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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개인방송서비스에서 실감 음향을 구 할 수 있도록, 화면 변화에 따른 음향 데이터의 변화

를 추 하여, 자동 으로 화면과 음향을 믹싱하도록 도와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험을 통하여 화

면의 회 각도 변화에 따른 음원에서의 고주  역에서의 음압 변화를 확인하 고, 소리의 명료도와 련되

는  주 수 역인 2kHz, 4kHz, 8kHz에서의 음압 변화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각 –1.17 dB/degree, –2.0 

dB/degree, -2.44 dB/degree로 음압의 감쇄 변화 추세를 악하 다. 이 실험결과는 음압열화를 보완하여 실

감음향을 향상시키는 믹싱 알고리즘에 사용되어, 실감 개인방송 서비스 보 에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can automatically mix the screen and sound by tracking the change of the sound data according to the screen 

change so that the real sound can be implemented in the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 Since the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 is often broadcasted lively, it 

should be convenient to have a real-time mixing. Through experim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sound pressure changes in a wide range in the high 

frequency band related to the clarity for understanding according to the rotation angle change of the screen. Regression analysis of the sound pressure 

changes at 2kHz, 4kHz, and 8kHz, The attenuation change of sound pressure was observed at the slope of -1.17, the slope of -2.0, and the slope of -2.44 for 

each frequency. Therefore, these experiment results can be applied to the VR servic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data in the implementation of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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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방송을 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요구는 

차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방송 서비스 제작

자의 등장을 불러오게 되었고, 그에 따른 개인방송 서

비스에 한 콘텐츠의 증가  기술  발 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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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 다. 

개인방송 서비스는 방송 련 문 인력이 아니더라

도 개인이 고가의 방송 문 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서도 쉽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청자에게 

몰입감과 장감을 극 화시켜주는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그림 1은 개인방송 제작 

기술 시스템 운용 개념도를 나타낸다. 개인방송 운용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개인 방송 제작자가 참여하며, 

장 는 스튜디오  개인공간에서 제작된 콘텐츠

를 통합 리시스템의 제어로 IP 네트워크 는 클라

우드에 올려지고, 다양한 단말기 HMD, 스마트폰, PC, 

멀티모니터, 태블릿 PC 등을 통한 멀티 벨 스크린 

표출에 따른 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

방송서비스는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다양한 기기

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시청자들이 같은 심

사에 해 공감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차세  미디어 

시장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기술로 주목받아오고 

있다[1,2]. 

개인방송은 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상으로 하여 

제작  시청이 편리하도록 해야 하므로, 만족도 높은 

기능을 쉽게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 랫폼이 개발되

어야 하며, 사용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상호

작용을 통해 직간 으로 실감  경험을 하도록 하

는 것을 장 으로 한다[3]. 이와 같이, 개인방송 서비

스 활용을 한 다양한 기술  발 이 꾸 히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와 연동하여 시청자에게 개인방송 서

비스만을 한 실감의 음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의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인방송서비스에서는 신속한 방송 서비스를 

한 음향  상 편집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장에서 촬 한 상을 스튜디오 개입 없이 

상  음향을 편집하는데 있어서 시청자에게 몰입

감과 장감을 주는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한 

제작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한, 개인방송 서비

스를 시청하는 시청자 에서 태블릿 PC 나 스마트

폰 사용자가 다수 있을 것이라고 고려한다면, 작은 화

면에서의 몰입감과 장감을 극 화하기 하여, 작은 

화면에서의 객체 변화를 극 반 하는 객체변화에 

한 음향 변화를 극 유도해야 하며, 특히, 제작 편

리성을 해서는 정형 인 값이 반 되어야 한다. 

그림 1. 개인방송 제작 기술 시스템 운용 개념도
Fig. 1 Concept of private broadcasting technology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방송 서비스의 제작의 

편의성 측면에서, 그리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과 

같이 작은 화면을 보는 시청자에게 몰입감과 장감

을 극 화시켜주는 측면에서, 화면시청 각도변화 측면

에서 오디오를 어떻게 변화시켜줘야 하는가의 에

서 오디오 믹싱에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화면 시청각도 변화에서의 상정보

화면에서 시청각도 변화에 따른 회 을 알려주는 

상 정보는 다음과 같이 추출될 수 있다. 얼굴 정보에 

의한 회  정보 추출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

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사용자 코와 의 x, y 좌표 정

보를 추 함으로써 변화되는 각도를 구한다. 그림 2와 

같이 사용자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과 코에 

한 각각의 x, y 좌표 값을 구하고, 세 개의 좌표로 코

에서 왼쪽, 오른쪽 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벡터를 구

성한다. 이때에 코에서 각 양쪽 으로 향하는 두 개의 

벡터 크기는 항상 같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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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O D E  N TG 3  (D ire c tio n a l M ic ropho ne )

- Po la rity  : Supe rca rd io id  

- F requency Band  : 40H z-20kH z  

- O u tpu t Im pedan ce  : 25Ω  

- Sound  P re ssu re (M AX ) : 130dB  

- O u tpu t : X LR  O u tpu t 

2 . TRAM P-ST50  (Sp eake r)

- O u tpu t : RM S 80W

- U n it : 6 .5 “ d ynam ic  fu ll range

- F requency R espon se  : 50H z-15kH z

- S en s it iv ity (M A X ) : 90dB

- Sound  P re ssu re (M AX ) : 110dB  SP L

- TH D  : ≤  0 .5%

3 . Ro land  -  O C TA  C ap tu re  (Aud io  in te rfa ce )

그림 2. 시청각도 변화를 감지를 한 얼굴검출 
Fig. 2 Face detection according to change of rotation 

degree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코에서 왼쪽 까지의 벡

터가 오른쪽 까지의 벡터 길이보다 상 으로 짧아

지게 된다. 두 벡터 사이의 길이를 동일하게하기 해 

2차원 평면상을 Z축을 추가하여 3차원으로 확장시킨다. 

벡터의 x, y 값을 고정한 상태로 z 값을 변화시키면 두 

까지의 벡터 길이가 같아지게 된다. 두 벡터의 외

을 구하여 수직 방향의 벡터까지의 각도를 추정하며, 

이를 통해 얼굴의 회  각도를 산출할 수 있다[4].

Ⅲ. 화면 시청각도 변화에 따른 음향 data 
측정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청각도 변화를 감지한 

상정보에 따라 음향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데, 화

면회  정보에 따라서 음향을 변화시키기 해서는 

일정한 수치기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면의 회 에 한 가정으로 그림 3과 같이 스피커

의 회 각도  거리 변화를 설정하여, 음압 측정 환

경을 구성하고 실험을 진행하 다. 실제로 HMD나 

VR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는 행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개인방송 서비스에서 객체의 

회 에 따라 음향이 달리 들리는 상을 가정하여, 스

피커의 회 을 시키며, 마이크로폰과의 정면으로부터 

0도에서 90도까지의 15도씩의 회 각도 변화에 따른 

녹음 실험을 진행하 다. 한, 마이크로폰과 스피커

사이의 최소 거리는 거리가 두 배로 멀어졌을 때, 

6dB의 음압 벨이 감소되는 100cm와 200cm로 각각 

설정하 다. 마이크와 스피커의 높이는 동일하게 바닥

으로부터 70cm 떨어지게 설치하 고, 음원은 화이트 

노이즈에 비하여 주 수 역에서 고른 음압특성을 

나타내는 핑크노이즈를 사용하 다. 표 1은 실험에 사

용된 기기를 나타낸다. 

그림 3. 회 각도  거리 변화에 한 음압  
스펙트럼 측정 환경

Fig. 3 The measurement of decibel and spectrum 
according to change of rotation degree and distance

표 1. 실험에 사용된 측정기기
Table 1. Measurement tool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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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m ber o f A ud io  R eco rd /P layback  CH  : 10  CH

- H ead room  : 16  dB

- D ynam ic  Range  

   · AD  B lo ck  : Inpu t   1 -8  : 104  dB  (G a in  : M IN .)

   · D A  B lo ck  : O u tpu t 1 -8  : 113  dB  

- Inpu t Im pedance

   · Inpu t jack  1 -6  (X LR  type ) : 5  kΩ (b a lan ced )

   · Inpu t jack  7 -8  (X LR  type ) : 10  kΩ (b a lan ced )

   · Inpu t jack  1 -8  (TRS  phone  type ) : 17  kΩ

- O u tpu t Im pedance

   · O u tpu t 1 -8  : 1 .8  kΩ  (b a lan ced )

   · P hones : 47Ω

5 . Ro land  -  SO N A R X1  LE  ( 소 프 트 웨 어 )

- U n lim ited  S im u ltaneous I/O  

- 32  aud io  tracks  

- 64  M ID I tracks  

- 24 -b it/96  kH z aud io  qua lity  

- In teg ra ted  V ST /V ST3 /V ST i suppo rt 

Ⅳ. 측정 결과

화면 회 을 가정하여, 스피커를  0° ~ 90°까지 15°

씩 같은 반경을 갖으며, 변경하여 음향데이터를 측정

하 다. RODE NTG3 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한 실험

의 결과로 각각의 거리에서 나타내어지는 주 수 응

답을 그림 4과 같이 나타내었다. 크게 1kHz를 기 으

로 주 수 음향신호와 고주 수 음향신호로 나 었

는데, 각각의 그림 4 (a), (b), (c) 에서 주 수보다 

고주 수에서 각도에 따라 음압이 크게 변화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도가 90도에서는 구분이 뚜

렷하 다. 

(a) 거리 100cm에서의 수음 결과
(a) Acquisition result of sound source at 100cm

(b) 거리 150cm에서의 수음 결과
(b) Acquisition result of sound source at 150cm

(c) 거리 200cm에서의 수음 결과
(c) Acquisition result of sound source at 200cm

그림 4. 거리  회 각도 변화에 따른 주 수 응답
Fig. 4 Frequency response to change of distance and 

rotation degree

표 2, 3 그리고 4는 거리와 각도의 변화에 따라 측

정된 음압 벨을 나타낸다. 주 수 역은  그래

에서 보인 것처럼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고주  

역 , 음의 명료도와 련성이 있다고 단되는 

2kHz, 4kHz 그리고 8kHz는 음압 벨이 하 다. 

한, 반사음이 게 수음되도록 지향성 마이크로 측

정된 음압의 차이만을 데이터로 주 수 분석을 시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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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tz

 Degree

Directional 

microphone[dB]

Undirectional 

microphone[dB]

2k 4k 8k 2k 4k 8k

0 -40.6 -41.6 -44.5 -41.1 -43.3 -46.8

15 -41.3 -42.1 -45.1 -41.9 -44.1 -48.8

30 -42.6 -45 -50.9 -43.4 -47.2 -53.6

45 -44.8 -49.3 -55.4 -45.1 -49.9 -56.8

60 -46.8 -52 -58.3 -46.7 -50.9 -57.8

75 -48.7 -52.9 -59 -47.3 -51.4 -57.8

90 -49 -53.9 -60.8 -47.8 -51.3 -57.8

표 2. 100cm 거리의 음원 회 각도 변화에 따른 
주 수별 음압측정 결과

Table 2. Decibel as to change of rotation degree 
at distance 100cm

      Hertz

 Degree

Directional 

microphone[dB]

Undirectional 

microphone[dB]

2k 4k 8k 2k 4k 8k

0 -44.6 -44.6 -47.7 -43.6 -46.1 -49.3

15 -43.8 -45.1 -49 -43.8 -46.8 -51.4

30 -45.5 -47.8 -54.1 -45.5 -48.3 -55.6

45 -47.8 -51 -57.4 -46.7 -50.5 -56.6

60 -48.5 -53.6 -59.6 -46.8 -51.4 -57.9

75 -49.9 -54.4 -60 -47.3 -51.9 -58.4

90 -50.5 -55.2 -61.3 -47.2 -51.7 -57.9

표 3. 150cm 거리의 음원 회 각도 변화에 따른 
주 수별 음압측정 결과

Table 3. Decibel as to change of rotation degree 
at distance 150cm

      Hertz

 Degree

Directional 

microphone[dB]

Undirectional 

microphone[dB]

2k 4k 8k 2k 4k 8k

0 -45.3 -46.3 -49.7 -44.6 -47.4 -51

15 -45.3 -47.2 -50.9 -44.8 -47.7 -53.4

30 -46.5 -49.2 -54.4 -45.6 -49.7 -55.9

45 -48.5 -52.4 -58.1 -47 -51.2 -57.3

60 -49.9 -53.9 -59.8 -47.3 -51.7 -57.6

75 -50.5 -54.7 -60.5 -47.8 -51.5 -57.3

90 -51.9 -55.2 -61.3 -48.5 -52 -58.3

표 4. 200cm 거리의 음원 회 각도 변화에 따른 
주 수별 음압측정 결과

Table 4. Decibel as to change of rotation degree 
at distance 200cm

에 나타낸 결과를 바탕으로 각도 변화에 따른 음

압 차이를 확인하여 화면 각도변화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음압이 선형 으로 변하는 것으로 악하 다.

(a) 거리 100cm의 주 수별 음압 추세 변화
(a) Trend of sound pressure according to frequency at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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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거리 150cm의 음압 추세 변화
(b) Trend of sound pressure according to frequency at 

150cm

(c) 거리 200cm의 음압 추세 변화
(c) Trend of sound pressure according to frequency at 

200cm

그림 5. 거리변화에 따른 주 수별 음압 추세 변화
Fig. 5 Change of sound pressure trend by frequency 

according to distance

특히, 선형 인 음압 변화를 확인하기 회귀분석 기

법을 사용하 다. 회귀분석은 변수들 간의 련성을 

규명하기 하여 수학  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측정

된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통계  분석방법으로, 그림 

5와 같은 선형  변화를 찾아내는데 유리하 다. 

실험 결과, 마이크로폰과 스피커의 거리가 100cm

인 지 에서 2kHz 주 수 역은 회 각도 변화에 

따라 –1.58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음압이 감쇄하 고, 

각각 4kHz는 –2.34의 기울기, 8kHz는 –3.0의 기울

기를 가지고 감쇄하 다. 한 거리가 150cm인 지

에서는 각각 2kHz는 –1.17의 기울기, 4kHz는 –2.0

의 기울기, 8kHz는 –2.44의 기울기로 음압 감쇄를 

확인하 으며, 마지막으로 거리가 200cm인 지 에서

는 각각 2kHz는 –1.2 dB/degree, 4kHz는 –

1.65dB/degree, 8kHz는 –2.12dB/degree, 로 감쇄됨을 

확인하 다. 따라서 화면에서 객체의 회 에 한 음

향 믹싱을 해서는 기본 으로 고주  음역 역의 

정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Ⅴ. 회 객체를 한 음향믹싱 기법

수평면 상에서 음의 치를 찾아내는 뇌의 활동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이용한 분석으

로 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ITD 

(Interaural Time Difference) 와 ILD (Interaural 

Level Difference)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5,6]. 따라서 ITD를 변화시

키는 연구와 병행하여, 그림 6과 같은 알고리즘이 이

용될 수 있다.  

그림 6. VR 서비스를 한 음향  상 믹싱 
알고리즘

Fig. 6 Algorithm for mixing of audio and video for VR 
service



VR 상의 회 각도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 변화에 한 연구

 1141

그림 6은 360도 동 상의 좌, 우 회 변화에 하

여 주 수별로 변화하는 음향을 용하고 VR 서비스

를 하여 음향  상을 믹싱하는 알고리즘이다. 따

라서 VR 서비스를 이용하여 360도 상을 시청 시, 

VR 기기로부터 변화된 화면의 좌, 우 회  각도를 획

득하고, 이를 각도에 따른 주 수별 감쇄정도를 반  

는 보강하여, 상과 음향의 믹싱이 이루어져, 시청

자에게 실감 V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Ⅳ. 결  론

개인방송서비스에서 음원이 회 하는 경우, 녹음을 

해 사용하는 범용성 마이크로는 소리의 명료도와 

계되는 고주  역에서의 음압의 열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방송서비스에서 실감 

음향을 구 할 수 있도록, 화면 내 객체의 회  변화

에 따라 고주  음 역을 보강해 주는 믹싱 방식을 

제안하 다. 화면 회  변화에 따른 음상 정 는 ITD 

조정을 통하여 좀 더 몰입감을  수 있는 음향 믹싱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음의 명료도에 해당하는 

고주 는 보강되어야 시청자의 입장에서 몰입감을 잃

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실험결과는 개인방

송 시청환경의 VR을 활용한 개인방송서비스 구  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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