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특허 기술정보서
① 기술명

⑤ 특허 정보 기술의 대표이미지 (개념/적용제품/도면/시작품 등)

플렉서블 렌더링을 이용한 가상 현실 기반 음향 시뮬레이션시스템
② 기술의 적용 및 관련 제품 분야
Ÿ 개인 가상 현실 체험 기기 및 전문 대형 가상 현실 체험장의 음향 구현 장
치에 적용 가능
Ÿ

콘서트홀, 극장 등의 예매 시스템과 같은, 청각적 체험이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인 사업 영역에 적용 가능
③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Ÿ

현재의 건축 음향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고객 입장에서 더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Ÿ

VR 헤드셋을 활용한 몰입형 가상 현실 플랫폼에서의 음향 시뮬레이션 구현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음향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에게
공간과 실내 음장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④ 기술의 특·장점과 효과

Ÿ

연구자명

류재호 교수 (건축학부)

보유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원번호

10-2019-0066394

기타정보

-

실시간 음향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관적으로 공간과 실내 음장 효과의 관계
를 이해 할 수 있음

Ÿ

개인차가 없고 수직 방향 음상정위도 자유로운 실감 음향 기술 구현

Ÿ

바이노럴 렌더링 대비 드라이버 구경이 큰 일반 스피커를 사용하므로 공기
압이 충분히 느껴짐

Ÿ

⑥ 특허 정보

VBAP라는 기존의 존재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정이십면체 형태의 출력 시
스템은 정다면체 중에서 인체의 가동범위와 유사한 구에 가장 가까운 형태
로서 본 방법에 최적화된 독창적인 해결 방안임.

⑦ 연구자 주요 경력
Ÿ 동경공업대학교 종합이공학연구과, 공학박사 (2005)
Ÿ

동경공업대학교 대학원 특임연구원, 2005.10 – 2008.2

Ÿ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초빙교수, 2008.3 – 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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