. 객체기반 오디오

의 객체 신호는 청취자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메

타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며, 객체 신호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가 표시하는 위치에 객체신호를 렌더

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호처리 즉, 렌더링이필요하게 된

다.
이러한 객체기반 오디오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데,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서비스가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대

화와배경음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대화를강조하여명료

도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배경의 분위기 사운드를 강조하

여 몰입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객체단위의 인터랙션이 가

능한 게임혹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서비스에서는 객체신호

의 위치를 사용자가 직접 가변시켜 청취할 수 있다. 또한

파노라마 영상과 함께 시점을 변화시키는 어플리케이션혹

은 개인용 HMD(Head Mounted Display)에서의 사운드를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보다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Ⅳ. UHD 사운드 기술 개발

UHD 사운드 기술 개발을 위해 최초로 UHDTV용 사운

드 포맷을 제시했던 NHK의 22.2채널 오디오 포맷을 고려

할 수도 있으나, 가정용으로는 현실적으로 너무많은 채널

이므로 실험을 통해 10.2채널을 제안하게 되었다. 10.2채널

을 통해 표현하지 못하는 세밀한 음상정위는 객체 오디오

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에 렌더링할 수 있다. 또한멀티채널

스피커를 설치하는데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손쉽게 설치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어레이 기반 음장합성에 의한

입체음향 렌더링 기술, 임의의 스피커 레이아웃에 대해서

도 원 음장을 최대한 모사하여 표현하는 플렉서블 렌더링

기술, 헤드폰을 통해서도 입체음향을 재생할 수 있는 바이

노럴 렌더링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다음 각

절에서는 이들 기술의 특징 및 구현에 대하여 차례로 논하

고자 한다.

1. 10.2채널 오디오 포맷[5]

10.2채널 오디오 포맷은 그림 4와 같이 기본 7.1채널 포

맷을 기반으로측후면 서라운드를 보강하고 천장채널을 추

가하는 한편 LFE는 2개의 채널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림 4. 10.2 채널 오디오 스피커 구성도
Fig. 4. Speaker layout for 10.2 channel audio format

자세히는 표 2와같은범위에서 스피커를배치할 수 있으

며, C(Center), L(Left), R(Right), LS(Left Surround), 
RS(Right Surround), LB(Left Back), RB(Right Back) 채널

은 수평채널로서 수직방향 0°, 즉, 청취자의 귀 높이에 위치

하며, 수평방향으로는 표 2에서와 같은 배치 범위를 각각

가지게 된다. LH(Left Height), RH(Right Height),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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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Recommended 
Position Arrangement Range

C 0° 0°

L -30° -30°

R 30° 30°

LS -90° -60°~-150°
LB + 45° Recommended

RS 90° 60°~150°
RB - 45° Recommended

LB -135° -60°~-150°
LS - 45° Recommended

RB 135° 60°~150°
RS + 45° Recommended

LH -45°(Azimuth)/
45°(Elevation)

-30°~-45°(Azimuth)/
30°~45°(Elevation)

RH 45°(Azimuth)/
45°(Elevation)

30°~45°(Azimuth)/
30°~45°(Elevation)

CH 180°(Azimuth)/
45°(Elevation)

180°(Azimuth)/
45°~90°(Elevation)

표 2. 10.2 채널 스피커의 배치
Table 2. Arrangement range of 10.2 channel speakers

그림 5. 22.2와 10.2 채널 수평면 음상정위 성능 비교
Fig. 5. Comparison of horizontal sound localization for 22.2 and 10.2 channel

(Ceiling Height) 채널은 천정에 배치되며, 각각 표 2의 배
치 범위에 설치하여 수직 음상을 표현하게 된다.

10.2채널 오디오 포맷은 22.2채널 오디오 포맷에 비해 아

래(Lower) 채널을 제외하고, 수평 및 천장(Height) 채널을

최적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채널수를 줄이면서

도 음상정위 성능은크게 차이가 나지않음을 인간의 청각

모델을 통한 객관적 비교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림 5에서 22.2채널과 10.2채널 오디오 포맷의 수평 방

향 음상정위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 실제 청취자 높이의 수

평방향의 채널수는 22.2채널 포맷의 경우 10채널, 10.2채널

의 경우 7채널로 3채널 차이밖에 나지않는다. 그러므로 수

평방향의 음상정위 성능은 실제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을 그림 5를 통해알수 있다. 천장 채널의 경우 22.2채
널 포맷의 9개의 스피커를 3개로줄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콘텐츠의 경우, 수직 음상의 비중이많지않다는 것과 인간

의 수직 음상에 대한 청각의 감도가 수평방향의 청각 감도

에 비해 매우 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실제 청취에 있어서도 거의 구별이 힘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의 음상을 청취할 때보다멀티채널

로 청취할 때 개별 음상의 정위감에 대한 집중도가 감소하

게 되어 전체적인 음상의 차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스피커어레이 렌더링

일반 가정에서는멀티채널 스피커에 대한거부감이많은

것을 5.1채널 스피커의 보급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전방에 있는막대모양의 박스에

스피커를내장하는 사운드바제품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운드바는 일반 스테레오 스피커부터 5.1채널 스

피커를배치한 구조를 가지고 HRTF에 의한 가상음향 효과

를 추가한 것이 대부분이며, 야마하의 사운드 프로젝터 제

품은 스피커어레이를 이용한빔포밍을 통해벽반사에 의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1].

본 연구에서는 스피커어레이 기반빔포밍을 이용한벽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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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1 channel rendering        (b) 22.2 channel rendering

그림 6. 2열 스피커어레이에 의한 멀티채널 음장 재현
Fig. 6. 3-layer sound field reproduction by two layer speaker array

사 뿐만 아니라, 음장합성(WFS: Wave Field Syn- thesis) 
및 집중 음원(Focused Sound)을 이용한 전방 거리감을 표

현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전방에 있어서는 입체

감 있는 음장 표현을측후방에는벽반사에 의한 가상 음상

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피커어레이를 스크

린 아래 및 위에 두 조를 배치하여 수직 음상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layer 스피커어레이를 통한 3단계 높이의 22.2채널 사

운드 재현 방법은 그림 6을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직관적

으로 Layer 1 스피커어레이를 통해서는 천장의 서라운드

채널을 재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Layer 2 스피커어레이를

통해서는 Lower 채널의 사운드를 재현하며, Layer 1과
Layer 2 스피커 어레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패닝효과

에 의한 수평방향의 사운드를 재현하고 있다.
10.2채널, 7.1채널, 5.1채널 등의 경우에는 대략 22.2채널

구성의 부분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을

통해충분히표현할 수 있음을알수 있다. 스피커어레이를

사용하여 음장합성을 하게 되면, 전방의 음상이 스테레오

스피커에 의해 패닝된 음상보다 안정하게 되며, 스크린의

앞, 뒤에 음상을배치할 수 있으므로 다시점 3DTV의 영상

객체들과 공간적인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취자 주변의 근접 음원도 표현할 수 있어, 지금까지의 오

디오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주변을 맴도는 벌과 같은 근접

된 음향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음장합성은 1차 음원(소스 음원)에서 발생된 파형을 2차

음원(라우드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하여 재현해내는 방식으

로, 하나의 점음원에서 발생한 파면은 연속적이고 무한한

구형 파면으로 합성이 가능하다는 호이겐스 원리에 기반하

여물리적인 1차 음원 없이도 스피커 어레이만으로 소스 음

원을 재현해내는 방식이다. 스피커어레이로 재생되는 오디

오 신호의 도출은 Rayleigh 방정식과 Kirchhoff-Helmholtz 
적분에 기반을 두고 있다

[6,7,8].
가상 음원을 스피커어레이로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채널에 대한 지연과 이득값을 산출해야 한다. 이 지연과

이득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위치와 스피커어레이

를 구성하는 각 스피커 유닛의거리를필요로 한다. 각 스피

커 유닛의 지향성 특성은 수식을 간략화하여 계산량을 줄

이기 위해 무시하였다.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얻어진 i 번째
스피커 유닛을 위한 지연과 이득값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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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herical wave synthesis (b) Focused source for beam forming

그림 7. 스피커어레이에 의한 음장합성 시뮬레이션
Fig. 7. Wave field synthesis by speaker array(simulation)

여기서 c 는 음속이며, FS 는 표본화 주파수이며, cos()
는 음원과 각 스피커 유닛사이의 거리를 반영하는 부분으

로서 식 2와 같은 내접연산에 의해 얻어진다.

(2)

이렇게얻어진 지연과 이득값은 음원을 스피커어레이의

각 스피커 유닛에 렌더링할 때 사용되며, 이때 렌더링된 각

스피커 채널의 출력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n 은 음원의샘플을 나타내며, i 는 스피커 유닛의

번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성된 스피커어레이 신호들을 시뮬레이션을 통

해 확인하였다. 그림 7(a)는 스피커어레이 왼쪽 뒤편에서

발생된 점음원에 의해 형성된 음장의 파면을 나타내고 있

으며, 그림 7(b)는 집중음원 빔포밍을 통해 오른쪽 벽면에

반사시켜우측채널 신호를 만들어 내었을 때 음장의 파면

을 나타내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가운데청취

위치에서 음원에 의해 형성되는 파면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3. 플렉서블 렌더링

플렉서블 렌더링은 실제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

용한 기준채널 포맷과 청취 공간에서의 채널 구성 및배치

가 다른것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실제 청취 공간

에 설치된 스피커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자의

의도와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

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채널 포맷이 다른경우에는 채널 포맷 변환을 하여

야 한다. 콘텐츠의 채널 포맷보다 적은 수의 채널 포맷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는 매트릭싱에 의한 다운믹스를 통하여 인

접채널을 정해진 가중치에 따라 융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채널 포맷보다많은 수의 채널 포맷

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는 채널 신호를 가중치에 따라 분리

한 후 상관제거를 통해 공간감이 확대되도록 하는 업믹싱

방법을 간단히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채널 포맷이 동일하다고 하더라

도 스피커배치를 기준위치에 정확히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피커의 위치에 따른지연 및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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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의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평에만 스피커

가배치된 기존의 채널 포맷에서 천장 스피커의 음상을 재

현하기 위해서는 수직 음상을 제어하는 청각필터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극단적으로 스테레오 스피커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트랜스오럴 스테레오 기술에 의해 가상 스

피커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임의 채널의 콘텐츠를 임의

채널의 스피커 배치를 통해 변환하여 표현할 수도 있지만, 
최근 가장많이 사용되는 방법은헬싱키대학의 V. Pulkki에
의해 제안된 VBAP(Vector Based Amplitude Panning)이
다. VBAP은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격자 공간들로 나누어 임의 격자 내부에 있는 음상을

세 개의 스피커로 패닝에 의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스피커 개수가 적은 경우,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많고 불연

속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플렉서블 렌더링 기술은 이러한 기술들의 조합 혹은 좀

더 복잡한 처리를 통한 음장 제어 기술에 의해 향후에도

계속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이브리드 오디오 콘텐츠

의 확산에 따라 이분야의 연구 개발 사례도증가될 전망이

다
[10].
MPEG-H 3D Audio에서는 이러한플렉서블렌더링 기법

을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 Format Converter란
툴을 표준화 하였다

[11]. 그림 8과 같이 Format Converter는
QMF 서브밴드단위로 수행되며, 입력멀티채널 오디오 신

호의 레이아웃(예: 22.2채널) 정보와출력오디오 신호의 레

이아웃(예: 5.1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다운믹스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다운믹스 매트릭스를 입력 멀티채널 오

디오 신호에 적용함으로써 변화된 출력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를 생성한다.  다운믹스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알고리

그림 8. MPEG-H 3D Audio의 Format Converter 블록도
Fig. 8. Block diagram for MPEG-H 3D Audio Format Converter

즘은 VABP을 확장한 개념을 사용하며, 다운믹스 과정 중

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상 불일치에 의한 신호상쇄는 입력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의 위상조정을 통해 방지하는 기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VBAP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점

인 스피커 주위로 음상이 맺히는 문제는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12]. 

이러한 문제점을극복하기 위하여 스피커와 청취공간으

로 구성되는 음향공간필터를 예측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스

피커의 위치에 따라 적응적으로 음향공간필터를 적용함으

로써 플렉서블 렌더링을 수행하는 방법도 제안되어 있다
[12]. 그림 9와 같이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는복원음장 신호

q  마이크로폰어레이를 통해녹음되는 원음장 신호 p 사이

의 평균자승오차를 최소로 하도록 하는 복원음장 신호는

식 4와 같이 의사역행렬 연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때 Z
는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사이의 음향전달함수이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입력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를 구면파를

형성하는 하나의 음원(p)으로 모델링하고 재생되는 위치가

결정되면 스피커들(q)로부터 생성할출력신호를식 4를 이

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VBAP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정

확하게 입력멀티채널 오디오 신호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음

향전달함수가 정확하게 계산또는측정되어야 하며필터링

과정에 의한 음질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13].

(4)

그림 9. 스피커어레이에 의한 제어 영역의 음압 산출
Fig. 9. Sound pressure calculation of control region by speaker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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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0도 위치의 BRIR의 예
Fig. 10. Example of BRIR for 30° from listener

Test item 0도 30도 90도 평균

White noise 12.3 15.4 18.7 15.47
Music 1 8.6 11.7 19.9 13.37
Music 2 8.3 14.5 16.2 13.00
Average 9.73 13.85 18.25 13.94

표 3. 음상 외재화 성능 평가 결과(청감상 거리[cm])
Table 3. Result of sound externalization test(Perceptual distance[cm])

4. 바이노럴 렌더링

바이노럴렌더링 기술은 채널기반또는 객체기반 입체음

향을 헤드폰을 통하여 청취하기 위한 기술로서, 최근 모바

일 단말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

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술이다. 
헤드폰 청취 환경에서는 멀티채널 오디오 청취 환경과

다르게 귀에밀착된 2개의 스피커로만 소리를 재현하게 된

다. 멀티채널 스피커로 재생되어야 할 음향을단순하게 스

테레오 신호로 다운믹스하여 헤드폰으로 청취하는 경우, 
각 스피커의 위치에 따른 방향성이 사라지게 되고, 공간감

도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스피커와 양 귀간의 전달 함수를측정또는 계산하여멀티

채널 오디오 신호를 헤드폰 청취를 위한 스테레오 신호로

다운믹스 시 보정해 주는 방법이 사용된다. 
스피커와 양 귀간의 전달 함수를 일반적으로 BRIR (Bin- 

aural Room Impulse Response)라고 하는데, 스피커의 위치

에 따라 사람에게 전달되는 각도 및 소리의 전달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값이 달라지며, 그림 10과 같이 왼쪽

귀를 위한 전달함수와 오른쪽 귀를 위한 전달함수가 존재

하게 된다. 
멀티채널 오디오 재생 환경에 따른각 스피커의 BRIR을

계산한 후, 음원의 위치에 해당하는 각도의 BRIR과컨볼루

션하는 방법으로헤드폰을 위한 스테레오 신호를 생성한다. 
사용된 BRIR은 KEMAR HRTF를 기반으로 음질왜곡이

최소화되도록전처리를 수행하고, 인공적인잔향을 생성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현된 BRIR은 최대한 소리가헤드

폰 밖에서 들리도록 음상의 외재화를 위한 일련의 튜닝이

적용되었다. 헤드폰 청취에 의한 음상의 외재화 성능(청감

상 거리[cm])은 주관평가에 의해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최근 표준화가 진행 중인 MPEG-H 3D Audio에서는

BRIR이 주어졌을 때, 적은 연산량으로 음질의 열화 없이

바이노럴렌더링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

었다
[14].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초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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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음의 처리 방식으로는 ETRI, 연세대학교, Wilus가 함께

제안한 VOFF(Variable Order Filtering in Frequency-do-
main) 방식이 채택되었고, 잔향 처리 방식으로는독일 FhG- 
IDMT에서 제안한 SFR(Sparse Frequency Reverberator) 방
식이 최종적으로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에 채택

되었다
[11]. 

VOFF 방식은 BRIR이 주파수 대역별로 다른 잔향시간

을 가지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서, BRIR과 원 신호와의

필터링을 수행할 때 BRIR의 대역별필터계수의 길이를 가

변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11. 주파수 대역별 잔향 길이
Fig. 11. Reverberation times for given subbands

그림 11은 특정 BRIR의 대역별잔향시간을분석하여 나

타낸 것이다. 
그림 11과같이낮은 주파수 대역에서잔향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높은 주파수 대역일수록 잔향 시간이짧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BRIR
의 필터계수를 충분히 길게 해주고,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필터계수의 길이를 줄여서 연산할 수 있다
[14]. 

최근 모바일 단말을 통한 멀티미디어의 소비가 증가하

고, 일반 가정에서멀티채널 오디오 재현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바이노럴기

술은 점점 더 넓은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노럴 기술은 멀티채널 오디오 콘텐츠의 재현 뿐 아니

라, 가상현실, HMD(Head Mounted Display) 등에 적용되

어 현실감을 증가 시킬 수 있어 활용 분야가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실감오디오의 특징과 실감오디오가 현대의 멀

티미디어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실감오디오

를 위한 기존의 채널기반 오디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객체기반 오디오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오디오

기술이 UHDTV, 다시점 3DTV, 파노라마 영상, 홀로그램

영상 등 차세대 TV 방송을 위한 차세대 오디오 기술의 유

력한 후보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하이브리드 오디오 콘텐

츠를 다양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재생해 주기 위한 방법

으로 10.2채널 오디오 포맷의 개발, 스피커어레이 렌더링, 
플렉서블 렌더링, 바이노럴 렌더링 기술에 대해서도 고찰

해 보았다.
아직은 객체기반 오디오 기술이 태동 단계로서 향후 많

은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정확한 객체음의

표현을 위해서는 음원의 위치 외에도 지향성, 다중음원 등

음향의 벡터형 파라메터의 구성과 그에 따른 렌더링 방법

에 대한 발전이 기대된다.
하이브리드 오디오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콘텐츠 제작이 보다 용이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작 기술은 채널기반 오디오

콘텐츠의 제작에 특화되어 있어, 객체기반 오디오 콘텐츠

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불편하며 복잡한 실정이다. 
하이브리드 오디오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작 시스템

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원의획득에 있어서도, 음장분석, 음원분리 등 이

미 녹음된 오디오 신호의 후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객체화

하는 방안과 영상획득과의 연동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환경에서의 오디오 신호 렌더링

방법의 진화와룸의 구조 및 특성을측정하고, 보상하는룸

튜닝 기술 개발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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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오디오 기술은

차세대 오디오 기술로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미 돌비 ATMOS, AURO3D를 지원하는 홈씨어터 시스

템도 시장에 나오고 있으며, 관련 미디어 및 온라인 VOD 
서비스 등이 잇달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관련

기술 및 시장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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