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음향의 형태는 매

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음향

과 반사, 굴절, 회절 등의 과정을 거친 다양한 형태

의 음향이 하나의 필드를 형성하여 우리가 생활하

는 공간에 존재한다. 더욱이 소리를 듣는 우리들의

청각기관의 특성과 소리를 인지하는 뇌의 작용까지

결합되면 음향을 인지하는 과정이란 실로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

고 가상의 음장을 임의의 공간에 효과적으로 연출

하기 위하여 지난 수 십년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최근 마이크와 스피커, 앰프 등의 소자 기

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연구결과들이 점차 실제 시

스템으로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는 과정은 양쪽 귀에 들어

오는 소리의 세기차이(Interaural Level Di-

fference: ILD)와 시간차(Interaural Time

Difference: ITD)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과거의 많은 연구에서 이 두 가지

단서는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사실 이 두 단서는

원하는 위치에 놓인 음원과 청취자의 외이도 간의

주파수 전달함수인 HRTF(Head-Related Transfer

Function)의 시간영역 응답 신호인HRIR(Head-

Related Impulse Response)[2]를 이용하는 가상 음

원 연출 기법[HRTF-based]인 binaural 시스템의

간략화된 버전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가상 음원 이미지 기법(Vitual Sound Imaging:

VSI)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음원을 임의

의 위치 연출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이 기술은 가상

현실, 가전, 홈 엔터테인먼트, 소형 음원기기 등 다

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VSI 시스템은 스피커

의 객수와 배치형태에 따라 분류되는데, 가장 단순

한 스테레오 시스템으로부터, 5.1채널, 10.2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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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2채널[4], 스피커 어레이 시스템까지 다양

하며, 각각의 규격에 따라 적절한 VSI 기법이 요구

된다. 이런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VSI 기법은 스테

레오 시스템의 경우 Amplitude/Intensity 패닝과

HRIR와 CrossTalk Canceller(CTC)를 이용하는 기

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Amplitude 패닝(AP)의

경우 스테레오 시스템 뿐만 아니라 3차원적으로 배

열된 다채널 시스템에도 응용이 가능한데, 이런 환

경에서는 가상 음원의 방향과 이웃하는 한 쌍의 스

피커를 이용하여 패닝을 하기 때문에 pair-wise 패

닝이라고도 한다. 한편 스피커 채널 수가 더 많아지

는 경우에는 Ambisonics[5]나 VBAP(Vector Base

Amplitude Panning)[6]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

으며, 스피커가 어레이 형태로 배열된 상황에서는

WaveField Synthesis (WFS)[7]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Ambisonics나 WFS 기법의 경우, 독립

적인 음원을 가상화하는 대신 특정 혹은 가상 공간

의 음장(sound field)을 다른 공간에서 동일하게 재

생함으로써 음장에 포함된 음원을 가상화하는 기술

들이며, 스테레오 환경에 적용되는 패닝 기법들에

비해 넓은 지역에 sweet spot을 형성할 수 있기 때

문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스피커 배치에도 불구하고 스테레

오 시스템은 구성이 간단하면서도 음원 가상화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용 오디오 기기와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휴대용 기기에서는 한 쌍의 스피커로 구성된

VSI 시스템이 매우 유용하다. 

본 고에서는 스테레오 환경에서 유용한 VSI 기법

을 소개한다. 특히 AP와 CTC를 기반으로 하는 패

닝 방법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을 소

개한다. 

Ⅱ. 스테레오 기반의 VSI 시스템 

스테레오 스피커 배치에서 VSI 기법을 구현할 때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정확히 가상 음원을 위치 시

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순한 형태로부터 비교적 복잡한 형태까지

매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본 장에서

는 기본적인 공간 청취 이론을 소개하고 스테레오

환경에서의 음원 방향인지 과정을 정리한다. 

1. Spatial Hearing 이론

음상 정위는 청취자 양 귀에서의 시간과 레벨 차

이가 주된 단서가 된다는 사실은 오랜 동안 알려져

왔다. Rayleigh의 duplex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음

의 방향을 인식함에 있어 저주파 대역에서는 시간

단서(ITD)를 이용하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세기 단

서(ILD)를 이용한다. ILD는 음원이 한쪽이 치우치

면 치우친 방향의 귀에 전달되는 음압이 더 큰 세기

를 가지게 되며 이것은 모든 주파수에 적용된다. 그

러나 머리 형태 때문에 발생하는 shadowing에 의

해 음원이 머리에 매우 가까이 있지 않는 한 저주파

대역에서는 크게 감쇄가 일어나지 않는다. ITD는

저주파 대역에서 쉽게 관찰되며 대체로 양 귀 간의

거리에 해당하는 파장을 갖는 1500kHz 이내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어떤 연구에서는 ILD와 ITD가 모

든 주파수 영역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고 설명하기도 한다[8]. 

과거의 연구에서 이러한 단서들의 상대적인 특징

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각 단서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보면

특정 각도에서는 두 단서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

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ITD 단서를 약간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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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치게 만들고 반대로 ILD 단서는 약간 오른쪽으

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들려주면 청취자는 음원이

정면에 위치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9].

음원의 방향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

한 청각 특성이 선행 효과(precedence effect)[1]이

다. 이는 직접음에 바로 이어서 들리는 반사음은 음

원의 방향 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

라서 잔향이 존재하는 실내 환경에서도 음원의 방

향이 반사음에 영향 받지 않고 직접음에 의해 결정

되게 된다. 

2. 스테레오 청취 환경 

두 개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스테레오는 가상 음

원 생성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스테레오

시스템에서 음원은 두 스피커 사이를 연결하는 선

위의 한 점으로 인지한다. 이 가상의 선은 음원이

녹음된 방으로 열려 있는 음향학적 개구(開口)로 생

각 할 수 있다. 스테레오 청취 환경에서 왼쪽과 오

른쪽 스피커로부터의 발생한 음원이 청취자의 왼쪽

과 오른쪽 귀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개의 스

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네 개의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청취자의 귀에서 ITD와 ILD를 만들어 낸다. 

스테레오 VSI 기술은 또한 정위합(summing

localization)의 과정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코히어

런트한 신호가 두 스피커를 통해 방사되더라도 사

람은 두 귀에 전달되는 소리 간의 정보 차이를 이용

해서 하나의 auditory 이벤트로 인지한다. 동일한

소리를 크기만 달리하여 두 개의 스피커로 각각 방

사할 경우 인지되는 auditory 이벤트는 두 음원 사

이에 위치하게 된다. 우리의 청각 시스템은 두 스피

커에서 방사된 음을 분리하여 인지할 수 없으며, 만

약 두 귀 신호에 포함된 단서들이 상충하는 경우 최

선의 추측을 통해 audiory 이벤트를 인지한다. 기

본적으로 스테레오 기술은 두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 간의 크기와 시간 차이를 변화시켜 음원을 위

치시키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법을 각각을

Amplitude Panning(AP)과 Time Panning(TP)라

고 한다.

청취자의 각 귀에서 인지되는 소리는 두 스피커

로부터 도달하는 신호의 합이다. 따라서  두 귀 신

호에 의해 구성되는 음원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계

산하기 위해서는 각 귀에 합의 형태로 전달되는 신

호를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의 패닝 기법들

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귀에 전달되는 신호를 설명

하도록 한다. 

3. 지각 가중 효과

일반적으로 광대역 음원의 경우 사람의 청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음원의 방향을 평균적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 과정

은 주파수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모든 주파수에서

외이와 중이의 민감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0]. 저주파와 고주파(4kHz 이상) 성

분들은 중이에 의해 상당히 감쇄되고 귓바퀴는

3kHz를 중심으로 하는 대역의 에너지를 증가시킨

다. 청신경의 반응은 700Hz에서 4kHz 대역에서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청각 메카니즘이 음원의 방

향을 주파수 대역에서 평균할 때 청신경의 반응이

가장 활발한 대역에 더 큰 가중치를 주게 된다. 이

러한 외이와 중이의 역할 때문에 발생하는 가중치

효과로 인하여 700Hz에서 4kHz대역에서 형성되는

음원의 방향이 음원의 평균적인 방향을 인지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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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테레오 패닝 기법

본 장에서는 스테레오 시스템에 적용되는 패닝 기

법들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1. Amplitude Panning 

<그림 1>은 일반적인 스테레오 시스템에서의 스

피커 배치와 청취자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스피커 간의 각도는 일반적으로 60° (=2θ0)이며, 두

스피커는 청취자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고 가정한다. <그림 1>에서 A와 B는 왼쪽과 오른쪽

채널 스피커의 크기를 나타내고 Ts는 두 채널 신호

간의 시간차(Inter-Channel Time Difference:

ICTD)를 나타낸다. 

청취자의 정면에서 θ0각에 위치한 한쪽 스피커로

부터 (스피커와 가까운)왼쪽귀와 오른쪽 귀에 도달

한 신호 간의 시간차를 Ta로 나타낸다. 이 때 머리

주변의 회절 때문에 발생하는 음의 감쇄 상수는

m=aL/aR=bR/bL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aL과 aR은

왼쪽 스피커에서 방사한 소리에 의해 왼쪽과 오른

쪽 귀에서 발생하는 음압을 각각 나타내며, bL과 bR

은 오른쪽 스피커에서 방사된 소리에 의해 왼쪽과

오른쪽 귀에서 나타나는 음압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두 귀에 가해지는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간단한 근사화 과정을 거치면 식 (1)은 다음과 같

이 다시 쓸 수 있다[14].

(2)

따라서 식(2)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ILD와(Δ)

ITD(T)를 구할 수 있다.

(3)

(4)   

위 식에 채널간 레벨비를 k=(A/B)=(aL/aR)로 정의

하고 머리주변의 회절에 의한 감쇄 요소 m을 적용

하여 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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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00Hz 이하의 주파수에 대하여 머리 회절

감쇄를 무시할 수 있다면, 즉 m=1이라면 우리는

식 (5)와 식(6)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된다. 

(7)

(8)

식 (7)과 (8)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신호의 파장이

머리 주변의 회절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길다면

ILD는 1에 가깝고, ITD는 식(8)과 같이 상수로 주어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가상 음원의 정위각

ф와 <그림 1>과 같은 대칭적인 스테레오 환경에서

시간차와 ITD는 각각 Ta=h/csinθ0와 r=h/csinф로

주어진다. 이 때 h는 청취자 머리 지름이며 c는 음

속의 의미한다. 따라서 식 (8)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9)

식 (9)에 의해 스피커 신호의 크기 A와 B를 결정

하는 패닝 방법을 sine 법칙[11] 또는 Intensity/

Amplitude 패닝이라 부르고, 이 방법은 머리 주변

의 회절에 의한 감쇄를 무시할 수 있는 700Hz 이하

의 신호에 대해 유효한 패닝기법이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는 주파수 범위에 상관없이 위의 과정으로

얻어진 식(8)의 패닝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만약

청취자가 가상 음원 방향으로 머리를 돌린다면 탄

젠트 법칙이 좀 더 정확한 패닝 기법[12]이 된다. 

(10) 

한편 식 (9)와 식 (10)의 사인 법칙과 탄젠트 법칙

만으로 스피커 신호의 크기 A와 B를 결정할 수는

없기때문에 추가적인 방정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

해 전체 음원의 라우드니스를 제한하는 방정식을

추가로 사용한다. 

(11)

위 식에서 P는 가상 음원의 라우드니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사인 법칙과 탄젠트 법칙의 차이점은 가상 음원의

움직임에 따른 머리의 회전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무시할 만큼 작

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AP 기술은 간단하면서

도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

되는 스테레오 패닝 기법이다.

AP 기술의 문제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사인과

탄젠트 법칙에 의해 예측되는 음원의 정위가 중간

주파수 대역과 고주파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그 이

유는 AP의 수식이 고주파에서의 ITD와 ILD와 같

은 다른 주요한 단서는 고려되지 않고 저주파의

ITD 모델만을 이용하여 얻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

문에 비록 700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에서 음원의

정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만 중대역과 고대역에서

는 단서 값의 편차로 인하여 가상음원이 퍼져서 들

리게 된다. 

단서 값의 편차는 특히 1700Hz 부분에서 커지는

데 그 이유는 dl 주파수 부근에서 발생하는 신호 간

의 범핑(bumping) 현상[13] 때문이다. 그 결과

700Hz와 2.6kHz 사이의 ITD와 ILD 커브에서 심

한 놋치가 나타난다[4]. 이러한 놋치가 발생하는 주

파수는 대략적으로 1700Hz 부근인데, 이 주파수의

파장 길이는 사람 머리 직경과 비슷한 190mm다.

<그림 1>의 스테레오 시스템에서 한쪽 스피커에서

두 귀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 간의 차이는 대략

24 방송공학회지 16권 4호

448 특집 : 오디오 기술

tan
tan

02본본:02본본  11. 12. 5.  본본 10:54  Page 24



80-100mm이다. 따라서 대략 1700Hz에서 반대쪽

스피커로부터 도달하는 신호는 같은 쪽 스피커에

비해 대략 반파장 정도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의한 신호가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신호 간 범핑에 의해 발생하는 상쇄현상 때문에

Amplitude 패닝 시 음상이 정확하게 정위 되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Amplitude 패닝은 식(1)에 표현된 바와 같

이 주파수 독립적인 시간지연과 크기인자를 사용한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람 또는 더미

헤드를 통해 측정된 음향 경로 모델은 주파수에 따

라 달라지는 ILD, ITD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Amplitude 패닝에서 사용하는 단순화된 모델의 정

확도는 떨어지게 된다. 

2. VBAP

Vector Base Amplitude Panning(VBAP) 기법

[6]은 <그림 2>와 같은 벡터 다이아그램을 기반으

로 유도된다. <그림 2>는 스테레오 환경에 적용된

2차원의 VBAP를 보여준다. VBAP에서 벡터 베이

스는 스피커 방향의 단위 벡터로 정의된다. 

<그림 2>에서 왼쪽과 오른쪽 스피커 방향의 벡터

베이스는 각각 uL=[uL
x uL

y ]T, uR=[uR
x uR

y]T로 나타낼 수

있으며 모두 크기가 1인 단위벡터이다. 가상 음원

방향의 단위 벡터를 v=[vx vy]T라고 할 때, 가상 음원

벡터는 벡터 베이스를 선형 결합하여 표현할 수 있

다. 즉,

(12)

위 식에서 gL과 gR이 스피커 출력신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영을 포함하는 양수의 값을 갖

는다. 식 (12)를 행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3)

위 식에서 g=[gL gR]
T이고 U=[uL uR]

T이다. 따라서

U-1가 존재하는 경우 스피커 출력 이득은 식 (12)로

부터 쉽게 얻어진다. 

(14)

한편 U-1는 θ0≠0와 θ0≠90의 조건만 만족하면 존

재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일반적인 스

테레오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한 가지 주목 할 사실은 식(13)에 의해 계산되는

채널 이득 값은 식(10)에 주어진 탄젠트 법칙과 동

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VBAP 기법은 단순한 스테레오 시스템 뿐

만 아니라 임의의 스피커 배치에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3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다채널 스피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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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경우에는 가상음원의 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스피커 채널들의 벡터 베이스들을 선형결합 함으로

써 원하는 위치에 음원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6][14] 매우 유연한 패닝 기법이다. 그러나 VBAP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젠트 법칙과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AP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3. HRTF 기반의 패닝 기법

두 개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스테레오 환경에서

이상적인 음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취자의 두 귀에

입력되는 소리의 형태가 해당 위치에서 측정한

HRTF과 동일하도록 컨트롤하면 된다. 스테레오 환

경에서는 두 개의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합의

형태로 양쪽 귀에 입력되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이

상적인 음상 조건을 <그림 1>과 같은 스테레오 환경

에서 주파수 영역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2)

위 식에서 YL(w)과 YR(w)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

스피커 출력 신호의 주파수 응답을 나타내고 θ는 가

상 음원의 각도이다. CLL(w,θ0), CRL(w,θ0), CLR(w,θ

0), CRR(w,θ0)은 왼쪽(L)과 오른쪽(R)스피커와 청취

자의 왼쪽(L), 오른쪽(R) 귀간 음향 경로의 주파수

응답이다. 이러한 음향 경로의 주파수 응답은 머

리-스피커 간의 구성에 상응하는 HRTF를 의미한

다. 수식 (12)를 행렬식으로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13)

이 때 이상적으로 양쪽 귀에 만들어져야 하는 소

리는 패닝 하고자 하는 음상의 각도에 대응하는

HRTF 쌍이 된다. 따라서 문제는 청취자의 귀에서

바이노럴 신호 E(w,ф)를 정확히 재생 할 수 있도

록 하는 필터 행렬 D(w,θ0)를 찾는 것이다. 이 문제

를 일반적으로 크로스토크 제거(CrossTalk

Cancellation: CTC)라고 한다. CTC를 FFT를 사용

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구현하는 경우 IFFT 과정에

cyclic shift를 사용하여 모델링 지연을 구현하게

된다.

만약 N 샘플 FFT를 이용하여 CTC를 구현하는

경우, 스피커 출력 YL(w,ф)와 YR(w,ф)는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주어지게 된다[15].

(14) 

여기서 k는 주파수 빈 인덱스이며, C+(k,θ 0)는

C(k,θ0)의 의사 역행렬(pseudo inverse matrix)로

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5)

β는 역행렬 연산시 발생할 수 있는 ill-condition

을 방지하기 위한 regularization 파라미터이고 위

첨자 H는 Hermitian 연산을 나타낸다. β 값을 적

절히 조절함으로써 CTC 필터의 크기 응답이 날카

로운 피크를 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CTC�기반�패닝�방법의�문제�: CTC 기반의 패

닝 방법은 전대역의 ITD와 ILD가 포함된

HRTF를 사용하기 때문에 ITD와 ILD만으로

패닝을 하는 경우보다 음상이 더 정확하고 높

은 실감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청취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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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맞는 HRTF를 사용할 때만 정확한 말이다.

일반적인 패닝 시스템에서는 대체로 마네킹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거나 여러 사람의 HRTF로

부터 얻어진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상 음원의 정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

종 발생한다. CTC에 기반한 VSI 기술은 이론

적으로는 가장 정확히 음상이 만들어 진다. 그

러나 기존의 CTC 필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길이가 긴 HRIR로 구성된 음향 경로 행렬의

역을 취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연산량

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메모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게다가 마네킹으로 이용하여 측정

한 평균적인 HRTF와 사용자 HRTF 간의 주파

수 특성 차이로 인해 CTC 기반의 시스템은 입

력 신호의 음색을 자주 왜곡 시킨다[16]. 

4. Envelope 패닝

Amplitude 패닝 방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점은 저주파 대역에서 유효한 가정을 전체 대역으

로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고주파 대역 음상의 정

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CTC 기반의 패닝

방법은 개인화된 HRTF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정확도

가 보장되지 않고 음색의 왜곡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주파 대역에서는 기존의 Amplitude 패닝을 사용

하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새로운 ILD, ITD 컨트롤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패닝 기법은 기존의

CTC 기반의 패닝 알고리즘을 저주파와 고주파 대

역에서 각각 근사화함으로써 유도할 수 있다

[17][18].

식 (12)의 신호 모델을 사용하여 저주파 대역에서

기존의 CTC 기반 패닝 알고리즘을 근사화하면 기

존의 사인 법칙과 동일한 수식을 얻게 된다. 

고주파 대역에서 ILD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

의 청각기관이 고주파 대역에서 어떻게 음상을 정

위하는지를 이용한다. 고주파 대역에서의 음상 정

위는 입력 신호의 세세한 구조보다는 포락선 정보

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알고리즘의

유도를 위해 먼저 고주파 대역에서의 ILD와 ITD도

저주파 대역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주파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로 가정한다. 이 때 귀에 전달되는

정보는 각 신호 성분의 RMS의 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16)

위 식에서 M(w,θ0)는 머리 주변의 회절에 따른

감쇄 모델의 주파수 함수이며, K(w)는 채널간 레벨

비의 주파수 함수이다. 한편 1~4kHz 대역에서의

ILD를 상수로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15][16], 동

일 대역에서의 M(w,θ0)와 K(w)도 상소로 근사화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고주파 대역에서

의 채널 간 레벨비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된다. 

(17)

위 식에서 m(θ0)는 스피커가 위치한 각도 θ0에서

발생하는 회절 감쇄 상수이며, Δ(ф)는 가상 음원

의 각도 ф에서의 ILD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17)

을 이용하여 스피커 채널 간 레벨비인 k를 구하면

원하는 패닝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식(17)의 패닝

법칙은 고주파 대역에서 신호 간의 Envelope 합으

로 유도되었기 때문에 이를 Envelope 패닝(E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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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른다.

유사한 과정을 거쳐 고주파 대역에서의 ITD 모델

을 유도할 수 있다. 고주파 대역에서의 ITD 모델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17].

(18)

위 식에서 Ta와 Ts는 식 (1)에 정의된 바와 같으

며, k는 식 (17)에 정의된 바와 같다.

EP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그림 3>

에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EP는 저주파 대역

과 고주파 대역의 ILD 모델만 상요한 경우이고,

CAP는 저주파와 고주파 대역의 ILD 모델에 더하여

고주파 ITD 모델을 사용한 경우이다. MHP는 평균

된 HRTF를 사용한 CTC 기반 패닝 알고리즘이고

IHP는 각 피실험자의 HRTF를 사용한 경우이다.

EP와 CAP의 경우 매우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에

동일한 패닝 게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MHP는 물

론 IHP 알고리즘 보다도 음색의 왜곡이 적다. 또

한 <그림 3>의 결과를 살펴보면 EP와 CAP가 개인

HRTF를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

다. 그리고 EP와 CAP 간의 성능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AP에 고주파 ILD 모델을

더함으로써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개

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고에서는 스테레오 환경에서 유용한 VSI 기

법을 소개하고 최근 관련 기술의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AP 기술과 CTC를 기반으로 하는 패닝 방

법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이들이 가진 문제점

또 개선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두 개

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스테레오 시스템은 구성이

간단하면서도 음원 가상화에 효과적인 시스템이

다. 특히 크기가 작은 소형 오디오 기기에는 매우

유용한 VSI 시스템이다. 또한 스테레오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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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상음원 각도에 따른 주관적인 성능평가 (a) 5도, (b) 10도, (c) 15도, (d) 20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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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SI 시스템은 3차원으로 배열된 더 많은 개수

의 스피커 시스템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

에 그 활용 범위가 스테레오 시스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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