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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장 합성 기법은 라우드스피커 어레이를 사용하여 보다 넓은 청취 공간을 제공하는 음향 재생 기법이다. 

이를 이용한 렌더링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스피커의 간격이 있다. 스피커의 간격은 앨리어싱 주파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간격이 좁을수록 높은 성능을 보인다. 그런데 좁은 간격의 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라우드스피커의 저역 한계 주파수가 높아지게 마련이며 따라서 필수적으로 저주파 대역을 위한 서브 우퍼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서브 우퍼에 의한 음상정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효과를 

이용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1. 개요 

본 문서에서는 선행 효과(Precedence effect) 및 WFS 

신호의 렌더링에서 이를 응용하여 음상 정위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선행 효과란 Has Effect 혹은 Law of the 

first wavefront 라고도 하며, 사람의 음상 정위 인지 과정 중 

일어나는 현상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유사한 특성을 갖는 음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올 경우, 그 중 첫번째로 두 귀에 도착한 

방향으로 음상 정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음장 합성 기법이라고도 불리는 WFS(WaveField 

Synthesis)는 여러 개의 스피커로 이루어진 라우드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하여 음상 정위 관점에서의 청취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스피커의 간격이 좁을수록 음상 정위가 잘 

일어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스피커의 저음 재생 능력을 

떨어트리게 된다. 이로 인한 음질 저하를 막기 위해 우퍼를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우퍼 때문에 음상 정위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2 장에서는 WFS 및 선행효과의 배경이론, 3 장에서는 선행 

효과를 응용한 WFS 렌더링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4 장에서는 

내용을 마무리 한다. 

2. 배경 이론 

선행 효과는 [1] 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뒤이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효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서로 다른 

위치에 동일한 음원 v(t)가 존재할 때, 청취자는 둘 중에서 

청취자에게 먼저 도착한 음원의 위치에 음상이 맺힌다는 

것이다. 이 효과는 음원의 특성, 딜레이의 크기, 두 음원의 

거리 및 각도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는 단일음의 경우 

1~5 ms, 복합음의 경우 1~40 ms 에서 일어난다 [2]. 한편 

음장 합성 기법(WFS, Wave Field Synthesis)는 호이겐스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여러개의 라우드스피커를 이용하여 

목표하는 음장을 재현하는 기술이다 [3]. 넓은 공간 내의 

음장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장점 때문에 차세대 음향 재생 

기법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여러개의 라우드스피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그림 1. WFS레이아웃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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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라우드스피커의 간격 dx 는 음장 재현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음장 합성 기법 재생을 위한 렌더링은 

공간 샘플링(Spatial Sampling)을 이용하는데, 이 공간 샘플링의 

앨리어싱 주파수는 식 (1)로 정해진다. 따라서 간격이 

작아질수록 앨리어싱 주파수가 높아지므로, 음장 재현 성능은 

좋아진다. 실험상황에 따라 
max

 가 바뀌지만 대략 3~5 kHz 

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dx 는 0.03~0.06 m 가 되도록 

어레이를 설계해야 한다. 

 

max2 sin
alias

c
f

dx 
  (1) 

 

3. 문제 정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라우드스피커의 간격을 좁게 하려면 

결국 스피커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와는 반대로 라우드스피커의 

절대적인 음질 및 저음역대 재생 성능은 라우드스피커의 

인클로저와 유닛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음장 재현 성능의 향상을 위해 간격을 줄이게 되면 

100~200Hz 아래의 저음역 재생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그림 1처럼 별도의 서브우퍼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임의 위치에 있는 우퍼로 인한 

음상 정위 오류를 보상하는 것이 앞으로 다룰 문제이다. 

4.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행 

효과를 이용한다. 우선 우리가 재현할 음원을 x(t), 이 음원의 

주파수도메인 표현은 X(f)로 하자. 이는 라우드스피커의 저역 

한계주파수(Lower Cutoff-frequency)에 따라 저음역과 

고음역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 ) ( ) ( )L LPFX f X f H f   (2) 

 ( ) ( ) ( )H LX f X f X f   (3) 

 

이 음원을 음장 합성 기법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우퍼의 위치와 음원이 렌더링된 위치가 다르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우퍼에서는 식 (4)과같이 딜레이를 준다. 

 

 0( ) ( )
j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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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상황은 일반적인 선행효과와 조금 다르다. 원래 

선행효과는 같은 음원이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음원은 하나의 

음원에서 서로 다른 대역을 잘라낸 것이다. 그러나 실험에서 

다른 상황은 일치한다. 즉 두 음원이 서로 유사한 (Coherent) 

특성을 갖고 있으며 딜레이 d 가 너무 커서 서로 다른 음원으로 

인식되면 안된다. 따라서 음상의 위치가 HX 의 위치로 

느껴지게 하는 최소한의 딜레이 d 를 구하여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실험 

5.1. 실험 절차 및 환경 

간략한 청취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를 위해 우선 그림 2와 

같이 라우드스피커를 설치하였다. 실험에서는 음상 정위에 관한 

심리 음향적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음장 합성 

기법으로 렌더링하는 위치에 실제 스피커를 놓고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스피커는 KEF 의 HTS3001 모델이다. 서브 

우퍼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각 위치에서 저주파와 고주파 

신호를 바꾸어 재생하려면 동일한 서브 우퍼 2 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실험 환경 

 

번호 음원 

1 드럼 킥 

2 베이스기타 

3 남자 음성 

표 1. 실험에서 사용한 음원 

 
딜레이는 0, 1, 5, 10, 20 ms 를 적용하였으며, 음원은 각각 

10~20 초 길이의 드럼 킥 소리, 베이스 기타, 남자 음성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Single-blinded test 로 수행하였고,  

 

5.2.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에서 사용한 음원은 200Hz 이하의 에너지를 가진 

신호 중 가장 일반적인 음원이다. 결과는 음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났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음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드럼 킥은 어택이 짧고 전 대역에 걸쳐 에너지가 

분포되어있다. LX 가 HX  보다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HX 의 소리를 마스킹할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주파 음원으로 인한 음상 정위 오류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즉, 딜레이를 주지 않아도 의도한 위치에 음상정위가 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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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음원 특성 때문에 10ms 이상의 딜레이는 에코처럼 

들리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베이스 음원은 드럼보다 훨씬 에너지의 편차가 

심하다. 즉, 
HX 이 거의 마스킹되어 들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딜레이가 없을 때는 음상이 다소 모호했다. 즉, 

음장 합성 기법으로 재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원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가 대부분 저주파대역에 

몰려있는 경우 저주파와 고주파를 같은 위치에 놓아도 음상 

정위가 모호하다. 이 경우에, 10 ms 혹은 20 ms 의 딜레이를 

주었을 때 음상 정위가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시간 

도메인에서 보면, 베이스 기타는 서스테인이 길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큰 딜레이도 에코처럼 들리는 부작용은 없었다. 다만, 

콘텐츠 제작자가 의도한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5~10 

ms 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음성은 저주파 대역의 에너지가 크지 

않아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장 합성 기법 등의 시스템에서 

서브우퍼로 인해 발생하는 음상정위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행 효과를 응용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주파 

대역에 작은 딜레이를 주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간단한 

청취평가를 통해 5~10ms 의 값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더 정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최적값과 우퍼의 위치, 음원의 위치 등에 의한 영향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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