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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5.1 채  입체 음향 오디오 신호를 2채 의 헤드폰으로 재생하기 해 

사용하는 HRTF(Head-related transfer funcion) DB를 다룬다. 다양한 HRTF DB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HRTF DB를 설계 한다. 기존의 HRTF DB 에 Audio Meta 

data 를 이용하여 일의 정보를 장하고, 이를 DB에 장함으로써 Meta data를 비교 

검색하고 장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인다. 한 기존의 HRTF DB들이 오래 되고 재의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재의 시스템에 맞게 Converting 하고 UI를 3D로 

구 함으로써 UX를 높이고 직 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용자 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서 

HRTF DB의 범용성을 개선하고 련 연구에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서론

최근 음향기기 산업의 발달과 3차원 입체 TV와 목된 

입체 음향 시스템이 각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입체 음향

에 한 심은 단순히 한 두 매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

니라 TV, 휴 폰, 화 ,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

체에 반 될 망이다. 그러나 부분의 입체 음향 시스템

은 다채 의 스피커를 통해서 재생되기 때문에 헤드폰이

나 이어폰에서 입체 음향을 사용하기 해서 2채  기반

의 입체 음향 재생 기술이 요구 된다. 이러한 가상 입체 

음장을 구 하기 해서는 머리 주변 임의의 치에 있는 

음원에서 방사된 음 와 양 귀 고막에 도달하는 음 간의 

달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머리 달 함수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이라고 한다. 가상 입체 

음장 구 이나 연구를 해서 가장 먼  필요로 하는 것

은 머리 달 함수 데이터베이스 이고, 이를 해서 미국 

CIPIC, 랑스 IRCAM 과 같은 많은 연구실 혹은 연구 

센터에서 머리 달 함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있다. 

HRTF Database는 사람의 얼굴 모양과 귀의 크기 등 피 

실험자의 상태에 따라서 측정값이 차이가 나는데, 기존의 

연구의 경우는 KEMAR과 외국인을 기 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용 했을 경우 골격이 달라 만

족스러운 입체 음향 효과를 얻을 수 없고, 기존의 HRTF 

자료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한국형 HRTF 

Database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형태의 HRTF Database를 제안하

고자 한다.[2][3]

2. HRTF

HRTF(head-related transfer function)란 특정 공간에서 

귀까지 소리의 응답에 해서 정의한 것으로써 두 귀에 

한 HRTF는 입체 음향 사운드를 합성 하는데 사용 된

다. 주로 인간은 양 귀에 도착하는 소리의 시간차

(Inter-aural Time Difference)와 세기 차 (Inter-aural 

Intensity Difference)를 통해서 음원의 방향에 해서 인

지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들을 포 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 HRTF 이다. 본 논문에서는 Ircam Lab과 CIPIC 

Interface Lab의 HRTF DB를 참조 하 다. 

 HRTF DB의 기본 구조는 Anthropometry, KEMAR DB,

Standard DB, 그리고 사용자를 한 Control Api 와 같이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림 1) HRTF DB의 기본 구조

먼  Environmental value 부분에는 무향실의 정보, 

모델을 촬 한 High resolution digital photograph 나 

귓바퀴 측정을 한 Polhemus 3D stylus digitizer 같은 

환경  요소들의 정보를 정리하고 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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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hropometry에는 인체의 측정 정보를 장하고 리 

하게 되고, 2차원 행렬을 통해서 x축은 value를 의미하게 

되며 y축은 각 subject를 의미한다.[4]

(그림 2) 인체 측정 정보

각각의 Data는 크게 KEMAR part와 일반인을 상으로

한 Standard  part로 나뉘게 되며 모형의 종류에 따라 나

뉜 것일 뿐 안에 들어가 있는 data의 양식은 동일하다.

Standard data의 경우는 ITD(Inter-aural Time 

Difference)와 OnL, OnR, Hrir_L, Hrir_R 트로 나뉘게 

되며 각 트는 방 각과 높이로 나 어 2차원 행렬로 

표 되게 된다.

(그림 3) Standard part Data

각각의 정보는 그래 로도 표 되어 변화 과정에 해서 

볼 수 있다.[1]

(그림 4) KEMAR Graph

Control Api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며 결

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가 특정 치

에서 결과 값을 선택 할 경우 그 치에서 재생된 소리에 

해서 재생과정과 결과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연속으로 

높이를 바꿔가며 재생할 경우 사용자가 음원의 치 변화 

과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입체감의 정확도에 

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

3. DB 설계

(그림 5) 

 HRTF DB 아키텍쳐는 기본 으로 DBMS와 Data Base 

와 Information 부분으로 나눠 진다. Data Base 부분에는 

Pemanent part를 만들어서 Back up data를 장하고 나

머지 부분에 Audio data 와 Meta data를 나 어서 장

한다.

(그림 6) HRTF DB

 각각의 음원의 Data file에 해서 Meta data를 정의함으

로써 음향  음원 정보에 한 정의와 분석  평가에 

한 정보를 장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의된 메타 

데이터에 따라 객체 음향 데이터  음원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장  리가 가능 하도록 데이터베이스의 논

리 , 물리  스키마를 구축한다. 

(그림 7) Meta tag 비교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오디오 일을 장할 때 일 내부에 어

떠한 음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메타태그를 통해 검색하

고 해당 음원이 어떠한 좌표에서 재생되었을 때 가장 

실감이 뛰어난지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후 장한다. 사

용자가 오디오 일을 재생하 을 때 오디오 일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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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음원마다 지정된 치에서 재생되게 한다.

Control Api의 경우는 3D로 구 하여 각 좌표에 해서 

표시해 주고 숫자가 아닌 아래와 같은 3D 모형의 치를 

클릭해서 음원을 확인하고 재생함으로써 좀 더 직 이

고 편의성이 높은 UI를 구축한다.  

4. 개선

 기존 연구의 틀을 그 로 계승 하면서, 각 Data file 에 

meta tag를 목하고, 재에 맞게 몇 가지 단 을 개선

하면 기존 보다 더 나은 HRTF DB를 구축할 수가 있다.

첫째 각 Data file에 Meta tag 입력해 두고 각 Meta tag 

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교 후 장함으로써 편리성과 효

율성을 높인다. 둘째로 기존의 연구의 경우 숫자 값으로만 

음원의 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어느 치에서 재생된 음

원인지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3D로 구 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직 인 Interface 구

이 가능 하다. 셋째로 기존의 HRTF Database 가 외국

인을 기 으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표  인체 

측정 모델을 정의 하고 이를 기 으로 인체 모델들을 선

정하여 한국 사람에게 가장 합한 HRTF 모델을 새로이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입체 음향 기술의 완성도를 더울 끌

어 올릴 수 있다. 넷째로 기존의 연구가 오래 되었기 때문

에 64bit 시스템과 고해상도에서 기존의 HRTF DB가 정

상 으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 이 있기 때문에 재의 개

발 환경에 맞게 새로이 Converting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와 한국에 맞는 HRTF DB를 설계 

하 다.  세계 으로 3차원 입체 음향 산업에 해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국산화 정도는 

매우 낮으며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서 DB를 구

축할 경우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 무진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음원 일에 Meta data를 정의함으로써 HRTF 

DB를 효율 으로 비교 검색 리 한다. 한 UI를 개선 

함으로써 기존의 HRTF DB 보다 직 성이 뛰어나며 

재의 시스템에 맞게 Converting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

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H0301-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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