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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룸 스피커로부터의 사운드를 디지털 등화하는 방법 및 그용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결합된 스피커/룸 전달 기능을 갖는 룸에 배치된 스피커로부터의 사운드를 디지털로 등화하는 방법에 관
한 것으로서, 이 방법은 룸에 마이크를 배치하며, 증폭기를 통해서 스피커로부터 하나 이상의 펄스를 방출하며, 소
정의 청취 위치에서 그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 방법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사운드 재생의 고충실도(High Fidelity)

스피커가 고안된지 백년이 넘었는데, 사운드 재생의 목적은 점차 변화되어 더욱 광범위해졌다. 사운드 재생의 역사
가 막 시작되었을 때에는 실제 기술적 목표가 사운드 볼륨 레벨, 증폭, 음향효과의 효율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오늘
날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실제 기술적 과제가 아니다. 그 노력은 진일보하여 20세기 말에는 사운드 재생의 질에
관련된 것이었다.

스테레오 녹음 기술이 1950년대에 도입되었을 때 (그리고 스테레오 무선 축음기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
었을 때), 실제 이벤트와 관련된 재생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진일보하였다. 과거 약 사십년 동안 고충실도가 발전하
여, 적어도 홈 오디오 시스템을 취급할 때에는 사운드 재생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투과성 재생 시
스템, 즉, 물리적, 전기적 또는 음향학적 특성으로 인해, 원래의 신호에 가청 특성을 첨가하지 않는 시스템을 생산하
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윤곽이 뚜렷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
다.

고충실도라는 용어는 전체 재생 시스템을 망라하며 재생된 사운드가 실제 이벤트에 어느 정도로 정합되는지를 표시
하는 것이다. 사운드 재생 체인에서 대부분의 요소들은 사운드를 악화시킴과 함께 재생된 이벤트는 보통은,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실제 이벤트의 정확한 카피와는 전혀 다르게 종료된다. 이하 고충실도가 격게될 것 같은 문제를 열
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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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기술 및 처리

· 기록된 정보/신호의 저장

· 저장된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

· 신호(아날로그/디지털)의 변환

· 증폭 기술

· 음향학적 신호 트랜스듀서(스피커/헤드폰)에 대한 전기장치

· 사운드 재생실(reproduction room)

종래의 두개의 채널 기록 기술은 실제의 이벤트들을 동시에 포착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신규의 멀티 채널 시스템에
대한 기록 셋업 및 표준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초기의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보
인다. 유사하게, 오늘날의 증폭기들은 궁극적인 투과성에 가깝도록 구성될 수 있다. 심지어 생각을 자극하는 것은,
종래 기술의 진공관 증폭기들을 이용하여 재생된 40년된 아날로그 LP 기록이 현재 기술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에 비
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데 - 적어도 주관적인 품질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결론은, 음향학적 분야, 즉, 증폭된 전기 신호들이 사운드로 변환되는 방법 및 사운드 압력이 청취자의 귀에 도달하
기 전에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투과성 고충실도 사운드 재생을 향한 다음의 커다란 진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생된 사운드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스피커 및 룸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어떤 시스템이 재생된 사운드에 최대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주목할 만한 충격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은 편견이 있다. 일부 태도 및 신념에는 기술적인 측정치에 의해서 확인되지만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
다. 일부는 (아마도 시스템 측정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청취
관점에서 동의되지만 일부는 매우 다르다. 심지어는, 근본적으로 말해서, 눈감고 청취 테스트를 수행할 때 (당사자
는 어떤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기호와 관계없이 일정 방식으로 여러 특성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재생 투과성에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적당한 기준은 실제 이벤트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환상
과 실제 이벤트에 참여하는 느낌, 즉, "현장에 있다"는 느낌을 창출하는 재생된 사운드이다. 언젠가는 측정치 및 적
당한 변환을 통해서 좋은 환상을 그렇지 못한 것들로 부터 분리하는 특징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아마도
결정적인 평가가 항상 주관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취실 충격

사운드가 음향 장치에 대한 전기장치로서 스피커에서 발생될 때, 사운드가 청취자의 귀에 도달하기 전의 마지막 전
달 경로는 청취실을 통해서 간다. 청취실이 밀폐되어 있고 사운드가 스피커로부터 거의 모든 방향으로 발산되므로,
이러한 마지막 음향학적 전달 경로는 지각된 사운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취실은 사운드 재생에는 최적일 수
있지만 항상 자체 음향학적 특성을 갖는 이벤트에 공헌하게 된다.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실제 이벤트의
환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한다.

룸 음향의 영향없이도 사운드 재생 이벤트를 상상하는 것은 매혹적이다. 그것은 예를들어 어느 분야에서든 획득되
지만, 평균 청취 조건들에 호환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무반향실- 스피커로부터의 직접 사운드만이 청취자의
귀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룸(반사가 전혀 없음)이 채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해법 역시 평균적인 가정의 청취실
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그러한 룸의 물리적인 의미는 건물내의 표준 기술과는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 바닥 라인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현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조건이 실제로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다소간의 이상적인 음향학적 특성들에 대한 보상이 방법이다. 일부 음향학적 특성들은 벽, 마루, 또는 지
붕에 배치된 수동적인 감쇄 물질을 적용함으로서 변화될 수 있거나, 또는 흡수재가 사용될 수 있다. 음향을 보상하
는 또다른 방법은, 보통은 전력 증폭기 직전에 재생 시스템을 놓은, 전기적인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
한 이퀄라이저들은 재생된 사운드의 주파수 크기 내역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일시적인 신호의 재생에
관련된 주파수 위상 특성을 변경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이퀄라이저들은 룸 음향을 수정하고자 할 때 대개
는 일련의 불량한 특성들을 도입한다. 따라서 고충실도의 관점에서, 종래의 이퀄라이자들은 부적당하(거나 바람직
하지 않기까지 하)며 더욱 양호한 기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자장치에 의한 룸 음향 수정

디지털 기술은 훨씬더 진보된 이퀄라이저들의 잠재력,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 수정 시스템들을 제시한다. 신호 처
리기를 채용하는 디지털 전자 기술(DSP)에 의해서, 이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상당히 쉽게 된다. 필수적으로, 문제를 공식화하며, 적당한 해법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고안하며, 이들을 하나의 (또
는 그 이상의) DSP에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종래의 아날로그 이퀄라이저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자유도를 준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은 룸 음향학적 특성들의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유감스럽게도, 동일한 룸에서 음향학적
특성들중 일부는 스피커 및 수신기 (청취자 또는 측정 마이크)의 물리적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된다. 이러한 현
상을 포인트-투-포인트 감도 시나리오라고 한다. 따라서, 만일 실제의 수정 시스템들이 하나의 물리적인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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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적당히 동작하도록 하고자 하면 이러한 수정 시스템들을 설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행히도, 후술되드시 공
통 특징들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및 수학이 (룸의 제한된 공간에서, 사실상 한 지점에서) 바로 룸 음향효과 수정의 잠재력을 제
시할 수 있다는 특이한 상황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물리적 고려사항은 이러한 잠재력을 백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이러한 수정은 전체 룸은 아니라 할지라도 더 넓은 공간에 적용되어야 한다.

실제 수정 시스템의 개념

룸 수정 시스템에 대한 제 1 기본 요구사항은 자연스럽게 주관적으로 인지된 사운드 재생의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
는 것이며, 두번째는 그것의 사용이 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정 시스템의 고레벨 사양은 다음과 같을 수 있
다. 즉,

· 단일 시스템, 외부 컴퓨터들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다중 채널 용량

· 합리적인 하드웨어 복잡성, 예를들면, 양호한 다중 포맷 디코더 (MP3, DTS, 돌비 프로로직 등)과 비교해서 합리적
임

· 바람직하게는 30초 이하의 오프-라인 동작 시간

· 청취 위치 주변의 합리적인 공간, 예를들면, 1m2에서 객관적 및 주관적 개선, 및 룸의 다른 어디에서도 커다란 인
조물이 없음.

그러한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것은 가능한 한 간단해야 한다. 사용자는 바람직한 위치에, 또는 아마도 비교적 서로
더 가까운 위치에 마이크를 배치하고, 시스템이 룸 음향효과 정보를 획득하도록 한다. 이어서, 시스템은 도 1.2(우
측)에 도시된 바와같이, 각각의 채널에 대한 적당한 수정 알고리즘들을 계산한다. 이제, 이 알고리즘들은 저장되고
신호 입력은 도 1.2(우측)에 도시된 바와같이 전치 증폭기를 통해서 신호 소스들로 부터 수정 시스템에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신호들은 전력 증폭기들 및 스피커들에 공급된다. 이러한 셋업은 사전-필터링 수정이라고하는
데 그 이유는, 룸 음향효과로 인해서 차후의 변환을 수용하도록 신호가 실제로 전기적으로 먼저 변경되기 때문이다.

룸 음향효과의 요약 및 룸 음향효과 정보의 획득

스피커로 부터 나오는 주어진 지점의 수신된 사운드는 더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먼저 도달하는 것은 소스로부
터의 직접 사운드이며, 나중에는 다중 및 변경된 사운드 버전들의 집합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운드들은 도 2.1에 도
시된 바와같이 하나 이상의 경계 표면들 또는 내부 요소들에 의해서 부딛치거나 반사되었으며, 이들이 지연되는 것
과는 별개로 십중팔구 감쇄되기도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재료들이 일부 마찰 α에 의해서 사운드 에너지
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도 2.1에서, 사운드들은 스피커로부터 방출되며 마이크로에 의해서 수신되는 빔들로 도시된
다. 그러한 고려사항이 어떤 룸 규격보다 상당히 작은 파장들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반사들을 낮은 주파수 현상들
과 연관시키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 일곱개의 반사된 빔들이 도시되는데, 즉, 일차의 처음 네개(하나의 반사), 이차
의 하나(두개의 반사), 및 삼차의 두개(세개의 반사들)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반사의 숫자는 늘어나고, 따라
서 결국 마이크에서 수신된 사운드는 상이한 전송 경로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운드 빔들의 무한 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세개의 부분으로 분리되는 임펄스 응답

도 2.2에는 청취실로부터의 임의의 임펄스 응답 측정치인 100ns가 도시되며, 이는 특별히 주목되는 세개의 부분들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이 확연해 진다. 즉,

· 직접 사운드

· 분리가능한 반사들

· 잔향이라고도 하는 분리가 불가능한 반사들

어떤 때 tstat 에는 반사들이 짧은 시간 간격 t 동안에 너무 많아서 반사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어려워진다. 시간 t0 까

지 반사 De의 수는 식2.1에 주어진다. 통계적 시간 (또는 믹싱 시간) 이라고 하는 시간, tstat는 식2.2에 의해서 정의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비율 N/t는 반향 밀도를 가르키며, 이러한 한계를 지나서 통계적 방식으로 임펄스 응답을 처리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잔향 반경 rreverb는 식2.3에서 정의되는데, 이는 소스로부터 얼마나되는 거리에서 사

운드 필드가 확산되는지를 말해준다. (홈 청취실에서 스피커로부터 약 3m 거리인) 정상 청취 조건들 하에서 인지되
는 대부분의 사운드 에너지는 rreverb가 보통은 0.5 내지 1m 이므로 반사된 빔들로 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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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드 공진 주파수들

주파수 도메인 분석은 자주 임펄스 응답의 전달 함수 카운터 부분과 연관된다. 섹션 2.2에서 시간 도메인은 tstat 이

하로 분리가능한 반사 부분에서 대강 분리되며 통계적 잔향 부분은 tstat 이상으로 분리된다. 유사한 고려 사항이 주

파수 도메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사운드의 파동 성질로 인해서 저주파에서는 룸 규격치가 어떤 파장드에 대해서
는 반파장의 비교적 적은 정수배와 같다. 따라서 평행하는 표면들 사이에서 정재파들이 관측될 것이며 그러한 주파
수들에 대해서 공진이 발생한다.

룸의 하나의 규격치, 즉 Ix가 반파장과 같을 때, 정재파는 일차 모드 (nx = 1) 룸 공진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Ix가 두개의 반파장과 같을 때 이차 모드, nx = 2를 갖는다). 정재파들은 또한 두개 이상의 평행 표면들, 즉 Sx 및

S z 상에서 반사에 의해서 발생되며 (원칙적으로, 그 수가 무한한) 완전한 공진 주파수 세트는 식 2.4로 부터 결정될

수 있는데 이는 사각형이며 완전 반사인 룸에 대해서 적용된다. 모드 nx, ny, nz (1,0,0; 0,1,0; 0,0,1; 1,1,0 등)을 결

합함으로서, 도 2.3(바 라인)에 연속되는 5Hz의 대역으로 모드 공진의 합산된 수가 도시된다. 평활 곡선은 주파수의
함수로서 모드 공진의 예측된 수이다.

명백하게, 주파수 대역의 공진 수는 주파수에 따라서 증가하며, 어떤 점에서는 서로 공진을 분리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발생할 때, 더많은 분석에 대한 통계적인 방법이 더 편리하다. 이것은 시간 도메인 반사
들에 대해서 설명된 것과 더 유사한 상황이다. 시간 도메인 측정 tstat과 유사하게, Schroeder는 식 2.5에서 주어진

측정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상에서 통계적 분석이 적당해 진다. 이것은 주파수 스펙트럼이 가우스 백색 잡음 프로세
스의 주파수 스펙트럼에 의해서 근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schr 이상에서는, 두개의 공진들 사이의 거리 Δ(fN)이

너무 작아서 적어도 세개의 공진들의 평균이 하나의 공진의 평균 대역폭(BfN)에 놓이며, 공진의 분리가 거의 불가능

해 진다.

전형적인 청취실들에서 fschr은 범위가 100 내지 150 Hz이며, 전형적인 주파수 스펙트럼의 동적인 범위는 ±15 dB

이다. 도 2.4에 임펄스 응답의 저주파 크기 스펙트럼이 도시된다. 명백하게, 공진들은 가시적인 불규칙성을 야기시
키며, 적어도 200 Hz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피크치들이 개별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식 2.5에 따른
fschr이 141 Hz이다).

개략적인 관점에서의 룸 음향효과

스피커 및 청취자의 위치들이 룸 공진 주파수들의 패턴을 변경하지 않지만, 이들이 공진이 어떻게 여기되며 지각되
는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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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에 도시된 것과 같은 도면은 특별한 관심을 갖을 만한 시간-주파수 영역들을 밝혀주고 분리시켜는 주는 것을
도시한다. 좌측 상부 모서리에는 특별히 지적될 수 있는 분리가능한 반사 및 모드 공진의 지역이 도시된다. 이 지역
은 아마도 인간의 청력이 가장 불쾌한 인조물로 여기는 지역일 것이다. 그러나 우측 하부에서는 시간 및 주파수 도
메인이 모두 통계적인 프로세스로서 기술될 수 있는 분리가 불가능한 요소에 의해서 지배받는데, 즉, 룸의 음향효과
특성에만 전체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룸 크기(용적)는 시간 및 주파수 현상을 특징짓고 모델링할 때 특히 관심이 있는데, 이는 결합된 도메인에서의 제한
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용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tstat을 상승시키며 fschr을 낮추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

다. 예를들면, 큰 용적의 콘서트 홀에서는 룸 모드 및 공진을 논의하는 것이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개별 반
사의 수는 클 수 있다. 작은 룸에서는, 아마도 처음 두개 내지 네개의 반사가 분리될 수 있지만, 반면에 룸 공진은 수
백 헤르쯔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으로 지배될 수 있다.

룸 음향효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마도 사운드 전달 경로를 고려하는 것으로서- 사운드는
위치 Pr에서 수신될 때 까지 위치 Ps에서 룸의 임의의 잘 정의된 소스로 부터 방출된다. 수신된 사운드를 방출된 사

운드에 관련시키면, 룸이 Ps 로부터 Pr까지 사운드에 정확히 어떻게 충격을 주는지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같이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Ps에 배치된 스피커와 Pr에 배치된 청취자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와같이 고려하는 것을 포인트-투-포인트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수학적인 의미에서 그와같다. 물론, 스피커로
부터 방출된 사운드는 공간중의 단일 포인트로부터 나오지 않는데 (예를들면, 드라이버 장치들 사이의 거리로 인해
서), 따라서 포인트-투-포인트 시나리오의 현실 세계 변환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신기 단부에서
는, 수신기가 단일 마이크로 주어지면 Pr을 하나의 포인트로서 고려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두귀를 가진 사람이

라면, 이러한 가정은 확실히 적용되지 않는다).

MLSSA 음향효과 측정 시스템은 그러한 전달 경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스피커를 통해서 최대 길이 시퀀스(랜덤
한 백색 잡음 시퀀스를 닮음) ss(t)를 측정하며 마이크에 의해서 소정의 지점에서 사운드 압력 sr(t)를 측정함으로서,

크로스 수정에 의해서 전달 경로 임펄스 응답 hsr(t)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펄스 응답은, 이상적으로는 무한하게 짧은 지속시간 및 무한한 대역폭을 갖는 완전한 사운드 임펄스 d(t)가 Ps로

부터 방출될 때 수신 위치 Pr에서 겪게되는 것을 설명하는 측정치이다. 박수나 권총 발사는 이러한 이상적인 임펄스

에 근접한다. 그러나 그러한 신호는 잡음에 취약하며, 따라서 크로스 수정 기술이 고안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
실상, 임펄스 응답 hsr(t)은 사운드에 영향을 주는 세가지 요소-즉, 스피커, 룸, 및 마이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세가지 요소의 영향은 분리되거나 또는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의 기여도는 소정
의 오디오 대역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커다란 주파수 대역폭으로 인해서 간과되고 있다. 식 2.6은 시간 도메인 컨
볼루션에 의해서 수신된 신호 sr(t)에 기여하는 개별적인 임펄스 응답들로서 충격의 목록을 도시한다. ss(t)를 d(t)로

교체하여 간단히 전체 시스템(또는 전송 경로) 임펄스 응답 hsr(t)를 얻게된다.

MLSSA은 절대 사운드 압력을 측정하며 이러한 작업에서 룸 음향효과 획득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것은 이산-시간
시스템으로서 실제로는 응답 h(t)이 h(t)로 표시된 샘플들의 열로서 표시됨을 의미한다.

임펄스 응답 및 전달 함수

임펄스 응답 h(t)은 연속적인 시간 도메인 측정치이다. 컴퓨터 기반 측정에서 출력 경로는 이산적이다.

전달 함수는 임펄스 응답에 등가인 주파수 도메인이다. 그 관계는 식 2.7에서 참조해 볼 수 있드시 Z-변환이며, 보
통은 (실제의 목적으로) H(z) 역시 샘플되어 H(z)의 유한한 수의 복잡한 값들을 제공한다. 식2.5의 Z-변환은, d(t)
의 이산-시간 버전으로 ss(t)를 교체하고 마이크로부터의 매우 작은 충격을 무시한 채로, 식2.8로 유도되는데 여기

서 컨볼루션은 증배되었다.

알고리즘 설계를 수정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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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함수 분해 및 힐버트 변환

파라메터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측정된 룸 임펄스 응답 h(n)의 Z-변환 H(z)은 식3.1에서와 같이 일반화된 디지털
IIR 필터에 의해서 모델화될 수 있다. 필수적으로, 일반화된 시스템 모델링은 분자 및 분모 다항식들을 모두 망라한
다. 분자의 제곱근 aj는 단위 원내의 전달 함수에서 제로들을 상징하며 bj는 단위 서클 외부의 제로들이다. 따라서,

ci는 전달 함수의 단위 원 폴들의 내부를 표시하며 di는 외부 폴들을 표시한다.

분해를 통해서, 어떤 전달함수 H(z)은 최소 위상 부분, 올패스 부분 및 순수한 지연의 적으로 분할될 수 있다 (때로
는 Hallpass(z) 역시 지연 z-n)을 포함한다). 최소 위상 부분은 폴들, 자연의 "내부" 제로들 (aj), 및 크기 1/r (bj)를 갖

는 내부 제로 b'j로 맵핑되는 어떤 "외부" 제로 bj 모두로 이루어진다. 올패스 부분은 원래의 "외부" 제로들 bj 및 인공

적으로 도입된 제로들 b'j을 소거하는 폴들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폴들은 a'j로 표시된다. H(z)의 모든 가능한 크기

정보는 Hmph(z)에 포함되는 한편, Hallpass의 크기는 정의된 바와같이 항상 단위 크기가 될 것이다. 이와같이 정의된

최소 위상 및 전달 함수의 크기는 함께 명확하게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 위상 시스템 및 올패스 시스템을
분리시키는 것은 동형의 디컨볼루션을 채용함으로서 수행될 수 있다. 응답 h(n)의 최소 위상 부분은, 도 3.1의 단계
들을 이용하여, 먼저 컴플렉스 셉스트럼(complex cepstrum)을 형성하고, 이어서 이러한 도메인내의 어떤 비-인과
적인 정보를 소거하고, 마지막으로 역 동작들로 시간 도메인으로 돌아감으로서 추출될 수 있다.

믹스된 위상 시스템 hmix(n)을 반전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불안정

하지만 인과적인 시스템 역시 안정되지만 비-인과적인 시스템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비-인과성
을 허용하므로서 최대 위상 시스템들의 수정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 룸 임펄스 응답에서 초과 위상은 지연을 도입
하므로서 균등해 질 수 있다. 모든 초과 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상적으로는 그와 같이 부과된 비-인과성이 무한
히 길게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완전한 실용성을 위해서는, 초과 위상을 이퀄라이징하는 것
은 수정 정도와 허용될 수 있는 지연량 사이의 절충이다. 최적으로는, 포인트-투-포인트 시나리오에서 hmax(n)을

이퀄라이징할 때, 어떤 인조물도 수정 지연 부분에 존재하지 않지만 비-인과성의 수정은 재생 시스템이 약간이라도
변경될 때 마다 인조물을 도입한다. 이러한 인조물은 들을수 있는데, 예를들면, 극도로 시끄러운 사전-반향 및/또는
사전-잔향이 될 수 있다.

파라메터 전달 함수 모델링

파라메터 방식에서 전달 H(z)을 모델링하는 것은 등화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H(z)에서의 현상들이
파라메터화된 모델로 유도되는 기술에 따를 때 유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 3.2에서 시작점을 취하면, 파라메터
화된 모델들은 세개의 카테고리들, MA(이동 평균) 모델들, AR(자동복귀) 모델들, 및 ARMA (MA와 AR의 조합) 모
델들로 분류된다. 이동 평균 모델은 하나 이상의 bj가 제로와 다르며 모든 ai가 제로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어떤 분

자 다항식도 존재하지 않으며 H(z) = B(z)임을 말한다. 따라서 제로로만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로들이 주파
수 크기 스펙트럼에서 하강도들을 표시하므로, MA 모델링은 아마도 모델 공진에 대한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B(z) 다항식이 계수 bj= 0를 갖을 때 (상수 b0 와는 별개로), H(z)은 자동 복귀 함수 H(z) = b0/A(z)이다. 여기서 분

자에 제곱근을 갖게 되는데 이는 크기 스펙트럼에 피크들을 야기시킨다. 이것은, 이러한 피크들이 측정된 전달 함수
에서 모드 공진 피크들을 잘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것과 더 유사하다. 자기 복귀 모델을 설정하는 한가지 방법
은 선형 예측(Linear Prediction)을 통한 것이다. 선형 예측은 H(z)= 1/A(z) 모델을 가정하며 A(z) 다항식 계수 ai
를 찾기 위해서 시도하여 모델 및 측정 사이의 에러가 최소 제곱(LS) 의미에서 최소화된다. 그 순서는 말하자면 임
펄스 응답 h(z)의 특별한 샘플이 이전 샘플들의 선형 조합으로서 형성 (또는 예측)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AR 방법에 관한 한가지 중요한 점은 직선 역 등화 필터 설계를 위한 모델을 사용할 때, 등화 필터 G(z)가 FIR 필터
가 된다는 것이다. FIR 필터링은 이동 평균화와 같으며, 그것은 유한한 임펄스 응답을 갖으며, 본질적으로 안정된다.
AR 모델링은 지적하고자 하는 측정된 전달 함수에서의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기능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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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안정되고 최소의 위상 역 필터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도 3.2는 저주파 룸 전달 함수의 48 LPC 모
델링을 도시한다.

스펙트럼 전도, 평활 및 조절화

어떤 변경도 없이, H(z)의 순수한 전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지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소 위상의 등화
만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H(z)을 분해하고 Hmph(z)을 전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논의된 바와같은 이유들로는,

실제적인 수정 시스템들에서는 좋은 생각이 못될 것 같지만, 가능성있는 방법은 스펙트럼을 평활화하는, 즉, 1/N 옥
타브 대역들에서 평균화를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협대역 효과들이 평균화되며 사실상 시간 도메
인 손상 역시 부과된다. 이제 평활된 H(z)의 역 스펙트럼을 찾는 것은 문제없다. 그러한 평활이 수행될 때, 어떤 위
상 정보는 초기에 손실된다. 그러나, 힐버트 변환을 사용함으로서, 새로운 위상 부분을 완전히 유도할 수 있으며 평
활된 크기 부분으로부터 새롭고 복잡한 퓨리에 변환을 구성할 수 있다. 시간 도메인 및 (평활로 인해 작은 비-인과
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작은 지연을 허용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평활된 전달 함수에 기반을 둔 최소의 위상 평활
기를 얻을 수 있다.

평활이 허용되지 않(거나 아마도 조합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전도되는 소위 전달 함수의 조절화가 수행될 수 있다.
식 3.3을 참조하면, 조절화는 ζ 상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정의 량으로 하강도(제로잉) 효과들을 억압하며, 따라
서 역 전달 함수 G(z)은 초기 딥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하강도들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AR 모델링을
이용하는 대신에 스펙트럼 전도에 의해서 저주파 평활을 설계하고자 할 때 유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도
는 H(z)의 최소 위상 분해 버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주파수 스케일 래핑(Wraping the frequency scale)

주파수 래핑은 주파수 스케일에 대한 주의를 재분배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주파수 대역의 고급 사양 대신에 저급
사양에 촛점을 맞출 수 있다. 실제로, 주파수 래핑은 정각의 매핑으로서 여기서 이산-시간 시스템에서 정상 지연 요
소 z-1는 식 3.4에서와 같이 1차 올패스 필터 D(z)에 의해서 교체된다.

따라서, H(z)의 비균일-해상도 주파수 표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람 청력의 메카니즘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유
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로그와 같은 주파수 의존 주파수 해상도가 관측된다. 정확하게 λ(0.7-0.75)를 선택하는 것
은 Bark 스케일의 주파수 스케일을 닮은 주파수 스케일을 생성한다. 이제, 임펄스 응답은 래핑될 수 있으며, 등화 필
터들은 래핑된 도메인에서 판단될 수 있으며, 등화 필터 응답은 디래핑될 수 있다 (부의 λ를 바로 사용하는, 동일 순
서). 그러나, z-1 대신에 전술된 바와같은 D(z)을 사용하는 것은 FIR 필터들을 IIR 필터들로 전환하며, 따라서 안정
성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며(특히 큰 필터 차수에 대해서), 등화 필터들은 (사실상 등화가 래핑된 도메인에서 수
행되지 않으면) 절단되어야 하는 무한한 임펄스 응답들을 갖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WFIR 필터들은 음향학적 응용
에서 필터링 용량의 더 적합한 할당을 표시할 수 있다.

초기 반사 감쇄 및 확산

룸 임펄스 응답 h(n)에서 초기의 강한 반사들을 감쇄시키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반사들의 컨벌빙을
해소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적격이며, 이는 위치 감도의 관점으로 부터 놀라게 될 수 있다. 이 알고리
즘은 극도로 복잡하지는 않으며 룸 음향효과 수정 구성에 쉽게 통합될 수 있다. 이전의 섹션에서 기술된 기술에 의
해서, 단지 주파수 도메인 영향만이 직접 취급되며 조치들이 시간 도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희망할 수 있
을 뿐이다. 반사 감쇄 알고리즘은 귀찮은 시간 도메인 영향들에 대해서 취급한다.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것은 아래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실제의 관점으로 부터 룸 음향효과 수정을 취급하는 아주 새로운 방법이다.

· 초기의 반사를 커버하는 tC의 세그먼트 c(n)이 h(n)로 부터 추출된다.

· c(n)의 크기 스펙트럼이 평활되어 G(z)을 획득한다.

· G(z)은 반전되어 g(n)으로 역변환된다.

· g(n)은 지연 tcaus에 의해서 gcaus(n)으로 인과관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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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aus(n)은 특별한 윈도우로 증배된다.

반사 감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 1의 강한 반사들을 분리가 가능한 현상들로서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산 필
터(또한 발명자(author)에 의해서 고안된 새로운 기술)가 적용될 수 있다. 평균 10% 감소시키위해서 지수적으로 감
쇄되는 적은 백색 잡음 열(길이가 수 밀리초)은 측정된 임펄스 응답에 의해서 컨벌빙하게 된다. 초기의 강한 반사들
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며 초기 응답 부분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함유해서, 직접 사운드가 증폭되지 않으므로 명
료도 지수(Clarity index)는 증가하나 DR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로 근접한 비교적 낮은 크기의
많은 반사들을 갖는 것과 유사하다. 실제로, 그 크기는 매우 높을 수 있지만 작은 공간으로 인해서 그 개별 기여도들
은 별로 들리지 않게 된다.

초과 위상 등화

hallpass(n)이 주파수 크기에 대한 정보를 갖으므로, 이에 의해서 초기 응답을 컨벌브하며 단지 위상만이 변경된다.

사실상, 식3.5에 주어진 바와같이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것은 초과 위상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h(n)의 최소 위상 버전만이 남게 된다. 물론 무한히 긴 열들에 대해서는, 식3.5가 결정될 수 없어서, 유한한 길이
의 인과성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제한에는 실제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예를들면, 단지 수백 밀리초의 지연
을 도입하는 것은 결합된 가청/가시 재생에서 동기화를 손상시킨다. 이것은 수정될 수 있는 초과 위상량을 감소시킨
다. 또한, 사전-에코 및 사전-반향 영향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과성이 매우 작게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룸의 음향 파라메터들에 관련하여 룸에 배치된 스피커의 동작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청구항 제 1항의 전제부에서 정의된 방법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으로서, 이 방법은,

a) 측정된 임펄스 응답들이 하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처리되며 가중되며

b) 전처리 알고리즘으로 부터의 출력이 하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리되며 크로스-오버 필터들 및 다운 샘플링을
사용하여 적어도 두개의 주파수 대역에 적응되며

c) 상기 대역 분리 알고리즘으로부터의 출력은 적어도 두개의 주파수 대역 수정 필터 알고리즘으로 공급되며

d) 상기 대역 수정 필터 알고리즘들로부터의 출력은 지연 및 크기 정렬 설계 알고리즘으로 공급되며

e) 상기 정렬 알고리즘으로 부터의 출력은 후처리 알고리즘으로 공급되며

f) 상기 증폭기에 공급된 사운드 소스를 실시간으로 등화하기 위해서 후처리 알고리즘으로 부터의 출력을 저장 및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처리 알고리즘으로 부터의 출력이 전형적으로 세개의 주파수 대역들로 분할되는 청구항 제 2항에 기술된 바와같
이, 상기 트리 대역들은 각각 저주파, 중간주파, 및 고주파 대역들이며, 더 적응가능한 수정은 획득된 주파수 도메인
id에서 음향 동작의 어떤 특징에 속한다.

전처리 알고리즘으로 부터의 출력이 사전-수정 알고리즘에서의 입력으로서 사용되는 청구항 제 3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상기 사전-수정 알고리즘은 청취 위치에서 수신된 사운드상의 어떤 음향학적 충격들을 표시하는 하나 이상의
선택적인 회로로 부터 출력을 수신하기 위해 적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입력을 갖으며, 상기 사전 수정 알고리즘은 주
파수 대역 수정 필터 설계 알고리즘에 공급되는 출력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방법에서 전체 이퀄라이징을 룸의 물리적인 파라메터들뿐 아니라 다른 파라메터들, 예를들면, 청구항 제 4항에
기술된 바와같은 파라메터들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택적인 회로중 하나는 하나의 비반향실에서 이상적인 조
건들 하에서 스피커로부터 측정된 파라메터들을 표시하거나 또는, 청구항 제 5 항에 기술된 바와같이 선택적인 회
로중 하나가 심리 음향 조건들로부터 도출된 파라메터들을 표시한다.

실험들이 예시되는데, 상기 방법이 수생되어 최초 30 밀리초 내에 측정된 임펄스 응답의 반사들이 청구항 제 6항에
서 대강 기술되었드시 나머지 임펄스 응답보다 더 강하게 감쇄된다.

이퀄라이징 프로세스를 떠날 때 처리된 모든 신호들이 시간상 순서가 맞도록하기 위해서, 청구항 제 7 항에 기술된
바와같이 상기 정렬 알고리즘은 대역 필터들로 부터의 출력을 동기화하기 위한 정렬 기능성을 포함하거나, 또는 청
구항 제 8 항에 기술된 바와같이 상기 정렬 알고리즘은 크케일링 및 합산 기능성을 더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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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구항 제 9 항에 기술된 바와같이, 청취자가 배치된 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수행되며, 얼마나
정확히 사용자가 이퀄라이징을 원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매우 높은 정밀도를 원하면, 사용자는 이퀄라이징이 최적인 룸의 매우 작은 부분 또는 영역
을 선택해야 하거나 또는 그 역이다.

전술된 바와같이, 본 발명은 또한 그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용은 청구항 제 10항에 한정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다음에는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더 명확히 설명된다. 즉,

도 1.1은 실제 오디오 이벤트가 저장후에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원리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2의 좌측은 이퀄라이저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간략화된 블록도이며 우측은 이퀄라이저가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간략화된 블록도,

도 2.1은 룸의 스피커에 의해서 방출된 사운드로 부터의 반사들을 도시하는 한 예시도,

도 2.2는 청취실로부터의 임펄스 응답 측정치를 도시한 도면,

도 2.3은 5Hz 대역들로 모드 공진들을 예시하는 곡선도,

도 2.4는 저주파 크기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

도 2.5는 특별한 관심을 갖을 만한 시간 주파수 영역들을 설명하는 도면,

도 3.1은 시간 도메인 기능이 변환 및 반전된 도면,

도 3.2는 저주파 룸 전달 함수의 48 LPC 모델링을 도시한 도면,

도 4.1은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되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예시하는 블록도,

도 4.2는 도 4.1에 따른 필터들의 상세 블록도,

도 4.3은 도 4.1의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전달 함수를 도시하는 도면,

도 4.4는 도 4.1에 따른 두개의 선택적인 블록들의 상세 블록도,

도 4.5는 본 발명에 따른 수정 시스템의 두개의 가능성있는 구성에대한 블록도,

도 5.1은 본 발명에 따른 알고리즘의 성능을 도시하는 DFT 크기 스펙트럼을 도시하는 도면,

도 5.2는 인에블된 반사 감쇄 기능을 갖는 수정 알고리즘,

도 5.3은 반사 감쇄 기능의 사용하에서수정 알고리즘의 성능을 도시하는 DFT 크기 스펙트럼을 도시하는 도면,

도 5.4는 본 발명에 따른 이퀄라이저의 최적화된 성능의 DFT 크기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

도 5.5는 스피커 수정 전에 누적 스펙트럼 쇄퇴를 도시한 도면,

도 5.6은 수정후에 누적 스펙트럼 쇄퇴를 도시한 도면이다.

실시예

도 4.1에는 스피커/룸 수정 설계를 위한 구조 설정의 개략적인 구성이 도시된다. 주요 기능드은 전처리, 대역 분해,
삼-대역 수정, 및 후처리이며, 이러한 블록 구성의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상세하 설명된다. 룸 음향효과 수정 설계
구조는 모든 파라메터들에서 융통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다. 이 설계 구조가 단일 전달 경로 임펄스 응답
에서 수정을 위한 시작점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더 많은 응답들의 가중된 평균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다. 상당
한 피크가 발생하는 저주파 영역에서, 2 Kz 정도의 주파수 해상도가 제공되지만, FIR 필터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실
행은 이러한 해상도를 획득하기 위해서 약 22,000 필터 계수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이것은 아직도 표준 신호 처리
기에서는 너무 무겁다. 그러나 높은 해상도가 저주파에서만 요구되어 이로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역 분해 및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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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기술이 명확하다. 삼-밴드 수정 설계에 대한 요구를 환화하고 특정 시간 도메인 수정을 부과하기 위해서,
초기 응답이 섹션 4.6에 기술된 바와같이 보조 기능들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로서, 초기 입력 응답이 측정된 임펄스 응답으로 부터 도출된다. 이 초기 응답은 하나의 단일 측정치에
기반을 둘 수 있거나, 또는 더 많은 임펄스 응답들 hi(n)이 전체 대역폭내에서 또는 바람직하게는 어떤 주파수

fc_avrg 바로 아래의 주파수에서 임의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간단히 스케일된 샘플들을 부가한 것으로서) 평균화될

수 있다. 이것은 평활된 응답을 입력하기 위해서 고주파에서 위치 감도를 피하거나 또는 감소하도록 하거나 또는 저
주파 공진들로 부터 인지된 영향들의 더 양호한 측정을 함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하나의 조합이 허용되는
데, 즉, fc_avrg 아래에서 입력 응답이 다수의 소스들로 부터 단일 수신기 위치로 응답의 평균이 될 수 있으며 fc_avrg
위로는 단일 측정치가 지배할 것이다. 또한 이 지점은 한번에 하나의 전달 채널을 위한 수정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
다.

초기 입력 응답은 세개의 대역들로 분리되어 룸 음향효과 및 음향심리학 관점과 같은 전용 주파수 의존 수정을 고려
한다. 이 대역 분리는 이러한 크로스오버 필터들로 부터 어떤 가청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형 위상 FIR 필터
들을 사용한다. 네개의 주파수들이 입력되어야 한다. 즉, 낮은 그리고 높은 컷-오프 주파수들 및 두개의 크로스오버
주파수들이다. 룸의 이웃하는 Schroeder 주파수에서 하부의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선택하고 6 내지 7 배 높은 상부
의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여기서 위치 감도가 어젠더를 설정한다. 높은 대역에서 초기 샘
플링 속도가 유지되지만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전력 처리를 위한 배려로 중간 및 낮은 대역들은 크로스오버 주파수
들의 3 내지 4배의 속도로 리샘플된다.

세개의 대역들 각각에서, 등화에 속하는 응답의 지속시간(샘플들의 길이)이 설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파수 해상
도의 감소로 인해 고유의 평활을 부과한다. 이러한 평활은 유리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응답 지속시간을 줄이
는 것은 전력을 처리할 필요성을 확실히 줄이게 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응답이 짧아질 필요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들이 있다.

저주파 채널은 전형적으로 약 150 Hz의 Schroeder 주파수로 대강 제한되는데, 이는 샘플링 주파수가 1 kHz 이하
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경우에, 2 Hz 주파수 해상도는 전형적으로 500 탭 이하의 필터를 필요로 한다. 견고한 역 필
터 설계 방법은 입력 응답의 AR 모델(모든 폴)에 기반을 둘 수 있다. 이 역 필터는 섹션 3에 간략하게 기술된 LPC
기술에 기반을 두며 그 차수는 가변적이다. 이러한 보상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력적이다. 즉,

· 이 방법은 특히 피크들을 압신하는데 사용되고,

· 이퀄라이징 필터가 올-제로 로서, 안정성이 항상 보장되며,

· 이퀄라이징 필터가 자동으로 최소의 위상이다.

관련된 등화 필터를 생성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은 복잡한 스펙트럼을 단순히 반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스
펙트럼은, 피크들이 동일 크기의 딥 이상으로 가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 전에 조절된다. 이러한 방법은 최소 위
상 필터들을 보장하지 않으며 (크기 스펙트럼이 사용될 때에만), 견고해 질때 LPC 방법보다 열악해지는 경향이 있
다. 마지막으로, 두개의 크기가 관련된 방법들 중 하나와 함께, 입력 응답에서 초과 위상의 량은 초과 위상 응답의 미
러 컨볼루션을 이용하여 보상될 수 있는데, 초과 위상 응답의 길이와 같은 지연으로 보상될 수 있다.

전술된 바와같이, 더 낮은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Schroeder 주파수 정도로 선택되어야 하며, 위치 감도가 이미
fschr의 몇배로 문제가 되므로, 필터 뱅크를 통한 평활은 약 0.5 내지 1 Bark의 해상도로, 음향심리학에 의해서 동
기유발이 될 수 있다. 500Hz 이상의 주파수 범위에서 이러한 해상도는 대강 1/6 내지 1/3 옥타브에 대응한다. Bark
스케일은 (음색을 포함하여) 사람의 사운드 인지에 더 관련이 있다.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 다음 선택사항들이 수행
된다. 즉,

· LPC 기술에 의한 AR 모델링 및 역 필터 설계

· 최소 위상 크기 스펙트럼 전도

· 사전-평활

· 사전-래핑

· 반사 확산

마지막 선택사항은 그 응답을 짧은(5ms) 지수적으로 가중된 백색 잡음 응답에 컨벌브함으로서 초기의 강한 반사들
의 가정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확산" 필터는 분리가능한 반사를 어느정도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잔
향 시간 및 선명도에 소용이 없다. 또 다시, AR 모드 차수는 평활 요소 (1 옥타브 부터 1/24 옥타브까지) 및 래핑 요
소와 같이 가변적이어서 인에블되면 중간 대역의 낮은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고주파 영역에서 등화는 바람직하게는 폭이 1/6 부터 1/3 옥타브까지의 대역에서 음조 밸런스의 수정을 위해서 감
소되어야 한다. 정신 음향학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Bark 주파수 스케일은 1/3 옥타브에 가까운데, 500 Hz 이상이다.
FIR 필터의 응용은 본질적으로 필터 응답의 길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윈도우에 의해서 야기되는 주파수 평
활을 부과한다. 고주파 대역에서 다음 선택사항들이 수행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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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위상 크기 스펙트럼 전도

· 사전-평활

· 반사 확산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와 같이, 반사 확산이 여기서도 인에이블될 수 있으며, 목표 확산들에 대한 세개의 대안이 가
능하다. 즉, 하나는 평평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두번째는 약간 쇄퇴된 스펙트럼들(각각 10(디케이드) 당 4dB 및
7dB)이다. 이 AR 모델링 방법은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피크들에 너무 집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여기서는 협대역 등화가 요구되지 않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기까지 하다. 총 세개 대역 이퀄라이저의 기능 블
록들이 도 4.4에 도시된다.

수정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두개의 선택사항들이 사용가능하다. 양 선택사항들은(인에이블되면) 세개
의 대역 이퀄라이저에 대한 초기 응답을 변경시키며, 따라서 세개의 등화 필터들은 변경된 응답에서 동작하며, 세개
의 대역 이퀄라이저의 출력은 다시 한번 수정되어야 한다.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고 블라인드 전도에 대한 세개의 대
역 이퀄라이저 기능성을 단순화시킬 때(물론 이것은 아니다), 그 개념이 도 4.3에 도시된다. 수정되는 입력 전달 함
수 H(z)는 중간에 무엇이 발생되는지에 관계없이 1/H(z)으로 종료되어야 한다. R(z)로 표시되는 보조 선택사항들을
표시하는 선형 동작들은 이 전도 후에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세개의 대역 이퀄라이저는 주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동작하지만 입력 응답에서 개별 반사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간
도메인에서 동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기된 반사 열은 차단되고, 주파수 변환되고, 조절되거나 또는 전도전에 평활
되어 너무 민감한 반사 변경을 피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된 디컨볼루션 기술에 의해서, 30ms까지의 응답이 반사 감
쇄 필터에 의해서 6 내지 12dB 만큼 감쇄된다. 위치 감도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처음 15 내지 30ms에서 에너지가
전혀 없는 불확실한 응답의 질로 인해서 반사 패턴을 전체적으로 소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절 및 평활은
사후 인과성(쇄퇴를 야기시킴)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반사 감쇄 필터는 대역 통과 여파되어 그 종작을 100 내지
1000Hz로 제한하며 또한 고주파에서 특히 완전한 소거를 감소시킨다 (도 4.4 참조). 이 반사 감쇄 알고리즘은 섹션
3에 더 자세히 기술된다.

어떤 이유로 스피커를 사전-등화하며 예를들어 스피커의 특정 변경들이 바람직할 때, 전체 입력 룸 응답에서 동작
하는 알고리즘에서 그 등화 필터를 포함하는 것은 유리할 수 있다. 스피커를 등화하는 네가지 방법들이 제안된다
(도 4.4 참조).

도 4.5에는 수정 시스템의 두개의 가능성있는 구성이 도시되는데, 즉, 필터가 측정된 응답에 기초하여 설계 및 저장
되는 "오프-라인" 구성과, 전기 신호들이 다운 샘플되며, 저장된 필터들에 기초하여 수정되며, 최종 수정된 신호를
형성하도록 리샘플 및 가산되는 "온-라인" 실시간 구성이다. "오프-라인" 구성에서, 각각의 대역에서 수정 설계 후
에 수정 필터들은 도입된 가능성있는 지연들로 인해서 스케일 및 시간 정렬되며, 마지막으로 필터 뱅크에 저장된다.
또한, 세개의 필터들은 초기 속도까지 리샘플되며 하나의 FIR 필터로 모아지는데, 이는 주로 평가를 위한 것이다. 페
이드 아웃 윈도우가 적용되며(이 또한 평가를 위한 것임), 초기 응답에서와 같이, 250Hz 내지 5kHz에서 수정된 응
답이 동일 에너지를 갖도록하기 위해서 최종 필터가 스케일된다.

룸 음향효과 이퀄라이저 성능의 예들

대역 분해/다운 샘플링에 대한 응답 입력은 150Hz 이하에서는 두개의 응답들의 동일하게 가중된 합으로서 합성되
며 (스테레오 스피커들 및 하나의 측정 점), 150Hz 이상에서는 어떤 평균도 수행되지 않는다. 이 평균은 두개의 스
피커 위치들에 의해서 별도로 유발되는 것들 대신에 일반적인 공진 현상들을 더 양호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도입된
다. 그러나 그 댓가로 개별 전달 함수들의 수정이 약간 덜 정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 공진은 총 에너지가 1 이
될 때 까지 스케일된다.

세개의 대역 이퀄라이저의 크로스-오버 주파수들은 각각 150Hz 및 900Hz로 설정되었다. Schroeder 주파수는
95Hz로서 150Hz이상에서는 어떤 개별 공진 현상도 발견되어서는 안되며, 더 높은 주파수에 적용되기에는 너무 미
묘한 중간 주파수 대역 수정들로 인해서 900Hz가 선택된다. 사실상 700Hz 및 1.5kHz 사이의 어떤 크로스오버 주
파수가 충분할 수 있지만, 전술된 바와같이 선택된 특정 알고리즘의 크로스오버가 900Hz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최
저 및 최고의 수정 주파수들은 각각 25Hz 및 22Hz로 설정된다. 144 및 25인 다운 샘플링 인수들과 같은 크로스-오
버 주파수들(이들은 422Hz 및 2430Hz 이다)인 1.5에 새로운 나이키스트 주파수들을 주기 위해서 다운-샘플링이
수행된다.

크로스-오버 필터들은 모두 선형-위상 FIR 필터들이며, 그 차수들은 이상적인 임펄스의 다운 샘플된 대역들을 가산
할 때 결과가 필터되지 않은 이상적인 임펄스에 가능한 한 근접하여 나오는 기준으로부터 선택되었다. 또한, (모두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위한) LP 및 HP 필터들의 경사도는 개략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저역 통과 필터
차수(탭)가 18, 28 및 18이며, 고역 통과 필터 차수가 28, 84 및 560 이 된다.

저주파 대역에서는 전달 함수를 기술하는 AR(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계산하는 것이 선택된다. 이러한 모델, 1/
A(z)은 폴들로만 이루어지며 따라서 모드 공진 피크들을 양호하게 설명한다. AR 모델은 선형 예측 코딩(LPC)에 의
해서 찾을 수 있으며, A(z) 다항식에서 계수들의 수는 48로 설정되는데 24개의 이차 폴들의 효과와 닮았다. 24개의
그러한 폴들은 150Hz 까지 분리가능한 공진들을 모델화하는데 충분하다고 가정(확인)된다. A(z) 다항식을 FIR 등
화 필터로서 사용하는 것은, 전달 함수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자연 딥으로 에너지를 넣지 않고도 전달함수에서 특성
피크들을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피크 감쇄을 통한 에너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저역이 1.5dB 증폭
된다. 저역에서, 등화는 500ms의 전체 입력 응답에서 동작하여 2Hz의 본질적인 평활을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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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대역에서만 입력 공진의 최조 150ms가 사용되며(이는 저역에서와 같이 협대역 피크 현상들에 그다지 많은 주
의를 기울이고 싶지 않으므로 실제로 바람직한 7Hz의 최대 주파수 해상도를 부과한다), 여기서 AR 모델링 기술이
적용된다. 섹션 3에 기술된 바와같은 주파수 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저주파에 더 촛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며,
0.72의 래핑 인수를 이용하여 LPC 수학은 400Hz 이상의 주파수보다 150 내지 400Hz 대역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주파수가 증감함에 따라서 AR 폴들에 의해서 쉽게 모델화된 전달 함수 현상들은 더 적어지게 되는데, 즉, AR 모델
링 및 주파수 래핑을 결합하기 위한 양호한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다.

고주파 대역은 처음 50ms를 처리하여 20Hz의 주파수 해상도를 산출한다(이는 비교적 광대역 등화만이 여기서 수
행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잘 부합된다). 이 대역에서 곧바른 스펙트럼 전도가 적용되지만 전도 전에는 입력 응답 스
펙트럼이 사분의 일 옥타브로 더 평활된다. 이 평활은 어떤 위상 정보를 제거하지만, 이는 힐버트 변환 관계를 이용
하여 저장된다. 전환후에는 스펙트럼은 약간 쇄퇴된 함수(1kHz로 부터 10kHz 까지는 -4 dB)에 의해서 가중되는데
이는 룸 임펄스 응답들에서 자연 고주파 감쇄와 닮았으며, 마지막으로 시간 도메인 FIR 필터로 다시 변환된다.

도 5.1에 알고리즘 성능이 도시된다. 그레이 플롯은 수정 설계 구조 및 그 스펙트럼에 대한 응답 입력을 도시하며,
블랙 곡선은 각각 수정된 임펄스 응답 및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특히 스펙트럼 플롯에서 수정 효과를 보는 것이 쉽
다.

이제, 반사 감쇄 기능성을 고려한다. 입력 응답은 다시 한번 평균화된 저주파 위치이지만, 이제 세개의 대역 이퀄라
이저 전에는, 반사 감쇄 기능이 인에이블된다. 처음 10ms 동안 반사들은 약 8 dB에 대해서는 감소되도록 설정되며
(그렇지만 섹션 3에 도시된 바와같이 모두가 제거되는 것은 아님), 이는 도 5.2에 명확히 도시된다. 향상된 (반사가
감쇄된) 응답을 삼-대역 이퀄라이저를 통과시키는 것은 최종 주파수 스펙트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도 5.3
참조). 동일 알고리즘 파라메터들이 사용되며 출력 응답이 수정 설계 구조에 따라서 반드시 그래야 하드시 출력 응
답이 반사 감쇄 필터로 수정된 포스트이므로, 그것은 여전히 양호하고 예상하기에 많은 초기 알고리즘에 대한 것으
로서 매우 많아 보인다.

수정 설계 구조의 대체 용도들

이 알고리즘의 목적은 주관적인 성능이 논제가 아닐 때 마다 매우 정밀한 수정에 이르도록 설계 구조를 구성하는 것
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입력 응답에 대해서는, 청취 위치들에 대해서든 저주파의 스피커 위치들에 대해서든,
어떤 평균화도 수행되지 않는다. 모두 세개의 대역에 대해서 처리된 응답 길이는 500ms이다. 낮은 대역 및 중간 대
역 모두에서 매우 상세한 AR 모델링이 적용되는데, 저역에서는 120개의 계수들을 이용한다. 중간 대역에서는 어떤
평활 및 사전-래핑도 수행되지 않으며, 288 LPC 계수들 만큼이 사용된다. 또한, 높은 대역에서는 평활 및 쇄퇴되는
타겟 함수들이 생략된다. 따라서 신호 처리의 관점에서, 세개의 대역에서 발생하는 동작들은 다소간에 많은 수의
LPC 계수들로 인해서 제어된 그리고 견고한 방식으로만) 총 스펙트럼 전환의 동작과 닮았지만, 이는 최소 위상 방
식에서 발생된다. 스펙트럼 전환은 초과 위상과는 별개로 평범한 것으로서, 이는 더 높은 정밀도에 조율되는 삼-대
역 기술이 사용되는 까닭이다. 객관적인 성능은 도 5.4에 도시된 바와같이 탁월하다.

수정 설계 구조 역시 스피커들만을 등화하는데 꽤 적합하다. 무반향적으로 측정된 스피커는 설정된 룸 수정에서 사
용되었을 때와 같이 수정 알고리즘의 동일하게 최적화된 파라메터들에 종속되었다. 도 5.5 및 5.6은 수정 전후의 누
적 스펙트럼 쇄퇴들을 도시한다. 등화는 두 도메인에서 매우 현저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결합된 스피커/룸 전달 함수를 갖는 하나의 룸에 배치된 스피커로 부터 사운드를 디지털로 등화하는 방법으로서, 상
기 방법은 상기 룸내에 마이크를 배치하며, 하나의 증폭기를 통해서 하나의 스피커로부터 하나 이상의 펄스를 방출
하며, 소정의 청취 위치에서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a) 측정된 임펄스 응답들이 하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처리되어 가중되며;

b) 상기 전처리 알고리즘으로 부터의 출력이 하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리되며 크로스-오버 필터들 및 다운 샘플
링을 사용하여 적어도 두개의 주파수 대역에 적응되며;

c) 상기 대역 분리 알고리즘으로부터의 출력은 적어도 두개의 주파수 대역 수정 필터 알고리즘으로 공급되며;

d) 상기 대역 수정 필터 설계 알고리즘들로부터의 출력은 지연 및 크기 정렬 알고리즘으로 공급되며;

e) 상기 정렬 알고리즘으로 부터의 출력은 후처리 알고리즘으로 공급되며;

f) 상기 증폭기에 공급된 사운드 소스를 실시간으로 등화하기 위해서 후처리 알고리즘으로 부터의 출력을 저장 및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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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처리 알고리즘으로 부터의 출력은 전형적으로 세개의 주파수 대역들로 분할되며, 상기 세개의 대역들은 각
각 저주파, 중간주파, 및 고주파 대역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화 방법.

청구항 3.

제 1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 알고리즘으로 부터의 출력은 사전-수정 알고리즘에서 하나의 입력으로서 사용되며, 상기 사전-수정
알고리즘은 청취 위치에서 수신된 사운드상의 어떤 음향학적 충격들을 표시하는 하나 이상의 선택적인 회로들로 부
터 출력을 수신하기 위해 적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입력을 갖으며, 상기 사전 수정 알고리즘은 주파수 대역 수정 필
터 설계 알고리즘에 공급되는 출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인 회로들 중 하나는 하나의 비반향실의 이상적인 조건들 하에서 스피커로부터 측정된 파라메터들을 표
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화 방법.

청구항 5.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인 회로중 하나가 음향심리학적 조건들로부터 도출된 파라메터들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화
방법.

청구항 6.

제 2 내지 제 5 항에 있어서,

처음 30ms에서 측정된 임펄스 응답의 반사들이 나머지 임펄스 응답에서 보다 더 강하게 감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등화 방법.

청구항 7.

제 1 내지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 알고리즘은 대역 필터들로 부터의 출력을 동기화하기 위한 정렬 기능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화 방법.

청구항 8.

제 1 내지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 알고리즘은 크케일링 및 합산 기능성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화 방법.

청구항 9.

제 1 내지 8 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은 청취자가 배치된 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화 방법.

청구항 10.

스피커들의 다중 채널 설정에서 제 1 내지 제 9 항에 따른 방법의 용도.

요약

어떤 룸에 배치된 스피커로부터의 사운드를 디지털로 등화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룸은 사용자가 상기 사운드를 인
지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는 변동하는 음향학적 특성들을 갖으며, 상기 등화 방법은, 적어도 두개의 수평 주파수 대
역 수정 알고리즘들 및 후처리 알고리즘에서, 하나의 마이크를 통해서 전처리 알고리즘에서 처리되는 하나 이상의
임펄스 응답들을 측정함으로서, 상기 룸의 어떤 부분에서 수정된다. 하나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전 수정 알고리즘은
전처리 알고리즘과 주파수 대역 수정 필터들 사이에 결합될 수 있다. 전처리 알고리즘은 비반향 룸내의 이상적인 상
태하에서 측정된 스피커 특징들 및/또는 반사 감쇄 알고리즘으로부터의 파라메터들을 표시하는 입력을 수신하기 위
해서 적응된다. 후처리 알고리즘으로부터 최종 필터 파리메터들은 저장되어, 스피커에 스피커가 배치되는 실제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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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향학적 동작을 공급하는 증폭기에 접속된 소스로 부터의 사운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룸내의 어
떤 파라메터들이 변경되면 본 발명에 따른 수정 방법은 새로운 필터 파라메터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반복될 수 있다.

대표도

도 4.1

색인어

룸, 스피커, 디지털 등화, 사운드 인지, 음향학, 수평 주파수 대역, 수정 알고리즘, 마이크, 전처리 알고리즘, 임펄스
응답, 비반향 룸

도면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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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도면2.2

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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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

도면2.5

도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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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2

도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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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2

도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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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4

도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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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1

도면5.2

도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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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4

도면5.5

도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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