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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averaged Korean head shapes that are the results of digital Korean project by KISTI and Catholic university, 

experimental apparatus of head dummies of Korean male and female are developed in order to measure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s (HRTF) by using a reverse engineering and rapid prototyping techniques. For the Korean dummies, HRTFs are measured 
using the substitution method over 12 kHz frequency bands. At every azimuth angle 15° HRTFs are measured for elevation angles -
30°, 0°, and 30°. The measured HRTFs are compared with those of KEMAR (Knowles Electronic Manikin for Acoustic 
Research) dummy head, which shows a little different frequency characteristic beyond 2 kHz frequency band. 

 

1. 서 론 

사람의 뇌가 소리의 인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특성은 전해진 소리의 음색(spectral cue), 양쪽 귀
에 전달된 소리 전달 시간 차이(interaural time 
difference, ITD), 음의 크기 차이(interaural level 
difference, ILD), 위상차이(interaural phase difference) 
등으로 알려져 있다[1]. 소음원의 음색을 제외하고 

소리의 인지에 사용되는 특성은 소음원과 청각기관 사

이의 전달함수인 소리전달함수 （ Sound Transfer 

Function, STF)를 양쪽 귀에 대하여 계산하면 알 

수 있다．소리전달함수는 머리부분의 영향을 나타내는 

머리관련 전달함수(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와 청각기관에 의한 전달함수의 합으로 표시

될 수 있다. 머리관련 전달함수는 소음원으로부터 귀까지

의 소리의 전달함수로 정의되고 음원과 고막 사이의 기하학

적 형상 및 표면의 반사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머리전달함수는 음원으로부터 이도 입구까지 소리

가 전달되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지하는 소리의 자연스러운 재현을 위해서는 반드

시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다. 그러므로 머리전달함수

는 가상현실, 게임소프트웨어, 음향기기 및 디지털 

방송장비 등의 멀티미디어 산업에서 삼차원의 입체

음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로 사용되고 

있다 [2, 6]. 대표적인 사용되는 HRTF 정보는 MIT

의 미디어 랩에서 측정한 KEMAR(Knowles 

Electronics Mannequin for Acoustic Research) 더

미헤드에 대한 데이터[3]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음향장비가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음향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HRTF

는 두형의 기하학적 형상에 좌우되기 때문에 서구인

을 기준으로 한 KEMAR 의 HRTF 는 한국인의 소리

인지 특성과는 다를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한국인

의 특성에 맞는 삼차원 입체음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HRTF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형 더미를 이용

한 HRTF 의 측정이 이루어져 기존의 KEMAR 더미

의 HRTF 와 입체음향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증명

하였고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특성

을 고려한 두형에 대한 HRTF 를 측정하려는 연구가 

행하여졌으나 [5] 한국인 표준 두형을 결정하는 방

법에 대한 체계성이 다소 미흡했다. 

정확한 한국인의 표준 체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

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는 최

근 가톨릭의과대학 응용해부학연구소와 함께 Digital 

Korean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한국인의 평균 두형을 

제작한 바 있다. 이 한국인 평균 두형은 시신의 정

밀한 측정을 통하여 얼굴의 겉모습만 평균한 것이 

아니라 피부 안쪽의 골격과 피부두께, 무게중심 및 

관성주축까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평균화 기법을 도

입하여 제작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완벽한 한국인의 

두형을 표현한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한국인 평균 두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HRTF 를 측정

할 수 있는 실험더미를 제작하고 HRTF 를 측정하여 

기존의 KEMAR 더미헤드로 측정한 HRTF 와의 차

이를 비교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인 평균 두형 더미제작 

†  교신저자; 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E-mail : dooho@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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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2.1 한국인 평균 머리모양 
2005 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남녀 한국

인 각각 50 구의 시신을 정밀 CT 촬영하여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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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체데이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7].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한국인 골격에 대한 

정량적이 데이터가 구축되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한국인 남녀의 평균 두형을 제작하였다. 한국인 

평균 두형의 제작에는 골격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피부의 두께 및 뼈와 피부의 무게중심 및 관성주축

까지를 고려하는 평균화 기법이 사용되었다. Fig. 1

은 제작된 한국인 남녀의 평균 두형의 모습이다. 

 

2.2 한국인 평균 두형 실험 더미의 제작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개발한 한국인의 인체

특성 데이터 （ Digital Korean Data)를 바탕으로 

제작된 한국인의 남녀 머리부분 형상을 이용하

여 머리관련 전달함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  먼저 석고상의 형태로 존

재하는 한국인 평균 두형 머리모양을 접촉식 

삼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각 부위의 삼차원 좌

표를 얻은 후 Unigraphics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삼차원 곡면데이터 파일로 변화하였다. 얻어

진 곡면을 재 정리한 후 두형 관련 전달함수를 

측정하기 위한 두형 더미를 곡면 데이터를 이용하

여 설계하였다． Fig. 2 에 측정된 삼차원 좌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설계된 남녀 각각의 두형 더미를 

나타내었다 ．  머리 전달함수 측정 실험시 귀 

부분은 별도로 제작된 실험용 귀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험용 귀를 탈착하기 위한 부분을 고

려하였으며 마이크로 폰 등을 장착하기 위하여 

두형을 ２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CAD 파일로 

변환된 한국인 평균 두형은 쾌속조형장비를 

이용하여 두형을 성형하고 경화시켜 도색 하였

고 마이크로폰 및 실험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장착부와 KEMAR 실험장치의 몸통부에 연결

할 부위 등을 제작하여 두형 실험 더미를 

완성하였다． Fig. 3 에 완성된 한국인 남녀 평

균 두형을 갖는 머리관련 전달함수 측정용 더미 

 

 
(a) Male dummy        (b) Female dummy 

Fig. 3 Developed Korean dummy heads 

 
(a) Male head 

 
(b) Female head 

Fig. 2 CAD geometry of the Korean dummy heads

 
 

Fig.1 Averaged Korean head shapes by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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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를 보였다.  

 

3. HRTF 의 측정 및 결과 

3.1 HRTF 의 측정 
머리관련 전달함수(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는 임의의 음원에서 이도 입구까지

의 음향전달특성을 나타내는 전달함수이다. 머리관

련 전달함수의 측정은 여러 측정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치환법(substitution method)를 사용하여 

HRTF 를 측정하였다[8]. 치환법은 두형이 놓일 위

치에 자유음장이 일정한 크기가 되도록 스피커의 입

력단을 제어하여 입력신호를 얻고 동일한 신호의 스

피커 가진을 행했을 때 이도 입구 등의 위치에서 음

압을 측정함으로써 머리 모양이 음장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 크기가 

3200(W)X3200(D)X2500(H)인 완전무향실에서 자유 

음장을 구현하였으며 싱글 드라이버를 갖는 Bose 

Model 32SE 스피커를 이용하여 가진 하였다. Fig. 4

에 머리관련 전달함수 측정을 위한 시험 셋업을 보

였다. 스피커와 토르소를 포함하는 두형 더미와의 

거리는 1.5 m 였으며 측정밴드는 100Hz 에서 12 

kHz 까지 로그 스케일로 0.3%씩 주파수를 증가시키

면서 총 958 주파수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입력단의 

제어와 측정은 CADA-X step-sine 모니터 소프트웨

어와 Scadas III 프론트엔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5 에는 두형 더미가 없는 자유음장 상태에서 머

리 중앙부 위치에 0.1 Pa( 74 dB( ref = 20XE-6 

Pa))의 응답을 주는 스피커의 입력단 전압과 그 때

의 음향 응답 그래프를 보였다. 그림을 보면 초기의 

스피커 가진 전압은 약 130 Hz 영역까지 5 V 로 일 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SCADAS-III frond-end 의 D/A 단자 출력이 최대 5 

V 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주파수 영역에

서 두형의 중앙부분에 일정한 자유음장의 음압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가진 스피커의 낮은 방사효율 때문

에 더 높은 스피커의 출력이 요구되나 H/W 의 한계

로 인하여 충분한 가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Fig. 5(b)를 보면 해당 영역의 음압이 목표값(74 dB)

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HRTF 의 측정결과 
머리관련 전달함수의 측정은 KEMAR 더미와 한

국인 평균형 남자 두형, 한국인 평균형 여자 두형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였으며 고도를 고정한 후 0°에서

부터 15°씩 방위각을 증가시키면서 측정하였다. 

HRTF 는 -30°, 0°, +30°의 고도를 갖는 경우에 대

하여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Fig. 4 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평균 두형 더미의 HRTF 의 측정을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HRTF measurements

(a) Excitation voltage of the speaker 

(b) SPL at the position of head center 

Fig. 5 Excitation signal and controlled sound pressur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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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ear 

(b) Right ear 

Fig. 6 Comparison of HRTFs between KEMAR and the 
Korean Male(azimuth 0°)  

 

(a) Left ear 

(b) Right ear 

Fig. 7 Comparison of HRTFs between KEMAR and the 
Korean Male(azimuth 90°)  

 

위해서 몸통의 변화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KEMAR 

더미의 몸통더미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7 에는  KEMAR 더미와 한국인 평균 남자 두형 

더미의 측정된 HRTF 를 비교하였다. Fig. 8-9 에

는  한국인 평균 남자 두형 더미와 여자 두형 더미

의 측정된 HRTF 를 비교하였다. 비교는 자유음장일 

때의 음압을 기준값으로 하는 데시벨 스케일로 나타

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KEMAR 와 한국인 표준형 

두형의 경우 방위각이 0°인 경우를 보면 KEMAR 에

서 나타나는 7-8 kHz 대역의 응답에 증폭이 일어나

지 않는 골 형상의 응답이 높아져서 두 개의 피크가 

합쳐지는 듯 한 응답을 보이고 있고 3-4Hz 대역의 

소리응답이 한국형 머리 응답의 경우 기존 KEMAR 

더미 응답보다 최대 약 5dB 이상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500-1000 Hz 의 중주파수 영역에서

도 2-3dB 낮은 특성값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KEMAR 두형 더미와 한국인 

평균 두형 더미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방위각에 따라서 그 특

성이 달라진다. 이는 Fig. 7 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방위각에 따른 자세한 데이터는 지면 관계상 기술을 

생략한다. 또한 남녀 두형의 차이는 KEMAR 더미와

의 차이에 비하여 크게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

한 한국인 남녀 평균 두형 더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더미를 제작하여 머리관련 전달함수를 측정하고 
기존의 KEMAR 더미와 특성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

과 한국인 평균 두형 더미는 HRTF 가 중고주파수 
대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측정된 HRTF 정보를 이용하여 보

다 한국인의 두형에 맞는 입체음향의 구현 등에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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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ear 

(b) Right ear 

Fig. 9 Comparison of HRTFs between the Korean male and 
the Korean female(azimuth 90°) 

 

(a) Left ear 

(b) Right ear 

Fig. 8 Comparison of HRTFs between the Korean male and 
the Korean female(azimuth 0°)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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