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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이의 전달함수를 말한다. 음원의 위치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며, 머리에 의한 산란과 소리가 오는 방 

향에 따라 외이의 각 공동이 음파을 다르게 변조하여

요약

효과적 인 가상음장 재현을 위 한 머 리전달함수(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 즉정 시도는 1994 년에 

이루어진 MIT 의 Bill Gardner 에 의 한 KEMAR 머 리전달 

함수 측정 이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러나 대부분의 시도는 음원이 머리중심점에서 1 m 이 

후에 위치한 원거리에 국한되었고 음원이 1 m 나 그 이 

내에 위치한 근거리에서의 측정은 스피커에서 반사된 

음파가 dummy head 나 피험자의 귀에 다시 들어가는것 

을 막기 어려워 시도된바가 적으며 data 도 공개되지 않 

은것이 현 실정이다. 음원이 머리중심점에서 1 m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머리전달함수의 특성은 고도 

와 방위뿐만 아니라 거리에도 영향을 받는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 무향실에 B&K HATS 

(Head and Torso Simulator)를 설치하고 단극음원에 가까 

우며 반사가 적은 스피커를 따로 제작하여 근거리 머리 

전달함수를 측정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1. 머리전달함수

머리전달함수는 머리주변 임의의 위치에 자리잡은 음 

원에서 발산되는 음장과 청취자의 고막에 도달하는 음 

내이에 흘려보내는것이 그 원인이다. 보통 qa 의 volu

me flux 를 갖는 단극음원은 晃,广加 으로 표현할수 있 

으며, 이에 대해 거리가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유음 

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 = - ja) 으通⑴ 
〃 4兀尸 .

그림 1 에서와 같이 사람의 머리를 구체로 묘사하고 단 

극음원이 구체에서 r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경우에 구체 

표면에 맺히는 음압은 아래와 같다 [1]

n = JPoc^ (2)
1 4^a2 .

여기서 a 는 구체의 반지름이고 c 는 음속이며 屮 다 

음과 같은 무한급수 전개이다

W = £(2m+l)p，，,(cos"害祟' r> a ⑶ 
紆° 方“(如)

여기서 P，，, 은 加 차 Legendre 다항식이며 />，，, 은 m 차 

구형 Hankel 함수이고 6•는 구의 중심점과 음원을 잇는 

직선과 중심점에서 관심있는 구체 표면 지점까지의 직 

선 사이 의 각도이 다. 머 리전달함수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음원과 고막사이의 음향학적 전달함수이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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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위해서는 음원에서 발생되는 음장을 음원 바로 

앞에서 측정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새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한다

H = 끄」 ⑷
pff .

우선 P, 와 P q 를 즉정하여 식 (4)와 같이 머리 전달 

함수를 구한 후, 이로부터 기존의 머리 전달함수 정의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통하여 산출해낸다 [2]

H2 = P* = P* P。= h 匸 • (5)
P/f Ps r

丑2 는 음원과 고막사이의 원래 머리전달함수이며 ps 

은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큰원이 머리이고 작은원이 

점으로 묘사된 단극음원을 감싸는 무한소의 구를 나타 

낸다고 할때 그 표면에 맺히는 음압이다. 단극음원의 

중심에서는 음압이 무한대이므로 J% 으로 대신하며 식 

(5)에서와 같이 측정하여 산출한 H 에 r」r 과 음원이 

머리중심에서 떨어진만큼의 전달지연인 次叭'/以 를 곱 

하여 원래 정의인 를 얻어낸다.

2. 구체에 의한 음파의 산란

사람머리의 표준치를 바탕으로 제작된 더미헤드를 사 

용하여 측정한 머리전달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머리를 단단한 구로 가정하여 수치적으로 산출 

한 머리전달함수를 분석하였다. 구의 머리전달함수는 

Bauck and Cooper 가 1980 년에 제시한 식 (4)의 해를 

구하는 algorithm 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3] 구체의 반 

지름을 9 cm 로 하여 수평면에서 음원이 왼쪽귀 정면으 

로부터 시계방향으로 30 도씩 위치를 바꿀때마다 왼쪽 

귀 에 해당하는 머 리전달함수의 magnitude 응답을 거 리 

별로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음원이 귀 근방에 위치할 

경우, inverse square law 에 의하여 음원이 가까울 때 

magnitude 가 크고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짐을 알수 

있다. 아울러 음원이 대상 귀 바로 앞이나 근방에 위치 

할 경우, 높은 주파수를 갖는 음파가 낮은 주파수를 갖 

는 음파에 비해 구 표면에서 반사가 더 잘되어 소위 말 

하는 high frequency pressure doubling 효과를 관찰할수 있 

다. 따라서 이부근에서는 머리전달함수의 magnitude 응 

답이 고주파 영역에서 높고 저주파 영역에서는 상대적 

으로 낮다. 이와 반대로 음원이 대상 귀에서 반대편으 

로 점차 멀어짐에 따라 구 표면에 부딪히는 음파의 파 

장이 구의 원주보다 길면 음파의 회절에 의하여 귀까지 

도달하고 원주보다 짧으면 반사되는 shadowing 효과 때 

문에 머 리 전달함수의 magnitude 응답이 low-pass filter 의 

형상을 띠는것을 볼수있다. 또한 이 경우, 같은 방위각 

도에서 음원이 구 표면에 근접할수록 shadowing 효과가 

더욱 심해져서 가까운 거리의 magnitude 응답이 먼 거 

리의 응답보다 작아지며 고주파 영역에서는 구의 한편 

으로 돌아가는 음파와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음파가 대 

상 귀에 도달할 때 phase 가 달라 ripple 현상이 일어나 

는 것을 볼수있다. 이에 반해 음원이 대상 귀의 정반대 

편(-90 도)에 위치할 경우, 구의 양편을 따라 전파되는 

음파가 서로 phase 가 맞게 도달하므로 ripple 현상은 사 

라지고 오히려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응답이 높아지는 

acoustic bright spot 현상이 일어 난다.

3. 근거리 머리전달함수 측정

실제 사람의 머리는 단순한 구체보다 훨씬 복잡한 형 

상을 띠며 음파의 입사각도에 따라 주파수 성분을 변조 

하여주는 fbssa 와 concha 등의 공동으로 이루어진 외이 

가 있다. 음원이 머리중심으로부터 1 m 이내에 위치할 

때 음원의 고도와 방위 및 거리에 따라 머리전달함수가 

변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무향실에서 B&K HATS 

의 근거리 머리전달함수를 측정하였다. 스피커가 더미 

헤드에 근접함에 따라 머리표면에서 반사된 음파가 다 

시 스피커에 반사되어 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사 

람의 가청주파수 전 영역(20~20000 Hz)에서 고른 성 

능을 갖는 compression driver 표면에 흡음재를 부착하여 

단극음원에 가까운 스피커를 제작하였다. 그림 2 에서 

볼수있듯이 스피커 고정용 jig 를 제작하여 음원의 고도 

각도를 -35 도에서 90 도까지 5 도씩 바꾸고 더미헤드 

는 stepping motor 를 장착한 turntable 위에 설치하여 각 

각의 고도각마다 방위각을 5도씩 돌려 근거리 머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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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체로 묘사된 머리와 머리중심에서 r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단극음원（왼편） 및 이를 바탕으로 수치적으로 산출된 왼쪽귀의 

머리 전달함수（오른편）

그림 2 근거리 머리전달함수 측정

달함수를 즉정하였다. 음원과 머리 중심 사이의 거리는 

서로 다른 길이의 rod를 사용하여 한쪽 끝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반대쪽 끝은 jig에 고정하여 1 m에서 0.2 m까 

지 0.2 m 간격으로 5차례 조절하였다.

먼저 머리 중심점에 free-field microphone을 설치하여 

p〃를 측정하고 다시 더미헤드를 설치하여 각 음원 위 

치에 따른 久 를 측정하였다. 스피커를 가진하는 입력 

신호로는 20 Hz에서 20 kHz까지 고른 파워를 갖는 ran

dom white signal을 사용하였고 더미헤드의 양쪽 귀에서 

나오는 출력신호와 함께 NI DAQPad 6070E를 사용하여 

44.1 사"로 샘플하였다. 측정된 입출력 신호를 적절한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장에서 언급한 산출 과정을 그 

대로 답습하여 머리주변 총 4630개의 음원 위치에 대 

한 근거리 머리전달함수를 구하였다. 이중에서 몇몇 수 

평면（고도각 0도） 근거리 머리전달함수의 magnitude 응 

답을 그림 1에서와 같이 각각의 방위각도당 0.2, 0.4, 1 

m 의 거리별로 그림 3에 나타내었다.

4. 주파수와 시간영역에서의 해석

측정하여 얻어진 더미헤드의 머리전달함수는 2장에 

소개된 구체의 머리전달함수와 전반적으로 모양이 매우 

다르고 훨씬 더 복잡하다（그림 3）. 이는 더미헤드가 실 

제 사람의 머리를 더 가깝게 묘사하고 외이와 몸통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한 형상을 가진 외이는 2 kHz 

에서 14 kHz까지의 고주파영역에서 음파를 음원의 방 

향에 따라 증폭 또는 감쇠시킨다. 따라서 대상 귀의 정 

면 이나 근방에 음원이 위치할 경우 inverse square law에 

따라 가까운 거리에서의 응답이 크고 1~5 사立에서는 

pressure doubling effect로 인하여 상승하나, 구체와는 달 

리 대략 5 난｛z이상의 고주파영역에서는 급격히 감쇠함 

을 관찰할수 있다. 그러나 음원이 대상 귀에서 반대편 

으로 옮겨감에 따라 구체의 경우와 같이 shadowing 효 

과로 인하여 먼 거리에서의 응답이 더 커짐을 볼수있고, 

머리에 부딪혀 머리표면을 따라 양쪽으로 대상 귀까지 

전도되는 음파간에 phase가 달라 대략 방위각 -30도 

근방에서부터는 1 나lz 이상의 고주파영역에 ripple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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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림 3 더미헤드를 사용하여 측정한 왼쪽귀의 수평면 근거리 머리전달함수（왼편）와 이를 역 푸리에 변환하여 산출한 HRIR（오른편）

이 일어남을 확인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음원이 대상 

귀의 정반대편에 자리할 경우 일어나는 bright spot 현상 

은 구체의 경우 약 600 Hz부터 일어나는데 반해 더미 

헤드의 경우 1~3 kHz 구간과 6-8 kHz 구간에서만 일 

어나며 ripple 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구체와는 

달리 더미 헤드의 앞뒤 형상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머 

리 표면을 따라 전도되는 음파의 phase가 어긋나기 때 

문이다.

더미헤드를 이루는 각 부분이 음원의 위치에 따라 내 

이로 흘러들어오는 소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상세히 보 

고자 머리전달함수를 시간영역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해석을 유추해낼수 있다. 그림 3의 오른편은 음원이 

1 m 정면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5도씩 일주함에 따른 

HRIR （Head Related Impulse Response）을 오른쪽으로 나열 

하여 연결한것이다. 음원이 대상 귀 근방에 위치할 경 

우 첫번째 피크 다음에 움푹 패인 골을 따라 두번째 피 

크가 형성되고 음원이 대상 귀의 뒤편으로 돌아감에 따 

라 골이 사라지는것을 볼수있다. 이는 바로 외이를 이 

루는 각 공동의 공명과 어깨에 의한 반사때문이며 두번 

째 피크 다음의 자잘한 변화는 어깨를 제외한 상체와 

turntable에 의한 반사때문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근거리 머리전달함수를 5개의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측정하였고 이를 구체의 음파 산란에 의한 이론적 해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된 머리전달함수는 구 

체의 이론적 해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소규모의 청음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 

을 입증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원의 방위 

각과 고도각 및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주요 인자들을 

분리하여 실시간 가상음장 재현에 쓰이기 편리하도록 

효율적인 머리전달함수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추후 연구과제로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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