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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지형의 고도와 기울기를 고려하여 사운드의 확산과 회절을 인터렉티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 합성 기법을 제안한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광선 추적법(Raytracing)을 기반으로 소리의 크기를 보여

줄 수 있는 사운드 강도 맵을 빠르게 계산한다. 지형의 고도와 기울기 값을 고려하여 소리의 강도 맵에 가중

치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지형의 지오메트리 분석인 큰 계산 과정을 피하고 지형을 고려한 소리의 크기를 

인터렉티브하게 업데이트한다. 이 과정에서 소리의 근원지에 따른 고도 간의 격차를 계산하여 소리의 크기를 

자동으로 감쇠시키며, 주변 지형의 공간 기울기를 기반으로 기울기의 차에 따라 소리의 크기를 자동으로 감

쇠시킨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소리는 실제 높낮이가 있는 현실의 지형에서 듣는 소리의 전

파 및 감쇠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며, 소리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 감소 패턴이 변경되고, 또한, 지형에 따라

서 소리의 크기가 제어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키워드: 소리(Sound), 소리 확산(Sound diffusion), 소리의 합성(Synthesizing sound), 

지형의 형태와 기울기(Shape and elevation of the t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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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혼합현실은 현실 세계를 인공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체험하

기 힘든 경험이나 환경 등을 이용해 실제와 같이 체험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혼합현실을 현실처럼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발전한 요소로 

시각적인 요소가 있다[1]. 하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 중인 지금 

가상/증현실에서 시각적인 요소만으로 물리적인 현실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람의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처럼 크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실과 같은 감각을 느끼는데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가상현실에서 일반적으로 몰입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각적인 요소가 부재된다면, 사람이 그다음으로 

의존하는 요소, 즉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시야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다른 감각 요소가 중요하게 된다.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

는 현재 있는 곳의 지형지물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다. 이 같은 상황은 특수한 장면이 아닌, 청각 장애인 또는 시력이 

좋지 않은 일반인도 해당될 수 있다. 이때 정확한 청각적인 요소가 

추가되면 확산하고 있거나 지형으로 인해 회절 되어 퍼지고 있는 

소리를 파악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더 깊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몰입감이 상승된다[2]. 최근에 소리의 파동과 흐름, 그리고 회절을 

실시간으로 표현할 방법이 제안되었지만[3], 이 연구에서는 지형이 

평면이라는 가정하에 알고리즘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고도가 있는 

지형에서의 활용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지형의 

고도와 기울기 방식을 사운드 크기에 적용하여 소리의 확산을 표현할 

수 있는 소리 변형 기법을 제안한다:

1) 지형의 고도에 의해 변화되는 소리 패턴을 계산하는 방법

2) 지형에 따라 소리의 크기를 제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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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Proposed Scheme

1. Visualizing the loudness of sound by propagation

본 논문에서는 평면이 아닌 지형에서 소리가 퍼질 경우를 가정한다

[3]. 이 가정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지형과 소리를 다음과 같이 배치한

다. (Fig. 1 참조).

Fig. 1. Scene configuration (red sphere : source 

position of source). 

Fig. 1에서 보듯이 Terrain과 소리가 배치되며, 처음에 배치된 

소리의 위치는 소리의 근원지이다. 이때, 지형과 소리의 위치는 사용자

가 직접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Terrain에 의해 소리의 

변형이 성공적으로 계산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소리의 크기 

및 흐름을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소리 강도 맵 계산한다 (Fig 2 참조).

Fig. 2. Visualizing magnitude map of sound.

이때 소리 강도 맵은 격자마다 노드 위치에서의 들리는 소리를 

측정하여 소리의 최댓값으로 나눔으로써 격자마다 0~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였고.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여 

빨간색으로, 0에 가까울수록 소리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란색으로 

색상을 표현하였다. Fig. 2의 결과는 Fig. 1 장면에서의 소리 근원지로

부터 노드마다 소리 크기를 측정하여 계산한 소리의 강도 맵이다. 

Fig 1의 지형이 고려되지 않은 채 평면이라는 가정하에 계산되었기 

때문에 소리 근원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소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 Calculating elevation map of terrain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소리의 확산에서 총 2가지 종류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형을 고려한 소리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형의 고도를 이용한 가중치이며, 두 번째는 지형의 기울기를 활용하

는 것이다. 지형의 고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높낮이가 있는 지형에서는 

위치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낮은 지형에 소리의 

근원치가 위치되어 있다면 높은 지형인  위치에서의 소리는 

위치의 소리보다 소리 크기의 감쇠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소리가 작게 들리게 된다 (Fig 3 참조). 이러한 현실 기반의 물리적인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다.

Fig. 3. Difference between elevation of terrain 

and source position of sound. 

먼저 지형의 고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맵에 존재하는 지형을 

노드마다 고도와 소리의 높이를 측정한다. 이때, 각 지형의 고도와 

소리 근원지와의 거리 차이를 가지고 있는 고도 맵 (Elevation map)을 

계산한다 (Fig. 4 참조). 고도 값과 소리 높이 값을 얻은 이후, 각 

노드의 고도 값에서 소리 근원지의 높이를 빼준 후 절댓값을 해주었다. 

또한, 위 계산을 해 얻은 값 중 최댓값으로 나눔으로써 노드마다 

0~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빨간색으로, 0에 가까울수록 소리가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란색으로 노드의 색상을 표현하였다.

Fig. 4. Visualizing elevation map of source with considering 

elevation of terrain.

Fig. 4의 결과를 보면, 소리의 위치에 따라 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Fig. 4b는 소리가 지형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쪽에 위치할 경우로, 고도가 높은 산 지형은 1에 가까운 값을, 바닥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Fig. 4c의 

경우, 소리가 지형에서 땅바닥 부근에 있는 경우로, 고도가 높은 

산 지형은 0에 가까운 값을 바닥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5a는 위 방법을 Fig. 1a에 적용한 결과이고, Fig. 

5b는 좀 더 복잡한 지형 패턴을 갖는 예제에 적용한 결과이다. 지형의 

고도에 따라 사운드의 크기가 제어되는 결과를 보여주며, Fig. 5c는 

측면에서 바라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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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ous elevation maps with our method. 

3. Calculating slope map of terrain

본 논문에서는 지형에서 소리를 측정할 때 영향을 주는 부분을 

지형의 높이라고 설정하여 높이를 측정해 높이에 따른 가중치 값을 

계산하였다. 그 다음, 지형에서 소리 측정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지형의 기울기로 이에 따른 기울기 가중치 값을 계산한다.

Fig. 6. Difference between slope of terrain and 

source position of sound. 

지형의 기울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소리가 평평한 지형에서 퍼지는 

소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평평한 지형에서 퍼지는 소리의 경우 

직선으로 퍼지지만, 고도가 있는 지형의 경우 지형이 장애물 역할을 

하여 평평한 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과 같은 소리의 퍼짐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제작한다.

Fig. 7. Calculating slope of terrain. 

기본적인 지형이 있을 때 지형을 격자로 이산화하여 각 좌표를 

기준으로 상하좌우로 한 칸씩 이동한 노드 위치에서의 축 값을 

이용해 기울기 가중치 값을 계산한다 (Fig. 7 참조). 이때 해당 위치의 

기울기 값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수식 1 참조).

 
′′ (1)

Fig. 7b를 참고하여 위 수식을 설명하면, 는 2번 위치에서의 

좌표, ′는 1번 위치에서의 좌표, 는 4번 위치에서의 좌표, 

′는 3번 위치에서의 좌표를 의미한다. 위 수식을 통해 지형의 

기울기 값을 계산하였으며, 지형의 기울기 강조 맵을 구축했다. 해당 

맵은 격자별 기울기 값을 구해 계산한 값 중 가장 큰 값으로 나누어 

0~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빨간색으로, 0에 가까울수록 울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란색으로 색상을 표현하였다. (Fig. 8 참조)

Fig. 8. Visualizing slope map of sound. 

위 그림에서 보면 기울기에 따라 기울기 강조 맵의 결과가 Fig. 

8b와 같이 다양한 색이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다. 기울기의 차이가 

거의 없는 평지나 정상의 경우 0에 가까운 값으로 파란색에 가까운 

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울기 값이 큰 1에 가까운 값을 가진 

부분, 즉 경사가 심한 부분은 빨간색에 가까운 색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4. Compositing maps

최종적으로 지형을 고려한 소리의 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지형 

강도 맵을 얻기 위해 앞에서 제작된 3가지 가중치 맵을 활용한다 

: 1) 지형을 고려하지 않는 평면에서의 사운드 크기 맵 2) 지형의 

고도를 고려한 계산 맵 3) 지형의 기울기를 고려한 맵. 지형 높이 

가중치와 지형의 기울기 가중치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사운드 크기 

맵인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여기서 는 기본 평면에서의 소리 측정값, 는 평면에 해당하는 

지형의 높이에 상대적인 소리 높이를 고려한 값, 는 각 지형을 

중심으로 주변 지형의 기울기 값을 의미한다. 또한, 1에서 기울기 

값을 빼준 이유는 기울기가 클수록 의 값이 커지는데, 실제 기울기가 

큰 경우 소리는 작아지기 때문에 1에서 빼주어 반대의 값을 가지게 

해준다. 이로써, 지형이 있는 공간에 소리가 있을 시 지형의 높이와 

기울기를 고려한 소리 흐름을 만들어 준다.

Fig. 9. Final magnitude map of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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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위 방법을 통해 지형의 형태와 고도를 고려하여 퍼지는 

소리의 흐름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소리의 위치로부터 소리가 

잘 퍼져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형에 가로막힌 부분은 

파란색을 보임으로써 지형을 고려한 소리의 흐름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의 결과들은 기본적인 소리의 확산 형태를 토대로 지형의 

고도와 기울기에 대한 가중치 맵을 만들어 합성시켜 지형을 고려한 

소리가 잘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이다. 각 지형의 고도와 

기울기에 따라 일정하게 퍼지던 소리의 확산 형태가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Generating magnitude map of sound with our method.

Ⅲ.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평면이 아닌 지형에서 소리가 발생할 시 지형의 형태와 

고도를 고려하여 위치별 소리 크기를 실시간으로 나타나도록 구현하였

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실제 지형이 있을 시 실제 소리 현상인 

고도에 따른 소리의 변화, 흐름을 잘 구현하였다. 또한, 소리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강도 맵을 만들었으며 지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리의 흐름이 잘 구현된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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