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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앞으로의 멀티미디어 기기시장은 기존의 단순 복합 디지털 기기들이 아닌 사용자 감성  취향 제어

가 가능한 인간 친화  지능형 멀티미디어 기기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미 IT 기능이 기존의 ‘정보

의 소통’에서 ‘감성의 소통’으로 진화 에 있으며, 미래시 에는 느낌까지 디지털 신호로 달 가능한  

기술이 발달 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사람의 감성, 주변 분 기, 섬세한 공간 정보를 달하는 사실

인 오디오 개발  인 라가 구축되어 모든 멀티미디어 제품에 용된다면, 사용자는 보다 장감 있

게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각종 다양한 음악서비스를 제

고하는 웹/앱 형태의 어 리 이션이 증 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모바

일 기기에서 다양한 오디오 정보를 청취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청취자가 다양하게 오디오 재

생 / 제어하여,  일방 으로 청취자가 오디오를 듣는 수 이 아니라 청취자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오

디오를 감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 하 다.

keyword : 객체기반 오디오, 사용자 능동형 서비스, 

1. 서론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에 

속하여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PC에 버 가는 애 리 이

션을 쓸 수 있다. 이러한 장 에 힘입어 2010년 7월, 우리

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만 명을 넘었다. 이 게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에서 각종 애 리 이션이나 웹 라우

가 많이 사용되지만, 항상 백그라운드로 사용되는 음악 감

상의 이용 빈도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사용자가 언제나 

휴 하는 스마트폰에 ‘ 객체기반 실감음원 재생 서비스'을 

구 하면, 그 효용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소

개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의 객체기반 실감음원 재생 

서비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취득된 객체기반으로 압축되어

진 콘텐츠를 사용자가 음악을 청취하는 상황, 즉 사용자 

특성, 취향, 청취 상황 등을 기반으로 음원 추천, 음원 보

정 처리를 통해 청취자가 재 상황에서 가장 좋아할 만

한 음원을 추천, 재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동형 단말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지능형 

미래 사운드 재생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인 안드로이

드는 스마트폰 랫폼으로서, 리 스 기반의 오  랫폼

이기 때문에 한 번의 개발만으로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가열된 스마트폰 경쟁의 결과로 쏟

아져 나오는 복잡한 단말기 제품라인에 애 리 이션을 

제공할 때에 더욱 유용하다.

2. 사용자 능동형 음원 재생을 한 객체기반 실

감 오디오

  지 까지의 오디오 서비스는 음원 개발자 심의 오디

오 서비스, 즉 보컬  모든 악기가 믹스된 단일음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단순히 오디오 음원 개발자나 음반 제작

사가 발매한 단일 음원을 일방 으로 수동  청취할 수밖

에 없다. 하지만 사용자 능동형 객체 기반 오디오 서비스

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음악  취향에 따라 각각

의 객체 기반의 독립 음원을 선택, 감성에 따른 음원 효과 

추가, 최 의 음원 청취 치 변경, 음원  스피커 재생 

공간  치 변경 재생 등을 할 수가 있다. 재 이와 유

사한 사용자 능동형 오디오 서비스는 ETRI(한국 자 통

신 연구원)와 (주)오디즌이 세계 최 로 사용자가 각각의 

음원을 제어해 가수와 악기의 소리를 원하는 로 개별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오디오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음반에 용한 뮤직 2.0기술[14]을 상용화하여 제작 

발매 하 다. 뮤직 2.0은 차세  신개념 오디오 엔진으로 

가수의 목소리와 악기를 개별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컬, 피아노, 기타, 드럼 등 자신이 좋아하

는 음원 소리를 선택  청취가 가능하다. 뮤직 2.0과 유

사하게 랑스의 iKlax[3] 에서도 멀티트랙 음원 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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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오디오 포맷 개발  MPEG에서 표 화 진행, 멀

트트랙 음원 제작툴 제작  멀티트랙 음원 재생이 가능

한 휴 용 기기 개발을 하고 있다. 뮤직 2.0과 iKlax 미디

어가 단순히 독립음원을 몇몇의 독립 음원을 조합하여 능

동 으로 사용자가 음악을 선택 재행하는 서비스라면 본 

논문에서 구 된 사용자 능동형 객체기반 오디오 서비스

는 뮤직 2.0  iKlax에서의 독립음원 제어를 통한 능동형 

재생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용자 환경 정보, 다채  오디

오가 갖는 2차원 / 3차원 공간 라미터를 분석하여 지능

으로 다채  오디오를 컨트롤하고 사용자의 청취 환경

에 따라 조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 의 실감 다채  오

디오을 제공한다

● 사용자 능동형 실감 음원 재생을 한 독립 음원 음장 

구

  트랙별로 독립된   개의 입력소스가 공간상에 존재한다

면, 가장 이상 인 음향장치는 장에서 들리는 것과 동일

하게   개의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기존의 

출력장치는 단일한 스피커유닛에서 스테 오, 5.1채 , 7.1

채 로 차 출력유닛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원래의 

음원을 독립 으로 장하고 있지 않고, 출력채 에 한 

약간의 분리신호만을 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

피커유닛의 개수가 우퍼를 제외하고도 5개에서 7개가 되

더라도 음장감을 재생하는데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 된 랫폼에서는 음원의 음향

데이터 외에도 각 음원의 공간정보에 해당하는 치 메타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래의 음장을 실감 있게 재생하고, 

더 나아가 재생하는 시 에서 청취자의 공간  치를 변

경하거나 각 음원의 치를 개별 으로 변경가능토록 설

계  구  하 다.

(그림 1) 독립음원과 스피커유닛의 치 구성

상기 구 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해  그림 2와 

같은 8개의 스피커유닛이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를 가정한다. 각 스피커유닛의 치벡터를  , 그리고 포

인트 음원소스의 치벡터를   라 하면 청취자가 의 

치에 있는 음원에 지   로부터 달받는 에 지는 다

음과 같이 유사한 방향성분을 갖는 스피커유닛들로부터 

구 된다.

먼 ,   치의 음원을 재생하는데 참여할 유닛들을 선별

하고, 각 유닛들에서 출력할 해당음원의 강도를 결정하기 

해 해당 음원의 치와 각 스피커유닛 치의 유사성을 

각도정보로 추출한다.

  


∙


    (1)  

그림 1과 같은 구성에서는 스피커유닛들이 45도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상기 식에 의해 구해진 코사

인 값이 0.707 이상인 스피커유닛만 구동하여도 반드시 1

개 이상의 스피커유닛이 음원에 할당된다. 한, 각 스피

커유닛의 선택과 해제가 부드럽게 연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선택변수를 도입하여 사용한다.

 












∙
      ≥

  

          (2)

에서 사용된 채 분리 상수 0.707은 분리도와 스피커유

닛들의 연속성을 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출력 스피커들의 

치가 변경되면 수정되거나 선택변수   를 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사용되어야 한다.  변수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각 스피커유닛이 출력해야 하는 값 를 구할 수 

있다.

  
 










  (3)

스피커유닛의 거리제곱이 곱해지고, 음원 거리의 제곱이 

나 어지는 이유는 동에 지는 거리제곱에 반비례하여 

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는 실시간 이득조정 값이

다. 에서 기술한 기본 인 음장 구  방법에 더해서 독

립된 입력소스에 한 필터링, 출력채 에 한 필터링, 

공간벡터 체를 수축시키거나 회 시키는 등의 변화 효

과, 음원의 속도와 이동방향성분을 고려한 도 러 효과 등

을 구 한 시스템에서 추가 으로 구 될 수 있다.

3.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에서의 객체 실감음원

음원 재생 서비스 구

● 사용자 제어 라이 러리 구조

실감음원 재생을 한 User Control 알고리즘은 실감음원

의 음원 컨트롤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단순 음원 제어를 

한 오디오 컨트롤에 사용자 감성 기반 추천 서버와 연

동하여 사용자의 이용 정보를 감성 기반 추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한다. 

(그림 2) 사용자 제어 라이 러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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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ontro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작한 User Control 

Library는 내부 으로 크게 오디오 컨트롤, 추천 시스템 

연동, 사용자 리 세 가지의 기능으로 나  수 있다. 오

디오 컨트롤의 경우 기본 인 재생, 정지, 볼륨 조  등의 

음원 련 명령과 음원 내부의 트랙 추가와 삭제, 트랙의 

치와 볼륨 조  기능을 제어한다. 추천 시스템 연동은 

감성 기반 추천 서버에서 데이터로 활용하는 양식에 맞게 

사용자의 오디오 컨트롤 내역을 재가공하여 서버로 송

한다.  사용자 리는 사용자의 음원 보유 목록을 감성 기

반 추천 서버에 송한다. 한 재 사용자의 감정 상태

를 리하고, 추천을 한 사용자의 취향을 등록  수정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객체기반 실감오디오 컨트롤 구조  제어

  객체 기반 실감 오디오 컨트롤의 기능은 크게 음원 제

어, 리셋 리 그리고 감성 기반 추천 시스템 연동 데이

터 리로 나  수 있다. 음원 제어는 재생, 정지, 볼륨 조

, 타임라인 조 과 같은 기본 인 오디오 제어 기능 뿐

만 아니라 리셋의 트랙 추가, 트랙 제거, 트랙 치 조

정, 트랙 볼륨 조  기능을 제어한다. 오디오 컨트롤의 기

본 인 기능은 오디오 제어 시스템의 명령을 호출해서 제

어한다. 하지만 오디오 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호출하기 

에 상태를 체크하여 동작 한다. 이때 추천 시스템에서 필

요한 사용자의 사용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오디오 음원 제어의 기본 인 명령은 재생, 정지, 이  

곡, 다음 곡, 볼륨 조 , 타임라인이다. 일반 으로 일을 

읽고 재생을 통해 음원을 재생하는 것과 달리 실감 음원

의 경우 트랙 하나 하나의 설정 상태를 조 해야 한다.

(그림 3) 실감음원 재생 차

그림 5는 실감음원에서 재생을 한 처리 방식을 간단히 

표 한 것으로 4개의 트랙이 있을 경우 트랙 Load부터 트

랙 Mute 여부 설정을 4번 반복해야 한다. 트랙의 존재 여

부, 트랙 치 값의 성 여부 단 그리고 트랙 볼륨 

조 의 최 /최소값 체크 등의 기본 인 오류 체크 한 

하나하나의 처리과정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때

문에 음원을 부 읽어오기 에 사용자의 명령이 입력되

면 오작동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을 보안하기 해

서 음원 모듈의 상태 체크를 통해 재 처리상태가 끝나

기 까지UI에서 Loading 등의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을 기시킨다. 특히 다른 곡을 재생 에 선택한 곡

을 재생하는 경우 재생 인 음원을 정지시키고 모든 트

랙을 제거한 후 새로 재생하는 음원의 트랙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더 길어진다. 다음 곡, 이  곡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음원의 기본 트랙 정보는 기본 리셋이다. 이 기본 

리셋에서 사용자가 트랙을 추가하고 삭제 할 수 있기 때

문에 기본 리셋에서 모든 트랙을 삭제하고 별도의 음원

을 추가할 경우  다른 곡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리셋이란 특정 음원을 지칭한다기 보다 트랙의 묶음이며 

그 묶음의 식별자를 기본 리셋 정보에서 가져온다.

트랙 리 기능의 표 인 기능은 트랙 추가, 트랙 제거, 

트랙 치 설정, 트랙 볼륨 설정 그리고 트랙 Mute 설정

이다. 트랙 추가/삭제는 기에 제공된 트랙 외에 다른 트

랙을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기

본 리셋에서 제공된 보컬을 삭제 한 후 반주를 들으면 

직  노래를 불러 추가한 후에 제공된 보컬 신 사용자

가 직  부른 보컬을 넣어 들을 수도 있다.

● 리셋 리

사용자가 음원을 처음 듣게 되는 경우 최 화된 재생 정

보가 들어 있는 XML 일을 읽어와 처리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가 재 듣고 있는 음원의 특정 트랙의 치를 변

경하거나 소리를 일 수 있다. 한 사용자가 트랙을 추

가하고 삭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리셋에서 모든 트

랙을 삭제하고 별도의 음원을 추가할 경우  다른 곡

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리셋이란 특정 음원을 지칭한

다기 보다 트랙의 묶음이며 그 묶음의 식별자를 기본 

리셋 정보에서 가져온다. 사용자의 음원  리셋은 

Database로 리하고 있다. 음원의 고유 번호로는 MCDI

를 사용한다. 이 MCDI를 기 으로 리셋이 생성되며,  

리셋의 고유 번호로 해당 리셋의 트랙의 정보를 리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의 SQLite를 이용하여 연동되며 신

규곡은 XML 일을 읽어와서 각 테이블에 삽입되며 이때 

추가된 리셋은 기본 리셋이 된다. 기본 리셋은 삭제

나 수정 할 수 없다. 장 시에는 별도의 리셋으로 장

된다.

4.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에서의 실감음원 서비스 

구  결과

● 안드로이드 랫폼상에서 실감 사운드 재생 모듈 구성

 모바일 환경에서 객체기반 실감사운드 재생 랫폼의 구

을 해, 안드로이드 O/S 를 사용한 모바일 단말( 

Google사의 Nexus-one, 삼성사의 갤럭시S, 갤럭시 탭) 에 

그림 4와 같은 구성의 사용자 로그램을 구  하 다.  내

부의 장장치에 포함된 컨텐츠의 정보를 출력하여 선곡

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오디오 필터링  오

디오 믹싱을 담당하는 오디오 제어 라이 러리로 구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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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드로이드용 객체기반 실감 사운드 재생 

로그램 구성도

 내부의 장장치에 포함된 컨텐츠의 정보를 출력하여 선

곡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미래에 기존의 

I-REAL 시스템의 원격 음원서버와 통신할 수 있도록 입

출력 구조가 유사한 일 시스템 라이 러리, 그리고 DSP 

칩으로 구 되었던 오디오 필터링  오디오 믹싱을 담당

하는오디오 제어 라이 러리로 구성하 다.

● 안드로이드 랫폼상에서 실감 사운드 재생 서비스

(그림 5)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 된 실감오디오 

재생 서비스 어 리 이션 

그림 5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현된 앱형태의 실감음원 재생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다양한 추천리스트, 곡의 상세정보, 음원재생

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 기기에서 제공 및 확인이 가

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 제어 할수 있다. 아래 그림

은 사용자가 선택한 음원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으

로 제어 할 수 기능을 제공해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서 

실감 음원 재생을 보다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의 인터페이스, 음원 추천 서버 연동, 안정 인 오디오 제

어를 한 연구를 하고 구 하 다. 구 한 로그램에서

는 리셋을 통한 음원 리  제어를 하고, 사용자의 명

령을 분석하여 감성 추천 서버에 사용자의 취향 정보를 

송하 다. 그리고 송된 사용자 정보로부터 분석되어 

나온 재 감정에 따른 추천 음원을 보여주었으며, 음원 

리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명령에 딜

이를 주거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명령의 기 상

태를 유도하도록 구 하 다. 향 후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기기  컨텐츠의  다양한 정

보를 제공받고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 오디오 감성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감 오디오 서비스는 지 의 정형화된 음악서

비스에서의 단순히 음악의 볼륨만을 조 할 수 있는 음악 

서비스에서 벗어나 청취자 는 사용자가 직  음악 콘텐

츠에 실려진 다양한 오디오 음원 소스의 특징을 선택 으

로 조 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오디오 콘텐츠를 생성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음악 서비스의 한 가 될 수 있

다. 이에 한 연구가 계속 발 되면 오디오 음원 생산자, 

재생기 생산자, 사용자에게 모두 수익과 흥미를 가져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음반 시장  오디오 련 시장의 

큰 변화를  것 이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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