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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3D 음장 재생을 위한 기존의 방법 중 HCI(Human Computer Interface)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으로는 HRTF를 이용한 재생방법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문제점은 표준 HRTF가 없다 

는 것이며 따라서 평균값을 가진 HRTF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많은 부분에서 음상정위의 

문제점으로 나타내어진다. 본 논문은 기하학적 인체 모델링을 통한 구조적인 HRTF 모델로 기 

존의 Pole/Zero, Series expansion(PCA) 모델링의 문제점인 유용성, 시스템의 복잡성을 극복 

할 수 있는 최근 이론을 소개하고 구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팀에서 개 

발한 측정 HRTF를 이용한 3D 음장 재현 시스템으로 기존 스테레오 시스템에서는 블가능했던

머리 밖 음상정위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개선점에

1. 서론

머리전달함수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1]⑻를 이용한 입체음향 재생장치가 소개 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MIT에서 측정한 KEMAR 데이 

테2] 를 이용한 입체음향 재생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 

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 량과 계산상의 

문제점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상용화에 있어 많은 어 

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HRTF 데이터 

가 외국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동양인의 체형 

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음상 정위에 많 

은 문제를 나타낸다. 또한 단순히 즉정 데이터를 사용 

했기 때문에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해석 

과 HRTF 모델링에 내한 연구 또한 거의 미비한 실정 

이다. 본 논문은 97년 10월에 측정 HRTF를 이용하여 

입체음향을 생성하는 “Binaural 3D Mixing Console" 

소프트웨에기를 제작하여 실시한 입체음향 재생 실험

대해 조사해 보았다.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인체의 기하학적 모델링을 근거 

한 구조적 HRTF 모델링 기법을 소개하며 이를 이용한 

새로운 입체음향 재생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측정 HRTF를 이용한 입체음향 재생의 문제점.

측정 HRTF를 이용한 입체음향 재생 시스템[1]은 기존 

의 스테레오 시스템에 비해 보다 나은 3D 음향을 재생 

할 수 있다. 구현상의 단순성과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측정 HRTF를 이용한 입체음향 재생 시스템은 여러 문 

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HRTF는 음상정위를 위한 모든 물리적인 단서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변수들(공간 좌표, 주파수) 

에 대해 복잡한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둘째, 표준화된 측정 HRTF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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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TF는 복잡한 함수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입 

체음향 시스템은 KEMAR 데이터 와 같은 실험적으로 

측정된 데이터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 HRTF를 사용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위각, 고도의 정보를 찾아내는 

데 있으나 HRTF는 개개인에 따른 편차가 심하고 특히 

고도 단서가 집중된 고 주파수 부분에서는 더욱 편차가 

심해 음상정위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 

현재 입체음향 시스템에서 HRTF를 이용하는 4가지 방 

법 [5] 에는

① 표준 HRTF 사용법.

② 표준 HRTF Set 중 하나를 선택하는 법.

③ 개인 HRTF 사용법.

④ 모델 HRTF 사용법.

등이 있으며 본 논문은 HRTF를 이용한 입체음향 시스 

템 구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체의 기하학적인 

모델링 방법을 이용한 입체음향 재생방법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3. 구조적 HRTF를 이용한 입체음향 재생.

인체 모델링을 이용한 구조적 HRTF는 몸체 구성요소 

들의 다양한 물리적 변수들을 각각 분해하여 보다 직감 

적인 “Block diagram" 접근을 가능흐｝게 하는 방법으로 

Genuit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Duda, Richard Lyon에 의 

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우선 구조적 HRTF의 타당 

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KEMAR HRTF 데이터가 방위 

각, 고도에 대해 어떻게 바뀌는지 수평면내에서 HRIR, 

정중면 내에서의 HRIR, 수직면 내에서의 HRTF, 정중 

면 내에서의 HRTF의 4가지 측면에서 조사해보면

① 수평면 내에서의 HRIR

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② 정중면 내에서의 HRIR

귓바퀴 반사 때문이며 0.4 ms 이후에 도달하는

피크는

• 음원이

어깨 반사에 의해

앞에 존재 할

생겨난 것이다.

때와 뒤에 존재 할 때의

응답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수평면 90° 에서

완전히 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초기 펄스에

뒤따르는 검정색 골이 전면에서는 존재하고 후면에서

그림2. 정중면 내에서의 HRIR（오른쪽 구I）

• 음원이 머리 주위의 정중면에 있을 때 변화는 미세하 

고 도달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

•주된 변화는 귓바퀴 반사의 세기와 상대적인 도달 

시간에 있다. 이는 주파수 축에서 고도에 따라 

변화하는 notch 형태로 나타난다.

• 앞, 뒤의 차는 크지는 않지만 90° 고도에서의 대칭성 

부족에서 명확히 찾을 수 있다.

③ 수평면 내에서의 HRTF.

그림 3. 수평면 내에서의 HRTF（오른쪽구I）

J

Tirrit （m«）

그림 1. 수평면내에서의 HRIR（오른쪽 구I）

•방위각에 따른 도달시간의 변화는 다소 사인

함수적인 특성을 가진다. 도달시간은 ITD 공식[5] 

（ITD= a/c（ 0 +sin Q ）에 잘 맞는다.

• 최단 도달시간과 최장 도달시간차가 ITD 공식에서 

예측된 것과 같은 0.7 ms 이었다.

•초기의 갑작스런 변화 띠（하얀 색 과 검정색）는

• 전체적인 표면은 울퉁불퉁 하지만 한 주파수에 대해 

자세 히 관찰해 보면 방위각에 대 해 다소 사인 함수 적 

으로 변함을 찾을 수 있다.

• 앞/ 뒤（ 0° ,180° ）응답은 거의 동일하지만 그림4를 

살펴보면 4-7 kHz에서 앞면 데이터가 뒷면 데이터에 

비해 몇 데시벨 높음을 알 수 있다.

•4 kHz 부근의 피크는 외이도 공명에 의한 것이며

10 kHz 부근의 notch는 고도에 따라 변화하는 

“Pinna notch"주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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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앞, 뒤（0 ° ,180 ° ）에서의HRTF（오른쪽 구!）

⑤ 정중면 내에서의 HRTF

그림 5.정중면 내에서의 HRTF（오른쪽 구I）

•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4 kHz 부근의 외이도 공명 

은 변하지 않지만 고도에 따라 Pinna notch 주파수가 

크게 바뀐다.

• Pinna Notch 주파수는 6 kHz 부근에서 10 kHz 

이상까지 변하고 음원이 머리 바로 위에 위치할 때 

주파수 응답이 평평해지며 다시 머리 뒤로 움직일 때 

나타난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HRTF와 HRIR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을 분해해서 통합 입체 음향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다.

4. 구조적 HRTF를 이용한 시스템 구현방법.

3D 음향 재생을 위한 단서에는 방위각（。）, 고도（Q, 

거리（，）등이 있으며 따라서 이 단서들을 생성하기 위 

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1） Spherical-Head 모델（방위각 정위 장치）

HRTF 모델에서 가장 단순하면시 효과적인 FIR 필터 

를 통해 구현 가능한 ITD 모델과 단일 영, 극점 전달 

함수를 이용한 IIR 필터를 통해 구현 가능한 IID 모델 

을 통합시킨 모델로 음원을 양 스피커 선상에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으며 기존의 방식에 비해 허 음상 정위가 

뚜렷하여 음상이 분리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머 

리 바깥쪽 정위를 위해서는 음원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 

은 양 귀에 동일한 Room echo 모델을 추가해야 한다.

ITD 모델 공식⑸

7次8） = 응1 - cos。） if I 们〈奇 식___ （]）

号（ 丨 们 +1-号） if ■奇시 们 <3

IID 모델 공식 [5]

H(S,8)= 里씌# 
S~r p

where a(g)= 1 + cosand B=2

식 ——⑵

그림 6. Spherical- Head모델

• 고도 정위는 HRIR, HRTF의 정중면 정위에서 나타 

난 "Pinna echo"와 "Shoulder echo" 모델링을 통해 

구현 가능하며 게인 값 K와 시간 지연 값 T 중 게 

인 값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2丄

- Pinna echo모델공식⑵

Tp(0, S) = Ancos(Cn0)sin(Dn(^/2 — + Bn
forOMOM꺼2,— 兀部2 식- —(3)

(4： slope, B offset, C, D. scalingfactor, mg dexes- nthecko)

- Shoulder/torso reflection 모델 공식 [2]

Tsh{6, = AsSin(Cs〈찌6))Gqs(、Ds(찌2 — ^)) + Bs 시 ⑷ 
forO M 찌 2、一끼 2M g tt/2 「

(As： slope, Bs： offset, Cs, Ds： scaling factors)

③ 통합 모델

Spherical head 모델, Torso Diffraction 모델, Shoulder 

Reflection 모델과Room 모델을 결합한 입체음향 재생 

시스템을 구현을 위한 통합 모델은 아래와 같다.

그림 8. 릉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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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HRTF를 이용한 입체음향 재생

실험결과 및 고찰

구조적 HRTF를 이용한 입체 음향 시스템은 작년에 본 

연구팀이 개발한 측정 HRTF를 이용한 입체음향 시스 

템 인 “Binaural 3D Mixing Console"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안 하고자 하는 모델이 

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청취 환경: 잔향이 있는 일반 실내, 스피커 간격 （1.5M）, 

청취자위치 （1.5M 정삼각형 지점）

• 청취 도구: 헤드폰（sennheiser HD 580）, 스피커 （polkaudio

monitor 2 series）, 앰프（Alesis RA-100）

• 음-원: 샘플 CD （FX sound collection）

목소리（익숙한 음원）, 말 발굽소리（방위각 정위용）, 

헬기소리（고도 정위용）, 쉐이커소리（화이트노이즈 성）, 

구두소리（임펄스 성）

• 음원 편집기: Sound Forge4.0, Cool Editor96

• 청 취 자: 5명 （20 ~ 40대 남자）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 방위각 정위 실험 결과

（표 2） —— 고도 정위 실험 결과

청취자 1
（20대 초'}

청취자 2
（20대 후）

청취자 3
（20대 후）

청취자 4
（30대 초

청취자 5
（40대 초）

목소리 4 4 4 4 4

맢■발굽소리 4 4 4 4 4

헬기소려 4 4 4 3 3

쉐이커소리 4 4 4 4 4

砂누 소리 4 4 4 4 4

洪 아+ 우수（4L 우수（3>.악（2）. 아주 미 약（1）

청취자 1
（20대 초）

청취자 2
（20대 후）

청취자 3
（2이개 후）

청취자 4
（30대 초

청취자 5
（40대 초

목-소리 1 1 1 1 1

말발굽소리 1 1 1 1 1

헬기소리 2 2 2 1 1

쉐이커소리 2 2 2 2 2

수누 소리 2 2 2 2 2

측정 HRTF 시스템은 음원에 따른 편차가 컸으며 화이 

트 노이즈나 임펄스에 가까운 음원일수록 정위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측정 HRTF의 주파수 의존하는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목소리와 같은 익숙한 소리를 정위 

시키는 능력이 저조한 것을 보면 인간의 음상정위능력 

과 측정HRTF를 이용한 음상정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도 정위능력에 있어서는 화 

이드 노이즈에 가까운 소리나 임펄스에 가까운 소리가 

보다 나은 음상 정위능력을 나타내었지만 대체적으로 

방위각 정위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hilip. Brown[2}의 논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헤드폰 재 

생에서의 문제점이거나 개개인의 6 - 16 kHz 부근의 

고 주파수 부분이 고도 정위에 중요한 부분[5]이나 더 

미헤 드는 평 균적 인 특성 을 반영 하기 때문에 고 주파수 

정보가 많이 손실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머리 

밖 정위를 위해서는 30ms 정도의 잔향을 넣어주는 것 

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실험결과는 아니지만 고도정위 

를 위해서는 귓바퀴의 이중 공명을 막기 위해 헤드폰 

재생보다는 In-ear 폰 재생이 나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 

로 예상된다.

6. 향후계획

구조적 HRTF를 이용한 입체음향 재생방법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구조적 모델링을 위한 연구와 함께 모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잔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엔빌로프 추 

적을 위한 엔빌로프 추적기[4]가 추가되어야 하고 내이 

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달팽이관 모델⑶도 추가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측정 HRTF 의 장점과 구조적 

HRTF의 장점을 통합화하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HRTF가 입체음향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믿고 있다[5丄 이를 위해서는 

HRTF의 해석과 모델링, 실내 음향 해석과 모델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된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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