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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입체음향 생성을 위한 기존의 방법은 크게 바이노럴 녹음기법과 머리전달함수(HRTF)를 이용한 .

바이노럴 합성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2채널 더미헤드를 이용한 바이노럴 녹음기법과 바이노럴 

합성 기법은 표준 더 미 헤드를 사용함으로써 청취자 머 리 와의 오차로 정 면 음상 정위 의 어 려움, 

“Front-back confusion", 이동 음 음상 정위 어려움 등의 문제로 실제 녹음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3채널 더미헤드 기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특히 HRTF 

합성 시 기존의 HRTF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HRTF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노럴 

합성 기법이 필요한 오락, 시뮬레이터, 음장 가청화 기술(Auralization) 프로;！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1.서  론

입체음향 생성을 위한 기존의 방법은 크게 바이노 

런 녹음기 법 고｝ 머 리전달함수(HRTF)를 이용한 바이 

노럴 합성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측정 HRTF를 

사용하는 현재의 바이노럴 합성 방식은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바이노럴 녹음이 안고 있 

느 "성면 음상 정위의 어려움”, "Front-back 

confusion”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1].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등장한 것이 

"HRTF refinement 기법“이다. Ming Zhang[2]은 

"Cone of Confusion”내의 음상 정위 개선을 위해 

Pinnae 효과를 증대 시켰다, 이는 스펙트럼 Peak부 

분은 대로 유지시키면서 Notch 부분만을 증폭시 

켜 스펙트럼 차를 증폭시키는 기법이다. 그 결과 

"Front-back confusion”을 줄일 수 있었고 또한 이 

동 음의 정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음상 정위를 위해 음질의 상당한 저하를 

감수 해야했으며 스피커 재생을 위한 트랜스오럴 

필터 사용 시 음질의 저하가 더욱 심해져 고음질 

입체음향 구현이 어려워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HRTF refinement 기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 3 채널 더미헤드를 이용한 HRTF 측정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Accent 마이크를 이용하여 전 

면 방향의 HRTF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Notch 강 

화 대신 넓은 대역의 peak를 증대시키며 "Cone of 

confusion"에서 주파수 전 대역에서 차이를 증대시 

킴으로써 정면 음상 정위가 뛰어나고 ”Front-back 

confusion"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 

이동 음의 음상 정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기 존 2채 널 바이노럴 방식 문제 점

2-1. 2채 널 바이노 럴 녹음 문제 점

바이노럴 녹음기법은 인간이 두 개의 귀로 3차원 

공간상의 음의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녹음기법으로 평균적인 더미헤드의 양 귀에 

무 지향성 마이크를 장착하여 녹음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원리상의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노럴 녹 

음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 ”머리 내 음상 정위'

더미헤드의 주파수응답은 스테레오 녹음과는 달리 

입사 음의 방향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헤 

드폰 재생 시 귀는 이러한 주파수 응답 차로 방향 

감, 깊이감, 음원의 높이를 판단한다. 만약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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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정보가 더미헤드 마이크와 청취자의 귀 사이 

의 오차를 포함해서 헤드폰을 통해 재생되면 이 오 

차는 청취자를 혼란시키고 “머리 내 음상 정위”를 

유발한다. 이는 청취자의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 바 

이노럴 녹음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다.

② ”정중면 음상 정위” : Directional 
band
정중면(Median plane)에서의 음의 방향 지각은 음 

원의 실제 위치보다는 음원의 주파수 성분에 더욱 

의존한다［3丄 이는 양 귀 시간차가 없는 정중면에서 

의 정확한 음상 정위가 더미헤드 녹음만으로는 어 

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문제 점 은 스테 레오 녹음 

기법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안정된 정 중앙 음상을 

얻기 위해 팬텀 센터(phantom center)를 이용하는 

대신 부가적인 액센트 마이크를 사용한 하드 센터 

(hard centerX 사용하여 안정된 정면 음상 정위를 

시킬 수 있었다.

二〔림 1. Directional Band

③ "Hole in the middle* 효과.

시간차를 이용한 스테레오 마이킹 기법에서 두 무 

지향성 마이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역 자 

승 법칙 (Inverse square Law)에 의해 일어난다. 오 

케스트라 녹음 시 중앙에 배치된 악기는 이 영향 

때문에 다소 작게 들리고 바깥 양쪽 악기 쪽으로 

양분되어 들리게 되며, "Comb filter 효고F' 영향으로 

음이 부자연스럽고 위상이 변형되어 들리게 된다. 

이렇게 중앙 이미지가 근접한 스피커로 치우치는 

현상을 "Hole in the middle"이라고 한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대 Bell 연구소에서 액 

센트 마이크를 중앙 채널에 부가시킴으로써 "Hole 

in the middle”현상을 없앨 수 있었고 정면 음상을 

더욱 뚜렷하게 정위 시킬 수 있었다.

憐I!!城城

叫【11也蜘
二工림 2. Hole in the middle 

효과

2-2. 2채널 바이노럴 합성 문제점.

기존 바이노럴 합성기법은 표준 더미헤드의 HRTF 

를 사용하여 무향 음원(anechoic source)과 컨볼류 

션(convolution) 처리함으로써 임의의 3차원 공간상 

에 음을 정위 시키는 기법이다. 이때 청취자의 

HRTF와 더미헤드의 HRTF가 근본적으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음상 정위 에러와 음질의 저하를 

야기한다. 무엇보다도 양 귀 시간차(ITD)가 존재하 

지 않는 지역에서는 바이노럴 녹음에서의 문제점이 

었던 음상 정위 에러가 더욱 심해지는데 이러한 현 

상을 “Front-back confusion" 이라고 한다. 비디오 

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Front-back reversal"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헤드폰 재생방식에 

서는 대부분의 음이 머리 뒤쪽에 맺히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한다［5丄 이러한 헤드폰 재생방식의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크로스토크 제거 기를 통한 스피 

커 재생방식이 등장하였다. 이는 머리 내 음상 정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음의 재생이 가 

능 하지만 반대로 후면 음상 정위가 어립고 정면 

음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3. Cone of confusion 
(30° Vs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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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림 4. 30" Vs 150° 차이

3. Ming Zhang의 HRTF refinement 기법. 

기존 바이노럴 합성기법이 안고 있는 "정면 음상 정 

위의 어려움”, "Front-back confusion”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등장한 것이 "HRTF 

refinement 기법“이다. Ming Zhang 은 "Cone-of 

Confusion"내의 음상 정위 개선을 위해 Pinnae 효 

과를 증대시켰다, 이는 스펙트럼 Peak부분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Notch 부분만을 증폭시켜 스펙트럼 

차를 증폭시키는 기법으로 Pinnae 효과를 강조하였 

匸卜. 그 결과 "Front-back confusion"을 줄일 수 있 

었고 또한 이동 음의 정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었디-. 하지만 이 실험은 음상 정위를 위해 음질의 

상당한 저하를 감수 해야했으며 트랜스오럴 필터 

사용 시 강조된 Notch는 minimum phase 특성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역 필터 구현이 어려워지고 음질 

의 저하는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음질보다는 음상 

정위가 더욱 중요한 게임분야에서는 사용될 수 있 

으나 고음질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사용상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4一 1 3~
Time (s)

1 -

xlff1

i-------------------------------h

Ttmo(s) X ”广

(0.0) (180,0)

一勰—0：5-- i-- ii-2
frequency (Hz) x io4

Modified

(30.0)

frequency <Mz) x Iff,

(30.0)

二L 림 5. Ming Zhang 의 HRTE Refinement 

4. 3채널 더미헤드를 이용한 HRTF 측정. 

단일 지향성 액센트를 마이크를 이용한 3채널 더미 

헤드는 Notch를 강조하는 방식과는 달리 정면 음을 

자연스럽게 강조하여 음질 저하를 막을 수 있고 후 

면 음은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대로 유지할 수 있어 스펙트럼 차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 개넘은 청취자와 더 미헤드가 동일하지 않 

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기존 2채널 바이노럴 

녹음기법 의 문제 점들을 액 센트 마이크를 사용함으 

로써 극복하는 것으로 스테레오 마이킹 기법을 응 

용한 것이다. 3채널 HRTF 측정에 앞서 3채널 바이 

노럴 녹음이 헤드폰 재생 시 기존 바이노럴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채널 바이 

노럴 녹음을 통한 주관 평가를 해 보았다.

4-1. 3채널 바이노럴 녹음실험

우선 기존 2채널 방식에서 문제점이었던 정면음상 

정위의 어려움이 3채널 방식에서 얼마나 개선되었 

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3채널 녹음장치로 더 미헤드 

주위로 원을 그리면서 달리는 오토바이소리를 녹음 

해서 청취자에게 헤드폰을 통해 들려주고 2채널 더 

미헤드 녹음과 비교해서 정면 음상 정위 능력을 테 

스트 해보았다.

® 녹음장치:

► Dummy head： B&K 4100D,

► Accent Microphone： AKG C-414

► Audio card： Wami-rack(24bit, 96kHz)

► Multi-track recorder： Cooledit pro

► 음원: 오토바이 (HONDA NSR-50) 

® 녹음장소: -rf 미디어 연구소 주차장.

기존 2채널 방식에서 녹음된 소리는 오토바이 소리 

가 더미헤드 주위로 회전하는 장면을 머리의 뒤쪽 

에서 맴도는 장면으로 인식했으며 3채널로 녹음된 

소리는 비교적 머리주위로 회전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주관평가를 기반으로 3채널 

HRTF 측정하였다.

4-1. 3채널 HRTF 측정 실험

3채널 HRTF 측정 장치는 3 채널 바이노럴 

녹음장치와 동일하며 임펄스 응답을 얻기 위해 

Swept sine (log sweep)을 사용하였다.

® 측정장치:

► Dummy head： B&K 41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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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nt Microphone* AKG C-414

► Audio card： Wami-rack(24bit, 96kHz)

► Multi-track recorder- Cooledit pro

回 측정장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향실.

@ 음원 : Swept sine (log sw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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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채널 HRTF 측정도

3. 실험 결과

우선 Cone-of confusion 내에서의 HRTF를 조사해 

봄으로써 기존 HRTF와의 차이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다. Ming Zhang의 HRTF refinement 기법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1) 정면음상 정위의 개선을 위해 에너지 차이가 증 

대도었다.

2) 음질의 저하 및 신호처'리 어려움을 야기하는 

Notch의 증대 대신 넓은 대역의 peak부분이 자연스 

럽게 강조되었다.

3) 전 주파수 대역에서 스펙트럼 차가 현저하게 나 

타나 음상 정위가 더욱 뚜렷했다.

그림 8. 3채널 30° Vs 150" 차이

4. 결론 및 향후계획

3채널 HRTF 합성기법은 기존 HRTF의 문제점이었 

던 정면 음상 정위의 어려움, "Front-back 

confusion”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어 바이노럴 

합성기가 적용되는 게임, 음장 가청화 기술 

(auralization), 시뮬레이터, 가상현실 시스템 등에 

기존 HRTF를 3채널 HRTF로 교체함으로써 보다 

현장감 있고 안정된 음상을 가진 고음질 입체음향 

재생을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 계속적인•주관 평가 

를 통해 Accent 마이크의 레벨 값 조정 및 감도 특 

성 선택을 위한 실험을 통해 최적의 3채널 HRTF를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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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L 림 7. 3채널 Cone of confusion 
(30° Vs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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