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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 및 시스템

요약

정면에서 좁게 형성된 모노 사운드를 2채널의 스피커를 사용하여 넓혀주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 및 장치가 개시

되어 있다. 본 발명은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비상관된 다수개의 신호로 분리하는 신호 분리 과정, 분리된 각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머리 전달 함수를 반영하여 좌/우 비대칭적으로 가상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가상 음원 생성 과정, 생성된 가상 음

원들의 크로스토크를 캔설링하는 크로스토크 캔설링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의 전체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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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의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에서 와이드 모노 사운드로 재생하는 방법의 개념도이다.

도 4a 및 도 4b는 도 2의 신호 분리부의 일실시예이다.

도 5는 도 2의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의 상세도이다.

도 6은 도 5의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을 간략화한 블록도이다.

도 7은 도 6의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을 최적화한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 재생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정면에서 좁게 형성된 모노 사운드를 2채널의 스피커를 사용하여 넓혀

주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모노 사운드 재생은 싱글 채널을 통한 사운드 재생이다. 최근들어 모노 사운드로부터 가상 스테레오 사운드로

합성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이 US 6,590983 B1(filed 13 Oct. 1998 entitled APPARATUS METHOD FOR

SYNTHESIZING PSEUDO-STEREOPHONIC OUTPUTS FROM A MONOPHONIC INPUT)에 개시되어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신호(M)는 좌 전대역 필터(102) 및 우 전대역 필터(104)에 제공된다. 좌 전대역 필터(102)는 +45도의

리딩 위상 시프트를 생성하는 위상 리드 필터이다. 우 전대역 필터(104)는 -45도의 리딩 위상 시프트를 생성하는 위상 리

드 필터이다. 필터(102)의 출력은 가산기(120)의 첫 번째 입력과 합산기(122)의 논-인버팅에 제공된다. 필터(104)의 출력

은 가산기(120)의 두 번째 입력 및 합산기(122)의 인버팅 입력에 제공된다. 합산기(122)의 출력은 합산기(126)의 논-인버

팅 입력에 제공된다.

필터(104)의 출력은 또한 퍼스 펙티브 필터(124)의 입력에 제공된다. 퍼스 펙티브 필터(324)의 출력은 합산기(126)의 인

버팅 입력 및 가산기(128)의 두 번째 입력에 제공된다. 또한 필터(102)의 출력은 합산기(126)의 논-인버팅 입력 및 가산

기(328)의 세 번째 입력에 제공된다. 가산기(128)의 출력은 고역패스필터(108) 및 가산기(106)의 첫 번째 입력에 제공된

다. 합산기(126)의 출력은 고역패스 필터(110) 및 가산기(106)의 두 번째 입력에 제공된다. 가산기(106)의 출력은 저역 패

스 필터(109)에 제공된다.

고역패스 필터(108)의 출력은 가산기(112)의 첫 번째 입력에 제공되며, 저역패스필터(109)의 출력은 가산기(112)의 두

번째 입력으로 제공된다. 가산기(112)의 출력은 우 채널 출력 증폭기(116)의 입력에 제공되며, 증폭기(116)의 출력은 좌

채널 출력으로 제공된다.

고역패스필터(110)의 출력은 가산기(114)의 첫 번째 입력으로 제공되며, 저역패스필터(109)의 출력은 가산기(114)의 두

번째 입력으로 제공된다. 가산기(114)의 출력은 우 채널 출력 증폭기(118)의 입력으로 제공되며, 증폭기(118)의 출력은

우 채널 출력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도 1과 같은 종래의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좌/우 입력 신호들로부터

발생된 차신호 성분을 처리한다. 차신호 성분은 저역 및 고역의 가청 주파수증폭에 의해 특징지어진 등화를 통해 처리된

다. 그 처리된 차 신호는 좌/우 입력 신호들 그리고 원래 좌/우 신호들로부터 발생된 합 신호와 결합된다.

그러나 종래의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은 HRTF(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를 사용하지 않고 입력되는 모

노 사운드에 대해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분리하고, 그 분리된 사운드에 대해 적절한 레벨 보정을 수행하여 다시 결합

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은 HRTF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량이 적어 구현이 용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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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음원의 방향을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머리와 귓바퀴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의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은 모노 사운드로부터 비 상관의 두 신호를 만들어 내는 과정

에서 위상(phase)을 변화 시켜주므로 음색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비상관된 여러개의 신호로 나누고, 각 신호에 대해 각기

다른 HRTF를 이용하여 형성된 다수의 가상 스피커를 통해 재생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에 있어서,

(a)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비상관된 다수개의 신호로 분리하는 신호 분리 과정;

(b) 상기 분리된 각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머리 전달 함수를 반영하여 좌/우 비대칭적으로 가상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가상

음원 생성 과정;

(c) 상기 생성된 가상 음원들의 크로스토크를 캔설링하는 크로스토크 캔설링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모노 사운드 신호를 입체 사운드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비상관된 다수개의 신호로 분리하는 신호 분리 과정;

(b) 상기 분리된 각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머리 전달 함수(HRTF)를 반영하여 좌/우 비대칭적으로 가상의 위치에 정위시

키고, 상기 가상의 위치에 정위되어 발생하는 가상 음원들의 크로스토크를 캔설링하는 와이드닝 필터링 과정;

(c) 상기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와 상기 크로스토크 캔설링된 가상 음원 사이의 게인 및 딜레이를 조정하는 다이렉트 필터

링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와이드닝 필터링 과정은

여기서, W11, W12, W21, W22는 와이드닝 필터 계수이고, C11, C12, C21, C22는 크로스토크 캔설러 계수이고, BL(θ1), BR

(θ1)은 각각 오른쪽으로 θ1 각도에서 측정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HRTF를 나타내며, BL(θ2), BR(θ2)는 각각 오른쪽으

로 θ2 각도에서 측정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HRTF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에 있어서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비상관된 다수개의 신호로 분리하는 신호 분리부;

상기 신호 분리부에서 분리된 각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머리 전달 함수를 반영하여 좌/우 비대칭적으로 가상의 위치에 정

위시키는 바이노럴 합성부;

소정의 음향 전달 함수를 바탕으로 상기 바이노럴 합성부에서 가상의 위치에서 생성된 가상 음원들에 대해 두 개의 실제

스피커와 청취자의 두귀 사이의 크로스토크를 캔설링하는 크로스토크 캔설러부;

상기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와 상기 크로스토크 캔설러부에서 크로스토크 캔설링된 가상 음원들에 대해 두 개의 실제 스피

커와 청취자의 두 귀사이의 신호 특성을 조정하는 다이렉트 필터부;

등록특허 10-0619082

- 3 -



상기 다이렉트 필터부에서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크로스토크 캔설러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합산하여 좌, 우 스피커로 출

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의 전체 블록도이다.

도 2의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은 신호분리부(210), 비대칭바이노럴합성부(220), 크로스토크 캔설러(230), 좌, 우 다이

렉트 필터(240, 250)를 구비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신호 분리부(210)는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주파수 밴드별 또는 위상별로 구분하여 비상관된

(decorrelated) 다수개의 신호로 분리한다. 예를 들면, 신호 분리부(210)는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로우패스 필터링과 하

이패스 필터링을 통해 각각 저역 주파수와 고역 주파수 성분의 신호로 분리한다.

비대칭 바이노럴 합성부(Asymmetric Binaural Synthesis)(220)는 임의의 위치에 대한 가상 음원들로 형성하기 위해 신

호 분리부(210)에서 분리된 각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머리 전달 함수(HRTF)를 반영하여 좌/우 비대칭적으로 정위시킨

다. 즉, 비대칭 바이노럴 합성부(220)는 HRTF를 이용한 가상 스피커들을 정면에서 비대칭적으로 배치시킨다.

크로스토크 캔설러부(230)는 비대칭 바이노럴 합성부(220)에서 생성된 가상 음원들애 대해 두 개의 실제 스피커와 청취자

의 두귀 사이의 크로스토크를 캔설링한다. 즉, 크로스토크 캔설러부(230)는 왼쪽(오른쪽 스피커(280-1, 280-2)에서 재생

되는 신호가 청취자의 오른쪽 귀(또는 왼쪽 귀)에서 들리지 않도록 양 신호의 크로스토크를 캔설링한다.

좌,우 다이렉트 필터부(240, 250)는 게인과 딜레이로만 이루어진 필터로 az-b이며,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와 크로스토크

캔설러부(230)에서 크로스토크 캔설링된 가상 음원들 사이의 신호 특성을 조정한다. 즉, 좌,우 다이렉트 필터(240, 250)는

가상의 스피커 출력과 실제 스피커 출력 사이의 시간 지연과 출력 레벨의 차이를 조정해 자연스러운 소리를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좌, 우 다이렉트 필터(240, 250)에서 필터링된 모노 사운드 신호와 크로스토크 캔설러부(230)에서 크로스토

크 캔설링된 가상 음원 신호가 합쳐져 각각 좌, 우 스피커(280-1, 280-2)로 출력된다.

도 3은 도 2의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의 일실시예에 대한 개념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 신호(x)는 신호 분리부((210)를 통해 비상관된 서로 다른 두 개의 신호들(x1, x2)

로 분리된다. 그 분리된 신호는 비 대칭적으로 배치된 가상의 스피커(virtual speaker)로 재생된다. 가상의 스피커(virtual

speaker)는 점선으로 표시되며, 일실시예로 청취자 정면의 중앙으로부터 서로 다른 각도((θ1,θ2)에서 측정된 4개의

HRTF를 반영하여 4개로 형성된다. 즉, 분리된 신호(x1)는 왼쪽으로 제1각도(θ1)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와 오른쪽으로 제2

각도(θ2)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로 재생되고, 분리된 신호(x2)는 왼쪽으로 제2각도(θ2)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와 오른쪽으

로 제1각도(θ1)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로 재생된다. 이때 가상 스피커들은 사람 머리의 정면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

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분리된 각 신호들(x1, x2)은 좌/우 비대칭적으로 가상 스피커들에 입력된다.

도 4a 및 도 4b는 도 2의 신호 분리부(210)의 일실시예이다.

도 4a를 참조하면, 모노 사운드 신호(x)는 LPF(412) 및 HPF(414)를 통해 저역 성분의 신호(x1) 및 고역 성분의 신호(x2)

로 분리된다.

도 4b를 참조하면, 모노 사운드 신호(x)는 LPF(416) 및 합산기(418)를 통해 저역 성분의 신호(x1)와, 원래 신호(x) 및 고

역 성분의 신호(x1)가 합산된 신호(x2)로 분리된다.

도 5는 도 2의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의 일실시예에 대한 상세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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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신호 분리부(512)는 신호를 밴드별로 분리하는 LPF(512) 및 HPF(514)를 사용한다. 따라서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 신호(x)는 LPF(512) 및 HPF(514)를 통해 두 개의 주파수 밴드들로 나뉜다.

비대칭 바이노럴 합성부(220)는 청취자 정면의 중앙에서 좌, 우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측정된 HRTF들(BL(-θ1), BR(-θ1)

, BL(θ2), BR(θ2), BR(-θ2), BL(-θ2), BL(θ1), BR(θ1))을 구비하고, 신호 분리부(210)에서 분리된 각 신호를 HRTF들과

콘볼루션시켜 좌/우 비대칭적으로 가상의 위치에 정위시킨다. 여기서 BL(-θ1) 및 BR(-θ1)는 청취자 정면의 왼쪽 θ1 각도

에서 측정된 왼쪽 귀 및 오른 쪽 귀의 HRTF를 나타낸다. 그리고 BL(θ2), BR(θ2)는 청취자 정면의 오른쪽 θ2 각도에서 측

정된 왼쪽 귀 및 오른 쪽 귀의 HRTF를 나타낸다. 그리고 BR(-θ2), BL(-θ2)은 청취자 정면의 왼쪽 θ2 각도에서 측정된 왼

쪽 귀 및 오른 쪽 귀의 HRTF를 나타낸다. 그리고 BL(θ1), BR(θ1)는 청취자 정면의 오른쪽 θ1 각도에서 측정된 왼쪽 귀 및

오른 쪽 귀의 HRTF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음원을 BL(-θ1)과 콘볼루션하여 왼쪽 채널로 재생하고 BR(-θ1)와 콘볼루션

하여 오른쪽 채널로 재생하면 청취자는 가상의 음원이 -θ1 각도에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LPF(512)를 통과한 신호는 BL(-θ1), BR(-θ1), BL(θ2), BR(θ2)와 각각 콘볼루션되고, HPF(514)를 통과한 신호는 BR(-

θ2), BL(-θ2), BL(θ1), BR(θ1)와 각각 콘볼루션된다.

이때 BL(-θ1)와 콘볼루션된 신호와 BL(θ2)와 콘볼루션된 신호가 서로 합(512)해지고, BR(-θ1)와 콘볼루션된 신호와 BR

(θ2)과 콘볼루션된 신호가 서로 합(522)해진다. 또한 BL(-θ2)와 콘볼루션된 신호와 BL(θ1)와 콘볼루션된 신호가 서로 합

(523)해지고, BR(-θ2)와 콘볼루션된 신호와 BR(θ1)과 콘볼루션된 신호가 서로 합(524)해진다. 합산부(5121)의 출력과

합산부(523)의 출력이 합(525)해져 왼쪽 채널로 출력된다. 그리고 함산부(522)의 출력과 합산부(524)의 출력이 합(526)

해져 오른쪽 채널로 출력된다.

따라서 LPF(512)를 통과한 신호는 청취자 정면의 왼쪽으로 θ1 각도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와 오른쪽으로 θ2 각도에 위치

한 가상 스피커로 재생되고, HPF(514)를 통과한 신호는 청취자 정면의 왼쪽으로 θ2 각도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와 오른쪽

으로 θ1 각도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로 재생된다. 결국, LPF(512) 및 HPF(514)를 통과한 신호는 비 대칭적으로 가상의 위

치에 정위된다.

크로스토크 캔설러부(230)는 비대칭 바이노럴 합성부(260)에서 출력되는 두 채널의 신호를 크로스토크 캔설레이션 알고

리즘이 적용된 트랜스오럴(transaural)필터 계수들((C11(Z), C21(Z), C12(Z), C22(Z))을 통해 디지털 필터링한다.

도 5와 같은 시스템은 분리된 신호에 대해서 비 대칭적으로 바이노럴 합성하였지만 도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상 스피커

가 전체적으로는 대칭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HRTF 자체의 대칭성을 이용하고 같은 입력과 같은 출력

을 갖는 HRTF를 콘볼루션하기전에 미리 더하게 되면 도 6과 같이 구조를 간략화 할 수 있다.

BL(θ1) = BR(-θ1), BR(θ1) = BL(-θ1), BL(θ2) = BR(-θ2), BR(θ2) = BL(-θ2)

도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상 스피커를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비대칭 바이노럴 합성부(220)가 대칭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음상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비대칭 바이노럴 합성부(220)로 입력되는 두

채널의 신호는 모노 사운드 신호로부터 각각 LPF(512)와 HPF(514)를 통과한 서로 다른 신호이므로 청취자의 정면 중앙

에 팬텀 이미지(phantom image)로 생성되지도 않는다.

여기서, 비대칭 바이노럴 합성부(220)와 크로스토크 캔설러부(230)의 계수들은 변하지 않는 값이므로 서로 곱하여 다음과

같이 와이드닝 필터 행렬(widening filter matrix)로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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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11, W12, W21, W22는 와이드닝 필터 계수이고, C11, C12, C21, C22는 크로스토크 캔설러 계수이고, BL(θ1), BR

(θ1)은 각각 오른쪽으로 θ1 각도에서 측정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HRTF를 나타내며, BL(θ2), BR(θ2)는 각각 오른쪽으

로 θ2 각도에서 측정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HRTF를 나타낸다.

도 7은 도 6의 비대칭 바이노럴 합성부(220)와 크로스토크 캔설러부(230)를 와이드닝 필터 행렬식에 의해 최적화한 블록

도이다.

도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대칭 바이노럴 합성부(210)와 크로스토크 캔설러부(220)를 합해서 와이드닝 필터부(710)로

정의한다. 스테레오 사운드가 와이드닝 필터부(710)를 통과하여 2개의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면 전방에 넓게 배치한 가상

의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 경우, 가상의 스피커의 수와 위치에 따라 스테레오 사운드가 넓어지

긴 하나 가상의 스피커가 위치하지 않은 정면 중앙에서의 소리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므로 청취자는 불안감과 함께

음색이 변질된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듣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좌, 우 다이렉트 필터(240, 250)를 정의하여 실제 좌,

우 스피커(280-1, 280-2)를 통해서도 소리를 출력시켜준다. 좌,우 다이렉트 필터(240, 250)는 실제 스피커와 가상 스피

커 출력의 크기 및 시간 지연을 조정해 준다. 좌, 우 다이렉트 필터(240, 250)의 시간 지연은 음색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미 설계된 와이드닝 필터(710)의 시간 지연과 맞춰 준다. 좌, 우 다이렉트 필터(240, 250)는 실제 스피커와 가상 스피커

사이의 출력 레벨의 비를 결정한다. 따라서 좌, 우 다이렉트 필터는 스테레오 사운드가 분리되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로, 좌, 우 다이렉트 필터(240, 250)의 크기(magnitude)가 0에 가까우면 가상 스피커만을 통해 소리가 재생

되므로 스테레오 사운드 스테이지가 넓어지는 반면, 정 중앙에서의 소리가 비게 되고 좌, 우 다이렉트 필터(240, 250)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 실제 스피커만을 통해 소리가 재생되므로 와이드 스테레오 효과가 없어진다 . 따라서, 수많은 청취 실

험을 통해 다이렉트 필터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도 7에 도시된바와 같이 와이드닝 필터(710)는 두 채널로 입력되는 신

호를 가상 음원으로 형성하여 가상 스피커로 출력하도록하고, 좌, 우 다이렉트 필터(A(z))(240, 250)는 입력되는 두 채널

의 신호와 가상 음원과의 신호 특성을 조절하여 실제 스피커로 출력하도록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플래쉬 메모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

는 코드로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본 발명은 2개의 스피커 간격이 좁게 만들어진 제품(예를 들면, PC, TV, Note PC,

Cellular Phone등)을 이용하여 모노 사운드를 재생할 경우 스테레오 사운드 스테이지를 넓혀준다. 따라서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에 대해 HRTF를 사용하여 사운드 스테이지를 넓혀줌으로써 기존의 좌/우 신호의 차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더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주파수 밴드를 나누어서 각기 다른 HRTF를 비대칭적으로 통과

시키므로 위상을 변화시켜 좌/우 신호를 만드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음색의 변화가 적은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에 있어서,

(a)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비상관된 다수개의 신호로 분리하는 신호 분리 과정;

(b) 상기 분리된 각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머리 전달 함수를 반영하여 좌/우 비대칭적으로 가상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가상

음원 생성 과정;

(c) 상기 생성된 가상 음원들의 크로스토크를 캔설링하는 크로스토크 캔설링 과정을 포함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방

법.

등록특허 10-0619082

- 6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와 상기 크로스토크 캔설링된 가상 음원들 사이의 신호 특성을 조정하는 다이

렉트 필터링 과정을 더 포함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렉트 필터링 과정은 크로스토크 캔설링된 가상 음원의 출력 레벨과 시간 지연에 의해서 신호 특

성을 결정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분리 과정은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주파수 밴드별로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드 모

노 사운드 재생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분리 과정은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위상별로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

드 재생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음원 생성 과정은 상기 분리된 첫 번째 신호를 좌/우 다른 가상의 위치에 정위시키고 상기 분리

된 두 번째 신호를 상기 첫 번째 신호가 정위된 가상의 위치와 대칭되는 가상의 위치에 정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

노 사운드 재생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음원 생성 과정은 분리된 제1신호는 왼쪽으로 제1각도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와 오른쪽으로 제

1각도보다 큰 제2각도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로 재생되고, 분리된 제2신호는 왼쪽으로 상기 제2각도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

와 오른쪽으로 제1각도(θ1)에 위치한 가상 스피커로 재생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

청구항 8.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비상관된 다수개의 신호로 분리하는 신호 분리 과정;

(b) 상기 분리된 각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머리 전달 함수(HRTF)를 반영하여 좌/우 비대칭적으로 가상의 위치에 정위시

키고, 상기 가상의 위치에 정위되어 발생하는 가상 음원들의 크로스토크를 캔설링하는 와이드닝 필터링 과정;

(c) 상기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와 상기 크로스토크 캔설링된 가상 음원 사이의 게인 및 딜레이를 조정하는 다이렉트 필터

링 과정을 포함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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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드닝 필터링 과정은

여기서, W11, W12, W21, W22는 와이드닝 필터 계수이고, C11, C12, C21, C22는 크로스토크 캔설러 계수이고, BL(θ1), BR

(θ1)은 각각 오른쪽으로 θ1 각도에서 측정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HRTF를 나타내며, BL(θ2), BR(θ2)는 각각 오른쪽으

로 θ2 각도에서 측정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HRTF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방법.

청구항 10.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에 있어서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를 비상관된 다수개의 신호로 분리하는 신호 분리부;

상기 신호 분리부에서 분리된 각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머리 전달 함수를 반영하여 좌/우 비대칭적으로 가상의 위치에 정

위시키는 바이노럴 합성부;

소정의 음향 전달 함수를 바탕으로 상기 바이노럴 합성부에서 가상의 위치에서 생성된 가상 음원들간의 크로스토크를 캔

설링하는 크로스토크 캔설러부;

상기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와 상기 크로스토크 캔설러부에서 크로스토크 캔설링된 가상 음원들 사이의 신호 특성을 조정

하는 다이렉트 필터부;

상기 다이렉트 필터부에서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크로스토크 캔설러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합산하여 좌, 우 스피커로 출

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분리부는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의 저역 성분을 필터링하는 로우패스필터; 및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의 고역 성분을 필터링하는 하이패스필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재생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노럴 합성부의 HRTF 계수 행렬과 상기 크로스토크 캔설러부의 필터 계수 행렬을 콘볼루션하

여 와이드닝 필터 계수 행렬로 구성하며, 그 와이드닝 필터 계수 행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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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11, W12, W21, W22는 와이드닝 필터 계수이고, C11, C12, C21, C22는 크로스토크 캔설러 계수이고, BL(θ1), BR

(θ1)은 각각 오른쪽으로 θ1 각도에서 측정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HRTF를 나타내며, BL(θ2), BR(θ2)는 각각 오른쪽으

로 θ2 각도에서 측정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HRTF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시스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렉트 필터부는 게인과 딜레이로 이루어진 필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시스템.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렉트 필터부는 상기 입력되는 모노 사운드 신호를 게인과 딜레이를 조정하여 각각 좌/우로 분

리하여 출력하는 좌/우 필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드 모노 사운드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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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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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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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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