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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에 따른 상 음향 정  일치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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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60° 상은 많은 상정보를 담고 있어 유용하나, 에 보이는 물체의 방향과 그 물체의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이 다른 경우 시청자에게 피로도를 느끼게 하여 감각  이질감이 증 되어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360° 상에서 시선에 따른 음향 정 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기 을 

제안하며, 제시한 상 음향 정  일치율을 이용하여 몰입도를 증 시키는 360° 상의 제작 가능성을 제시한

다. 제안한 상 음향 정  일치율은, 입체음향 콘텐츠 제작, 재생 솔루션의 정  성능을 측정, 평가에 유용하

고, 더욱 실감성 높은 시스템을 제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The 360° video has a lot of image information and usefulness; however,  the position of the audio source judged by 

hearing is different from the position on the screen. Therefore, human feels tired, the immersion decrease and user cant 

watch the video for Moreer time. In this paper, the concordance rate of the video and the audio localization is defined. 

The rate is expressed in a percentage. It means how much the system makes the sound localization real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source on the screen. With this rate, the audio localization performance of immersive audio 

producing and playing system can be evaluated. It will be helpful for developers to make the higher performance 

system and expected to contribute to make makinguality system with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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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디어 기술은 창기부터 이용자가 마치 실제상황

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

며, 특히, 360° 상 기술은 직사각형 모니터 화면에 

상을 국한하지 않고 마치 이용자가 서 있는 곳을 

기 으로 모든 방향의 상정보를 제공하며, 차세  

실감 미디어 기술로써 기에는 많은 집 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방송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되는 

360° 상은 음상정 가 맞추어지지 않아, 시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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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도를 분산시키며, 감각  이질감의 한계를 넘지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이 있었다. 

한, 360° 상기술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체음향 솔루

션이 개발되고 있지만, 입체음향 표출 시스템이 얼마나 

상 속 음원의 치에 따라 실제 청각과 유사한 경험

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뚜렷한 기 이 없었

다[1-2]. 사람은 물체의 치를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청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에서는 

에 보이는 물체의 치와 귀로 단한 물체의 치

가 일치하는 상황이 부분이지만, 스피커를 통해 음

향을 확성하거나, 스크린으로 상을 재생하게 되면 

치가 불일치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는 시청자가 피

로를 느끼게 한다. 이 피로감은 몰입도를 하하고, 

사이버 멀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3]. 일

반 으로도 상에서 물체의 치에 맞게 소리를 표

출하도록 구 되지만, 음향의 정 를 구 하는 방법에 

따라 소리 치 변화가 달라 실제와 다른 경험을 제

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실제 청각 특성에 해 설

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360° 상 제작, 재생 

시스템이 얼마나 실제와 유사하게 음향 정 를 구

해 내는지 분석할 수 있는 지표인 상 음향 정  일

치율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이 지표를 활용하여 재생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한 사례를 보인다. 마

지막으로 향후 이 지표가 실감성 높은 시스템을 제작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Ⅱ. 실제 청각 특성

2.1 소리의 방향을 인식하는 원리

사람은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의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요하게 작용

하는 요소는 ITD (Inter-aural Time Difference)와 

ILD (Inter-aural Level Difference)이다[4].

그림 1은 특정 치에서 소리가 발생했을 때, 음원

으로부터 두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도달 경로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시간 차이인 ITD, 크기 차이인 ILD

를 설명하고 있다. ITD  ILD 를 통하여, 사람은 머

리를 기 으로 수평면상에서 좌·우로 음원이 어느 방

향에 있는지 알아차린다. HMD(: 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고 듣는 경우, 바이노럴 음향을 사

용하면, ITD, ILD를 변화시켜, 좌·우 신호를 만들어 

주어 헤드폰으로 듣는 소리에 방향감을 넣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감 음향이 구 된다[5]. 그림에서 

두꺼운 실선은 Woodworth 모델로 계산 ITD 그래

를 나타낸다[6].

그림 1. ITD 와 ILD 
Fig. 1 ITD and ILD 

2.2 ITD, ILD 통계  모델

그림 2. 음원과 찰자와의 각도에 따른 ITD 
그래 .

Fig. 2 IT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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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음원과 찰자와의 각도에 따른 ITD값을 

통계 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6]. 음

원과 찰자와의 각도가 면 0°에서 후면 180°로 변

화할 때, ITD가 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3. 음원과 찰자의 각도에 따른 ILD 
그래

Fig. 3 ILD Graph

그림 3은 음원과 찰자의 각도에 따른 ILD값을 

나타내었다[7]. 그림 2와 그림 3의 정보를 이용하면, 

바이노럴 음향신호의 ITD와 ILD 정보를 이용하여, 

역으로 음원과 찰자의 각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음원과 찰자와의 각도 변화에 따른 ITD와 ILD의 

계는 머리의 형태, 귀의 모양, 몸의 형상 등 다양한 

향을 받을 수 있어 그 데이터 값은 여러 연구소에

서 측정을 통해 통계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Woodworth 모델에 기 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한다[7][8].

Ⅲ. 상 음향 정  일치율

3.1 상 음향 정  일치율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 음향 정  일치율은 

360° 상에서 화면상에 나타난 음원의 방향과 음향

이 표출해 내는 소리의 방향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그림 4에서는 360° 상에서 찰자가 치하 을 

때, 정면 0°를 기 으로, 화면상에 물체가 치한 방

향의 각도 ()와 음원의 방향을 나타내는 각도()

를 표시하 다.

그림 4. 수평면상에서  와 
Fig. 4  and  in azimuth plane

는 정면 0°를 기 으로 찰자가 시선을 물체의 

정 앙에 치시켰을 때, 각도 값을 채택하고, 는 

음향의 좌·우 신호 사이의 ITD, ILD를 측정하여, 그

림 2와 그림 3의 각도에 따른 ITD, ILD 계 그래

를 이용해서 도출한다. 

그림 5는 찰자가 시선을 정면 0°에 두었을 때 표

출되는 스테 오 음향 신호를 받아 ITD, ILD를 측정

하여, ITD, ILD와 각도 변화 계 그래 를 이용하여 

음향에서 소리의 방향각 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도출 알고리즘에서 를 도출하기 해, 측정

한 ITD를 통계상 ITD와 비교하여 이에 해당하는 

을 도출하면 정면과 후면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 각도에서 180° 돌려 반 를 바라보았을 때 소리

의 크기가 어들면 방, 커지면 후방에 치하는 것

으로 보고 그에 따른 값을 정 으로 채택한다. 

ILD 로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를 도출한다. 

최종 으로 과 의 평균을 로 결정한다.

산출된 와 를 수식 1에 입하여 상 음향 

정  일치율()식(1)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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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림 5. 도출 알고리즘

Fig. 5  generating algorithm 

360° 상에서 화면상에 보이는 물체의 방향과 음

향에서 표출해 내는 물체의 방향이 같으면 수식 1에

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치율은 100%가 된다. 기존

의 360° 상에서와 같이 는 0°를 나타내는 경우

에, 를 변화시키면 상 음향 일치율은 계속 감소

하며, 차 으로 일치율은 감소하게 된다. 

3.2 기존 360° 상에서의 일치율 측정

그림 6에서는 기존의 360° 상 시작품에 한 

상 음향 정  일치율을 주 수별, 각도별로 3차원 그

래 로 나타내었다. ITD, ILD는 음원의 주 수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 변화하므로, 상 음향 

정  일치율은 측정 주 수와 시선을 방향을 나타내

는 에 따라 달라진다[9],[10]. 따라서, 분석 시에 주

수 역별로 나 어서 분석하면 일치율은 주 수와 

각도를 축으로 하는 3차원 그래 로 나타내어질 수 

있게 된다. 기존의 360° 상은 가 변하지 않기 때

문에 찰자가 시선을 돌렸을 때,  만 변화하여, 

시선이 정면 0°를 벗어나면, 상 음향 정  일치율은 

상 로 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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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k 5k

Freq (Hz)

1801359045 0-45-90-135
Θv (°) 10

20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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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60° 상의 상 음향 정  일치율 
Fig. 6 360° Video Graph expressed with concordance 

rate of video and audio localization 

그림 7. 360° 상 입체음향 획득장치
Fig. 7 360° video and spatial audio recorder

기존 상에서 상 음향 정  일치율은 평균 

49.18%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360° 상에

서는 찰자의 시선에 따라 상 음향 정 가 일치하

지 않아, 감각  이질감이 두드러지며, 이 시스템이 

찰자에게 주는 몰입감이 하게 하됨을 알 수 

있게 된다.

Ⅳ. 상 음향 정  일치율의 개선

4.1 개선된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360° 상에서 상 음향 정  일

치율의 개선을 하여 360° 상 카메라에 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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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4방향에 마이크를 부착해 녹음하 으며, 시

청자의 시선에 따라 상이 회 할 때, 4채  오디오

의 볼륨과 패닝을 조 하여 상의 시선에 맞게 믹싱

해 스테 오로 출력해주는 시스템을 제작하 다.

그림 8. 시선에 따른 4방향 음원 믹싱 방법
Fig. 8 Mixing Method using 4 audio source by points 

of view

표 1. 실험에 사용된 장비
Table 1. Equipments for experiment

1. RODE M5 (Cardioid Condenser Microphone pair)

- Polarity : cardioid

- Frequency Band : 20Hz-20kHz

- Maximum SPL : 140dB

- Equivalent Noise : 19dBA

- Power Requirements : 24V,48V

2. Roland OCTA Capture (Audio Interface)

- Sampling rate : 44.1/48/96/192kHz

- Bit depth : 24bit, internal 40bit

- Number of Channels : 10in,/0out

- Dynamic Range : AD 104dB / DA 113dB

3. Samsung Gear 360 (360camera)

- Vedeo recording resolution

 : (360°) up to 4096x2048 (24fps)

 : (single lens) up to FHD (60fps)

- Codec : MP4 (H.265)

- Memory : MicroSD card

4. Yamaha MPS5 (Studio Monitor Speaker)

- Speaker type : 2-way powered

- Frequency range : 50Hz-40kHz

- Crossover : 2.5kHz

- Max SPL : 101dB

- Component

 LF : 5" corn

 HF : 1.0" titanium dome

5. ZOOM H4n (Handy recorder / Audio Interface)

- Sampling rate : 44.1/48/96

- Bit depth : 16/24bit

- Number of Channels  2in/2out USB audio interface

6. Logic Pro X (DAW)

표 1은 실험 체 과정에 걸쳐 사용된 장비 목록이

다. Yamaha MPS5로 음원을 재생하고, RODE M5, 

Roland OCTA Capture, Samsung Gear 360, Logic 

Pro X를 이용하여 360° 상과 음향을 획득하 다. 

상 음향 정  일치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Roland 

OCTA Capture, Logic Pro X, ZOOM H4n을 사용하

다.

그림 7은 360° 상에서 상 음향 정  일치율을 

개선하기 하여 만든 360° 상  음향 획득 장치

를 나타낸다. 360° 카메라를 심으로 4개의 지향성 

마이크를 90° 간격으로 배치하 고, 360° 상 촬 과 

4채  멀티트랙 녹음이 동시에 진행된 후, 찰자의 

시선에 따라 자동으로 4채  오디오를 팬, 볼륨을 조

하여 스테 오로 믹스다운 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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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시선에 따른 시선에 따른 음원 믹싱 방법

을 나타낸다. 찰자의 시선이 변함에 따라, Case 1에

서부터, Case 2, Case 3로 변화하며, 음원 믹싱을 수

행하 다. 

그림 9는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스테 오 신호의 

ITD와 ILD의 측정환경을 나타내며, Logic Pro 소

트웨어가 사용되었다.  

그림 9. ITD, ILD 측정 과정
Fig. 9 Process of measuring ITD, ILD

그림 10.  = 90°인 상황에서 좌( )·우(아래)로 

들어온 신호 형
Fig. 10 Waveform when  = 90°. L(up), R(down)

그림 10은  = 90° 인 상황에서 ITD와 ILD 가 

측정되는 를 보여 다.

4.2 개선된 시스템의 상음향 정  일치율 측정

360° 상 카메라에 카메라를 심으로 4방향에서 

음원을 획득한 개선된 상에 해서 상 음향  정

 일치율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ILD 측정을 

해 sine noise, ITD 측정을 해 burst noise를 측정

용 음원으로 활용하 고, ITD와 ILD는 주 수 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용이한 측정을 해 250Hz, 

500Hz, 1kHz, 2.5kHz, 5kHz 음원을 순차 으로 재생

하면서 녹화했다.

  250Hz 500Hz 1kHz 2.5kHz 5kHz

180° 0 0 0 0 0

150° 120 120 130 120 130

135° 150 140 130 130 130

120° 150 150 150 160 150

90° 150  180 180 200 160

60° 50 20 20 0 0

45° 0 0 0 0 0

30° 0 0 0 0 0

0° 0 0 0 0 0

-30° 0 0 0 0 0

-45° 0  0 0 0 0

-60° 0 0 0 0 0

-90° -170 -160 -150 -150 -150

-120° -150 -150 -150 -150 -150

-135° -140 -140 -140 -140 -140

-150° -140 -130 -140 -140 -140

표 2. ITD 측정 결과 (㎲)
Table 2. Result of measuring ITD (㎲)

  250Hz 500Hz 1kHz 2.5kHz 5kHz

180° -1.6 3.3 -5.4 -2.1 -2.7

150° -2.2 2.2 -2.4 -0.5 -1.8

135° -2.8 -4.4 -2.7 -4.9 -4.7

120° -3.1 -8 -2.5 -5.5 -6.6

90° -5 -8 -9.4 -20.9 -13.7

60° -2.9 -13 -7 -7.8 -7.3

45° -3 -9.1 -5.8 -4.9 -6

30° -2.5 -5.6 -3.6 -2.5 -3.8

0° -3 -7 -3 -1.1 -4

-30° -0.4 -1 -0.1 1.9 0.3

-45° 0.5 1.7 1.2 4 2.6

-60° 1.7 5.9 3.1 10.6 7.5

-90° 7 21.7 7.2 9.7 14.6

-120° 5.7 12.2 6.5 12.6 13.3

-135° 4.4 11.2 3.7 8.2 11

-150° 2.3 5.7 -0.7 2.1 6.6

표 3. ILD 측정 결과 (dB)
Table 3. Result of measuring ILD (dB)

360° 상 입체음향 콘텐츠를 재생하고 상에서 

시선을 돌려 상 속 물체의 방향 를 90°부터 –

90°까지 변화시킬 때 표출되는 음향 스테 오 신호를 

다시 녹음해 ITD, ILD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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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 3은 실험 결과인 ITD, ILD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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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개선된 360° 상에서의 상 음향 정  
일치율 그래

Fig. 11 Graph of concordance rate of video and audio 
localization of the improved 360° video

주 수별로 ITD에서 얻은 Θ1과 ILD에서 얻은 Θ2

의 평균을 , 상에서의 음원의 각도를  라고 

하고, 수식 1에 입하여 계산하면, 개선된 시스템의 

상 음향 정  일치율을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개선된 상에서 상 음향 정  일치율은 평균 

84.75%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상 비 약 35.57%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기존이 상에서는 시선을 돌릴 때 상 음향 정  

일치율이 하게 떨어져, 몰입도가 하되지만, 개

선된 상에서는 반 으로 높아져 몰입도가 높아진

다는 것을 직 으로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360° 상에서 시선이 이동할 때, 

그에 따른 상에서 음원의 치와 음향으로 표출된 

음원의 치 사이의 일치율을 정의하 으며, 상 음

향 정  일치율을 개선하기 하여, 360° 상 카메라

를 심으로 4방향에서 음원을 획득하여, 믹싱되는 시

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으로 개선된 360° 

상에서 상 음향 정  일치율은 평균 84% 이상을 

나타내었으며, 기존의 상 비 약 35% 이상의 개선 

효과를 보 다. 

즉, 360° 상을 상 음향 정  일치율이 100%에 

가깝게 만들수록, 상의 음향은 더 실제와 비슷한 음

상 정 를 제공하게 되고, 제시한 상 음향 정  일

치율을 이용하여 몰입도를 증 시키는 360° 상의 제

작 가능성을 제시하 다. 

제안한 상 음향 정  일치율은, 입체음향 콘텐츠 

제작, 재생 솔루션의 정  성능을 측정, 평가에 유용하

고, 더욱 실감성 높은 시스템을 제작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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