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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 입체 음향 재생 방법 및 장치

(57) Abstract: A method for 3D sound playback according t o an embodi
( ) ment may comprise the steps of: grouping a plurality o f speakers into one

group; receiving an input o f an audio signal; using the grouped plurality o f
speakers to locate one or more virtual sound sources o f the audio signal at a
predetermined position; and playing back the virtual sound source(s)
through the plurality o f speakers.

(57) 요약서 : 일 실시 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방 법은 복수의 스피커
(231) 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단계 , 음향 신호를 입력 받는 단계 ,

상기 그룹화 된 복수의 스피커들을 이용하여 상기 음향 신호의 하나
i (232)

이상의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 에 정위시키는 단계 , 및 상기 가상 음
원을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통해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I N (233)

200 ... 3D sound playback device
210 ... Receiving unit
220 Rendering unit
230 Grouping unit
231 First speaker
232 Second speaker
233 Nth speaker
240 Playback unit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입체 음향 재생 방법 및 장치

기술분야
[I] 입체 음향 재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복수의 스피커를

활용하여 소정의 위치에 가상 음원을 정위시키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영상 및 음향 처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고화질 고음질의 콘텐츠 가 다량

생산되고 있다. 고화질 고음질의 콘텐츠를 요구하던 청취자는 현실감 있는 영상
및 음향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체 영상 및 입체 음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입체 음향은 복수 개의 스피커를 수평면상의 다른 위치에 배치하고, 각각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또는 상이한 음향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청취자가 공간감을
느끼도록 하는 기술이다.

[4] 그러나 홈씨어터 스피커를 활용한 가상 고도각 생성 기술의 경우, 스윗 스팟은
홈씨어터 컨피규레이션의 정 중앙으로 한정될 수 있으며, 사운드바를 활용한

반사음 생성 기술의 경우 방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 복수의 스피커를 활용하여 방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스윗 스팟의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는 3차원 오디오 렌더링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5] 청취자에게 입체감과 공간감을 제공하기 위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6] 또한, 상기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실시 예가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된 바와 같은 기술적 과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이하의 실시
예들로부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이 유추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7]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청취자의 입체 음향 재생 환경을 나타낸다.
[8] 도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를 나타낸다.
[9] 도3은 음장 합성 렌더링 방법(Wave Field Synthesis rendering) 을 사용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를 나타낸다.
[10] 도4a는 최소 오차 합산 방법을 사용하여 렌더링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를

나타낸다.
[II] 도4b는 도 1의 입체 음향 재생 환경에 가상 음원과 스윗 스팟내 의 임의의 지점을

추가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12] 도5는 고도감 재현을 위한 렌더링을 수행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를 나타낸다.



[13] 도 6a는 일 실시예에 따른 청취자의 머리 위치를 추적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를 나타낸다.

[14] 도6b는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환경의 스윗 스팟의 변경을 나타낸다.
[15] 도7은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가 입체 음향을 재생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16] 도8은 입체 음향 재생 장치가 입체 음향을 재생하는 방법의 추가적 실시예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17]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방법은 복수의 스피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단계, 음향 신호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그룹화 된 복수의

스피커들을 이용하여 상기 음향 신호의 하나 이상의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 및 상기 가상 음원을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통해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8]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단계는, 하나의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스피커 및 상기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는 별도의
라우드 스피커를 상기 하나의 그룹에 포함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9] 상기 홈씨어터 시스템은, 복수의 라우드 스피커를 선형으로 연결한 라우드
스피커 어레이(Loudspeaker Array) 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20]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그룹화하는 단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21] 상기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는,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음장 합성 렌더링(Wave Field Synthesis) 방식으로 가상 음상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22] 상기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들로부터 발생하 는 스윗 스팟 내에서의 제 1음압과 상기 소정의 위치에
존재하는 가상 음원으 로부터 발생하는 상기 스윗 스팟 내에서의 제2음압의
차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 음압 신호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스피커 별 음압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변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23]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 음압 신호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로 인가해야 하는 임필스 웅답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변조하는 단계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로
입력되는 음향 신호에 상기 결정된 임필스 웅답을 컨볼루 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24] 상기 가상 음상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는,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소정의 고도에 대웅하는 필터에 통과시키는 단계, 상기 필터링된 음향



신호를 복제하여 복수 개의 음향 신호들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복제된 음향
신호들이 출력될 스피커들 각각에 해당하는 이득 값 및 지연 값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복제된 음향 신호들 각각에 대한 증폭, 감쇄 및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25] 상기 청취자의 머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는, 상기 추적된 청취자의 머리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들 중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의 이득
및 위상 지연 값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26]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는 복수의 스피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그룹화부, 음향 신호를 입력 받는 수신부, 상기 그룹화 된 복수의

스피커들을 이용하여 상기 음향 신호의 하나 이상의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렌더링부, 및 상기 가상 음원을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통해
재생하는 재생부를 포함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

[27] 상기 그룹화 부는, 하나의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스피커 및 상기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는 별도의 라우드 스피커를 상기 하나의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28] 상기 홈씨어터 시스템은, 복수의 라우드 스피커를 선형으로 연결한 라우드

스피커 어레이(Loudspeaker Array) 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29] 상기 그룹화 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30] 상기 렌더링부는,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음장 합성 렌더링(Wave Field

Synthesis) 방식으로 가상 음상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31] 상기 렌더링부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들로부터 발생하는 스윗 스팟

내에서의 제 1음압과 상기 소정의 위치에 존재하는 가상 음원으 로부터 발생하는
상기 스윗 스팟 내에서의 제2음압의 차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 음압 신호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스피커 별 음압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변조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32] 상기 렌더링부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로 인가해 야 하는 임필스
웅답을 결정하고,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로 입력되는 음향 신호에 상기
결정된 임필스 웅답을 컨볼루 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33] 상기 렌더링부는,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소정의 고도에 대웅하는 필터에
통과시키는 필터링부, 상기 필터링된 음향 신호를 복제하여 복수 개의 음향
신호들을 생성하는 복제부, 및 상기 복제된 음향 신호들이 출력될 스피커들
각각에 해당하는 이득 값 및 지연 값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복제된
음향 신호들 각각에 대한 증폭, 감쇄 및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증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34] 상기 청취자의 머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청취자 추적부를 더



포 함하고, 상 기 렌더 링부는, 상 기 추 적된 청취자의 머 리 위치 에 기초하여 상 기

그룹에 포함된 스 피커들 중 적어도 하나의 스 피커의 이득 및 위상 지 연 값을

변경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할 수 있다.
[35] 상 기 입체 음 향 재생 방 법을 컴퓨 터 에서 실 행시 키기 위 한 프 로그램을 기록한

컴퓨 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가 제공될 수 있다.

발 명 의 실 시 를 위 한 형 태

[36] 이하 에서 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 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를 상 세히

설 명한다. 이점 및 특 징 , 그 리고 그 것들을 달성하는 방 법은 첨부 되는 도면과

함께 후 술 되 어 있는 실시 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 이다 . 그 러나 이하에서

개시 되는 실시 예들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 라 서 로 다른 다양한 형 태로 구 현될 수

있으 며 , 단지 개시 된 실시 예들은 당해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게

발 명의 범주를 완 전하게 알려주 기 위해 제공되는 것 이며 , 발 명은 청구항의
범주 에 의해 정의될 뿐 이다 . 명세서 에서 사용되 는 용 어는 기능을 고 려하면서

가능 한 현재 널리 사 용 되는 일반적 인 용 어들을 선 택하였 으나, 이는 당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의도 또는 판례, 새로운 기술 의 출 현 등 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특 정 한 경우는 출 원 인이 임의로 선 정 한 용 어도 있으 며 , 이 경우

해 당되는 발 명의 설 명 부분에 서 상 세히 그 의미를 기 재할 것 이다 . 따라서

명세서 에서 사 용 되는 용 어는 단순한 용 어의 명칭 이 아닌, 그 용 어가 가지는

의미와 명세서 전반에 걸 친 내용을 토 대로 정의되 어야 한다. 이하 에서 는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 예들을 상 세히 설 명한다. 본 명세서 에 기 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 된 구성은 일 실시 예에 불과할 뿐 이고 , 본 발 명의 기술 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 원시 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 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 여야 한다.

[37] 또한, 명세서 에서 사 용 되는 "부" 또 는 "모듈 " 이라는 용 어는 FPGA 또는 ASIC 과

같은 하드웨 어 구성요소 또는 회로를 의미 한다.

[38] 도 1은 일 실시 예에 따른 청취자 의 입체 음 향 재생 환 경을 나타 낸다.

[39] 입체 음 향 재생 환 경 (100) 은 청취자 ( 110)가 후술할 입체 음 향 재생 장치 (200) 를

통 해 입체 음향을 감상하는 환 경의 일 예이다 . 입체 음 향 재생 환 경 (100) 은

오디오 콘텐츠 단독 또는 비디오와 같은 다른 콘 텐츠와 함께 오디오 콘 텐츠의

재생을 위 한 환 경 이며 , 가정 , 시 네마 , 극장, 강당, 스류디 오 , 게 임 콘솔 등 에서

구 체화될 수 있는 룸과 같은, 임의의 개방된, 부 분 적으로 밀폐된 , 또는 완전히

밀폐된 영역을 의미할 수 있다.

[40] 청취자 (110) 는 텔레비 전 또는 오디오 와 같은 멀티미디 어 재생 장치 (140) 를

통 해 멀티미디 어 콘 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설 명의 편의를 위해 입체 음 향 재생

환 경 (100) 의 청취자 (110) 는 텔레비 전에서 재생되는 콘 텐츠에 대한 음향을

복수의 스 피커 (145, 160, 165) 를 통 해 감상 한다고 가정 한다.

[41] 통상적 으로 텔레비 전(140) 은 스 피커를 내장 할 수 있으나 입체 음 향 재생



환경 (100) 은 별도의 홈씨어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140) 의 바로 하단에는 별도의 사운드바 (145) 가 존재할 수 있다. 사운드
바 (130) 는 복수 개의 라우드 스피커를 포함하는 스피커 어레이 모듈일 수 있다.

[42]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운드 바 (145) 는 입체 음향 재생 환경 (100) 하에서,
패닝(Panning), 파면음장 합성 (Wave Field Synthesis), 빔포밍 (Beam Forming),

초점음원 (Focused Source), 머리전달함수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 등과
같은 3차원 음장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를 가상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43] 도 1에는 사운드바 (145) 를 텔레비전 하단에 위치하는 단일 수평 선형 어레이로

도시하였으나 사운드바 (145) 는 고저감 (elevation) 을 제공하기 위해
텔레비전(140) 의 상하단에 설치하는 이중 수평 선형 어레이, 텔레비전(140)

좌우에 위치하는 이중 수직 선형 어레이 및 텔레비전(140) 을 둘러싸는 형태의
창형 어레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사운드바 (145) 는 청취자 (110) 를 둘러싸는
형태나 청취자 (110) 전후방에 위치하는 형태로 설치될 수 있다.

[44] 또한, 입체 음향 재생 환경 (100) 은 사운드바 (145) 가 아닌 다른 홈씨어터
시스템의 스피커 (미도시) 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운드바 (145) 와 같은 홈씨어터
스피커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5] 청취자 ( 110)는 하나의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스피커 및 상기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는 별도의 라우드 스피커를 하나의 그룹에 포함시켜

그룹에 포함된 복수의 스피커들을 통해 입체 음향을 감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취자 (110) 는 사운드바 (145) 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별도의 라우드
스피커 (160, 165)를 조합하여 텔레비전(140) 에서 재생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또는, 청취자 (110) 는 텔레비전(140) 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 (미도시) 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별도의 라우드 스피커 (160, 165)를 조합하여
텔레비전(140) 에서 재생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46] 즉, 청취자 (110) 는 기존의 텔레비전 내장 스피커 또는 사운드 바 (145) 에 별도의
라우드 스피커 (160, 165)를 추가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입체음향을 감상할

수 있다.
[47]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환경 (100) 은 텔레비전 내장 스피커 (140),

사운드바 (145), 좌측 라우드 스피커 (160), 우측 라우드 스피커 (165) 를 하나의
그룹 (180) 으로 그룹화하여 입체 음향을 재생할 수 있다. 도 1에는 청취자 (110) 의
좌측 라우드 스피커 (160) 와 우측 라우드 스피커 (165) 만을 도시하였으나
청취자 (110) 는 얼마든지 입체 음향을 감상하는 공간의 사이즈 또는 감상하는
콘텐츠의 스타일에 맞게 라우드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를 적웅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체 음향 재생 환경 (110) 은 좌측 후면 라우드 스피커 (미도시)
및 우측 후면 라우드 스피커 (미도시) 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48] 텔레비전(140) 또는 별도의 표시 장치 (미도시) 는 하나의 그룹 (180) 으로 구성된
스피커들의 목록을 청취자 (110 )에게 표시할 수 있으며 청취자 (110) 는 그룹을



구성하는 임의의 스피커를 추가하거 나 제거할 수 있다.

[49] 입체 음향 재생 환경 (100) 은 최적의 입체 음향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인
스윗 스팟 (120) 를 포함할 수 있다. 입체 음향 재생 환경 (100) 은 청취자 (110) 의
가상적인 귀의 위치를 설정하여 귀의 위치와 인근한 스윗 스팟 (120) 에서 최적의

입체 음향이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50] 입체 음향 재생 환경 (100) 은 그룹 (180) 내 스피커들 (145, 160, 165)를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가상 음원을 정위시키는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
청취자 (110) 는 실제 스피커의 위치가 아닌 가상 음원의 위치로부터 음향이
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51] 도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를 나타낸다.
[52]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도 1을 참조하여 상술한 입체 음향 재생

환경 (100) 에서 입력 오디오 신호들을 소정의 위치에 가상 음원을 위치시키도록
하는 3차원 오디오 렌더링을 수행하여 청취자 (110) 에게 공간감과 입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53]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수신부 (210), 제어부 (미도시 ), 및

재생부 (240) 를 포함할 수 있다. 제어부 (미도시) 는 렌더링부 (220) 및
그룹화부 (230) 를 포함할 수 있다. 제어부 (미도시)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

AP(application processor) 등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임베디드 프로세 서, 마이크로 프로세 서, 하드웨 어 제어
로직, 하드웨어 유한 상태 기계(FSM),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SP)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54] 수신부 (210) 는 DVD(Digital versatile disc), BD(Bluray disc),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장치로부터 입력 오디오 신호(즉, 음향 신호) 를 수신 받을 수 있다. 입력
오디오 신호는 스테레오 신호 (2채널), 5,1채널, 7.1채널, 10.2채널 및 22.2 채널과
같은 다채널 오디오 신호일 수 있다. 또한 입력 오디오 신호는 다수의
모노 (Mono) 입력 신호와 오브젝 트들의 실시간 위치가 메타데이터의 형태로
전달되는 객체 기반 오디오 신호일 수 있다. 객체 기반 오디오 신호는 삼차원

공간에 배치된 각 오디오 오브젝 트들의 위치를 소리와 함께 메타데이터로

압축된 형태를 말한다. 또한 입력 오디오 신호는 채널 오디오 신호와 객체 기반
오디오 신호가 흔합된 하이브리드 입력 오디오 신호일 수 있다.

[55] 그룹화부 (230) 는 입체 음향 재생 환경 (100) 내에 존재하는 적어도 두 개의
스피커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룹화부 (230) 는
텔레비전 내장 스피커와 별도의 라우드 스피커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또한, 그룹화부 (230) 는 텔레비전 내장 스피커와 하나 이상의 사운드바 및

하나 이상의 라우드 스피커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또한,
그룹화부 (230) 는 기존의 홈씨어터 스피커와 청취자 (110) 가 별도로 구매한 하나
이상의 라우드 스피커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도 있다. 하나의 그룹 안에

속한 스피커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청취자 (110) 는 그룹화할



스피커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 청취자 (110) 가 위치한 공간의 크기 및 특성
또는 감상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기초하여 추가할 스피커들을 결정할 수

있다.
[56] 그룹화부 (230) 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복수의 스피커들을 다양한 통신

경로를 통해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통신 경로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경로는 무선 통신, 유선
통신, 광학, 초음파,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 할 수 있다. 위성 통신, 이동 통신,
블루투스 (Bluetooth), 적외선 데이터 협회 표준 (Infrared Data Association standard:

IrDA), 와이파이(wirelessfidelity: WiFi), 및 와이맥스 (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AX) 는 통신 경로에 포함될 수 있는 무선 통신의 예들이다.
이더넷(Ethernet), DSL(digital subscriber line), FTTH (fiber to the home), 그리고
POTS (plain old telephone service) 들은 통신 경로에 포함될 수 있는 유선 통신의
예이다. 또한, 통신 경로는 PAN (personal area network), LAN(local area network),

MAN(metropolitan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57] 그룹화부 (230) 는 그룹 내에 존재하는 스피커들의 위치 및 이득 (gain) 을 저장할

수 있으며, 스피커들의 위치는 렌더링부 (220) 에 전달할 수 있다.

[58] 렌더링부 (220) 는 입력 오디오 신호들을 소정의 위치에 가상 음원을
정위시키도록 하는 3차원 오디오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다.

[59] 예를 들어, 렌더링부 (220) 는 음장 합성 렌더링(Wave Field Synthesis rendering)

알고리 즘으로 입력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여 오디오 신호에 대웅하는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60] 또한, 렌더링부 (220) 는 머리전달함수 렌더링(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

rendering), 빔 포밍 렌더링(Beam-forming rendering) 또는 집중 음원
렌더링(Focused Source rendering) 알고리 즘으로 입력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여
오디오 신호에 대웅하는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 신호를 생성할 수도 있다.

[61] 또한, 렌더링부 (220) 는 최소 오차 합산에 기반하여 스피커 별 임필스 웅답을

계산하거 나 또는 고도감 재현을 위한 렌더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렌더링부 (220) 가 3차원 오디오 렌더링을 수행하는 상세한 과정은 후술한다.

[62] 재생부 (240) 는 렌더링부 (220) 에서 렌더링된 가상의 음원을 다채널 스피커를

통해 재생할 수 있다. 재생부 (240) 는 그룹 (180) 내에 존재하는 스피커들을 포함할

수 있다.
[63] 도3은 음장 합성 렌더링 방법(Wave Field Synthesis rendering) 을 사용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를 나타낸다.
[64] 도3은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의 렌더링부 (220) 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이하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2의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도3의 실시 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에도

적용된다.



[65] 렌더링부 (220) 는 오디오 신호 분석부 (310) 및 음장 합성 렌더링부 (320) 를
포함할 수 있다. 렌더링부 (220) 는 근거리 음상 (Near Field Focused Sound Source)

재현을 위해 음상의 전파 특성에 맞추어 음상의 위치에 맞는 스피커 별
이득 (Gain) 및 위상 지연(Phase delay) 값을 결정할 수 있다.

[66] 즉, 렌더링부 (220) 는 청취자 ( 110)와 음원 간의 거리(r) 에 따라 음압의 크기가
1/r로 감소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 그룹 내 스피커의 출력이 정위시키고자 하는

근거리 음상 위치에서 같은 음압이 되도록 그룹 내 스피커 간 이득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렌더링부 (220) 는 가상 음원과 실제 스피커 간 음장의 전달
지연(Propagation delay) 를 고려하여 그룹 내 모든 스피커의 출력이 원하는 근거리

음상 위치에서 지연 없이 수렴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67] 오디오 신호 분석부 (310) 는 그룹 내 스피커 정보, 음원 위치 정보(예를 들면,

청취 위치에 대한 가상 음원의 각도와 같은 위치에 대한 정보), 및 다채널 오디오
신호 (정위시키고자 하는 음원 신호) 를 입력 받는다. 그룹 내 스피커 정보는

사운드바에 대한 정보(예를 들면, 라우드 스피커 배열의 위치와 간격 등 배열에

대한 정보), 그룹 내 스피커들의 위치 정보, 스피커들 간의 간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68] 오디오 신호 분석부 (310) 는 입력받은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음원 포맷을

분석하여 오디오 신호의 채널 수를 확인하고, 상기 입력 받은 다채널 오디오

신호로부터 상기 확인된 채널별로 각 채널 음원 신호를 추출할 수 있다.

[69] 음장 합성 렌더링부 (320) 는 오디오 신호 분석부 (310) 에서 확인된 오디오 채널

수에 맞게,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음장 합성 방식으로 렌더링한다. 즉, 음장 합성
렌더링부 (320) 는 확인된 오디오 채널 수에 맞게 가상 음원을 원하는 위치에

정위시킨다. 가상의 음상 개수는 오디오 신호 분석부 (310) 에서 확인된 오디오
채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장 합성 렌더링부 (320) 는 다채널
오디오 신호의 음원이 2채널이면 정면 좌측 방향 및 정면 우측 방향 즉, 양쪽

방향의 가상 음원을 음장 합성 방식으로 렌더링할 수 있다.
[70] 예를 들어, 음장 합성 렌더링부 (320) 는 그룹 내의 스피커의 위치에 기초하여 ,

정면 좌측 방향, 정면 우측 방향, 중앙 방향, 후면 좌측 방향, 및 후면 우측 방향 등
총 5개 방향의 가상 음원을 음장 합성 방식으로 렌더링할 수 있다. 음장 합성
렌더링부 (320) 는 그룹 내의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에 따라 그룹 내의 각 스피커의

위상 지연 값 및 이득 값을 변경할 수 있다.
[71]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취자 (110) 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된다면,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그룹 내의 스피커들의 위상 지연 값 및 이득 값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취자 (110) 가 좌측으로 이동한다면, 그룹 내의
스피커들의 이득 값이나 프리 딜레이(Pre delay) 값을 좌측으로 이동한

청취자 (110) 의 위치에 최적화된 값으로 변경할 수 있다.
[72] 도4a는 최소 오차 합산 방법을 사용하여 렌더링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를

나타낸다.



[73] 도4a은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의 렌더링부 (220) 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이하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2의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도4a의 실시 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에도 적용된다.

[74] 렌더링부 (220) 는 오디오 신호 분석부 (310) 및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를 포함할
수 있다. 오디오 신호 분석부 (310) 는 도3을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75] 이하, 최소 오차 합산부 (420) 의 동작을 도4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4b는

도 1의 입체 음향 재생 환경 (100) 에 가상 음원 (460) 과 스윗 스팟 (120) 내의 임의의

지점(470, 480) 을 추가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76]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설정된 스윗 스팟 (120) 내에서 청취자 ( 110)에게

최적의 입체 음향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77]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가상 음원 (460) 으로 인한 스윗 스팟 (120) 내에서의

음압(pTarget) 을 설정할 수 있다. 가상 음원 (460) 은 음향 신호를 정위시키고자

하는 위치에 실제 음원이 있다고 가정한 것을 말한다.
[78]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그룹 내의 스피커 (145, 160, 165)로부터 발생 하는

스윗 스팟 (120) 내에서의 실제 음압(pReproduce) 을 설정한 후, 두
음압(pReproduce, pTarget) 의 차이(J)가 최소가 되는 각 스피커 (145, 160, 165)의

음압 신호를 결정할 수 있다.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결정된 음압 신호에
기초하여 수신부 (210) 가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변조할 수 있다.

[79] 도4b의 실선으로 도시된 화살표는 스윗 스팟 (120) 내의 임의의 지점에
대한pReprodece 를 나타내고 점선으로 도시된 화살표는 pTarget 을 나타낸다.

[80] 예를 들어,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스윗 스팟 (120) 내의 임의의 지점(470,

480) 의 pTarget 과 pReproduce 를 계산할 수 있다.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스윗

스팟 (120) 내의 모든 지점의 pTarget 과 pReprodece 를 계산하기 위해 스윗
스팟 (120) 전체 크기에 대해 적분을 수행하여 J를 계산할 수 있다.

[81] J는 [수학식 1]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82] 수학식 1

[83] v는 스윗 스팟 (120) 의 크기를 나타내 며, r은 실제 스피커 (145, 160, 165)의
위치와 스윗 스팟 (120) 내의 특정 지점(470, 480) 과의 거리 또는 가상 음원 (460) 의
위치와 스윗 스팟 내의 특정 지점(470, 480) 과의 거리를 나타내 며, t는 시간을

나타낸다. w는 r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가중치 값 (weighting

function) 0 ]다.
[84] [수학식 1]과 같이 두 음압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문제는, [수학식 2]와 같이

r t위치에 존재하는 가상 음원에 대한 음향학적 전달함수 (htarget) 와 N개의



rsi 위치에 존재하는 개별 스피커들로부터 생성된 음향학적

전달함수 (hreproduced) 의 차이( )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치환 가능하다.

[85] 수학식 2

이 ) =

[86] [수학식 2]에서 i는 그룹 내 스피커 별 인텍스를 의미하며 N은 공간에 존재하는

스피커의 전체 개수이다. 또한, k i 값은 각 스피커별로 인가 해야할 필터계수(즉,

임필스 웅답) 를 의미하여 J，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k i값이 결정될 수 있다.
즉 ,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그룹 내 스피커 별 필터(즉, 임필스 웅답) 을 결정할

수 있다.
[87]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수학식2]로부터 각 스피커 (145, 160, 165)들이

방사해 야하는 음압 신호를 스피커 (145, 160, 165) 별 임필스 웅답의 형태로

결정하고, 결정된 각 스피커의 임필스 웅답을 스피커 (145, 160, 165) 별로 입력

받은 음향 신호에 컨볼루션 (convolution) 할 수 있다. 또는,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스피커 (145, 160, 165) 별로 결정된 필터 값으로부터 이득 및 위상

값을 추산하여 스피커 (145, 160, 165) 별 입력 음향 신호를 변조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청취자 (110) 의 측방에 위치한

스피커들은 가상 음원을 정위시키는 효과가 미미함을 고려하여, 청취자 ( 110)

전방에 위치한 스피커 어레이(145) 의 임필스 웅답만을 결정할 수도 있다.
[88] 일 실시예에 따른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스윗 스팟 (120) 을 층분히 크게

설정하여 스윗 스팟 (120) 에 전달되는 음장(또는 음압) 의 최소 오차를 합산하고

스피커 (145, 160, 165) 별 필터를 계산할 수 있다. 스윗 스팟 (120) 이 층분히

크므로 청취자 (110) 는 이동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입체 음향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청취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스윗 스팟 (120) 를 둘 이상의 청취자를 포함하도록 층분히 크게

설정할 수 있다.
[89] 일 실시예에 따른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스윗 스팟 (120) 을 적게 설정하여

스윗 스팟 (120) 에 전달되는 음장(또는 음압) 의 최소 오차를 계산하고 스피커 (145,

160, 165) 별 필터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윗 스팟 (120) 은 매우 작으므로

청취자 (110) 가 조금만 이동해도 스윗 스팟 (120) 을 벗어나게 되어 입체 음향을

감상하는데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스윗 스팟 (120) 이 작으므로 최적화된
스피커 별 (145, 160, 165) 임필스 웅답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청취자는 정해진



스윗 스팟(120) 내에서는 고품질의 입체 음향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청취자가 둘 이상 인 경우 최소 오차 합산부 (420) 는 각 청취자에게 최적의 입체

음향을 제공하기 위한 복수 개의 스윗 스팟(120) 을 설정할 수 있다.

[90]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취자 (110) 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면 스윗 스팟(120)

역시 청취자 (110) 의 이동 경로에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스윗 스팟(120) 의 크기를

작게 설정하여도 청취자 (110) 의 이동에 구애 받지 않고 최적의 입체 음향 재생이

가능할 수 있다.

[91] 도 5는 고도감 재현을 위한 렌더링을 수행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를 나타낸다.

[92] 도 5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200) 의 렌더링부 (220) 의 일 실시 예를 도시한 것으로

이하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2의 입체 음향 재생 장치(200) 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도5의 실시 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200) 에도

적용된다.

[93] 일 실시 예에 따른 렌더링부 (220) 는 필터링부 (520), 복제부 (530), 및 증폭부 (540)

를 포함할 수 있다.

[94] 필터링부 (520) 는 음향 신호를 소정의 고도에 대웅하는 소정 필터에

통과시 킨다. 또한, 필터링부 (520) 는 음향 신호를 소정 고도에 대웅하는

HRTF(Head Related Transfer Filter) 필터에 통과시 킬 수 있다. HRTF 는 음원의

공간적인 위치로부터 청취자 (110) 의 양 귀까지의 경로 정보 , 즉 주파수 전달

특성을 포함한다. HRTF 는 두 귀간의 레벨 차이(ILD,Inter-aural Level Difference)

및 두 귀 간에서 음향 시간이 도달하는 시간 차이(ITD, Inter-aural Time

Difference) 등의 단순한 경로 차이뿐만 아니라, 머리 표면에서의 회절 , 귓바퀴에

의한 반사등 복잡한 경로상의 특성이 음의 도 래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에
의하여 입체 음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상의 각 방향에서 HRTF 는

유일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입체 음향을 생성할 수 있다.

[95] 필터링부 (520) 는 수평면상에 배치된 스피커들을 이용하여 실제 스피커들보다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모 델링하기 위해서 HRTF 필터를 사용한다.

다음의 [수학식 3]은 필터링부 (520) 에서 사용하는 HRTF 필터에 관한 일 예이다 .

[96] [수 학식 3]

[97] HRTF=HRTF2/HRTF 1

[98] HRTF2 는 가상 음원의 위치로부터 청취자 ( 110)의 귀까지의 경로 정보를

나타내는 HRTF 이며 , HRTF1 은 실제 스피커의 위치로부터 청취자 (110) 의

귀까지의 경로 정보를 나타내는 HRTF 이다 . 음향 신호는 실제 스피커를 통해서

출 력되므로, 가상의 스피커에서 음향 신호가 출 력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 소정의 고도에 대웅하는 HRTF2 를 수평면(또는 실제 스피커의

고도) 에 대웅하는 HRTF1 으로 나눈다.

[99] 소정의 고도에 대웅하는 최적의 HRTF 필터는 지문과 같이 사 람마다 상 이하다.

따라서 , 청취자 (110) 마다 HRTF 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따라서 , 비슷한 특성(예를 들면, 나이, 키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 또는 선호하는 주파수 대역, 선호하는 음악등과 같은 성향적

특성) 을 갖는 청취자 (110) 집단내의 일부 청취자 (110) 에 대하여 HRTF 를 계산한

후 대표값(예를 들면, 평균치)을 해당 집단내의 모든 청취자 ( 110)에게 적용할

HRTF 로 결정할 수 있다.

[100] [수 학식 3]에서 정의한 HRTF 를 이용하여 음향 신호를 필터링한 결과에 관한 일

예는 다음의 [수학식 4]와 같다.

[101] [수 학식 4]

[102] Y2(f)=Yl(f)*HRTF

[103] Yl(f) 는 실제 스피커에 의하여 청취자 (110) 에게 들리는 음향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값이며, Y2(f) 는 가상 스피커에 의하여 청취자 ( 110)에게 들리는

음향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값이다 .

[104] 필터링부 (520) 는 음향 신호내에 포함된 복수 개의 채널 신호들 중 일부만을

필터링할 수 있다.
[105] 음향 신호에는 복수 개의 채널에 해당하는 음향 신호가 포함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7개의 채널 신호를 정의한다. 그 러나

후술하는 채널 신호는 일 예에 불과하며, 음향 신호에는 후술하는 7개의
방향외의 다른 방향에서 발생하는 음향 신호를 나타내는 채널 신호가 포함될 수

있다.
[106] 센터채널신호는 정면의 중앙에서 발생한 음향 신호를 나타내며, 센터 스피커로

출 력된다.

[107] 우측정 면채널신호는 정면의 우측에서 발생한 음향 신호를 나타내며,

우측정면스피커로 출 력된다.

[108] 좌측정 면채널신호는 정면의 좌측에서 발생한 음향 신호를 나타내며,

좌측정면스피커로 출 력된다.

[109] 우측후 면채널신호는 후면의 우측에서 발생한 음향 신호를 나타내며,

우측후면 스피커로 출 력된다.

[110] 좌측후 면채널신호는 후면의 좌측에서 발생한 음향 신호를 나타내며,

좌측후면 스피커로 출 력된다.

[111] 우측탑채널신호는 우측 상방에서 발생한 음향 신호를 나타내며,
우측탑 스피커로 출 력된다.

[112] 좌측탑채널신호는 좌측 상방에서 발생한 음향 신호를 나타내며,
좌측탑 스피커로 출 력된다.

[113] 음향 신호에 우측탑채 널신호 와 좌측탑채널신호가 포함된 경우에

필터링부 (520) 는 우측탑채 널신호 와 좌측탑채널신호를 필터링한다. 이 후 ,

필터링된 우측탑채 널신호 와 좌측탑채널신호는 원하는 고도에서 발생하는 가상
음원을 모델링 하는데 사용된다.

[114] 음향 신호에 우측탑채널신호와 좌측탑 채널신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필터링부 (520) 는 우측정 면채널신호와 좌측정 면채널신호를 필터링한다. 이 후 ,



필터링된 우측정 면채널신호와 좌측정 면채널신호는 원하는 고도에 서 발생하는

가상 음원을 모델링 하는데 사용된다.

[115] 실시 예에 따라서 는 우측탑채널신호와 좌측탑채널신호를 포함하지 않는 음향

신호 (예를 들면, 2.1 채널 또는 5.1 채널 신호) 를 업믹싱하여 우측탑채널신호와

좌측탑채 널신호를 생성한 후 믹싱된 우측탑채 널신호와 좌측탑채 널신호를
필터링할 수도 있다.

[116] 복제부 (530) 는 필터링된 채널 신호를 복수 개로 복제한다. 복제부 (530) 는

필터링된 채널 신호를 출 력할 그룹 내 스피커의 개수만 큼 복제한다. 예를 들어,

필터링된 음향 신호가 우측탑채 널신호, 좌측탑채 널신호, 우측후면채 널신호,

좌측후면채 널신호 로 출 력되면 , 복제부 (530) 는 필터링된 채널 신호를 4개로
복제한다. 복제부 (530 )가 필터링된 채널 신호를 몇 개로 복제할 것인지는

실시 예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으나 필터링된 채널 신호가 적어도

우측후면채 널신호 및 좌측후면 채널신호 에는 출 력될 수 있도록 둘 이상으로

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117] 우측탑 채널신호 및 좌측탑채 널신호 가 재생될 스피커는 수평면에 배치된다. 일

예로, 우측정 면채널신호를 재생할 정면스피커의 바로 위에 부착될 수 있다.

[118] 증폭부 (540) 는 필터링된 음향 신호를 소정의 이득 값에 따라 증폭 (또는

감쇄) 한다. 필터링된 음향 신호의 종류와 필터링된 음향 신호의 종류에 따라

이득 값을 달리 설정한다.

[119] 예를 들어, 우측탑스 피커로 출 력될 우측탑 채널신호는 제 1 이득 값에 따라

증폭하고, 좌측탑스 피커로 출 력될 우측탑채널신호는 제 2 이득 값에 따라

증폭한다. 이 때, 제 1 이득 값이 제 2 이득 값보다 클 수 있다. 또한,

우측탑스 피커로 출 력될 좌측탑채널신호는 제 2 이득값에 따라 증폭하고,

좌측탑스 피커로 출 력될 좌측탑채널신호는 제 1 이득값에 따라 증폭함 으로써

좌우측 스피커에서 대웅하는 채널 신호가 출 력되도록 한다.

[120]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그룹 내 스피커에서 동일한 음향 신호를 이득 값을

달리하여 출 력할 수 있다. 실제 스피커의 고도보다 더 높은 고도에 가상 음원을

용 이하게 정위시키거나 실제 스피커의 고도와 상관없 는 특정 고도로 가상

음원을 정위시 킬 수 있다.
[121] 입력 음향 신호에 포함된 채널 신호의 개수와 그룹 내 스피커의 개수에 따라서

복제부 (530), 증폭부 (540) 의 동작이 달라질 수 있음은 자 명하다.

[122]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가 가상의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방법을

각각 도3 내지 5를 참조하여 설명하 였으나, 하나의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도3내지 5를 참조하여 설명한 방법을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자 명하다. 또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가 소정의 위치에 가상 음원을

정위시키는 방법은 상술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그룹 내의 스피커들의 위치 및 개수에 기초하여 다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 킬 수 있다.



[123] 도 6a는 일 실시예에 따른 청취자의 머리 위치를 추적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를 나타낸다.

[124]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통신부 (미도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 (미도시) 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와 주변 기기 간의 통신을 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부 (미도시) 는 근거리 통신, 이동 통신을 포함할 수 있다.

[125] 근거리 통신 (short-range wireless communication) 는, 블루투스 통신,
BLE(Blue tooth Low Energy) 통신, 근거리 무선 통신 (Near Field Communication),

WLAN (와이 파이) 통신, 지그비 (Zigbee) 통신, 적외선 (IrDA, infrared Data

Association) 통신, WFD(Wi-Fi Direct) 통신, UWB(ultra wideband) 통신, Ant+ 통신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126] 이동 통신은, 이동 통신망 상에서 기지국, 외부의 단말, 서버 중 적어도 하나와
무선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다. 여기에서 , 무선 신호는, 음성 신호, 영상 신호
신호 또는 문자/멀티미디어 메시지 송수신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127] 통신부 (미도시) 는 청취자 추적부 (610) 를 포함할 수 있다.
[128] 도5a는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의 다른 예를 도시한

블록도이 다. 따라서 , 이하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2의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도5의 실시 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에도 적용된다.

[129] 청취자 추적부 (610) 는 청취자 (110) 가 이동하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적의 입체 음향을 감상할 수 있는 위치인 스윗 스팟 (120) 는
스피커 (145, 160, 165)들의 위치에 기초하여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130] 예를 들어, 청취자 (110) 주위에 좌측 스피커와 우측스 피커가 존재하 고 좌측
스피커와 우측 스피커 사이의 거리가 3미터라 할 때, 좌측 스피커와 우측 스피커

사이의 선의 양 끝에서 60도씩 꺽어 가상의 선을 그어 두 개의 가상의 선이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스윗 스팟 (120) 을 결정할 수 있다.
[131] 따라서 , 청취자 (110) 가 두 개의 가상의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좌측으로 이동한

경우 프리-에코 (Pre-echo)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프리 에코 현상이 란 예를 들어,

청취자 (110) 의 위치가 중앙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 이득이 크고 프리 딜레이가
상대적으로 빠른 좌측 스피커의 영향이 지배적이게 되어 청감상 음상의 위치가

포커스된 위치를 벗어나 좌측 스피커의 위치로 인식하여 청취되는 현상을

말한다.
[132] 청취자 추적부 (610) 가 청취자 (110) 의 머리가 이동하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면 스윗 스팟 (120) 은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지 않고 청취자 (110) 의 머리
위치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청취자 추적부 (610) 로부터 획득한 청취자의 머리 위치에 따라 실시간으로 또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스윗 스팟 (120) 을 갱신할 수 있다.



[133] 청취자 추적부 (610) 는 청취자 (110) 의 머리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취자 추적부 (610) 는 청취자 (110) 가 소지한 휴대 전화기,
리모컨에 부착된 동작인 식센서 또는 위치센서에 기초하여 청취자 (110) 의 머리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는, 청취자 추적부 (610) 는 오브젝트 트래킹(object

tracking) 과 같은 영상 처리 알고리 즘 또는 청취자 (110) 가 착용한 악세서리 또는
구글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글래스를 이용하여 청취자 (110) 의 머리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청취자 추적부 (610) 가 청취자 ( 110)의 머리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은 상술한 예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어떠한 방법도 사용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134] 청취자 추적부 (610) 는 복수의 청취자 (110) 의 머리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도 있다.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획득된 복수의 청취자 (110) 의

머리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복수의 청취자 (110) 를 포함하는 하나의 스윗
스팟 (120) 을 설정하거나 획득된 각 청취자 (110) 위치에 기초하여 복수의 스윗
스팟 (120) 을 설정할 수도 있다.

[135] 도6b는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청취 환경의 스윗 스팟의 변경을 나타낸다.
[136] 청취자 (110) 가 기존의 스윗 스팟 (120) 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이동한 청취자 (110) 의 위치에 기초하여 스윗 스팟 (120) 을 재설정할

수 있다.
[137] 렌더링부 (220) 는 이동된 스윗 스팟 (120) 에 적합하게 그룹 내의 스피커들의

이득 및 지연 값을 변경할 수 있다.
[138] 예를 들어, 렌더링부 (220) 가 도3을 참조하여 상술한 WFS 방법을 사용하여 가상

음원을 정위시키는 경우에는 그룹 내 스피커 (145, 160, 165) 별 이득 값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킴으로서 프리 에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139] 렌더링부 (220) 가 도4를 참조하여 상술한 최소 오차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가상

음원을 정위시키는 경우에는 추적된 청취자 (110) 머리의 위치 근방에 스윗
스팟 (120) 을 설정하고 최적화된 스피커 (145, 160, 165) 별 임필스 웅답을 계산할

수 있다.
[140] 또한, 렌더링부 (220) 가 도5를 참조하여 상술한 고도감 재현 방법을 사용하여

가상 음원을 소정의 고도에 정위시키는 경우에는 그룹 내 각 스피커 (145, 160,

165) 에 인가할 이득 값 및 위상 지연 값을 변경하여 고도각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141]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취자 추적부 (610) 는 복수의 청취자 (110) 의 머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며, 청취자들의 머리 위치에 기초하여 복수의 스윗 스팟을
설정할 수 있다. 렌더링부 (220) 는 복수의 스윗 스팟의 위치 및 크기에 기초하여
그룹 내 스피커들의 이득 및 지연 값을 변경할 수 있다.

[142] 이하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가 복수의 스피커들을

사용하여 청취자에게 입체 음향을 제공하는 방법이 도7 및8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후술된다. 도7내지 8는 도 1내지6에서 도시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에서 수행되는 입체 음향 재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따라서 ,

이하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 1내지6에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도7내지 8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방법에도 적용된다.

[143] 도7은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가 입체 음향을 재생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144] 단계 710 에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복수의 스피커들을 그룹화할 수

있다.
[145]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적어도 두 개의 스피커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텔레비전 내장 스피커와 별도의 라우드 스피커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또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텔레비전 내장 스피커와 하나 이상의

사운드바 및 하나 이상의 라우드 스피커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또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기존의 홈씨어터 스피커와 청취자가 별도로

구매한 하나 이상의 라우드 스피커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도 있다.
하나의 그룹 안에 속한 스피커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청취자는 그룹화할 스피커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 청취자가 위치한 공간의

크기 및 특성 또는 감상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기초하여 추가할
스피커들을 결정할 수 있다.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복수의 스피커들을 다양한 통신 경로를 통해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통신 경로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경로는 무선 통신, 유선 통신, 광학, 초음파,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

할 수 있다.
[146] 단계 720 에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음향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다.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DVD, BD,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장치로부터 입력
오디오 신호를 수신 받을 수 있다. 입력 오디오 신호는 스테레오 신호 (2채널),
5,1채널, 7.1채널, 10.2채널 및 22.2 채널과 같은 다채널 오디오 신호일 수 있다.
또한 입력 오디오 신호는 다수의 모노 (Mono) 입력 신호와 오브젝 트들의 실시간
위치가 메타데이터의 형태로 전달되 는 객체 기반 오디오 신호를 입력 받을 수

있다. 객체 기반 오디오 신호는 삼차원 공간에 배치된 각 오디오 오브젝 트들의
위치를 소리와 함께 메타데이터로 압축된 형태를 말한다. 또한 입력 오디오
신호는 채널 오디오 신호와 객체 기반 오디오 신호가 흔합된 하이브리드 입력
오디오 신호일 수 있다.

[147] 단계730 에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3차원 오디오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다.

[148] 예를 들어,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음장 합성 렌더링(Wave Field Synthesis

rendering) 알고리 즘으로 입력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여 오디오 신호에 대웅하는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머리전달함수 렌더링(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 rendering), 빔 포밍
렌더링(Beam-forming rendering) 또는 집중 음원 렌더링(Focused Source rendering)

알고리 즘으로 입력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여 오디오 신호에 대웅하는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 신호를 생성할 수도 있다. 또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최소

오차 합산에 기반하여 스피커 별 임필스 웅답을 계산하거 나 또는 고도감 재현을
위한 렌더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149] 단계740에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렌더링된 가상의 음원을 다채널
스피커를 통해 재생할 수 있다.

[150] 도8은 입체 음향 재생 장치가 입체 음향을 재생하는 방법의 추가적 실시예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151] 단계 710, 720, 740 은 도7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152] 단계 810에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청취자의 머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가 청취자의 머리가 이동하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면 스윗 스팟은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지 않고 청취자의 위치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획득한 청취자의
머리 위치에 따라 실시간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스윗 스팟을 갱신할 수 있다.

[153]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청취자의 머리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청취자가 소지한 휴대 전화기 ,
리모콘에 부착된 동작인 식센서 또는 위치센서에 기초하여 청취자의 머리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오브젝트 트래킹(object

tracking) 과 같은 영상 처리 알고리즘 또는 청취자가 착용한 악세서리 또는 구글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글래스를 이용하여 청취자의 머리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가 청취자의 머리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은

상술한 예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어떠한 방법도 사용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154] 단계 820에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청취자의 머리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킬 수 있다.
[155] 예를 들어,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이동한 청취자 머리 위치에 기초하여

WFS 방법을 사용하여 그룹 내 스피커들 중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의 이득 값 및

위상 지연 값을 변화시 킬 수 있다.
[156] 또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추적된 청취자의 머리 위치 근방에 스윗

스팟을 재설정하고 상술한 최소 오차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그룹 내 스피커 들
중 적어도 하나의 임필스 웅답을 재계산할 수 있다.

[157] 또한, 입체 음향 재생 장치 (200) 는 고도감 재현 방법을 사용하여 가상 음원을
소정의 고도에 정위시키는 경우에는 그룹 내 스피커들 중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에 인가할 이득 값 및 위상 지연 값을 변경하여 고도각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158] 한편, 입체 음향 재생 방법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 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 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송 등과 같은 캐리어 웨이브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 어, 분산방식 으로 프로세 서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159] 본 발명에 의한 방법, 프로세스, 장치 , 제품 및/또는 시스템은 간단하고,

비용적으로 효과적 이며, 복잡하지 않으면서 매우 다양하고 정확하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프로세스, 장치 , 제품 및 시스템에 알려진 구성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면서 효율적 이고 경제적인 제조, 웅용 및

활용을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비용 감소, 시스템

단순화, 성능 증가를 요구하는 현 추세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양상은 결과적으로 적어도 현 기술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60] 본 발명은 특정한 최상의 실시 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이외에 본 발명에

대체, 변형 및 수정이 적용된 발명들은 전술한 설명에 비추어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즉 , 청구범위는 이러한 모든 대체, 변형 및 수정된 발명을 포함하도록
해석한다. 그러므로 이 명세서 및 도면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은 예시적이고
비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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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복수의 스피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단계 ;

음향 신호를 입력 받는 단계 ;
상기 그룹화 된 복수의 스피커들을 이용하여 상기 음향 신호의

하나 이상의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 ; 및
상기 가상 음원을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통해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체 음향 재생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 하는 단계는,
하나의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스피커 및 상기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는 별도의 라우드 스피커를 상기 하나의
그룹에 포함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체 음향 재생 방법 .
제2항에 있어서 , 상기 홈씨어터 시스템은,
복수의 라우드 스피커를 선형으로 연결한 라우드 스피커

어레이(Loudspeaker Array)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그룹화하는 단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는,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음장 합성 렌더링(Wave Field

Synthesis) 방식으로 가상 음상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체 음향 재생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들로부터 발생하는 스윗 스팟 내에서의
제 1음압과 상기 소정의 위치에 존재하는 가상 음원으 로부터
발생하는 상기 스윗 스팟 내에서의 제2음압의 차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 음압 신호를 결정하는 단계 ;
및

상기 결정된 스피커 별 음압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변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체 음향 재생 방법 .
제6항에 있어서 ,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 음압 신호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로 인가해 야 하는 임필스 웅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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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변조하는 단계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로 입력되는 음향 신호에 상기 결정된 임필스 웅답을
컨볼루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체 음향 재생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음상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는,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소정의 고도에 대웅하는 필터에
통과시키는 단계 ;
상기 필터링된 음향 신호를 복제하여 복수 개의 음향 신호들을
생성하는 단계；및
상기 복제된 음향 신호들이 출력될 스피커들 각각에 해당하는
이득 값 및 지연 값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복제된 음향
신호들 각각에 대한 증폭, 감쇄 및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청취자의 머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단계는,상기 추적된
청취자의 머리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들 중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의 이득 및 위상 지연 값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방법 .
복수의 스피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그룹화부;
음향 신호를 입력 받는 수신부;
상기 그룹화 된 복수의 스피커들을 이용하여 상기 음향 신호의

하나 이상의 가상 음원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렌더링부；및
상기 가상 음원을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통해 재생하는
재생부를 포함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화부는,
하나의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스피커 및 상기 홈씨어터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는 별도의 라우드 스피커를 상기 하나의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홈씨어터 시스템은,
복수의 라우드 스피커를 선형으로 연결한 라우드 스피커

어레이(Loudspeaker Array)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화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기 복수의 스피커들을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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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
제 10항에 있어서 , 상기 렌더링부는,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음장 합성 렌더링(Wave Field

Synthesis) 방식으로 가상 음상을 소정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

제 10항에 있어서 , 상기 렌더링부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들로부터 발생하는 스윗 스팟 내에서의

제 1음압과 상기 소정의 위치에 존재하는 가상 음원으 로부터
발생하는 상기 스윗 스팟 내에서의 제2음압의 차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 음압 신호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스피커 별 음압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변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
제 15항에 있어서 , 상기 렌더링부는,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로 인가해야 하는 임필스 웅답을

결정하고,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 별로 입력되는 음향 신호에
상기 결정된 임필스 웅답을 컨볼루션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
제 10항에 있어서 , 상기 렌더링부는,

상기 입력 받은 음향 신호를 소정의 고도에 대웅하는 필터에
통과시키는 필터링부;
상기 필터링된 음향 신호를 복제하여 복수 개의 음향 신호들을
생성하는 복제부; 및
상기 복제된 음향 신호들이 출력될 스피커들 각각에 해당하는
이득 값 및 지연 값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복제된 음향
신호들 각각에 대한 증폭, 감쇄 및 지연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증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
제 10항에 있어서 ,

상기 청취자의 머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청취자 추적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렌더링부는, 상기 추적된 청취자의 머리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그룹에 포함된 스피커들 중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의 이득 및

위상 지연 값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음향 재생 장치 .
제 1항 내지 9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수행되는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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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문헌의 특 별 카 테고 리 :
국 제 출원일 또 는 우 선 일 후 에 공개된 문 헌으로, 출원과 상 층하지

"A"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 로 보 이는 일반 적 인 기술수준 을 정 의 한 문 헌 않으며 발 명의 기초 가 되 는 원 리나 이 론을 이해하기 위 해 인용된
문 헌

"E" 국 제 출 원 일 보 다 빠 른 출 원 일 또 는 우 선 일을 가 지 나 국 제 출 원 일 이후
특별한 관 련 이 있는 문헌. 해 당 문 헌 하 나 만으로 청구 된 발 명 의 신에 공 개 된 선출원 또 는 특허 문 헌
규 성 또 는 진 보 성 이 없는 것으로 본다.

"L" 우선권 주장에 의 문 을 제 기 하 는 문 헌 또 는 다 른 인용 문헌의 공 개 일
특별한 관 련 이 있는 문헌. 해 당 문헌이 하 나 이상 의 다 른 문헌과

또 는 다 른 특별한 이유 (이유 를 명시 )를 밝 히 기 위하 여 인용된 문 헌
조 합하는 경우 로 그 조합이 당 업자 에 게 자 명 한 경 우 청구 된 발 명

"0" 구 두 개시 , 사용, 전 시 또 는 기 타 수 단을 언급 하 고 있는 문 헌 은 진 보 성 이 없 는 것으로 본다.

"P" 우 선 일 이후 에 공 개 되 었으 나 국 제 출원일 이전 에 공 개된 문 헌 "&" 동 일 한 대웅특허 문헌에 속 하 는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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