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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머리관련 전달함수 

외부 음향자극에 대하여 인간의 청각기관이 

작동하기 전까지 음향응답은 크게 머리전달함수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와 이도 내에서의 

응답특성에 의하여 변형되며 변형된 음향특성이 

양이에서 고막의 진동을 일으켜 인간이 소리를 

인지하게 된다. 머리관련 전달함수는 소음원으로 

부터 이도 입구까지의 음향전달함수이다. 머리관련 

전달함수는 사람이 외부의 소음원에 노출될 때 

소음원의 위치를 판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수이다.(1) 그러므로 삼차원 음장의 

재구성이 필요한 가상현실, 로보틱스, 오락기기, 

화상회의 시스템 등에서 머리관련 전달함수의 

추정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머리관련 

전달함수는 개인간의 편차가 크며 이도 내에서의 

응답 특성도 이도의 길이나 형상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며 이의 정확한 고려가 보청기와 같은 

청각보조기구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머리관련 전달함수의 특성은 많은 경우 서구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더미를 이용하거나 간단한 형상을 

이용함으로써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확히 개인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해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Key Words: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HRTF, 머리관련 전달함수), Averaged Korean Head Shape(한국인 평

균두형), Ear Canal Resonance(이도 공명), Boundary Element Analysis(경계요소해석) 

초록: 머리관련 전달함수는 음원으로부터 이도의 입구까지 소리의 전달함수로 인간이 소리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함수이다. HRTF 는 개인간의 편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평균두형에 관해서 HRTF 를 해석하는 경계요소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모델을 검증하였다. 또한 특정 성인에 대하여 CT 촬영을 통하여 두형, 귓바퀴 및 이도의 형상을 

획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도 내의 음향응답을 전 가청주파수에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 경계요소 해석을 수행하고 한국인 HRTF 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살펴보았다. 

Abstract: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 is an acoustic transfer function from a sound source to the ear canal 

entrance position. HRTFs are very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construction of virtual sound fields. HRTFs also vary 

for different individuals.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HRTF for an average Korean are investigated numerically by 

comparing with the HRTF for a standard Knowles Electronics Manikin for Acoustic Research (KEMAR). A boundary 

element (BE) model for an adult Korean is developed using the computerized tomography (CT) data in order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in HRTFs for different individuals. The boundary conditions of the BE model are identified by 

comparing the numerical results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numerical model shows that accurate HRTFs can be 

calculated efficiently over full audible frequency range for individuals. 

§ 이 논문은 2010 년도 대한기계학회 CAE 및 응용역학부문 

춘계학술대회(2010. 3. 4.-5., 서울대) 발표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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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삼차원 음장을 각 개인에 맞추어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머리전달함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개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2~4) 수치적인 방법으로 개인간의 

소리전달 특성을 해석하는 연구로는 무한영역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경계요소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5~13) Katz(5,6)는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개인 두형의 소리전달함수를 계산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6 kHz 영역까지 해석한 후 경계조건의 영향 

등을 살폈으며, 최성훈 등(7)은 KEMAR 모델에 대한 

두형더미 모델을 개발하고 음향상반원리를 이용하여 

HRTF를 효율적으로 계산하였다. Walsh 등(8)은 인간의 

외이를 모델링 할 때 효율적인 적응 경계요소 

분할법을 제시하였고, Otani 등(9)은 HRTF 계산시 빠른 

경계요소 계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선만 

등(10)은 이도와 귓바퀴를 등가적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Stinson 등(11)은 이도 내의 

음압계산을 위한 경계요소 모델과 혼 방정식을 

비교하였다. Gan 등(12)은 이도와 중이를 포함하는 

유한요소-경계요소 연성모델을 개발하고 이도 내의 

음압 분포를 상세히 계산하였으며 Gumerov 등(13)은 

HRTF 계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쾌속다중극방법 

(fast multi-pole method)을 도입하여 경계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컴퓨터 계산능력의 

증대와 경계요소법 정식화의 발전으로 점점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음향응답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KEMAR 로 대표되는 인체 두형 더미를 다루거나 

이도 등 제한된 영역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HRTF 에서 한국인의 머리 두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평균두형 

데이터를 반영한 HRTF 계산모델을 개발하고 CT 

측정으로 획득한 특정 한국인의 두형 및 이도 형상을 

반영한 HRTF 및 이도 응답해석을 통해서 한국인의 

소리전달특성을 알아본다.  

2. 한국인 두형 데이터의 획득 

2.1 한국인 평균 두형 

많은 경우 머리관련 전달함수를 측정할 때 

이용되는 것이 KEMAR 더미(14)이다. 이 더미는 

G.R.A.S.사에서 개발된 인체 측정용 더미로 주로 

서구인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인의 평균 두형 데이터로는 2005 년 

한국기술정보원(KISTI)에서 사체 50 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형상화한 한국인 평균두형 모델(15)이 

있으며 이 두형은 인체측정학적으로 KEMAR 

더미와 상이함을 찾을 수 있다.(16) 이두호 등(16)은 이 

두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용 더미를 제작하고 

HRTF 측정을 통하여 KEMAR 더미와 HRTF 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보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한국인 두형에 

대한 소리전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고문헌(16)의 

두형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CAD 모델로 표현된 

한국인 남성 평균 두형의 형상을 Fig. 1 에 보였다. 

Fig. 1 의 한국인 평균 두형은 조상 형태의 두형을 

접촉식 삼차원 측정기를 통하여 형상을 획득한 후,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곡면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귀 부분은 제외 하였으며 GRAS 사의 시험용 

귀(KB0060)의 형상을 Fig. 2 와 같이 CT 촬영을 

통하여 곡면 데이터를 얻었다. CT 촬영 데이터의 

곡면 데이터 변환은 3D Doctor(17)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CT 촬영의 해상도는 0.168 mm×0.168 

mm×0.5 mm 였다. 

 
Fig. 1 A CAD model for the averaged Korean head 

shape of male 
 

 

 

 
Fig. 2 A CAD model for the small ear (KB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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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정 한국인 두형의 획득 

전 절의 한국인 평균 두형은 한국인의 두형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의미로서의 반영이다. 

한국인 각 개인의 소리전달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두형, 귓바퀴, 이도 등의 형상을 

획득해야 한다. 두형 등의 형상을 얻는 작업은 

귓바퀴의 형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이저 스캐너로는 정확한 형상을 얻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두형, 귓바퀴 및 이도의 정확한 

형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건강한 남자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밀 CT 촬영을 통하여 형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Fig. 3 은 CT 촬영 데이터 및 3D Doctor 

소프트웨어에 의해 삼차원으로 만들어진 두형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원자는 20대의 건강한 남자이고  

 
청각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CT 촬영의 

해상도는 0.444mm×0.444 mm×0.3 mm 였다. 곡면 

CAD 데이터로 변환된 두형, 귓바퀴 및 이도의 

형상은 요소분할을 위하여 유한요소 전처리 

프로그램에 전달되었다.  

3. HRTF 경계요소해석 

3.1 HRTF 해석 경계요소 모델 

한국인의 머리관련 전달함수를 해석하기 위한 

 
 

(a) CT scanning data for a Korean male 

 

 

 
(b) Constructed head shape from the CT data 

 

Fig. 3 Head geometry of a Korean male from CT 
scanning 

   
(a) KEMAR model 

    
 

(b) The averaged Korean model 

   
(c) A Korean male model 

 
Fig. 4 Boundary element models for H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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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요소(boundary element, BE) 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해석 모델은 비교를 위하여 서구인 중심 모델인 

KEMAR 에 대한 모델과 한국인의 평균두형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Fig. 4 은 각각에 대한 경계요소 해석 

모델을 보여준다. Table 1 에는 각 모델의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KEMAR 에 대한 경계요소 모델은 KEMAR 더미를 

레이저 스캔장치로 삼차원 좌표를 획득하여 

경계요소 모델을 작성하였다. Table 1 에서 보듯이 

경계요소 모델은 사각형 요소를 기본으로 작성하 

였으며 삼각형 요소는 최소한으로 하였다. 각 

경계요소 해석 모델의 몸통부는 KEMAR 인체더미 

의 형상 데이터를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각 인체 

모델의 요소 분할시 요소의 크기는 귓바퀴 부분의 

경우 2.5 mm, 몸통의 경우 4 mm 를 기준으로 

요소분할을 수행하였으며 목표주파수를 14 kHz 로 

정하였다. 한국인 평균 두형 모델의 경우 14kHz 

모델외에 해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7 kHz 를 목표로 

하는 경계요소 모델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이는 

Table 1 에 나타나 있다. 모든 경계요소 해석 모델은 

이도 입구에서 이도를 막고 막은 표면에서의 음압을 

HRTF 계산에 사용하였다.  

경계요소 해석 모델의 경계조건은 경계요소 면에 

임피던스 값을 부여하였으며 임피던스 값은 고정 

단면에 가까운 1.0×105 Pa∙ s/m 값을 부여하였다. 

임피던스 값의 주파수에 따른 변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머리관련 전달함수의 해석을 위하여 두형 

중심으로부터 1.5 m 떨어진 위치에 점음원을 

위치시키고 음원의 방위각 및 고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다음 식과 같은 이득 값 G를 계산 하였다. 

 (dB) 20log e

r

P
G

P

 
=  

 
 (1) 

위 식에서 Pe 는 경계요소 해석으로부터 구한 이도 

입구 절점에서의 음압크기를 평균한 값이며 Pr 은 

두형 더미가 없을 때 두형 중앙 위치에서 동일  

 
음원에 대한 음압의 크기이다. 방위각은 두형의 

정면에 음원이 위치하는 경우를 0 도로 하고 오른쪽 

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양의 방향으로 

정하였고 고도는 머리 중심에서 위쪽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HRTF 관련 소리전달 이득의 수치계산은 

상용소프트웨어인 LMS SYSNOISE 5.6(18)을 이용하여 

직접경계요소 수식화에 의한 주파수해석을 수행 

하였다. 

 

3.2 HRTF 경계요소 해석 결과 

경계요소 해석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인 평균 두형을 갖는 경계요소 모델에 

관하여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Fig. 5 에 

나타내었다 .  실험결과는  참고문헌 ( 1 6 )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결과를 보면 경계요소 해석 모델은 실험 

결과를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개발된 

경계요소 모델의 유효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주파모델(7 kHz)의 경우 2 kHz 가 넘어가면 오차가 

커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음향해석 시 한 파장 내에  

Table 1 BE model summary for HRTF 

Model 
No. of 

Nodes 

No of Elements 

QUAD4 TRIA3 

KEMAR 28,777 28,464 610 

Averaged Korean 
30,727 30,441 568 

9,353 9,142 418 

A Korean male 24,895 24,271 1,244 

 

100 1000 10000
-20

-10

0

10

20

30

 Experimetal data

 BE Model(KMan_14kHz)

 

 

G
a
in
 (
d
B
)

Frequency (Hz)

Right Ear

(a) Azimuth 0o, elevation 0o 

100 1000 10000
-20

-10

0

10

20

30

 Experimetal data

 BE Model(KMan_7kHz)

 BE Model(KMan_14kHz)

 

 

G
a
in
 (
d
B
)

Frequency (Hz)

Right Ear

 (b) Azimuth 90o, elevation 0o 
 

Fig. 5 Comparison of calculated HRTFs of the averaged-
Korean-head-shape BE model with those of 
experimental HRT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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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6 개의 요소가 배치될 수 있도록 요소분할을 

수행하는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파수 영역의 경계요소 해석은 자유도가 

많아질수록 시스템 행렬을 구성하는 시간보다 

해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HRTF 

계산에 필요한 CPU 계산시간을 Table 2 에 

정리하였다. 해석 주파수의 수는 해석시간에 

제약이 있어 1/3 옥타브 밴드 주파수를 기준으로 

각 밴드의 시작, 끝 및 중앙 주파수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경계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평균 

두형이 갖는 HRTF 와 각 개별 HRTF 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Fig. 6 에 정리하였다. 그림을 보면 한국인 

평균두형의 HRTF 는 4-5kHz 영역에서 KEMAR 의 

HRTF 보다 5dB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는 참고문헌(16)의 실험연구와도 상응하는 

  
결과이다.  특정 개인(subject A)과 한국인 평균두형의 

HRTF 를 비교해보면 2-5 kHz 영역에서 5dB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KEMAR 와 한국인 평균두형 사이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형의 

차이뿐만 아니라 귓바퀴 형상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KEMAR 와 한국인 

평균두형의 모델은 실험용 작은 귀(KB0060)를 

부착하고 있지만 실제 개인의 귀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두형 모양과 귓바퀴의 형상차이를 Table 3 과 

4 에 정리하였다. Fig. 7 에는 4500 Hz 에서 귓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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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calculated HRTFs of a Korean 
male, the averaged-Korean-head-shape and 
KEMAR 

 
 

   
(a) KEMAR     (b) Averaged Kor.  (c) Subject A 

 

Fig. 7 Sound pressure distribution near pinna at 4500 Hz 
(azimuth 0o , elevation 0o) 

 

Table 2 CPU time statistics of the HRTF BE models 

Model 
CPU Times/Frequency* 

(hr.min.sec) 
Matrix Solving Total 

KEMAR 0.8.36 1.22.42 1.31.28 

Averaged Korean 
0.9.15 2.0.58 2.10.13 

0.0.35 0.0.27 0.01.02 

A Korean male 0.6.41 0.49.34 0.56.15 

*HP Z600 PC with 2 Intel Xeon 2.93 MHz QC CPU and 24GB RAM with 

64-bit XP Windows OS 

Table 3 Anthropometric measures of the head shapes 

Dimensions (mm) Subject 
A 

Averaged 
Korean 

Head Breadth 175 156 
Head Length 190 208 
Head Height (143, 138)

** 133 
Tragion to Wall 87 96.2 

Menton-Vertex Length 229 232 
**(left, right) 

Table 4 Anthropometric measures of the pinnae 

Dimensions (mm) Subject 
A 

Small Ear 
(KB0060) 

Ear Length (63,59) (57, 58) 
Ear Length above Tragion (27,24) (29, 29) 

Concha Length (26,27) (27, 26) 
Concha Length below Tragion (15,17) (19, 20) 

Concha Breadth (19,19) (17, 16) 
Ear Breadth (29,28) (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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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음압의 분포를 비교하여 그렸다. 결과적 

으로 두형 및 귓바퀴의 형상 차이 때문에 이도 

입구에서의 음압 분포가 다르게 되고 이 차이가 

HRTF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3.3 몸통 및 이도의 영향 분석 

몸통 및 이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인평균 두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두형만으로 

구성된 모델과 두형에 이도 및 고막 부분을 

추가한 모델을 작성하였다. 이도 및 고막의 

형상은 실험자의 CT 촬영 데이터로부터 획득하여 

실험용 작은 귀의 이도 입구부분을 부드럽게 부분 

수정하여 모델링 하였다. Fig. 8 에 두 모델의 메쉬 

분할과 이도 부분을 확대하여 보였다. 이도의 

길이는 27mm 였으며 경계요소 모델의 최대 

주파수는 21 kHz 를 목표로 하여 두 모델의 노드 

수는 각각 18848, 27692 개였다. 경계조건은 앞 

절의 임피던스 경계조건과 동일한 값을 

부여하였다. 

 
우선 몸통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몸통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HRTF 를 비교하여 Fig. 9 에 그렸다.  

그림을 보면 몸통은 4 kHz 까지의 넓은 영역에서 

HRTF 에 부분적인 이득의 가감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도의 영향은 Fig. 9(b)에 대표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이 경우 이도가 있는 모델의 경우는 

고막 위치에서의 음압을 이용하여 이득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이도의 공명에 의한 피크가 3 

kHz 근방에서 매우 크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도가 없는 경우의 피크는 4-5 kHz 부근에서 

형성되고 이는 귓바퀴의 중앙 오목부분(concha)의 

공명에 의한 것이며 방위각과 위상에 따라 크게 

변하지만 이도 공명에 의한 피크는 방위각과 고도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지면 

관계상 모든 그림을 싣지는 않는다.  

4. 실이의 주파수 응답해석 

4.1 실이 응답 해석 모델 

성인 한국인 모델(subject A)에 대한 고막에서의 

  
(a) Head-only model for the averaged Korean 

 

  
(b) Head model with ear canal 

 

  
(c) Boundary mesh for the ear-canal model 

 

Fig. 8 Boundary element models for the averaged 
Korean hea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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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RTF variation due to body and ear canal in the 
averaged Korean head shape BE model (azimuth 
0o , elevation 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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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응답을 계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Fig. 

10 과 같은 머리만으로 구성된 경계요소모델을 

작성하였다. 이 모델은 두형, 귓바퀴, 이도 및 

고막 형상을 CT 촬영 데이터에서 추출한 것으로 

개별 음향응답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모델의 

노드 수는 21067 이고 최대 주파수는 21 kHz 를 

목표로 하였다.   

대상자 A 에 대한 경계요소모델의 경계조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3 장에서와 같이 고정단 경계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피부 및 머리카락, 고막 등의 

임피던스를 실제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이다. 

Katz(19)의 연구에 따르면 음향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피부는 거의 강체로 취급할 수 있으며 전 

가청주파수 대역에서 반사계수 R 이 0.97 의 값을 

갖는다. 머리카락이 갖는 흡음 특성은 머리카락의 

밀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밀도가 일정할 경우에 

대하여 Katz(19)와 Treeby 등(20)이 흡음률 계수를 

측정하였고 후자의 경우 측정된 흡음률 데이터를 

두피표면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머리카락의 밀도가 40 kg/m3 인 경우에 

대하여 Katz 와 Treeby 등의 연구를 조합하여 전 

가청 주파수 영역의 흡음계수를 Fig. 11(a)와 같이 

재구성하여 경계요소모델에 적용하였다. 고막 

(tympanic membrane)의 경우는 참고 문헌(21, 22)과 같이 

많은 연구가 있었다. Voss 등(21)은 10 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고막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각 

피실험자의 임피던스와 평균값을 발표하였으며 각 

개인간의 고막 임피던스 특성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크기는 평균값을 

취하고 위상값은 가장 대표적이라고 판단되는 특정 

피실험자(subject 7)의 실험값을 취하여 Fig. 11(b)와 

같은 경계조건을 양쪽 귀의 고막 부위에 적용하였다. 

머리카락 부위와 고막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경계조건은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갖는 피부 흡음계수 

값(R=0.97)을 임피던스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4.2 실이 응답 해석 결과 

4.1 절의 특정 개인 두형 모델을 이용하여 두형 및 

이도의 형상차이에 의한 고막 응답을 비교하기 

위하여 3.3 절의 한국인 이도를 갖는 평균모델과의 

고막응답을 비교하여 Fig. 12 에 그렸다. 두 경우는 

모두 고정단 경계조건을 갖는 경우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이도의 공명에 의한 피크의 위치가 약간 

차이가 나고 4-8 kHz 영역에서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공명의 위치변화는 

한국인 평균두형 모델에 사용된 이도의 형태 및 

길이가 피실험자 A 와 달랐기 때문이며 고주파 

영역의 변화는 귓바퀴와 이도의 형상 영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2-3 kHz 

영역의 고막응답은 이도의 길이방향 공명에 의한 

것으로 이도의 길이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귓바퀴의 

형상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4-8 kHz의 

영역에서 귓바퀴의 영향과 이도의 형태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 에는 

피실험자 A 의 모델에서 고정단 경계조건과 피부, 

 
Fig. 10 Head-only boundary element model for subje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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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mpedance boundary conditions for the BE 
model of subje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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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머리카락 및 고막 부위에 실측한 임피던스 

경계조건을 부여했을 때 고막에서의 음향응답의 

차이를 그렸다. 그림에서 보듯이 고막에서의 응답은 

고막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도의 공명 주파수에서 

10dB 이상 차이가 나며 고주파수 영역에서도 3-5dB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Fig. 14 에는 측정된 임피던스 경계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경계요소해석에 의한 음장분포를 대표적인 

주파수에 대하여 그렸다. 피실험자 A 의 계산결과와 

실이 응답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도 내에서의 응답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외경 1.6 mm 두께의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서 고막에서 5 mm 떨어진 

지점을 대상으로 음향응답을 측정하였다. 음향응답 

에 대한 이득 기준점은 오른쪽 귀 위(over the ear, 

OTE) 점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이도 내의 응답과 

계산 결과를 Fig. 15 에 도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경계요소 해석 모델은 실험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3-5 kHz 영역에서 낮은 이득 경향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몸통의 

유무, 실험 측정의 정확한 위치, 의류의 탈착 여부 

등과 같은 실험과 해석 조건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막의 임피던스 

경계조건이 피실험자 A 와 상이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개인별 경계요소해석 모델의 생성시 고막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역문제와 같은 접근법으로 경계조건을 추정하는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며 향후의 연구과제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머리카락의 유무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머리부분 

을 피부 임피던스 경계조건을 부여한  경우와 Fig. 

11 의 머리카락 임피던스를 적용한 경우에 양쪽 귀 

음압크기 차이(interaural level difference, ILD)를 계산한 

결과를 Fig. 16 에 그렸다. 그림을 보면 머리카락의 

영향에 따라 ILD 값이 3 kHz 영역 이상에서 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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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the acoustic responses of Subject 

A’s head model on TM with those of the 
averaged Korean head shap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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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s of boundary conditions for the subject A’s 
model (Azimuth 0o, elevation 0o) 

 
(a)  2240 Hz          (b) 3150 Hz 

 

 
(c)  4500 Hz          (d) 7100 Hz 

 
Fig. 14 Sound pressure distribution calculated from 

subject A’s head model with the measured 
boundary conditions (Azimuth 0o, elevation 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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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Treeby 

등(20)의 실험적인 연구에 상응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계요소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주파수 해석 수행 시 소요된 CPU 

시간을 행렬의 작성 및 푸는 시간으로 나누어 Fig. 

17 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25000 자유도 아래로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은 메모리 내(in-core) 

해법이 가능해지는 자유도의 크기가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두형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한국인 평균 두형에 대해서 HRTF 를 계산할 

수 있는 경계요소 해석 모델을 만들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경계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기존의 두형 더미와 한국인 평균두형 

사이의 음향응답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몸통 

및 이도, 귓바퀴 등이 HRTF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두형과 이도, 귓바퀴 등의 

형상의 개별적인 다양성이 이도 내의 음향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 위하여 CT 촬영을 

통해서 두형, 귓바퀴, 이도의 형상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개별 경계요소 해석 모델을 만들고 

실험과 비교를 통하여 해석 모델의 유효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도 내의 정확한 음장 

해석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고막 임피던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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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zimuth 4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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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zimuth 90o 
 

Fig. 15 Comparison of acoustic responses in the ear 
canal point 5mm from TM (elevation 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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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alculated ILD with and without hair impedance 
condition (elevation 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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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PU times for single frequency analysis of the 
BE models on HP Z-600 PC workstation with 2 
Intel Xeon 2.93 MHz QC CPUs, 24 GB RAM, 
and 64-bit Windows XP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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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나 중이를 포함하는 연성해석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의 과제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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