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미스, 헤드폰용 차세대 3D 사운드 시스템 선보여
기존 헤드폰으로 보다 실감나는 생생한 음향 체험 가능
2011 년 5 월 25 일 프랑스 파리 – 최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2011 무역박람회 전시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디지털 음향 향상 부문의 세계 선두주자
알카미스(Arkamys)가 오늘 새로운 헤드폰용 3D 사운드기술 출시를 발표했다.
이 새로운 버전은 사용자에 맞춘, 원음을 보존하는 헤드폰 렌더링의 까다로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0 년부터 6 개월 이상의 노력을 투자해 2011 년에 완성되었다.
음색, 밸런스, 선명도, 다이내믹스에 주력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몰입감, 공간, 포지셔닝 및
폭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지각지향적 케어를 실시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귀에
따라 음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의 헤드셋을 입체적인 3D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선은 이동성(Mobility)에
있어서 가치있고 지속적인 솔루션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 알카미스
기술담당최고책임자 이반 부르메스테르(Ivan Bourmeyster)의 말이다. “우리 R&D 팀은
최종소비자들이 누리게 될 보다 깊고 실감나는 음향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 지각 차이를
만드는 오디오 요소들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했으며, 동시에
전력소비도 염두에 두었다.”
기술의 타당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 새로운 3D 사운드 기술은 우선 연구소, 대학교,
음향실험실 음향 전문가 22 명이 테스트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이 솔루션을 통한 정확성
및 개선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오디오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여한 방문객 220 명이
이 새로운 기술 효과의 경쟁력을 인정하였고 이들 중 60%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알카미스의
3D 사운드 효과를 선호했다.
이러한 성공적 결과는 이 신기술의 뛰어난 부가가치를 입증하며 무역박람회 중 제작된
동영상을 보면 사용자들의 반응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바일 기기는 기존의 스테레오 시스템에서 현재의 3D 사운드를 비롯한 개선된 오디오
시스템으로 진일보했다. 다음 단계는 사용자 귀에 맞춘 헤드폰이 될 것이다.
‘알카미스 3D 사운드’는 알카미스 웹사이트의 온라인 테스트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알카미스에 대하여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부문의 선두주자 알카미스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 및 휴대폰,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카오디오, 홈시어터 등 가전산업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음향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알카미스와 오디오 부문에서 협력하는 전자제품업체들은 알카미스가 전문오디오업계에서
10 년 이상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된다.
알카미스의 연구활동은 디지털 오디오 분야의 최근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고객에게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는 강력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알카미스의 결의를 증명한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알카미스 홈페이지(www.arkamys.com)를 방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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