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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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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한 바이노럴 합성 기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바이노럴 기법으로 생성된 이러한 

입체음향은 재생을 위해 역 필터와 Equalization 곡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음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재생시 음질의 향상을 위해 적합한 역 필터 설계와 

Equalization 곡선의 선택방법을 제시하고 트랜스오럴 시스템 설계 시 신호처리로 인한 음질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피커의 위치를 청취자의 머리 뒤에 놓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취자의 정면에 스피커를 한 개 추가하여 정면의 음상을 강화하고 3 채널 바이노럴 

녹음기법［1］으로 만들어진 음원에 대한 호환성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된 모든 

방법들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1. 서 론

지금까지 소개된 입체음향 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스테레오 재생방 

법과의 호환성과 저렴한 가격을 위해 최소한의 신 

호처리를 해준 ”측면 소리 강화 방법”(lateral sound 

boost)°1 있는데 초기에 나온 SRS, Spatializer등으 

로 이 방법은 음질의 저하와 음상정위의 모호함으 

로 인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 

거에 비해 점점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두 번째 

로 여러 개의 스피커를 사용하여 청취자의 몰입감 

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Dolby사의 제품군Dolby 

Prologic, Dolby Digital)과 DTS, THX둥이 있다. 

현재 극장과 Digital TV, DVD등에서 널리 사용되 

는 방법으로 청취자의 몰입감을 증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 

고 현장감과 음상 정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Dolby의 경우 THX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EX 

버전으로 스피커를 계속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에 DTS도 ES버전으로 스피커를 계속 추가 

하고 있다. 그러나 Quadra Phonic recoding에서 발 

전된 이런 재생방법들은 고질적인 문제인 양 스피 

커 사이의 음상정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앞 

으로도 스피커를 계속 추가하여 청취공간의 제약과 

고비용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가지 

고 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의 장점을 모두 고려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2개의 

채널로 신호처리를 통하여 음상정위와 몰입감을 주 

는 방법인데 신호처리기술의 발달과 저렴한 DSP의 

등장으로 활발히 연구된 분야이다. 이 방법은 바이 

노럴 기법으로 생성된 입체음향에 적절한 

Equalization을 하여 트랜스오럴 시스템을 통하여 2 

개의 스피커로 출력하는 방법과 트랜스오럴을 거치 

지 않고 헤드폰으로 듣는 2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2가지 방법 모두 역 필터 설계와 Equalization 

곡선의 선택문제에서 신호처리로 인한 음질저하로 

현재 그 성능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중 

간정도 되고 있고 그 비용 또한 그러하다.

본 논문은 세 번째 방법을 개선한 방법이다. 우선 

역 필터 설계하는 데 있어서 위상을 고려하고 주파 

수 응답의 과도한 피크와 딥을 줄이기 위해 1/3 옥 

타브 대역 필터 사용을 제안한다. 그리고 물리적으 

로 크로스토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피커를 청취자 

의 머리 뒤에 위치시키는 방법은 신호처리에 의한 

음질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청취자의 머리 

뒤에 음상정위 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 

서 사용되는 Equalization 곡선은 청취자가 듣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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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원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 

으로 정면의 음상정위와 3 채널 바이노럴 녹음기법 

[1]으로 만들어진 음원에 대한 호환성을 갖게 하기 

위해 정면에 스피커를 추가한다.

2. 고 음질 입체음향 재생 시스템의 외형

言』 

同n

[그림 1] 고 음질 입체음향 재생 시스템의 외형

의자의 headrest 부근에 스피커를 두 개 위치시키고 

외부에 스피커를 한 개 더 위치시킨다.

headrest 부근에 위치된 스피커는 반대편 스피커에 

서 오는 소리를 머리에 의해 shadowing 시켜 트랜 

스오럴 필터링의 신호처리시 유용하게 만들어 준다. 

외부에 한 개 더 위치되는 스피커는 정면의 음상정 

위를 강화시키고 monopole-dipole 스피커 어레이 

시에는 L+R의 출력 채널로 사용된다.

2.1 음원에 따른 Equalization 곡선 선택 

게임, 음악(클래식, 재즈, 팝), 영화(stere。, Dolby 제 

품군, DTS, THX)Equalization 곡선은 “Weighted 

Diffuse-field Equalization"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 

법은 액센트 마이크를 장착한 3 채널 더미헤드를 

사용하여 정면 음상 정위에 강인하고 음질의 저하 

가 없으며 스테레오 호환성도 뛰어난 가장 자연스 

러운 "Weighted Diffuse-field 곡선을 찾을 수 있 

으며, 잔향실, 무향실과 같은 특정공간이 필요한 한 

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녹음이 진행되는 바로 그 

공간에서 녹음 음원에 따른 “Diffuse-field 

Equalization" 곡선을 구할 수 있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음악과 영화의 경우 유명 오페 

라하우스, 재즈바, 콘서트 홀, 극장의 음향학적으로 

좋은 위치로 판정된 자리에서 Equalization 곡선을 

구하고 게임의 경우는 게임에 대한 현장감과 몰입 

감을 위해 게임의 내용의 현장에서 Equalization 곡 

선을 측정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0° 1/3 

octave averaging free-field 정면 응답을 

Equalization 곡선으로 한다.⑸

2.2 신호 처리

2.2.1 역필터
스피커의 특성을 보상하기 위한 역 필터링의 경우 

에서는 위상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트랜스오럴 

시스템에 들어가는 역 필터의 경우에는 위상까지 

고려하여야 한다.[2][6]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 부근 

에서의 roll off 현상은 역 필터를 만들 때에 큰 피 

크를 만들어 음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 

용한다.[2] Regularization은 이런 큰 peak나 deep을 

줄여 음질의 손상을 막는다.[2]

H(=__________C(z____________ -m

C(zT)C(z) + RB(zT)B(z)

H(z)는 역 필터, C⑵는 임의의 위치에서 청취자 

귀까지의 HRTF이다. 여기서 B(z)를 통해 필터의 

통과 대역과 저지대역을 만들어 주고 £ 는 크기를 

설정해 준다. 그리고 A(n)와 2一" 를 이용하여 역 

필터를 cans이총)■게 만들어 준다.⑹

그림 2 MIT의 왼쪽 30도에서 왼쪽 귀로의 

diffused field equalized HERR..

그림3 MFT의 왼쪽 30도에서 왼쪽 귀로의 

diffused field equalized HR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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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위상과 샘플링 주파수에서의 roll off 
를 고려하지 않은 역필터의 스펙트럼 

그림 4와 6을 보면 그림4에 비해 그림6이 평탄하고 

고주파가 감쇠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6에서도 deep이 보이는데 이것은 음질 

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3 옥타브 대역 필터링으로 이 급격 

한 deep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음질을 향상시키 

는 방법을 제안한다.

2.2.2 트랜스오럴 시스템

입체음향을 재생하는데는 헤드폰 재생과 스피커 재 

생이 있다. 헤드폰 재생의 경우 Equalization을 해준 

뒤 재생하고 스피커 재생은 트랜스오럴 시스템을 

거친 후 재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monopole-dipole 

기법［3］을 응용한 트랜스오럴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monopole 스피커와 dipole스피커를 조합 

시킨 스피커 어레이의 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dipole대신 monopole 스피커를 두 개 더 사용하여 

한 쪽을 역상으로 만든 뒤 출력시키는 방법과 동상 

으로 하여 출력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음압의 출력을 높이고 음질의 향상을 위한 방법이 

다. 역상의 경우에 monopole 스피커에는 L+R 

dipole 서로 역상의 스피커에는 L-R의 신호를 주게 

된다. ⑶

그림 5 위상과 샘플링 주파수에서의 roll off 
를 고려한 역필터

0
] 

2(S—A)

[ : 니

위의 수식에서 F는 정면에 위치되는 스피커에서 청 

취자 귀로의 HRTF, S는 오른쪽（왼쪽） 스피커에서 

오른쪽（왼쪽） 귀로의 HRTF, A는 오른쪽（왼쪽） 스 

피커에서 왼쪽（오른쪽） 귀로의 HRTF이다. 위의 수 

식은 Headrest에 위치한 스피커가 동상으로 재생될 

때의 수식이고 역상으로 재생될 때의 수식은 다음 

과 같다.⑶

r _1_
H= 2F

0
[I -\]0

] 
2(S-A)

그림 6 위상과 샘플링 주파수에서의 roll 
off를 고려한 역필터의 스펙트럼

2.2.3 블룸레인 필터링

이는 자신의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더미헤드로 녹 

음할 경우 더미헤드의 양 귀 사이의 시간차가 자신 

과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심각한 음질의 저하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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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위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양 귀 시간차 

를 없애고 저주파수 L-R 신호 보강을 위한 

"Blumlein 아】uffling filter[8]”를 사용하면 된다.

3. 실시간 처리

Motorola 의 DSP56362를 이용하여 구현되며 이 

DSP에는 Dolby Digital, DTS, THX 등의 decoding 

이 마스킹 되어 있어 영화의 경우 6채널로 

decoding-0 음원을 2채널로 적절한 신호처리를 이 

용하여 downmix한 후 사용되어진다.[7]

4. 결론

현재 이 시스템은 A&D engineering과 함께 특허출 

원중이고 계속적으로 더욱 향상된 음질을 위해 테 

스트 중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자에 Subwoofer를 

추가하여 골 전도 효과를 주고 저음을 강화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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