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강현실 오디오 시스템에서의 객체 오디오 획득 및 렌더링 기술

요 약

본 고에서는 증강현실 오디오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논한다. 먼저, 실사 오

디오의 객체화를 위하여 실사 오디오의 획득 방법 및 이를 객체

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또한, 실사 오디오와 가상 오

디오의 혼합을 위하여 필요한 실사 오디오의 공간 정보 추출 및 

가상 오디오의 공간 정보 부여 기술을 설명한다. 그리고 오디오 

증강을 위한 객체 오디오의 렌더링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

막으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통합한 증강현실 오디오 시스템

의 사례를 기술하는 것으로 본 고를 마무리한다.

 

Ⅰ. 서 론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증강현

실(Augmented Reality, AR)은 현실세계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첫째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결합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3차원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용자와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다[1][2]. 최근, 증강현실 기술은 고성능 디지털 시스템 기술의 

발전을 근간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활용하여 실제 도로

에 내비게이션 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과 head 

mounted display (HMD)를 활용한 게임 등이 있다. 그런데 궁

극적으로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시각적인 

정보를 증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오감 정보를 증강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외에서는 청각, 미각, 후각, 촉

각에 관한 증강현실 기술에 관한 연구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며

[3][4][5],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청각과 관련된 증강현실 오디오 기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증강현실 오디오(Augmented 

Realistic Audio, ARA)에 대한 개념과 증강현실 오디오 서비스

를 위한 시스템 구조에 대해 기술한다. 이어서 증강현실 오디오 

시스템의 각각의 요소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증강현실 오

디오 서비스를 위하여 각각의 객체 오디오 획득 방법과 렌더링 

기법, 그리고 가상 오디오와 실사 오디오의 혼합을 위하여 공간 

정보 추출 및 부여 기술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Ⅱ. 증강현실 오디오 시스템에서의 객체 

오디오 획득 및 렌더링 기술 

증강현실 오디오는 서론에서 언급한 증강현실의 개념을 적

용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 즉, 증강현실 오디오는 현실세계

의 소리인 실사 오디오에 가상 오디오를 혼합하는 기술을 의미

하고,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입체적으로 재생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6]. <그림 1>은 증강현실 오디오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사 오디오와 가상 오디오가 혼합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단순하게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실

사 오디오의 공간 정보를 추출하여 가상 오디오에 공간 정보를 

부여하고, 이를 혼합한다. 또한, 실사 오디오는 사용자와 실시

간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객체화되고 렌더링되어야 한다. 

다음의 각 항에서는 증강현실 오디오를 위한 요소기술들을 살

펴보도록 한다.

전찬준, 김홍국  

광주과학기술원

그림 1. 증강현실 오디오 시스템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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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체 오디오의 획득 기술

증강현실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가상 오디오를 실사 오디오에 

입체적으로 혼합한다. 또한, 실사 오디오도 사용자와 실시간 인

터랙션하며 이동/회전/증강/삭제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사 오디오의 객체화가 필요하다. 

<그림 2>는 실사 오디오의 객체화를 위한 마이크로폰 배치

의 일례를 보여준다[7]. 그림에서는, uni-directional 마이크

로폰을 앞뒤로 배치하였고, bi-directional 마이크로폰을 uni-

directional 마이크로폰 사이에 배치하였다. 마이크로폰의 간

격은 2cm로 하였다.  <그림 3>은 <그림 2>에 의해 형성된 각각

의 마이크로폰의 directivity pattern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uni-directional 마이크로폰으로 획득한 신호인 

FU 와 BU 는 cardioid 형태의 모양을 갖으며, bi-directional 

마이크로폰으로 획득한 신호인 SB 는 뫼비우스 띠 형태를 갖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3개의 마이크로폰으로 획득한 신호

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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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 는 방위각을 나타낸다. 이러한 세 개의 마이크로폰

으로부터 획득된 신호를 활용하여 아래의 수식과 같이 omni-

directional 및 또 다른 bi-directional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 nSnUnUnO BF =+=                (4)

).()cos()()()( nSnUnUnB BFF α=−=          (5)

상기의 수식으로 계산된 ),(nO  ),(nBS  )(nB F 을 이용하

여 원하는 방향의 cardioid 형태의 신호를 형성할 수 있다. 

( )θθθ sin)(cos)()(
2

1
)( nBnBnOnU SF ++=       (6)

여기서, θ 는 desired angle을 가리킨다.  

식 (6)을 이용하면, <그림 4>와 같이 5 채널에서 사용되

는 front left(-30°), front right(30°), center(0°), rear 

left(-110°), 그리고 rear right(110°) 채널들에 대한 방향으로 

directivity pattern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5채널 신

호를 활용하여 실사 오디오를 객체화가 가능한데, 이를 위하여 

먼저 형성된 오디오 신호를 다음 식과 같이 푸리에 변환하여 주

파수 도메인 신호로 변환한다. 

)}({)( nxFFTkX jj =                          (7)

그림 2. Uni- 및 bi-directional 마이크로폰 배치도

그림 4. 5채널에 대한 directivity pattern

그림 3. Uni- 및 bi-directional 마이크로폰의 directivit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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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 는 빔패턴으로 형성된 오디오 채널의 index를 나

타낸다. 5.1채널 규격에 맞게 5개의 방향으로 빔패턴을 형성하

였다면, j 는 1에서의 5까지의 값을 가지게 된다. 편의를 위해, 

본 고에서는 j 는 1과 2일때의 값을 가지는 기준에서만 설명하

도록 한다. 

푸리에 변환된 주파수 도메인 신호를 빔형성된 신호끼리 차를 

구하여 채널 간의 크기차이 정도를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한

다[8][9].

,)()()(),( 21 kXigkXikAF −=                  (8)

)()()()2,( 12 kXigkXikAF −=−β              (9)

여기서, )(ig 는 0≤ β/i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β 는 대한 

분해능을 조절하는 인자로 높은 값을 가질수록, 방향에 대한 높

은 분해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β 는 100으로 설정될 수 있

다. 이렇게 계산된 ),( ikAF 에서 음원이 존재하는 방향에 대한 

i 값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아래의 수식과 같이 최소값이 

형성되는 곳(null)을 peak로 변환해 주면서 채널마다 실제 소리

를 방향 별로 분석할 수 있다[8][9].



 =

=
otherwise

ikAFikAFifikAF
ikAF i

,0

),(min),(),,(
),(

____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
____

ikAF 에서 마지막으로 ad 와 

B 를 설정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객체 오디오를 획득할 수 있다. 

∑
+

−=

=
2/

2/

____
),()(

Bd

Bdi

a

a

ikAFkY .                  (11)

2. 객체 오디오의 공간 정보 획득 기술

실사 오디오와 가상 오디오의 혼합하기 위해서는 실사 오디오

의 공간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다른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두 

오디오 데이터를 혼합할 경우에는 이질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실사 오디오로부터 공간 정보라

고 할 수 있는 잔향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입력 실사 오디오의 에너지 감쇄 패턴에 대한 Gaussian 확률 

분포 기반 maximum likelihood 기준에 의해 최적 잔향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10][11]. 이를 위해, 우선 주어진 시간 프레임의 

입력 실사 오디오의 에너지 감쇄 여부를 직전 시간 프레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다. 이 때, 분산, 최대값, 최소값 등의 세가

지 파라메터를 서로 비교하여 에너지 감쇄 여부를 결정한다. 구

체적으로, 현재 프레임의 분산과 최대값이 직전 프레임의 분산

과 최대값보다 작으며, 현재 프레임의 최소값이 직전 프레임의 

최소값보다 크면 현재 프레임에서 에너지가 감쇄 되었다고 판

정한다. 아래의 식은 이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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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는 프레임 인덱스를 가리키며, 주어진 시간 프레임

의 입력 실사 오디오 신호 중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이 max
ix 와 

min
ix 이다. 위의 식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i 번째 프레임에서 에너지가 감쇄되었다고 판정하며, i
ED 에 1

을 할당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
ED 에 0을 할당한다. 에너

지 감쇄가 일정 프레임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에

너지 감쇄 구간에 대해 특정 잔향시간에 대한 에너지 감쇄 패

턴을 적용한 Gaussian 분포 형태의 확률을 구하여 maximum 

likelihood 추정 방식을 통해 잔향시간을 추정한다. 또한 그 외

에 구간에 대해서는 잔향시간 추정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때 해

당 프레임의 잔향시간은 0으로 설정한다. 

다음 식은 에너지 감쇄가 일정 프레임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

할 경우에 해당 구간 신호에 대한 Gaussian 확률을 구하는 과

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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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xD
i 는 i 번째 프레임을 기준으로 이전 프레임들

에서 일정 프레임 이상 연속적으로 에너지 감쇄가 이뤄진 구간

의 잔향을 나타내며, 본 고에서는 에너지 감쇄가 3프레임 이상 

연속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대해 예상 잔향시간 후보군, cT60 에 

대한 에너지 감쇄 패턴을 적용한 Gaussian 확률을 구한다. 특

히, cT60 는 0초에서 1초사이의 구간을 0.05초 간격으로 나눈 21

개의 후보 잔향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DN 는 )(nxD
i 의 전체 

샘플 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후보 잔향시간에 대한 에너지 감쇄 패턴이 

적용된 Gaussian 확률들을 다음과 같이 maximum likelihood 

추정기에 적용하여 잔향시간을 추정한다.

  )(maxˆ
6060,

60

c
i

T
i TLT

c
=                       (15)

위의 식을 통해 구해진 60,
ˆ
iT 는 시간 프레임의 변화에 따른 

값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평활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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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60,60, )1(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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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β 는 평활화 정도를 조정하는 forgetting factor로 

본 고에서는 0.9의 값을 할당한다. 

시스템 적용 용이성과 성능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두 가지 방

식의 잔향시간 추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입력 실사 오디

오 전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잔향시간 추정치를 얻

을 수 있는 global 잔향시간 추정방식과 global 잔향시간 추정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프레임 단

위 실시간 구조에 적합한 local 잔향시간 추정방식 등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global 잔향시간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 식과 같이 각 프레임 별로 주어진 60,iT 의 전체 프레임에 

대한 평균값을 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
−

=

1

0
60,

1 N

i
iG T

N
RT                        (17)

여기서, N 은 주어진 입력 잔향음성의 전체 프레임을 나타낸

다. 다음으로 local 잔향시간의 경우는 식 (16)를 통해 구해진 

60,iT 를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 즉, 

   60,)( iL TiRT =                           (18)

<그림 5>는 잔향성분 추정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direct-to-reverberant ratio (DRR)과 DRR의 추정치간을 보

여준다[12].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DRR 패턴과 DRR 

추정치의 패턴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 객체 오디오의 공간 정보 부여 기술

다음으로는 실사 오디오로부터 추정한 공간 정보에 기반하여 

가상 오디오에 공간 정보를 부여하는 기술을 살펴본다. 음원으

로부터 고막에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소리는 음원으로부터 고

막으로 직접 입사되는 직접음(direct source)과 벽이나 사물 등

에 부딪혀 입사되는 반사음(reflected source)으로 나눌 수 있

다[13].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해 음원을 재생할 경우 직접음

은 청취자의 귀로 전달되지만 음의 전달 경로에서 발생하는 공

간 정보 중 특히 벽이나 신체 등에 반사되어 오는 반사음은 들

을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등에서 녹음된 음성이나 

음악 등은 반사음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간 정

보를 부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반사음 및 잔향을 추가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반사음 및 잔향을 획득하는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직접 룸 임펄스 응답을 획득하여 이

용하는 방법, 인공적으로 룸 환경을 구축하고 그 룸에서의 반사

음 및 잔향을 모의실험하여 획득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14]

[15]. 본 고에서는 공간정보 기반의 잔향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

된 image method에 대해서 설명한다[16][17]. 

Image method란 공간상에서 전달되는 소리에 대해 벽에 부

딪혀 오는 반사음을 벽에 부딪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투영 이미지로 고려함으로써 가상의 반사음을 설계하는 기법으

로 그 개념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

제 음원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부터 청취자에 해당하는 마이크

까지의 경로에 대해 직접파가 존재하게 되고, 벽에 부딪혀서 전

달되어 오는 반사파는 벽과 음원과의 거리만큼 더 떨어진 곳에 

가상의 음원, 즉 투영된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투

영된 이미지로부터 마이크로 직접 소리가 전달되어 오는 것으

로 룸 임펄스 응답을 설계한다. <그림 6>에서 나타낸 소리의 전

달 경로를 1차원 환경을 가정하면 가상 음원의 x 좌표는 아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

i

s
i

v xixx










 −−
++−=

2
)1(1

)1(              (19)

여기서, vx 는 가상 음원의 좌표, sx 는 음원의 x 좌표, rx 은 

x 축 상에서의 공간의 길이, 즉 방의 길이를 의미한다. 

i 번째 가상 음원의 위치는 식 (19)에 의해 결정되고 만약에 i
가 음수인 경우는 가상 음원은 x 축 상의 반대쪽에 위치하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i 가 0인 경우에는 가상 음원은 실제 음원에 

해당한다. i 번째 가상 오디오와 마이크(청취자) 간의 거리, ix
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식 (19)에서 구한 가상 음원의 x 좌표, 

vx 에서 마이크의 x 좌표, mx 을 빼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림 5. 실제 DRR과 DRR 추정치 간 비교

그림 6. 소리의 전달 과정 및 imag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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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일하게 3차원 공간상의 y 축 상에서의 가상 음원과 

마이크(청취자) 간의 거리 및 z 축 상에서의 가상 음원과 마이

크(청취자) 간의 거리를 아래의 수식을 통해 각각 구할 수 있다.

,
2

)1(1
)1( mr

i

s
i

j yyi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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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여기서, sy 와 sz 는 가상 음원의 y 좌표 및 z 좌표를 각각 

의미하고, ry 과 rz 은 공간의 y 축 상의 길이 및 z 축 상의 길

이를 각각 의미한다. 또한 my 및 mz 은 마이크의 y 좌표 및 z
좌표를 각각 의미한다. 각 가상 음원의 거리는 식 (20), (21), 그

리고 (22)에서 구한 ,ix  jy  그리고 kz 를 피타고라스 방정식

에 대입함으로써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22
kjiijk zyxd ++=                    (23)

여기서, ijkd 는 3차원 배열로 표현된 각 가상 음원들의 거리

를 나타낸다. 

상기의 식으로부터 각 가상 음원의 단위 임펄스 응답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 식을 먼저 구한다.

c
d

ttu ijk
ijk −=)(                      (24)

여기서, t 는 시간, ijkd 는 식 (23)에서 구한 거리, 그리고 c
는 소리의 속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단위 임펄스 응답 함수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구하게 된다.



 =

=
 otherwise
 if u

ua ijk
ijkijk  ,0

0 ,1
)(                 (25)

여기서, ijka 는 단위 임펄스 응답의 크기를 나타내며 구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즉, ijka 를 구하기 위해서 공간상에서 음원

으로부터 마이크까지 전달되는 반사음의 크기에 영향을 끼치는 

두가지 성분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음원에서 마이크로 직접 전

달되는 성분인 ijkb 이며 이는 아래 식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ijk
ijk d

b 1
∝  .                         (26)

둘째, 음이 전달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반사음들의 수이

다. 만약 벽면이 가지는 반사계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벽면

의 반사계수, wr 는 벽면에 의해 생기는 반사음의 총 개수인 

|||||| kji ++ 만큼 지수승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i  

j 그리고 k 에 대한 가상 음원의 총 반사계수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 kji
wijk rr ++=                            (27)

만약 공간의 각 벽이 가지는 반사계수가 각기 다르다면, 각 벽

의 반사계수에 대한 반사 성분을 모두 고려해 주어야 한다. 공

간의 x 축에 대한 i 번째 가상 음원 성분의 반사성분은 다음 식

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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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xr 은 음원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x 축 상의 벽을 

의미하고, 1=xr 은 먼거리에 떨어져 있는 x 축 상의 벽을 각각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y 축 및 z 축에 대한 가상 오디오의 

반사성분은 다음의 식 (29) 및 (30)과 같이 각각 구할 수 있다.

jj

j

j

y

j

yy rrr
)1(

4

1

4

1

2

1

1

)1(
4

1

4

1

2

1

0

−++

=

−+−

==                (29)

jj

j

j

y

j

yy rrr
)1(

4

1

4

1

2

1

1

)1(
4

1

4

1

2

1

0

−++

=

−+−

==                (30)

따라서, ji,  그리고 k 에 대한 가상 음원의 총 반사계수는 식 

(28), (29) 및 (30)으로부터 구한 ,ixr  ,jyr  그리고 kzr 를 모두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
kji zyxijk rrrr =                         (31)

마지막으로 공간 임펄스 응답열은 식 (25)에서 구한 단위 임

펄스 응답과 식 (31)로부터 구한 임펄스 응답의 크기를 곱하고 

이와 동시에 모든 축에 대해 더해줌으로써 다음 식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 ∑=
−= −= −=

n

ni

n

nj

n

nk
ijkijkeath )( .               (32)

4. 객체 오디오의 렌더링 기술

본 절에서는 객체 오디오의 렌더링 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사 오디오와 가상 오디오 모두다 사용자에게 입체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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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었을 때 진정한 증강현실 오디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개개인에 적합한 머리전달함수가 존재할 경우 이를 활

용하여 손쉽게 입체적으로 증강이 가능하다[18]. 하지만, 실제 

머리전달함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고비

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머리전달함수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19][20]. 이러한 수학적 머리전달함수를 이용하면 방위각, 고

도 및 거리를 변수로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머리

전달함수를 측정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적용에 

있어서도 메모리 사용면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취

자의 신체조건을 변수로 표현하여, 청취자에 적합한 머리전달

함수를 모델링할 수 있다. 

본 고에서 [20]에서 제안된 구조적 머리전달함수 모델

(structural HRTF model)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구조적 머

리전달함수 모델의 전체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구조적 머리전달함수 모델은 청취자의 머리 사이

즈 및 음원의 방위각, 고도를 입력으로 받게 된다. 구조적 머리

전달함수 모델을 통한 음원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력된 음원에 대해 head model을 통해 머리에 의한 음향 특

성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그림 8>에서와 같이, 머리에 입사

되는 음원에 대하여 인간이 음원의 위치를 인지하는데 사용되

는 양 귀간 상호 시간 차이(Interaural Time Difference, ITD)

를 적용하는 부분과 양 귀간 상호 크기 차이(Interaural Level 

Difference, ILD)를 반영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ITD는 아래

의 식과 같이 표현된다. 

c
rITDT )sin(

)(
θθ +

=∆                   (33)

여기서, r 은 머리의 반지름, c 는 소리의 입사속도, θ 는 소

리의 입사각을 각각 의미한다. Head shadow 효과에 따른 양 

귀간 상호 크기 차이는 아래의 식과 같은 one-pole/one-zero 

전달함수로 표현된다.

1

1

)2()2(

))(2())(2(
),(

−

−

−++
−++

=
zTT

zTTzH
ββ

θαββθαθ      (34)

여기서, ac /2=β 이고 a 는 머리의 반지름을, T 는 샘플링 

주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왼쪽 및 오른쪽 head shadowing을 

표현하는 계수인 )(θα L  및 )(θαR 는 음원의 입사 방향각 θ
에 따라 아래의 식들과 같이 각각 주어진다.

),sin(1)( θθα −=L                      (35)

)sin(1)( θθα +=R                       (36)

여기서, )(θα L 과 )(θαR 는 0~2의 값을 가지며, 특히 0인 경

우는 최대 head shadowing을 의미하고, 이 때 소리는 해당 귀의 

반대편으로부터 전달됨을 의미한다. 즉, 0)( =θα L 인 경우는 

오른쪽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2)( =θα L 인 

경우는 소리가 해당 귀와 동일한 방향에서 직접 전달됨을 의미하

고, 고주파 영역에서 6 dB만큼의 boosting 된다.

둘째, head model을 통과한 출력 음원은 pinna model을 

통해 귓바퀴에 의해 변하게 되는 음향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Pinna model을 통해 귓바퀴에 입사되는 음원은 <그림 9>와 같

이 모델링되며, 귓바퀴에 의한 반사로 인해 크기 및 도달시간이 

바뀌게 된 오디오 신호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될 수 있다. 

∑ −+=
=

5

1
)),(()()(

k
kinkinout nsnsns φθτρ         (37)

그림 7. 구조적 머리전달함수 모델의 전체 구조

그림 9. 구조적 HRTF에서의 pinna model

그림 8. 구조적 HRTF에서의 hea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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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sout 은 pinna model을 통과한 출력신호를, 

)(nsin 은 pinna model에 입력되는 입력신호를 나타낸다. 또

한, k 는 반사음 차수, θ 와 φ 는 방향각과 고도를 각각 의미한

다. 식 (37)에서 ),( φθτ k 는 귓바퀴에 의한 도달 지연시간을 의

미하며 다음 식을 통해 근사화된다. 

.))2/(sin()2/cos(),( kkkk BDA +−= φπθφθτ    (38)

<그림 10> 및 <그림 11>은 위 과정을 통해 생성된 60도에 대

한 왼쪽 귀 및 오른쪽 귀의 HRTF를 각각 보여 준다.

Ⅲ. 증강현실 오디오 시스템 

<그림 12>는 증강현실 오디오 요소 기술을 통합한 시뮬레이

터 예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강현실 오디오 

시뮬레이터는 acquisition 부분과 rendering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acquisition 부분은 객체 오디오 획득에 해당하

며, rendering 부분은 실사 및 가상 오디오의 렌더링에 해당하

는 부분이다.

Acquisition 부분에서는 먼저 마이크로폰으로 음원을 직접 입

력 받거나, 혹은 사전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을 load한다. 그리

고 나서, 실사 오디오로부터 지금까지 소개된 기술들을 활용하

여 객체 오디오를 분리한다. Rendering 부분에서는 기존의 어

떤 방식으로 렌더링할 것인가를 저장해 둔 batch 파일을 활용

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사용

자가 직접 모든 오디오 객체를 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각각의 

오디오 객체를 load하여 azimuth 및 elevation 입력이 가능하

다. 입력된 azimuth 및 elevation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입

체감이 조정되며, “Audio Channel Transform” 부분에서 어떤 

환경에서 재생할 것인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room effect 

부분에서는 room size를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저장된 room 

size를 몇 가지 설정해두어 여기에 맞는 room이 결정될 수도 

있고, 공간 정보기반의 잔향 추정 및 잔향 생성 방법을 활용하

여 그에 걸맞은 room effect 적용도 가능하다. 

Ⅳ. 결 론 

본 고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에서 증강현실 오디오에 대한 개념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실현한기 위한 요소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객체 오디오 획득 방법, 공간 정보 추출 및 부여 기술, 

객체 오디오의 렌더링 기술을 살펴보았다. 이는 증강현실 애플

리케이션에서 임의의 객체를 삽입, 삭제, 이동 등의 효과를 구

현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10. 전방 60도에 대한 왼쪽 귀의 HRTF

그림 12. 증강현실 오디오 요소기술 통합 Simulator

그림 11. 전방 60도에 대한 오른쪽 귀의 H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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