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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인들의 정보습득은 대부분 시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스크린은 사람들의 시각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피로
감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21세기의 최첨단 사운드 시스템의 실감 나고 풍부한 소리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리를 통해 인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을 관찰할 여지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ALgruppe와 Rory’s PranaLab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감음향을 기반으로 한 입체음향요가 수련을 소개하고 실감오디오 시스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실감음향으로 체험하는 입체음향 요가는 단순히 소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가 수련
자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의식을 갖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지식의 지평이 요구하는 다학문
적 교류에 대한 응답임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다. 

Abstract

Most people acquire information visually. Screens of computers, smart phones, etc. constantly stimulate people's eyes, increasing 
fatigue. In this social phenomenon, the realistic and rich sound of the 21st century's state-of-art sound system can affect people's 
bodies and minds in various ways. Through sound, human beings are given space to calm and observe themsel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immersive yoga training based on 3D sound conducted together by ALgruppe & Rory's PranaLab and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immersive audio system. As a result, people, experienced immersive yoga, not only enjoy the effect 
of sound, but also receive a powerful energy that gives them a sense of inner self-awareness. This is a response to 
multidisciplinary exchange required by the knowledge of moder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informs the possibility of new 
cultur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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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시대는 초연결 시대(Superconncectivity)를
선포한다. 초연결 시대란 기술의 핵심이연결에있음을의
미한다. 개별 기술을 하나의 점이라고 본다면, 4차 산업혁
명은각각의 점들을하나로이어모든것이연결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지능적 사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5G, 로봇, 자율주행 등의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들의 연결은 인간의 삶에 인류 역사

상전례를찾아볼수없는정도의변화를가져올것이다[1-4]. 
따라서 지식의 지평도 파편화되고 경직된 전문지식보다는

다학제간 연구의 일상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5]. 
현대 사회의 지식은 다학문간의 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

다는것이다. 각학문분야에경계를두지않고서로자유롭
게넘나드는교류를통한소통을통섭이라고한다. 다시말
해서 통섭이란 다학문간의 교류 및 통합을 뜻한다[6]. 
건축음향설계및음향시스템연구개발을하는 ALgruppe
에서는포털사이트블로그에서 Rory 언니로많은사람들에
게 알려진 Rory’s PranaLab과 함께 2019년 12월에 “Radi- 
ant Vibes, Immersive Yoga_입체음향 요가”라는 제목으로
실감음향체험을통한요가수련을선보였다[7]. 이것은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몸과 마음의 전일적 치유방법인 요가와

21세기의최첨단과학기술의만남인통섭의요가를선보이
는계기가되었고, 요가와과학기술문명모두의양적, 질적
팽창과성장을위한통합의코드가된것이라고할수있다. 
통섭의 요가는 요가와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아유르

베다(생활의 과학)와 탄트라(지식의 보급 및 확산)를 아우
르는 지식의 교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6][8]. 
요가는인간내부에존재하는완전성을살려내는치유법

이다. 새로운 것을만들어내는것이아니라 인간이 태생적
으로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9]. 이러한
요가의전일적수련을입체음향을바탕으로 “소리와요가로
경험하는우주속나의삶”이라는주제로인간의삶과죽음
그리고다시탄생이라는우주의순환에너지와의식의흐름

을표현하고자하였다[7]. 입체음향요가는 ALgruppe의박상
규대표의말처럼 “기술과문화예술의접점”으로서시대의
요구에대한응답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시도는실감
음향 시스템을 통해 수련자들이 보다 본질적인 입장에서

요가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플랫폼 프로젝트로 의미

가 있다고 하겠다[10].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생태계는 더욱 복잡하

고다양한층위의사회상을갖게될것이다. 따라서본연구
의 목적은인간의자아속에생득적으로있었던 순수한속

성들의 균형을 찾도록 인간의 마음을 경영하는 실천적 요

가를[9] 과학기술과의 교류로 담아낸통섭의요가로소개하
고 요가수련에 사용된 최첨단 음향 시스템의 이해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실감음향(Immersive Sound) 

현대인들의정보습득은 대부분시각을통해이루어진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잊게 되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연결하려는

노력을점점하지않게되고있다. 컴퓨터, 스마트폰, 동영
상 등과 같은도구의스크린은사람들의 시각을끊임없이

자극하여 피로감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최첨단 사운드 시스템의 실감나고 풍부한 소리(Sound) 안
에서 동작을 따라하는 요가는 단순한 신체수련을 위한 요

가가아닌나자신의내면을탐색하는 ‘빛나는(Radiant)’ 길
을 보여주는 것이다[10]. 

그림 1. 입체음향 요가수련 포스터(2019년 12월)
Fig. 1. A poster of 3D yoga training(December 2019)

소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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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 그런데어떤방식으로영향을 미치는지에대
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음파(Sound Wave)는
공기중에서보다물속에서네배빠르게움직인다. 인간의
몸은 70프로 이상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소리 진동

(Sound Vibration)을완벽하게 수신한다. 인간의몸은소리
치료(Sound Therapy)에 효과를나타낼 수 있다. 소리는 마
음을안정시킬수 있으며감정의흐름을 통해 자기를관찰

하는 여지를 제공한다[11]. 

1. 실감오디오(Immersive Audio) 

ISO/MPEG 표준화 그룹은 실감오디오 혹은 3D 오디오
의 개념을 MPEG-H, part3 3D Audio 라는 표준으로 2013
년에최초로 발표하였고, 2019년에 ISO/IEC 23008-3:2019 
개정안을 내놓았다[12-13]. 실감오디오는 청취자를 둘러 싼
많은 수의 스피커를 사용하여 청취자가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청감적 느낌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청취자는 두 개의 귀로 음원의

상하좌우의 위치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운드 로컬
라이제이션(Sound Localization)이라 한다. 청취자는 양쪽
귀에도달하는시간차이(ITD; Inter-aural Time Difference)
와 양쪽 귀에 도달하는 레벨 차이(ILD; Inter-aural Level 
Difference) 이 두 항목을 핵심으로 음원의 위치를 인지하
게 된다. 사람의 뇌는 ITD와 ILD 두 가지 정보를 통하여
음원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1907년 Lord Rayleigh가
“duplex theory” 로발표하였다[14].1) ITD는 먼저도착한쪽
에 음원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양쪽귀에 동시에
도달하면 청취자는 음원이 눈앞인 정 중앙에 있다고 판단

한다. ILD는 양쪽 귀 중에 큰 음의 크기(Sound Level)가
들어오는곳에음원이있다는정보를청취자에게제공한다. 
청취자로 하여금 정확한 음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예는대표적인방송용시스템과공연장용시스템으로설명

할 수 있다. 방송용으로 제시되는 실감오디오시스템은일
본 NHK사의 22.2 시스템과 Dolby Atmos로알려진 7.1.4H 
이다. 

22.2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22개의 스피커와(Low 

Layer 3개, Middle Layer 10개, upper Layer 9개) 2개 LFE 
(Low Frequency Effect) 스피커로구성되어 청취자를중심
으로 배치한시스템이다. 그리고 7.1.4H 시스템은 [그림 3]
과같이총 12개의스피커는귀높이(ear level)에 7개의스
피커 및 천장 높이(hight level)에 4개의 스피커와 저음을
담당하는 LFE(Low Frequency Effect) 1개로 이루어져 있
다[15].

그림 2. 22.2 시스템 개념도
Fig. 2. The concept of 22.2 system

그림 3. 7.1.4H 시스템 개념도
Fig. 3. The concept of 7.1.4H system

공연장과같은오픈된공간에서는 [그림 4]와같이귀높
이와천장높이에공간의 크기에따른적정수량의스피커

를 청취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균등하게 배치한다[16].  

1) 1907년에 발표한 Lord Rayleigh의 “duplex theory”는 소리의 위치를 판단하는 근원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도 언급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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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픈공간에서의 스피커 배치 예시
Fig. 4. The example of open space's speaker layout

위와 같은스피커 배치를 통하여, 청취자는 여러방향에
서발생하는 음원을듣게됨으로서 마치 실제 현장에있는

듯한청감적느낌을제공할수있다.  여러방향에서음원을
재생하는 실감음향을 구현하는 방법은 Channel-Based2), 
Object-Based3), Ambosonic-Based4), Binaural rendering5) 
와 Metadata를 혼용하여사용하도록 MPEG-H에서제시하
고 있다[12].

2. 통섭의 요가를 위한 실감오디오 구성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입체음향 요가는 음원 편집과 재

생은 미국의 COCKOS Incorporated사의 Reaper를 DAW 
(Digital Audio Workstation)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명상과
요가 동작 중에 필요한 소리는 음의 크기와 주파수 조정

(Equalizing) 및음밸런스를트랙별로조정및편집하여사
용하였다. 실감음향에서 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우선 기준
은투 트랙인스테레오 시스템으로 들었을때 사용하는다

양한모든음원이골고루잘청취되어야한다. 그리고실제
공간에서재생했을때도음원청취가잘이루어져있는가를

확인하고 조정하고 정리해야 한다[17].  
멀티트랙으로잘정리된음원들은라우팅(Routing)을통
하여 3D 렌더링(Rendering) 프로그램인프랑스 FLUX사의
SPAT REVOLUTION으로 입력되는 것을 [그림5]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Flux사의 SPAT Revolution 화면
Fig. 5. The Screen of Flux's SPAT Revolution

SPAT REVOLUTION은요가의 명상 및 동작에 맞추어
음원의 위치를 각각 지정할 수 있고,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원을 움직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미리입력된스피커의좌표 값과음원의좌표값을상대

적으로 계산하여 음원의 위치와 움직임을 재생한다. 이러
한 방법을렌더링이라고한다[18]. 또한 요가가진행되는 공
간에서음악을 재생하고 귀로 들으면서, 정확한 음원의 색
깔과 크기를 DAW에서 조정하는 튜닝(Tuning) 작업을 수
차례 반복하여 완성한다.
실감오디오의 작업 진행 방법은 필요한 음원을 DAW에
서 편집 및재생하고, 3D 렌더링을통한음원의위치와 움
직임을 프로그래밍하고,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실제 공
간에서 다시 한 번 튜닝 하여 청취자로 하여금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체음향 요가를 위한 스피커 시스템구성은 총 23개의
스피커로 이루어진 8.8.4H+3LEF의 구성이다[8]. 

12명의 요가 수련자를 위하여 반지름 약 3 미터의 원둘
레에 45° 간격으로 8개의 타워를 설치하였다. 각 타원의
Lower level은 8개, Middle level 8개및 Upper level에 4개

2) Channel-Based는 각각의 스피커에 재생되는 음의 크기시간 지연(time delay) 통하여 원하는 위치의 스피커로 재생하는 개념이다.
3) Object-Based는 재생되는 음원 위치를 Metadata 중의 하나인 극좌표와 거리로 표현하여 음원의 움직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다.
4) Ambosonic-Based는 음원 녹음 시 공간 정보와 함께 녹음하여 재상하는 시스템이다.
5) Binaural rendering은 음원의 위치를 머리전달함수(HRTF)를 통하여 구현하며,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재생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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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입체음향 요가 수련장(2019년 12월)
Fig. 6. A Yoga Training Center(December 2019)

의스피커를설치하였다. 설치된스피커는 LEEM 사의 8인
치 모델인 CM8 으로서 74Hz~20KHz의 주파수 대역을재
생하며최대음압 125dBSPL이다. 또한 LFE로 사용한동일
한 LEEM사의 SW18 모델은40Hz~120Hz의 주파수 대역
재생과 최대 136dBSPL의 음압을 제공한다.
총 23개의 파워 앰프와 일대일로 연결한 스피커들은

SPAT REVOLUTION 으로 프로그래밍한 음원의 위치와
움직임을보다더정확히표현할수있도록설치하였다. 타
워로구성된실린더형태의음장(Sound Field) 내부는충분
한 음압과 음원의 위치 및 움직임을 잘 표현하여 12명의
요가 수련자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Ⅲ. 입체음향 요가(Immersive Yoga)

Rory’s Prana Lab은입체음향요가를수련자각자가스스
로자신의움직임, 호흡, 내면의관찰을하여 삶이라는여정
에대해생각해보고자신만의의미를되짚어새길수있도록

주제를준비하였다. 삶의과정을여섯단계로나누어각단
계에 계절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운드를 구성하였다[10]. 
수련에는 다양한 소리가 사용되었다. 타악기 소리는

Rory’s PranaLab에서 연주 및 녹음을 하였고, ALgruppe에
서 입체음향 재생에 적합하도록 주파수 및 음량 변화 등의

편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소리로 실제 자연환경을 구현하
기위하여 ALgruppe에서전국을 다니며 바닷가, 숲속의소

리등을녹음하였다. 우주소리는 NASA의 ‘데이터소니피케
이션(Data Sonification)으로 제작된 소리를 사용하였다. 데
이터소니피케이션이란우주전자기파일종인플라즈마의진

동을 소리인 가청주파수 대역으로 표현한 것이다[8][19-20].
입체음향 요가 수련에 필요한 이러한 소리들은 Wave 

(24bit, 48KHz, Mono) 파일로 제작되었고, 앞서 언급한
SPAT REVOLUTION을 통하여 공간에서 재생된다. AL- 
gruppe 공은주이사는요가동작및명상중에필요한각각
의소리를시간에따라정확한위치에서재생되도록 Object- 
Based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Object-Based 기반
의프로그래밍주로모노Wave 파일에소리크기, 3차원위
치, 거리 등의 메타데이터를 결합하여 렌더링 후재생하는
방법이다. ALgruppe는 소리를 통한 다양한 자극(소리 위
치)은요가수행에좀더몰입할수있는소리환경을제공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소리들이 앞서설명한
입체음향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서 수련자들의 내면에 전

달되는 것이다. 

그림 7. 타악기 소리 녹음 현장
Fig. 7. The Recording Site of Percussion Sound

입체음향 요가 수련의 각 단계의 주제마다 자신의 내면

을 더 잘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운드를 바탕으로 하는

요가 자세는 나와 우주의 연결을 경험하도록 할 것이다. 

1. 6단계의 요가를 통한 삶과 죽음

수련의각단계의구성을 [표 1]로간단히정리할수있다. 



648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6권 제5호, 2021년 9월 (JBE Vol.26, No.5, September 2021)

stages titles contents

1   womb to birth  first breathe

2  babies  to
 adolescents  spring of life

3  adults flowers of summer

4 old age  autumn of life

5  death, after that the world of bardo 

6  birth  a new flower, life

표 1. 소리와 요가로 경험하는 우주 속 나의 삶
Table 1. A Journey Through Life On Earth 

요가수련이이루어지는중심에는만달라가깔려있는데

이것은 각자의 삶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느끼기 위한 무대

와도같은역할을한다[21]. 이무대위에서수련자들은소리
와 함께 호흡하며 탄생과 죽음, 그리고 새로운 탄생이라는
우주의 순환적 경험을 하게 된다. 
입체음향요가의첫번째단계의주제는 ‘자궁에서 탄생
까지’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감각기관은
형성되어 있다. 우리는 자궁의양수속에서 모체의 혈액이
흐르는소리, 소화기관의소리, 심장 소리를 듣는다. 그 후
차가운 세상에서 느끼게 되는 날카로운 감각을 느끼는 첫

순간은 편치 않다. 첫 숨을 쉬던 힘겨운 순간을 기억한다. 
두번째단계의주제는 인생의봄에해당되는 ‘아기에서
청소년까지’를 나타낸다. 아기가 청소년까지 성장과 변화
하는과정을경쾌한음악과움직임으로경험할수있다. 자
연스런움직임은유년시절의즐거운놀이의기억을살려낼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름의 꽃을

피우는 ‘어른’의 모습이다. 이 단계에서는 서서히 자신의
내적인 감각에집중할수있는사운드와 함께 서서하는요

가동작으로 더욱 안정된 자세를 통한 호흡과 마음가짐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의 네 번째 단계는 ‘노년’을 나타낸다. 인생의 가을
을느낄수있는사운드속에서순수의식과하나되는희열

을 노래하는 만트라를 들으며 누워서 하는 회복요가 자세

를취한다. 이것은좀더내면의의식에다가갈수있게만
들어 준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단계는 ‘죽음과 그 후’를 이야기 한
다. 가장마지막에사라지는감각인청각으로움직임과감

각이하나하나사라지는인생의겨울, 그리고죽음과그이
후를 체험한다. 이 단계에서는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 바람
소리, 눈 밟는 소리, 까마귀와 죽비소리, NASA가 제공한
우주의소리[20], 싱잉볼소리를통해서 사후 세계인바르도
를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단계는다시 ‘탄생’이되는순환적세계관을보여
준다. 탄생과죽음, 그리고바르도를거쳐다시세상에돌아
온다. 또다른새로운힘찬호흡을함으로서삶이라는꽃을
새롭게피워내는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 좌선자세를 통해
서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우주 속의 나를 느낄

수 있다[7][19]. 

그림 8. 입체음향 요가수련 첫 번째 단계의 예(2020년 7월)
Fig. 8. An Example of Immersive Yoga Training 1st stage (July 2020)

요가는 전통적으로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입체
음향요가플랫폼은수련자들에게스스로가각자만의움직

임과 호흡을 내면으로 관찰하여 삶과 죽음의 순환이라는

거시적주제를 체험하고해석할 수있는기회를 제공한것

이다. 현대인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가꾸
어나간다. 하지만요가는우리스스로가내면을있는그래
도 바라보고포용할 수있으며 우리 각자에게삶을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도구이다[8][19]. 

2. 입체음향 요가의 목표와 실감음향의 미래

Rory’s PranaLab과 ALgruppe에서는 입체음향요가 수련
의 목표를 네 가지로 정리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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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완전한 휴식(Complete Relaxation)”의 체
험이다. 현대인들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단 한순간도자
유로울수 없다. 그러한 현대인들에게 완전한침묵(Perfect 
Silence)을 통한 완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몰입감의 경험(Absorbing Experience)”이
다. 수 천년에 걸친 깊이 있는 수행방법인 요가가 21세기
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만난 우리나라 최초의 입체음향 요

가는 이제까지와는 아주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몰입감을 선

사하고자 한다. 
세번째로는 “더욱깊은명상(Deeper Meditation)”의시
도이다. 우주, 숲 속, 바다, 그리고 상상을 넘어서는 모든
공간의 사운드를 현장 그대로 재현하여 수련자를 외부 소

음으로부터 단절시켜 그들을 더욱 깊은 명상의 세계로 인

도한다. 
네 번째로는 “입체음향(Immersive Sound)”의 새로운 세
계에대한경험이다. 3층높이로세워진 8개의특수프레임
이 수련자들을 감싼다. 23개의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사운
드는 X, Y, Z로 지역화 되어 수련자들은 앞쪽에서 일방적
으로 쏟아지는 형태가 아닌 위치에 따른 소리의 움직임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목표를 가진 입체음향 요가는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2019년 12월에 3회, 2020년 7월에 3회 총
6차례진행이되었다. 이것은 Rory’s PranaLab의요가수련
법과 ALgruppe의기술력이만난고무적이 성과라고할수

그림 9. 뉴욕시 WOOM 센타의 입체음향 요가 수련장(2016년 12월)
Fig. 9. An Immersive Yoga Training Center at WOOM Center in New 
York City(December 2016)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실감음향오디오의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요가는 마음과 외부 세계와의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한

다. 무한한의식은우리각각의내면의가장깊은곳에있는
본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9]. 실감음향의 체험을 통한 요
가는 인간에게 무한한 내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어 자신

의 내면의의식을바라보게하는요가의시너지를매우높

여 줄 수 있는 것이다[8][11].
ALgruppe의 박상규 대표에 따르면, 실감음향 오디오를
현장에투입하기위해서는다량의물량투입과오랜프로덕

션작업이필요하다. 그런데물량뿐만아니라 3D 오디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감음향 오디오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역시 요구된다. 더욱이 실감음향 분야는 아직은 표준
이 정해지지않은분야이기때문에현장의 혼란이많이발

생할 수있다는점 역시강조한다. 사용할 포맷의형태, 유
지보수문제등창조적작업을 제외한외적작업을고려해

야할것이많다는이야기이다. 따라서관련분야전문가들
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감음향 오디오의 저변을 확대하고

업계 및 대중들에게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과제가 남아있

다는 것이다[8]. 
실감음향의 세계는 우리삶에 변화를 줄것이다. 전문가
들은 실감음향 기술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려면 일상

생활환경 속에서 실감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0여 년 전 3D TV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영화관에서만가능했던 3D 입체영상을 각가정에

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채널 실감음향
기술을폭넓게연구하여각가정및학교그리고공연등에

서실감음향을경험할수있는많은기회가제공될수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같은 소채널 실감음향 기술개발은
실감음향이라는소리의세계를하나의트렌드로만드는선

도적작업이될수있다는것이다.  기존의실감음향오디오
기술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및 음원분리와 인공잔향 모델을

사용한공간정보연구를통하면, 더욱더사용자맞춤형실
감음향 콘텐츠 개발을 활발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3]. 
더욱이 2020년부터 2021년현재까지지속되는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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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해직접현장공연등의체험을할수없는환경이되어

유튜브, SNS와같은온라인플랫폼채널을통해공연을생
중계로 내보내거나 사전 제작 후송출하는수요가점점많

아지고있다. 이러한사실은다양한현장에직접가지못하
는관객들에게실제현장과같은소리를 체험하게해줄실

감음향 오디오와 같은 도구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24]. 

Ⅳ. 결 론

다른여러가지종교와여성의가르침에서와마찬가지로

인간의 욕망은 요가의 가장 큰이슈이다.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인간이 성질과 심성의 발전에 동기부여가

되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원동력

의역할을하기도 한다. 그러나적절하지않은욕망은인간
을고통의늪에들어가게만든다. 더욱이욕망을행복의목
표로 삼게 되면 인간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 것과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지표가 완성되는 순간
인간은 또 다른 욕망을갈구하기때문이다. 욕망은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수반한다. 하지만 인간은고통을피해 쾌락
을 탐닉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졌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따라서 욕망과 함께인간의번
뇌가 자라는 것이다[25].
그런데 인간은 생존의 바탕이 되는 물질적 욕망이 충족

이되고생활기반의안정이 보장되기만 하면 사회적가치

추구인정신적가치를갈망하게된다. 그로인해인간은자
기실현의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자기실현에 머물지 않고 자기초월이라는 영적체험을 원한

다. 이러한 영적체험은 한정적이며 이기적인 자신의 자아
인 에고(ego)를 버리는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초월은 요가에서의 자기실현이며 이것은 요가

의시작이자끝이라고말할수있다. 그리고자기실현은의
식의진보혹은진화가함께가야하는 것이다[9]. 이러한의
식의 진보라는 길은 요가의 명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명상은모든내면작업의근간이된다. 명상은우리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것들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우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우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불러일

으키며, 중심을 견고히 만들 힘을 발생시킨다. 다른 어떤
것도불가능한자의식의문을요가수련이열수있는것이

다[21]. 다시말해서인간은무지에서벗어나기위한요가수
련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가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내면을 깊게 경험하기 위한

수행으로 시작되었다[22]. 즉 요가는 자기탐구와 깨달음을
위한수행법이자우리자의식의가능성을열어주는수단인

것이다[7]. 본연구에서다룬실감음향으로체험하는입체음
향 요가는 단순한 입체음향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자들에게 자의식을 갖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
로 다가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22].
현대의 요가 수행은 전통적인 요가를 다양한 여러 가지

양상으로변화시켜불교, 동아시아전통수행법, 무술, 서양
의 스포츠, 서양의 육체 문화 등등과 결합되고 있는데[26],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통섭의 요
가로서의입체음향요가는다양한수행법으로진행되는요

가에또 다른 하나의수행법이 가능성을알리는 역할을수

행하였다.  이를계기로새로운통섭의요가및수련에관한
새로운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필요가있다[6].

참 고 문 헌 (References) 
[1] G. S. Kim, B. R. Kwon, and Y. K. Choi, “Industry 4.0 and 

Hyper-connected Society, Future Industry to change,” ISSUE 
MONITOR, No.68, Samjong KPMG economic researcher, January 
2017. 

[2] J. Y. Kim, W. G. Heo, “A Study on Issues and Tasks of Humanity and 
Social Science in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11, pp.137-147, November 2018. 

[3] H. J. Shin, M. J. Kim, “A Study on Humanities in Application of Robot 
Technology based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13, No.4, pp.113-134, 
February 2017.

[4] M. J. Kim, H. J. Shin, “A Practice of Humanities Convergence 
Education in the perio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ulture and 
Convergence, Vol.42, No.8, pp.595-618, August 2020. 

[5] S. S. Nam,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Korean Liberal Arts 
Colleg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1, 
pp.13-37, February 2017. 

[6] M. J. Kwak, “The Future of Yoga in the Healing of the times,” Journal 
of Yoga Studies, No.10, pp.9-37, October 2013.

[7] Rory’s PranaLab, “It’s an art. I want to take life in it. 3D Sound Yoga,” 
Crew Encyclopedia of Rori Sister, https://blog.naver.com/rory_suk/22
1721377345 (accessed Aug. 13, 2021).



현진오: 실감음향 체험을 통한 통섭의 요가 651
(Jinoh Hyon: Yoga of Consilience through Immersive Sound Experience)

[8] M. J. Lee, “My Life in Space experiencing Sound and Yoga: Radiant 
Vibes, 3D Sound Yoga,” AvMIX, pp.80-84, January 2020. 

[9] H. S. Park, “An Approach to the consciousness Progress through the 
Yoga Philosophy,” STUDIES IN HUMANITIES, No.23, pp.371-402, 
December 2009. 

[10] H. G. Choi, “[Interview] CEO of ALgruppe, Sang-Kyou Park, Wanting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Base of 3D Sound Yoga,” Daily Grid, 
June 17th 2020,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

         o=368703 (accessed Aug. 19, 2021).
[11] The Magic Of Multi-Sensory Yoga At WOOM Center In NYC, 

https://thechalkboardmag.com/woom-center-nyc-multi-sensory-yoga 
(accessed Aug. 22, 2021).

[12] MPEG-The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https://mpeg.chiariglione.
org/standards/mpeg-h (accesses Aug. 25, 2021).

[13] ISO/IEC 23008-3:2019 Information technology — High efficiency 
coding and media delivery in heterogeneous environments — Part 3: 
3D audio, https://www.iso.org/standard/74430.html (accessed Sept. 
14, 2021).

[14] E. M. Wenzel, D. R. Begault, and M. Godfroy-Cooper, “Perception of 
Spatial Sound,”  Immersive Sound-The Art and Science of Binaural and 
Multi-Channel Audio, Ed. A. Roginska, P. Geluso, New York: 
Routledge, ch.1, pp.5-39, 2018. 

[15] R. Bleidt, A. Borsum, H. Fuchs, S. M. Weiss, “Object-Based Audio: 
Opportunities for Improved Listening Experience and Increased 
Listener Involvement,” Written for SMPTE Journal, 
https://www.iis.fraunhofer.de/en/ff/amm/broadcast-streaming/mpegh.
html (accessed Aug. 16, 2021).

[16] FLUX, SPAT Revolution, https://www.flux.audio/project/spat-revolut
ion/ (accessed Aug. 16, 2021).

[17] Reaper, Digital Work Audio Station, https://www.reaper.fm (accessed 
Aug. 23, 2021).

[18] FLUX, SPAT Revolution, https://doc.flux.audio/#/en_US/spat_revolu
tion_doc/A_User_Guide (accessed Aug. 23, 2021).

[19] Rory’s PranaLab, “There is Music in the Universe-A Guide of 3D 
Yoga and an Book Event,” Crew Encyclopedia of Rori Sister, 
https://blog.naver.com/rory_suk/221727364223 (accessed Aug. 13, 
2021).

[20] “Data Sonification: A New Cosmic Triad of Sound,” NASA,  https://w
ww.nasa.gov/mission_pages/chandra/news/data-sonification-a-new-c
osmic-triad-of-sound.html (accessed Sept. 14, 2021).

[21] Immersive yoga_Radiant Vibes, the First 3D yoga in Korea. 
RADIANT VIBES, Immersive Yoga_PART 3, https://www.youtube.

         com/watch?v=qcx64o0nh8Y (accessed Aug. 25, 2021).
[22] Rory’s PranaLab, “Immersive Yoga is coming back,” Crew 

Encyclopedia of Rori Sister, https://blog.naver.com/rory_suk/2219974
         28794 (accessed Aug. 13, 2021).
[23] J. H. Kim, G. S. Kwon, T. G. Kang, and N. S. Kim, “Current State of 

the Art and Prospect of User Centric-Realistic Audio Technologies,”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Vol.19, No.1, 
pp.10-21, January 2014. 

[24] B. G. Park, M. H. Chang, “The Research on Necessity of Ear Training 
for Localization of Immersive Sound: Concentrate on Musician,”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Vol.21, No.1, pp.97-105, March 
2021.

[25] S. Y. Park, “Dualism of Yoga Philosophy & the Stage of Awareness,” 
STUDIES IN HUMANITIES, No.44, pp.457-475, March 2015.  

[26] H. Y. Park, “Contemporary Yoga Culture, Its Dessin and Montage,” 
Journal of Yoga Studies, No.9, pp.45-89, April 2013.

저 자 소 개

현 진 오

- 1999년 ~ 2003년 : The Australian Institute of Music, Bachelor of Music
- 2003년 ~ 2004년 : The University of Sydney, Master of Design Science(Audio Design)
- 2015년 ~ 2021년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2016년 ~ 2020년 : 사운드 솔루션 기술부 이사
- 2020년 ~ 현재 : 제이어쿠틱스팀 대표
- ORCID : http://orcid.org/0000-0001-8853-4602
- 주관심분야 : sound DSP, immersive sound, acoustic simulation, SR operating, audio mix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