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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장점 및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겠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제2도는 동적 등화를 제공하는 본 발명에 따른 동적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의 블록이다.

제3도는 제2도 및 제4도의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용 궤환 및 잔향 제어 회로의 블록도이다.

제4도는  고정  이퀄라이제이션을  제공하는  본  발명에  따른  비-동적  또는  고정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의 블록이다.

제5a  및  b도는  제4도의  고정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이퀄라이제이션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제7a  및  b도는 제2도 및 제4도의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 및 제6도의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
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간의 귀에 들려오는 주파수 응답 특성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제7c도는 b도에 관련된 a도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제7d도는 a도에 관련된 b도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제8도  및  제9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실시하는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및  원근감  보정  배열  중  어느 
한가지를  사용하거나  이  모두를  사용하는  사운드  재생  시스템  및  사운드  레코딩  시스템을  각각 도시
한 도면이다.

제10도는 잔향 증강의 자동 및 수동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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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도는 선택적인 감쇠 잔향 휠터를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스테레오 사운드 재생 시스템(stereo sound repoduction system)용 증강 시스템
(enhancement  system)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스테레오  사운드  이미지(image)를  확장시키고 
증가된 스테레오 청취 영역을 제공하며, 스피커 또는 헤드폰을 사용하기 위해 원근감 보정
(perspective correction)을 제공하는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공지된  바와  같이,  스테레오  사운드  재생  시스템은  사운드  이미지를  발생시키고저  하는데,  이 경우
에  재생된  사운드는  상이한  위치로부터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므로,  실황공연(live  performance)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스테레오  사운드  이미지의  청각  환상(aural  illusion)은 일반적
으로  스피커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스테레오  이미지의  폭은  좌측  스피커와  우측  스피커에 
각각  제공된  정보  사이의  유사성  또는  상이성에  크게  좌우된다.  각각의  스피커에  제공된  정보가 동
일하면,  사운드  이미지는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에서  ＂중앙  무대(center  stage)＂에  중심이 맞추어
지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각의  스피커에  제공된  정보가  상이하면,  영상  이미지의  범위에  걸쳐 
2개의 스피커들 사이에서 방사된다.

스테레오  사운드  이미징의  일반적인  개념은  복잡하지  않지만,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실행하는 것
은  상당히  어렵다.  스테레오  사운드  이미지의  폭은  스피커에  제공된  정보뿐만  아니라,  청취자 위치
에  좌우된다.  이상적인  경우는,  청취자가  스피커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스피커 
시스템에  있어서,  청취자가  어느  한  스피커에  가까울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스피커로부터의 사
운드를  청취하는  청취자는  스테로오  이미지에  덜  기여하므로,  사운드가  가까운  스피커로부터만 발생
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이것은  각각의  스피커내의  정보가  그다지  상이하지  않을  때  상기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그러나,  청취자가  스피커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경우라도,  인식된  사운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스피커들의 실제 위치들 사이에 있고, 스피커들 사이의 영역 이상 연장되지는 않는다.

청취자가  이상적으로  스피커로부터  등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공지된 
스피커  시스템이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스피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최종 스테
레오 이미지는 여전히 스피커들의 실제 위치들 사이의 영역에 제한된다.

스테레오  사운드  재생시에  고려할  다른  점은  사운드  변환기(전형적으로,  스피커  또는  헤드폰)는 선
정된  위치에  배치되므로,  이러한  선정된  위치로부터  방사하는  사운드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황 공
연시에  인식된  사운드는  공연이  개최되는  장소의  구조에  따른  음향학적  결과로서  여러  방향으로부터 
방사할  수  있다.  인간의  귀와  뇌는  저  주파수  사운드에  대한  상대  위상  전이,  음역(voice range)내
의  사운드가  도달하는  상대  세기  및  신속한  상승(rise)시간  및  고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는 사운드
가  도달하는  상대  시간을  포함하여  상이한  현상에  기초를  두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협동  작업을 
한다.

스피커  또는  헤드폰의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결과로서,  청취자는  재생된  사운드가  방사되고  있는 방
향에  관한  오류신호(erroneous  cue)를  수신한다.  예를들어,  스피커가  청취자의  전방에  배치된 경우
에,  측면으로부터  들려와야  하는  사운드는  전방으로부터  들려오므로,  측면으로부터  방사되는 사운드
인  것과  같이  용이한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헤드폰  또는  측면  장착  스피커의  경우에,  전방에서 방사
해야  하는  사운드가  측면에서  방사한다.  그러므로,  스피커  또는  헤드폰의  패치  상태에  따른 결과로
서, 녹음된 공연의 사운드 원근감은 부정확하다.

신호를  혼합하는  것과  함께  스테레오  이미지를  분산  및  확장시키기  위한  다수의  시도들이  행해져 왔
다.  예를들어,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들이  처리된  좌측  및  우측  신호를  제공하도록  선택적으로 
처리된  다음  혼합될  수  있는(좌측-우측과  같은)  차신호  및(좌측+우측과  같은)  합신호를  제공하도록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특히,  차신호를  증가  또는  가증(boost)시키면,  넓은 스테레
오 이미지가 발생된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차신호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면,  차신호에는,  차신호의  강한  주파수  성분들이  중간 범위
(midrange)내에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가지  문제점은  귀가  중간  범위내에서  약  1KHz내지   
약  4KHz의  범위에  대해  큰  감도(본  명세서에서는,  ＂큰  감도의  차신호  성분＂이라고  함)를  갖기 때
문에,  재생된  사운드는  매우  귀에  거슬리고  괴롭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은,  (약  1KHz와  2KHz내의 
주파수 범위를 갖는)  중간 범위가 청취자의 귀와 귀  사이의 거리에 견줄만한 파장을 갖고 있는 주파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청취자가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의 거리가 등거리인 위치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파수(본  명세서내에서,  ＂증가된  위상  감도의  차신호  주파수  성분＂이라고  함)에 
관해서는, 청취자의 머리 위치가 약간만 이동된다 해도 스테레오 이미지는 괴로울 정도이다. 
더욱이,  차신호를  무분별하게  가증하여  발생하는  스테레오  이미지에  대한  인식도는  그다지  확장되지 
않으며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는 문제이다. 

몇  가지  공지된  스테레오  이미징  시스템은  증폭기  및  스피커를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스테레오  이미지는  스피커의  배치  상태에  의해  제한된다.  더욱이, 
스피커를 상이한 위치에 배치시킬지라도, 반드시 정확한 사운드 원근감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고정  또는  가변  지연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은  녹음되는  상황시에 공
연중에  존재하는  지연  요인이  무엇이든간에  그러한  지연은  이미  녹음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재생된 
사운드의 정확성과 상충된다. 더욱이, 지연은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청취자의 위치를 제한한다.

또한,  헤드폰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부적절한  사운드  원근감을  보정  또는  보상하기  위한  시도들이 행
해져  왔다.  그러나,  공지된  헤드폰  증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고려할  점은  복잡하고  효과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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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본 발명의 요약]

그러므로,  본  발명의  장점은  스테레오  사운드  이미지의  폭을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의  범위  이상 확
장시키는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은 청취 위치에 대한 제약을 가하지 않은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넓은 청취 영역에 걸쳐 인식될 수 있는 스테레오 사운드 이미지를 제공하
는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은  스피커  또는  헤드폰을  사용하기  위해  사운드  원근감  보정을  제공하는 스테레
오 보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특징 및 장점들 및 그 밖의 다른 특징 및 장점들은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 및 청취 영역을 제
공하기  위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  및  스피커  또는  헤드폰을  사용하기  위해  사운드  원근감 
보정을  제공하는  원근감  보정  시스템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  및  원근감  보정  시스템은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개별적으
로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에  기초를  둔  합신호  및  차신호를  발생시키고, 차신
호  주파수의  상대  진폭과  합신호  주파수의  상대  진폭을  선택적으로  변경시키며,  증강된  좌측  및 우
측  스테레오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처리된  합신호  및  차신호를  최초  좌측  및  우측  신호들과 조합함
으로써 넓은 스테레오 사운드 이미지 및 청취 영역이 달성된다.

특히,  차신호의  선택된  주파수  성분은  다른  차신호  주파수  성분에  관련하여  가증(증강)되고, 합신호
의  선택된  주파수  성분은  다른  합신호  주파수  성분에  관련하여  가증된다.  차신호의  선택적인  가증은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  및  넓은  청취  영역을  제공하고,  합신호의  선택적인  가증은  합신호가  차신호에 
의해 강조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내에  있어서,  차신호에  응답하는  스펙트럼  분석기는  차신호  주파수  성분의  상대 
진폭을  제어하므로,  시끄러운(louder)  차신호  주파수  성분에  관련하여  조용한(quieter)  차신호 주파
수  성분이  가증된다.  또한  차신호는  고정이  이퀄라이저에  의해  이퀄라이즈되므로  청취자의  귀와  귀 
사이의  거리에  견줄만한  파장을  갖고  있는  차신호  주파수가  디엠퍼사이즈(deemphasize)된다.  또한, 
스펙트럼  분석기는  합신호  주파수  성분의  상대  진폭을  제어하므로  합신호  주파수  성분들이  대응 차
신호 주파수 성분의 레벨에 비례하여 가증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차신호는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로  이퀄라이즈되므로 통계학적으
로  조용한  차신호  성분을  포함하는  차신호  주파수  성분이  통계학적으로  시끄러운  차신호  주파수를 
포함하는  차신호  주파수  성분에  관련하여  가증된다.  합신호는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로 이퀄라이즈
되므로 통계학적으로 차신호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는 주파수 범위내의 합신호가 가증된다.

차신호  성분의  선택적인  엠퍼시스(emphasis)또는  가증에  따른  결과로서,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가 제
공되고,  차신호의  무분별한  증가에  관련된  귀에  거슬림  및  이미지  전이  문제점은  본  발명이 사용하
는  고정  이퀄라이저에  의해  제공된  이퀄라이제이션에  의해  상당히  감소된다.  조용한  차신호  성분의 
선택적인  엠퍼시스  또는  가증은  다음  이유로  인해  스테레오  이미지를  더욱  증강시킨다.  실황 공연에
서의  주위  반사  및  잔향  휠드(reverberation  field)는  용이하게  인식되어,  직접  사운드(direct 
sound)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녹음  공연시에,  주위  사운드는  직접  사운드에  의해 차단되
어,  실황  공연에서와  동일한  레벨로  인식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위  사운드는  차신호의  조용한 
주파수내에  있게  되고,  차신호의  조용한  주파수를  가증시키면  주위  사운드가  차단되지  않으므로, 실
황 공연에서의 주위 사운드의 인식을 같게 한다.

또한,  차신호의  선택적인  엠퍼시스는  다음  이유로  인해  넓은  청취  영역을  제공한다.  차신호의 시끄
러운  주파수  성분은  청취자  머리  주위에서  귀-귀  거리에  견줄만한  파장을  갖고  있는  주파수(상술한 
＂증가된  위상  감도의  차신호  주파수  성분＂)를  포함하는  중간  범위내에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선택적인  엠퍼시스의  결과로서,  증가된  위상  감도의  차신호  주파수  성분은  부적합하게 
가증되는  않는다.  그러므로,  (발명의  배경부분에서  기술한)  차신호의  무분별한  증가로부터  발생하는 
스테레오  이미지  전이  문제점은  상당히  감소되고,  청취자는  스피커로부터  등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차신호의  선택적인  가증을  제공할  때,  혼합되어  선택적으로  가증된  차신호의  레벨에   의해  절정되는 
증강량은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제공된  스테레오량이  비교적  변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자동  조정 
작업이  없이도,  제공된  증강량은  상이한  녹음시의  스테레오량이  달라지는  경우에  수동으로 조정되어
야 한다.

또한,  차신호를  선택적으로  가증시키는  처리  공정은  차신호내에는  인공  잔향이  현저하기  때문에 레
코딩  처리  공정시에  유입된  소정의  인공  잔향을  가증시킨다.  인공  잔향의  부적합한  가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증강 시스템은 인공 잔향의 가능한 존재를 나탄내는 특성에 대한 합  및 차신호들
을  모니터한다.  인공  잔향의  가능성이  검출되면,  차신호에  제공된  가증량은  선택적으로  감소되고, 
합신호에 제공된 가증량은 선택적으로 증가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는  상이한  위치에  배치된  스피커  또는  헤드폰으로  재생된  녹음  공연에  의해 원
근감  보정을  제공하는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이다.  원근감  보정  시스템은  좌측  및  우측 스테레
오  신호로부터  유도된  합  및  차신호를  선택적으로  변형시키는데,  청취자가  실황  공연에서  기대되는 
방향에서  방사하는  것처럼  재생  사운드를  인식한다.  그러므로,  스피커가  청취자의  전방에  배치된 경
우에,  측면으로부터  방사하는  것처럼  들려야하는  사운드는  측면으로부터  방사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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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의  경우에,  전방으로부터  방사하는  것처럼  들려야하는  사운드는  전방으로부터  방사하는 것처
럼 인식된다.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은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들로부터  합  및  차신호를  발생시키고, 진
동을  보상하기  위해  합  및  차신호에  대한  고정  이퀄라이즈를  인간의  귀의  주파수  응답의  방향으로 
제공하며,  좌측  및  우측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이퀄라이즈된  합신호와  차신호를  결합시킴으로써 원근
감  보정을  달성한다.  스피커가  청취자의  전방에  배치된  경우에,  차신호는  선택적으로  가증되므로, 
측면  사운드가  측면으로부터  방사하도록  재생된  것으로  인식되는  합한  레벨로  회복된다.  헤드폰의 
측면에  스피커가  배치된  경우에,  합신호는  전방으로부터  방사하도록  재생된  것으로  인식된  적합한 
레벨로 전방 사운드를 회복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감쇠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은 이미 요약한 본  발명의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수 있거나, 다른 오디오 콤포넌트와의 사이에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리는  한쌍의  시스템을  포함하는  종래의  사운드  재생  시스템을  통해  종래의  스테레오 레
코드,  자기  테이프  및  디지털  디스크를  재생하고,  상술한  유리한  효과를  제공하는  좌측  및  우측 스
테레오  출력  신호들을  발생시키기  위해  종래의  사운드  재생  시스템상에서  레코드가  플레이(play)될 
수  있는 전축 레코드,  디지털 디스크 또는 자기 테이프상에 독특한 레코딩을 행하기 위해 응용될 수 
있다.

[상세한 설명]

도면내에서, 동일 소자들은 동일한 참조 번호로 식별된다.

본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설명이  상이한  부부내에  제공되는데,  각각의  후속 부
분은  이전  부분보다  더욱  상세하다.  그러므로,  제공된  전체  기능들이  기술되어  있는 개요(overvie
w)가 먼저 제공된다. 그 다음, 본 발명은 동작 파라메터를 더욱 강조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I. 개요 

제1도를  참조하면,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0)  및  원근감  보정  시스템(200)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0)은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L  및  R)을  수신하고,  이미지 증강된 좌측 및 우즉 스테레오 신호(L'  및 
R')를  원근감  보정  시스템(200)에  제공하기  위해  좌·우측  스테레오  신호들을  처리한다.  원근감 보
정  시스템(200)은,  스피커  또는  헤드폰을  통해  증폭  및  재생된  때  적절한  사운드  원근감을 제공하도
록  보정된  이미지  증강된  스테레오  신호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미지  증강  스테레오  신호들을 처리한
다.

시판중인  표준  오디오  콤프넌트에  사용하기  위해,  본  발명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은  테이프 
모니터  루우프내에  사용될  수  있거나,  유용하다면  전치증폭기(preamplifier)의  외부  처리기 루우프
(external  processor  loop)내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루우프들은  톤(tone)제어, 밸런스(blance)
제어  및  볼륨  제어와  같은  전치증폭기  제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은  표준  스테레오  사운드  재생  시스템의  전치  증폭기와  전력(power)  증폭기  사이에 삽입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에  있어서,  밸런스  및  톤  제어는  양호하게  디스에이블되거나 무효
화(null)된다.

기술한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은 별도 장치로 제조 및 판매되는 오디오 전치 증폭기뿐만 
아니라,  집적  증폭기  및  수신기내에  포함되는  오디오  전치증폭기내에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결
합될 수  있다.  이렇게 결합된 때,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100)은  양호하게도 톤  및  밸런스 제어의 업
스트림(upstream)이고, 양호하게 바이패스(bypass)될 수 있다.

기술한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에   의해  제공된  증강은  레코딩을  증강시키기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레코딩은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을  포함하지  않는  오디오  시스템  또는 스테레
오  증강  시스템(300)을  포함하고  바이패스된  오디오  시스템에서  재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들
어,  이미지 증강 및  원근감 보정을  포함하는 레코딩은 측면 장착 스피커를 갖고 있는 자동차내에서 
재생될  수  있다.  재생  조건이  공지되지  않는  한  녹음을  행할  때  원근감  보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
다. 예를들어, 재생은 측면 장착 자동차 스피커를 통해서만 행해진다.

또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0)  및  원근감  보정(200)은  오디오  시스템내에  독립적으로 사
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들어,  원근감  보정  시스템(200)은  측면  장착  스피커에  의해  야기된 부
적합한  사운드  원근감을  보정하기  위해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내에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가격을  고려하여,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0)은  가정용  오디오  시스템내에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2도를  참조하면,  제1도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내의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0)으로
서 사용될 수 있고,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 및 넓은 청취 영역을 달성하기 위해 좌측 및 우측 스테레
오  신호들의  합  및  차를  동적으로  이퀄라이즈시키는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특히,  아음속(subsonic)  휠터(12,14)의  출력에서  아음속적으로  휠터된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L  및  R)은  차신호(L-R)  및  합신호(L+R)을  각각  제공하는  차회로(11)  및  합회로(13)에 
제공된다.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8),  및  이득  제어  증폭기(22)는 
처리된  차신호( L-R)p 를  제공하도록  차신호  주파수  성분(본  명세서에서,  ＂성분＂  또는 ＂주파수＂

라고  부름)의  상대  진폭을  선택적으로  변경  또는  변형시키도록  상호작용한다.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
저(21)은  처리된 합신호(R+L)p 를  제공하도록  차신호  주파수  성분(본  명세서에서,  ＂성분＂또는 ＂주

파수＂라고 부름)의 상대 진폭을 선택적으로 변경 또는 변형시킨다.

차회로(11)에  의해  제공된  차신호에  응답하는  스펙트럼  분석기(17)은  차신호의  조용한  성분이 시끄
러운 성분에 관련하여 가증되도록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를 제어한다. 더욱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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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는  조용한  차신호  성분보다  더  시끄러운  차신호  성분을 감쇠
시키도록  제어한다.  이퀄라이즈  차신호의  후속  증폭은  조용한  성분이  시끄러운  차신호  성분에 관련
하여 가증 처리된 차신호를 제공한다.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8)은  선정된  방식으로  디엠퍼시스를  제공하도록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
(19)에 의해 제공된 이퀄라이즈 차신호를 선택적으로 감쇠시킨다.

또한  스펙트럼  분석기(17)은,  합신호의  성분이  대응  차신호  성분의  함수로서  가증되도록  합신호 이
퀄라이저를  제공한다.  더욱  상세하게  말하자면,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은  합신호  성분이  대응 차신
호 진폭의 진폭에 비례하여 가증된 경우에 처리된 합신호를 제공하도록 합신호를 가증시킨다.

궤환  및  잔향  제어  회로(30)은  제공된  스테레오량이  반복  녹음에서  비교적  변치않도록  이득  제어 증
폭기(22)의  이득을  제어한다.  또한  제어  회로(30)은  차신호  이퀄라이저(19)  및  합신호 이퀄라이저
(21)을  제어하므로,  인공 잔향 가능성이 검출될 때  인공 잔향을 포함할 수  있는 차신호 성분이 부적
절하게  기증도지  않는다.  인공  잔향  가능성이  제어  회로(30)에  의해  검출되면,  잔향  제어 신호
(RCTRL)는,  인공  잔향이  만족스럽게  발생하는  곳에  선택된  수파수  대역내에서  더  많은  감쇠를 제공
하도록  동작  차신호  이퀄라이저(19)를  제어하고,  이러한  선택된  주파수  대역내에서  더  많은  가증을 
제공하도록  동적  이퀄라이저(21)을  제어한다.  이  방식으로,  차신호내에  존재할  수  있는  소정의  인공 
잔향은  차신호의  후속  증폭기에  부적절하게  가증되지  않는다.  합신호의  더  많은  가증이  선택된 주파
수  대역내의  합신호  주파수가  잔향  제어  신호(RCTRL)에  따라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에  의해 충
분히 감쇠되지 않은 소정의 인공 잔향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레벨로 되게 한다.

제어  회로(30)은  합회로(11)  및  차신호(13)에  의해  제공된  합  및  차신호에  응답하고,  이득  제어 증
폭기(22)에 의해 제공된 처리되어 차신호에 응답한다.

제4도를  참조하면,  제1도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내의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0)으로서 사
용될 수 있고,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 및 넓은 청취 영역을 달성하기 위해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
호들의  합  및  차의  각각의  고정  이퀄라이제이션을  제공하는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10)의 다
른  실시예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특히,  아음속  휠터(112,114)로부터의  아음속적으로  휠터된 좌
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L및R)은  각각은  차  및  합신호(L-R)  및  (L+R)을  발생시키는  차회로(111) 
및  합회로(113)에  제공된다.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15),  이득  제어  증폭기(125),  및  잔향 휠터
(129)는 다른 차신호 성분에 관련하여 소정의 차신호 성분을 선택적으로 가증시키도록 
상호작용한다.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117)  및  이득  제어  증폭기(127)은  다른  합신호  성분에 관련
하여  소정의  합신호  성분을  선택적으로  가증시키도록  상호작용한다.  효율적으로,  합  및  차신호들은 
고정된 선정 방식으로 각각 스펙트럼적형으로 형성되거나 이퀄라이즈된다.

특히,  조용한  차신호  성분들이  더욱  빈번하게  만족스럽게  발생하는  주파수가  시끄러운  차신호 성분
들이  더욱  빈번하게  만족스럽게  발생하는  주파수에  관련하여  가증되도록  차신호가  이퀄라이즈된다. 
차신호  성분이  만족스럽게  발생하는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에  관련하여  가증되도록  합신호가 이퀄라
이즈된다. 

또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10)은  제2도  및  제3도의  제어  회로(30)과  거의  유사하고  거의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궤환  및  잔향  제어  회로(40)을  포함한다.  특히,  제어  회로(40)은  거의  변치 
않는  스테레오가  소정의  레코딩내의  및  상이한  레코딩들  사이의  스테레오량이  상이한  경우에 제공되
도록 이득 제어 증폭기(125)와 상호작용한다.

또한,  제어  회로(40)은  인공  잔향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이득  제어  증폭기(127)  및  잔향 휠터(129)
와  상호작용한다.  인공  잔향  가능성이  검출되면,  이득  제어  증폭기(127)은  합신호를  가증시키고, 잔
향  휠터(129)는  다른  차신호  성분에  관련하여  인공  잔향을  만족스럽게  포함하는  차신호를 감쇠시킨
다.  이  방식에 있어서,  인공 잔향을 포함할 수  있는 차신호 성분은 부적합하게 가증되지 않는다. 합
신호에 대한 다른 가증은 잔향 휠터(129)에  의해 충분히 감쇠될 수  없는 소정의 인공 잔향을 보상하
기 위한 것이다.

제6도를  참조하면,  제1도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내의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200)으로서 사용
될  수  있는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21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원근감  보정  시스템(210)은 
제2도  및  제4도에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의 출력
에  의해  제공된  좌측  및  우측  신호에  응답한다.  선택적으로,  제1도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을 
참조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좌측  및  우측  신호는  적합한  오디오  전치  증폭기에  의해  제공될  수 있
다.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210)은  합  및  차신호(L+R)  및  (L-R)을  각각  제공하기  위해  합회로(211) 
및  차회로(213)을  포함한다.  합  및  차신호들은  상이한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을  제공하는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215) 및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221)에 의해 각각 이퀄라이즈된다.

특히,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215)는  한가지  이퀄라이제이션  출력을  제공하고,  고정  차신호 이퀄라
이저(221)은  한가지  이퀄라이제이션  출력을  제공한다.  한쌍의  2-위치  스위치(217,223)은  이퀄라이즈 
또는  바-이퀄라이즈된  합  및  차신호들이  혼합기(225)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제어한다. 혼합기(22
5)에  제공된  신호들을  선택하면,  사운드  재생용으로  사용된  사운드  변환기의  형태(예를들어,  스피커 
또는  헤드폰)  및  사운드  변환기의  위치(예를들어,  전방  또는  측면)이  결정된다.  혼합기(225)는 사운
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210)의  출력들이  처리된  좌측  및  우측  출력  신호들을  제공하기  위해 합신호
와  차신호를  혼합한다.  제1도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에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210)의  출력들은  전치  증폭기  테이프  모니터  루우프  입력  또는  표준  전력 증폭
기에 제공될 수 있다.

II. 블록도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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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적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

제2도을  다시  참조하면,  본  발명의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은  스테레오  사운드  재생 시스
템(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제공된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L  및  R)에  응답하는  좌측  입력  신호 
아음속  휠터(12)  및  우측  입력  신호  아음속  휠터(14)를  포함한다.  예를들어,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L 및 R)은 전치 증폭기 테이프 모니터 루우프 출력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아음속 휠터
(12,14)는 아음속적으로 휠터된 입력 신호(Lin 및 Rin)을 차회로(11) 및 합회로(13)에 제공한다.

각각의  아음속  휠터(12,14)는 30Hz 의  -3dB  주파수를  갖고  있고  24dB/옥타브의  롤-오프(roll-off)를 

갖고  있는  고역  통과  휠터이다.  날카로운  롤-오프는  포노  카트릿지(phono  cartridge)가  우연히 강하
될 경우에 스피커가 손상되는 것을 어느 정도 보호한다. 포노 카트릿지 드롭핑으로 인한 바늘
(stylus)의  수직  변휘는  큰  진폭을  갖고  있는  저  주파수  차신호  성분으로서  증명되는데,  이것은 잠
재적으로  스피커를  손상시킬  수  있다.  날카로운  아음속  휠터  롤-오프는  손상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저 주파수 성분을 차단시킨다.

차회로(11)은  차신호(L-R)을  제공하기  위해  아음속적으로  휠터된  우측 신호(Rin )을  좌측 아음속적으

로  췰터된  좌측 신호(Lin )에서  감산하고,  합회로(13)은  합신호(L+R)을  제공하기  위해  아음속적으로 

휠터된 좌측과 우측 입력 신호(Lin과 Rin)을 가산한다.

차신호(L-R)은  다중-대역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제공된다.  또한  차신호(L-R)은  스펙트럼 분석기
(17)에  의해  제공된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다중-대역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에  제공된다. 
합신호(L+R)은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제공된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다중-대역  동적 합신
호 이퀄라이저(21)에 제공된다.

다중-대역  스펙트럼  분석기(17)은  선정된  주파수  대역에  응답하고,  각각의  선정된  주파수  대역에 관
련된  각각의  제어  신호들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제어  신호들은  각각의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차신호(L-R)의  각각의  평균  진폭에  비례한다.  예를들면,  다중-대역  스펙트럼  분석기(17)은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에  각각  중심을  두고  있고  6dB/옥타브의  롤-오프를  각각  갖고  있는  다수의  1옥타브  폭 
대역  통과  휠터를  포함한다.  대역  통과  휠터들의  각각의  출력은  제어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정류
(rectify)되어 적합하게 버퍼(buffer)된다.

또한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는  선정된  주파수  대역에  응답하고,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제공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이러한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차신호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차단(감
쇠)시킨다.  상세하게  말하자면,  차신호  이퀄라이저(19)는  각각의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차신호 성
분들을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제공된  각각의  제어  신호들의  직접  함수로서  감쇠시킨다.  즉, 
소정의  주파수  대역의  경우에,  이러한  주파수  대역내의  차신호(L-R)의  평균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감쇠가 증가한다.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의  출력은  선정된  방식으로  동적으로  이퀄라이즈된  차신호의  선택된 주
파수를  감쇠시키는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8)에  제공된다.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8)에  대한 적
합한  이쿼라이제이션  특성은  제5a내에  도시되어  있다.  예를들면,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8)은 다
음  특성들을 갖고 있는 저역 통과 휠터 및  고역  통과 휠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병렬 휠터 단을 포함
할 수  있다.  저역 통과 휠터는 약  200Hz의  -3dB주파수,  6dB-옥타브의 롤-오프,  및  단위 이득을 갖는
다. 고역 통과 휠터는 약 7KHz의 -3dB주파수, 6dB/옥타브의 롤-오프, 및 1/2 이득을 갖는다.

(a)  귀가 더 큰 감도를 갖는 주파수(약 1KH z  내지 약 4KHz )가  부적합하게 가증되지 않고,  (b) 청취자

의 귀와 귀  사이의 거리에 견줄만한 파장을 갖고 있는 차신호 성분(상술한 ＂증가된 위상 감도의 차
신호  성분＂)이  부적절하게  가증되지  않도록  고정  차  이퀄라이저(18)의  고정  이퀄라이제이션이 제공
된다.  선택적으로,  이러한  고정  이퀄라이제이션은  동적  이쿨라이제이션  전에  제공될  수  있다.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8)에  의해  제공된  차신호는  처리된 차신호(L-R)p 를  제공하기  위해  이득  제어 증

폭기(22)에 의해 증폭된다.

또한,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은  선정된  주파수  대역에  응답하고,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제공된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이러한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합신호  주파수들을  선택적으로 가증
시킨다.  상세하게  말하자면,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은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제공된 각
각의  제어  신호들의  직접  함수로서  각각의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합신호  성분들을  가증시킨다. 
즉,  소정의  주파수  대역의  경우에,  가증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주파수  대역내의  차신호(L-R)의 평
균 진폭이 증가한다.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의 출력은 처리된 합신호(L+R)p이다.

스펙트럼  분석기(17)에  대한  선정된  주파수  대역,  즉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와  동적  합신호 이
퀄라이저(21)의  주파수  대역은  125Hz,  250Hz,  500Hz,  1KHz,  2KHz,  4KHz  및  8KHz에  각각  중심이 맞추
어지는  1옥타브의  7개의  대역을  포함한다.  많거나  적은  수의  선정된  주파수  대역들이  용이하게 사용
될 수 있다.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는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제공된  대응  제어  신호의  최대  레벨에 
대한  12dB의  최대  감쇠를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제공한다.  제로(zero)  레벨을  갖고  있는  제어 신호
에  어떠한  감쇠도  제공되지는  않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은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제공된  대응  제어  신호들의  초대  레벨에  대한  6dB의  최대  가증을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제공한다. 제로 레벨을 갖고 있는 제어 신호에 어떠한 가증도 제공되지 않게 된다.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제공된  제어  신호들은  0V  내지  8V의  범위를  갖는다.  동적  차신호 이퀄
라이저(19)에  의해  제공된  감쇠의  대응  범위는  0dB과  -12dB  사이에  있게  되고,  합신호 이퀄라이저
(21)에 의해 제공된 가증 대응 범위는 0dB과 6dB 사이에 있게 된다.

24-6

91-006321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소정의  제어  신호의  경우에,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에  의해  제공된 
가증값은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에  의해  제공된  감쇠값의  1/2이다.  다른  비율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에  의해  제공된  가증레벨이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에  의해 
제공된  감쇠  대응레벨보다  작다든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감소된  가증은  적합한  것으로 발견되었는
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레코딩이  차신호  보다  많은  합신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최대  감쇠  레벨에 
접근하는 최대가증 레벨은 부적합하게 높게 처리된 합신호(L+R)p를 발생시키게 된다.

본  명세서내에  기술한  바와  같이,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  및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의 선
택된  주파수  대역은  다른  제어신호들에  응답한다.  스펙트럼  분석기에  의해  제공된  제어  신호들에 대
한  이러한  이퀄라이저의  응답에  대한  상술한  설명은  제로  레벨을  갖고  있는  이러한  다른 제어신호들
에  기초를  두었다.  다른  제어신호들이  비-제로레벨을  갖는  한,  총  감쇠  또는  가증은  각각의 제어신
호로 인한 각각의 감쇠 또는 가증의 중첩이 이루어진다. 다시말하면, 각각의 제어신호들은 
가산된다.

양호하게도,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는  부적합한  레벨의  감쇠를  제거하기  위해서  12dB  과  같은 
최대감쇠를  각각의  주파수대역에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유사하게,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
1)은  부적합하게  높은  레벨의  가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6dB과  같은  최대  가증을  각각의  주파수 대역
에 제공하도록 양호하게 구성된다.

또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은  제공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의  자동  조정  및  잔향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내의  다른  소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궤환  및  잔향  제어회로(30)을  포함한다. 바
람직한 자동증강 조정 및 잔향 보상을 행하는 레코딩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기술하겠다.

(제3도에  관련하여  다음에  더욱  상세하게  기술한)  제어회로(30)은  차회로(11)에  의해  제공된 차신호
(L-R)  및  합회로(13)에  의해  제공된  합신호(L+R)에  응답한다.  제어회로(30)은  고정  차신호 이퀼라이
저(18)에  의해  제공된  차신호에  인가된  이득을  변화시키는  이들  제어  증폭기(22)를  제어하기  위해 
이득  제어신호(CTRL)을  제공한다.  또한,  제어회로(30)은  이득제어증폭기(22)에  의해  제공되어 처리
된 차신호(L-R)p 에  응답하므로,  처리된 차신호(L-R)p 를  제어하기  위해  폐쇄  루우프  시스템을 제공하

게 된다.

제어회로(30)은,  (1)합  회로(13)에  의해  제공된  합신호(L+R)과  (2)이득  제어증폭기(22)의  처리된 차
신호(L-R)p출력 사이의 일정한 비를 유지하기 위해 이득 제어증폭기(22)의 이득을 제어한다. 
예로서, 이득 제어증폭기(22)는 적합한 전압 제어식증폭기로 될 수 있다.

또한,  제어회로(30)은  50Hz,  1KHz  및  2KHz에  중심이  맞추어진  주파수  대역(본  명세서에  내에서 ＂잔
향대역＂이라고  함)  내에서  제공된  이퀄라이제이션  량을  제어하기  위해  차신호  이퀄라이저(19)  및 
합신호  이퀄라이저(21)에  잔향제어신호(RCTRL)을  제공한다.  거의  항상  잔향  대역내의  차신호 주파수
내에 있는 인공 전향의 존재는 합신호와 차신호 사이의 예상된 비율보다 큰  비로 표시되는데,  그 이
유는  큰  바가  임의  잔향  가능성을  표시하는  중앙  무대독주자(성악가  또는  기악가)의  존재를 표시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어장치(30)은  합신호(L+R)과  차신호(L-R)  사이의  비를  모니터한다. 가능
한  인공  잔향  존재가  검출되면(예를  들어,  차신호에  대한  합신호비가  선정된  값보다  크면),  잔향 제
어신호(RCTRL)은 차신호 이퀄라이저(19) 및 합신호 이퀄라이저(21)내의 잔향 대역을 제어한다.

차신호  이퀄라이저(19)에  관해서는,  잔향  제어신호(RCTRL)은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제공된 제
어신호로부터  발생하는  감쇠외에  상술한  잔향  대역내의  감쇠를  야기시킨다.  합신호 이퀄라이저(21)
에  관해서는,  잔향  제어신호(RCTRL)은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제공된  제어신호로부터  발생하는 
가증외에 상술한 잔향 대역내의 가증을 야기시킨다.

잔향  대역내의  차신호  성분의  감쇠는  독주자의  반주로  될  수  있는  소정의  인공잔향이  처리된 차신호
가  후속적으로  증폭될  때  부적절하게  가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잔향  대역  내의  합신호 
성분의  가증은  잔향  대역내의  합신호  성분이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에  의해  충분히  감쇠되지 
않는 소정의 인공 잔향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레벨이 되게 한다.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는  스펙트럼  분석기(17)로부터의  대응  제어신호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서 
잔향 제어신호(RCTRL)의 최대 레벨에 의한 12dB의 최대 감쇠를 각각의 상술한 잔향 대역에 
제공한다.  잔향  제어신호(RCCTRL)과  스팩트런  분석기(17)로부터의  대응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제공된 
총  감쇠는  각각의  제어신호들에  응답하는  각각의  감쇠의  중첩으로  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는  제어신호의  레벨에  관계없이  12dB과  같은  선정된  최대  감쇠를 제공하
도록 양호하게 구성된다.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은  현존하는  스펙트럼  분석기(17)로부터의  대응  제어신호를  전혀 제공하
지  않고서  잔향제어신호(RCTRL)의  최대  레벨에  대한  6dB의  최대  가증을  각각의  상술한  잔향  대역에 
제공한다.

잔향  제어신호(RCTRL)과  스펙트럼  분석기(17)로부터의  대응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제공된  총  가증은 
각각의  제어신호에  응답하는  각각의  가증과의  중첩으로  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동적 합신
호  이퀄라이저(21)은  제어신호의  레벨에  관계없이  6dB과  같은  선정된  최대  가증을  제공하도록 양호
하게 구성된다.

선택적으로,  처리된  합신호에  대한  잔향  보상은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에  의해  제공되어 이퀄
라이즈된  합신호에  인가된  이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득  제어증폭기(도시하지  않음)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득제어증폭기는  잔향제어신호(RCTRL)의  함수로서  처리된  합신호를 증폭시
키게  된다.  처리된  합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한  이득제어증폭기가  인공  잔향을  보상하는데  사용되면, 
잔향 제어신호(RCTRL)은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에는 제공되지 않게 된다.

이득제어증폭기(22)의  출력은  다른  고정  단자가  접지에  결합되어  있는  전위차계(23)의  한  개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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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에  결합된다.  전위차계(23)의  와이퍼  접점(wiper  contact)은  혼합기(25)에  결합되므로,  이득 제
어증폭기(22) 및 전위차계(23)에 의해 제어된 레벨을 갖고 있는 처리된 차신호(L-R)p를 수신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어회로(30)  및  이득  제어증폭기(22)는  합회로(13)에  의해  제공된 합신호(L+R)
과  이득제어증폭기(22)에  의해  제공되어  처리된 차신호(L+R)p 사이의  비를  제어한다.  본  명세서내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비는  제어회로(30)내의  회로에  의해  제어된다.  전위차계(23)은  제공된 스테레
오 증강량이상을 제어한다.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의  출력은  다른  고정단자가  접지에  결합되어  있는  전위차계(27)의  한 개
의  고정단자에  결합된다.  전위차계(27)의  와이퍼  접점은  혼합기(25)에  결합되므로,  전위차계(27)에 
의해  제어된  레벨을  갖고  있는  처리된 합신호(L+R)p 를  수신한다.  전위차계(27)은  중앙  무대에서의 

사운드 이미지의 레벨을 제어한다.

좌측  및  우측  아음속적으로  휠터된 입력신호(L in  및 Rin )은  혼합기(25)에  다른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혼합기(25)는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L out  및 Rout )을  제공하기  위해  처리된  합신호(L+R)p  및  처리된 

차신호(L-R)p를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L in  및 Rin )과  결합시킨다.  특히,  좌측 및  우측 출력 신호(L out 

및 Rout)는 다음식에 따라 혼합기(25)에 의해 제공된다.

Lout=Lin+K1(L+R)p+K2(L-P)p                        (식1)

Rout=Rin+K1(L+R)p-K2(L-P)p                        (식2)

K1의 값은 전위차계(27)에 의해 제어되고, K2의 값은 전위차계(23)에 의해 제어된다.

차신호(L+R)을  처리하는  전체  효과는  조용한  차신호  성분들이  시끄러운  차신호  성분에  관련하여 가
증된다는  것이다.  즉,  증폭에  따라  차신호의  선택적  감쇠는  처리된  차신호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 
시끄러운  성분은  레벨면에서  최초  레벨과  견줄만하고,  조용한  차신호  성분은  최초  레벨보다  큰 레벨
을 갖는다.

합신호(L+R)의  처리는  차신호  성분의  선택적  가증에  의해  압도되지  않도록  합신호의  레벨을 상승시
키기 위한 것이다.

전위차계(23,27)은  사용자가  혼합기(25)에  의해  혼합되는  처리된 합신호(L+R)p 와  처리된 차신호(L-

R)p 의  각각의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제어식  소자이다.  예를  들어,  전위차계(23,27)은  처리된 

차신호를  최소화시키고  처리된  합신호를  최대화시키도록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에  있어서, 청
취자는 연주되는 것을 레코딩내에 존재하는 소정의 중앙 무대 독주를 듣게 된다.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L out  및 Rout )은  제1도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의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

스템(200)에  제공된다.  선택적으로,  제1도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에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
이,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200)이 사용되지 않는 한,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L out  및 Rout )은, 예

를  들어  좌측  및  우측스테레오(L  및  R)에  제공되는  전치  증폭기  테이프  모니터  루우프의  테이프 모
니터 루우프 입력에 적합하게 제공된다.

B. 궤환 및 잔향 제어회로

제3도는  참조하면,  합신호(L+R)에  응답하여  출력을  반전피크  검출기(inverting  peak  detector, 31)
에  제공하는  대역  통과  휠터(32)를  포함하는  궤환  및  잔향  제어회로(3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반전피크  검출기(31)의  출력은  반전  합신호 엔벨로프(envelope)(Es )이다.  양호하게,  대역  통과 휠터

(32)는  200Hz와  5KHz  사이에  정해진  4.8KHz의  3dB  대역폭  및  6dB/옥타브의  롤-오프를  갖는다. 대역
통과  휠터(32)는  레코딩  내에  존재할  수  있는  클릭(click)  및  폽(pop)효과를  휠터하여  제거하고, 제
어회로(30)에  의해  제공된  제어신호들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갖게  되는  고  에너지 저주파
수  성분을  휠터하여  제거한다.  피크검출기회로(31)의  시정수는  1msec  정도의  상승시간  및  1/2sec 정
도의 감쇠 시간을 제공한다.

궤환  및  잔향  제어회로(30)은  차신호(L-R)에  응답하여  출력은  비-반전  피크  검출기(33)에  제공하는 
대역통과  휠터(34)를  포함한다.  비-반전  피크  검출기(33)의  출력은  비-반전  차신호 엔벨로프(Ed)이

다.  대역통과  휠터(34)는  대역통과  휠터(32)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200Hz와  5KHz  사이에 배
치된  4.8KHz의  -3dB  대역폭  및  6dB/옥타브의  롤-오프를  갖는다.  피크  검출기  회로(35)의  시정수는 
1msec 정도의 상승시간 및 1/2sec 정도의 감쇠시간을 제공한다.

궤환  및  잔향  제어회로(30)은  처리된  차신호(L-R)에  응답하여  출력을  비-반전  피크  검출기(35)에 제
공하는  다른  대역  통과  휠터(36)를  포함한다.  비-반전  피크  검출기(35)의  출력은  비-반전  처리된 차
신호 엔벨로프(Edp )이다.  대역  통과휠터(36)은  대역  통과휠터(32,34)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200Hz와  5KHz  사이에  배치된  4.8KHz의  -3dB통과  대역  및  6dB/옥타브의  롤-오프를  갖는다.  피크 검출
기(35)의 시정수는 1msec 정도의 상승시간 및 1/2sec 정도의 감쇠시간을 제공한다.

반전  피크  검출기(31)과  비-반전  피크  검출기(33)의  출력들은  전위차계(37)의  고정  접점에  각각 결
합된다.  본  명세서내에  더욱  상세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전위차계(37)의  와이퍼  접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신호는 잔향제어신호(RCTRL)을 제공하는 평균(averaging)회로(60)에 결합된다.

또한,  반전피크  검출기(31)의  출력은  접지에  결합된  다른  고정단자를  갖는  전위차계(39)의  한  개의 
고정단자에  결합된다.  전위차계(39)의  와이퍼  접점에  제공된  반전  합신호  엔벨로프(Es)는 합저항기
(41)을  통해  적분기(50)의  합  접합부(43)에  결합된다.  또한,  비-반전  피크  검출기(35)의  의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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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반전 처리된 차신호 엔벨로프(Edp)는 합 저항기(45)를 통해 합 접합부(43)에 결합된다.

또한,  적분기(50)은  합  접합부(43)에  접속된  반전입력을  갖고  있고,  접지에  접속되어  있는  비-반전 
입력을  갖고  있는  연산증폭기(47)을  포함한다.  적분  캐패시터(49)는  연산  증폭기(47)의  출력과  합 
접합부(43)  사이에  접속된다.  제너  클램프  다이오드(zener  clamp  diode;  51)은  연산  증폭기의 출력
과  합  접합부(43)사이에  결합되고,  이것의  작용은  연산증폭기(47)에  의해  제공된  제어시노(CTRL)의 
최대 레벨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적분기(50)은  연산증폭기(47)의  출력과  합  접합부(43)사이에  직렬로  결합된  제너 다이오드
(53)  및  스위치(55)를  포함한다.  제너  다이오드(53)은  제너  클램프  다이오드(51)에  의해  제어된 경
우의  연산증폭기(47)의  출력스윙(swing)의  중간인  값을  갖는다.  스위치(55)는  피크  검출기(33)에 의
해 제공된 차신호 엔벨로프(Ed)에 응답하는 차신호 검출기(57)에 의해 제어된다. 상세하게 

말하자면,  차신호  검출기(57)은  차신호 엔벨로프(Ed )가  거의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적분기 출력

(CTRL)의  레벨을  폐쇄  및  클램프시키도록  스위치(55)를  제어한다.  예를  들면,  차신호  검출기(57)은 
제로에  가까운  적합한  임계  기준값을  갖고  있는전압비교기(또는,  전압  비교기로서  바이어스된 연산
증폭기)로 될 수 있다.

제너  다이오드(53)  및  스위치(55)를  포함하는  스위치식  클램프회로의  좌측  및  우측 입력신호(L in  및 

Rin )이  스테레오  정보를  거의  전혀  함유하지  않을  때  이득  제어증폭기(22)에  의해  제공된  이득이 상

당히  증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스위치식  클램프  회로가  없어도,  스테레오  정보를  거의  전혀 
내포하지  않는  좌측  및  우측  입력신호들은,  처리된  차신호가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분기  출력(CTRL)이  최대  레벨로  되게  한다.  이러한  제어신호(CTRL)의  최대  레벨은  이득제어 증폭
기(22)가  최대  이득을  제공하게  하고,  입력 신호(L in  및 Rin )이  스테레오  정보를  내포할  때,  처리된 

차신호는 오디오 장비 및 청취자의 안락감을 손상시킬만큼 상당히 증폭된다.

스위치식  클램프  회로(50)의  선택적인  장치(도시하지  않음)는  제너  다이오드(53)  및  스위치(55)를 
포함하는  증폭기(47)의  한  개의  궤환  통로를  완전히  제거한다.  이러한  선택적인  장치에  있어서, 스
위치(55)는  합  접합부(43)과  증폭기(47)로의  반전  입력의  캐패시터(49)  및  다이오드(51)의 궤환통로
의  접속부  사이에  접속된다.  이  스위치는,  차신호  검출기(57)이  차신호의  손실을  검출할  경우 스위
치가  개방하도록  접속되는  차신호  검출기(57)의  출력에  의해  계속해서  동작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택적인  장치에서의  차신호의  손실로,  적분  캐패시터(49)상의  전하(charge)는  동결  상태를 유지하
고,  캐패시터가  계속  증폭기에  접속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스위치의  개방시에  존재하는  레벨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증폭기(47)의  출력으로부터의  제어신호는  차신호의  손실에  따라  증가하지  않게 
된다.

적분기(50)의  출력은  이득제어신호(CTRL)이고,  (a)합  접합부(43)에  제공된  반전  합신호 엔벨로프
(Es )와  (b)합  접합부(43)에  제공된  비-반전  처리된  차신호 엔벨로프(Edp )의  합을  나타낸다.  이득 제

어신호(CTRL)은  적분기(50)의  합  저항기(41,45)에  인가된  합과  처리된  차신호 엔벨로프(Es,Edp )의 합

이  제로가  되도록  이득제어증폭기(22;  제1도)에  의해  차신호(L-R)에  인가된  이득을  변화시키는데 사
용된다.  그러므로  합  접합부(43)에  제공된  비-반전  처리된  차신호 엔벨로프(Edp )는  합  접합부(43)에 

제공된 반전 합신호 엔벨로프(Es)와 반대로 트랙하거나, 이에 종용된다. 기술한 다른 방식에 
있어서,  처리된  차신호(L-R)p는  비-반전  처리된 엔벨로프(Edp )가  전위차계(39)의  와이퍼 가동자

(wiper)접점에  제공된  반전합신호  엔벨로프(Es)와  동일  및  반대로  되게  하는  방식으로 제어신호
(CTRL)에 의해 조정된다.

제2도를  참조하면,  제어회로(30)  및  이득  제어증폭기(22)는  합  회로(13)에  의해  제공된 합신호(L+
R)과  이득  제어증폭기(22)에  의해  제공되어  처리된 차신호(L-R) p  사이의  선정된  비를  유지하도록 상

호작용한다. 이 선정된 비는 전위차계(39; 제3도)에 의해 설정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평균회로(60)은  전위차계(37)의  가동자접점에서의  신호에  응답한다. 전위차계
(37)의  가동자  접점에서의  신호는,  각각의  엔벨로프에  의해  엔벨로프들의  합에  제공된  양이  가동자 
접점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반전  합신호 엔벨로프(Es )와  비-반전  차신호 엔벨로프(Ed )의 합이

다.  합신호  엔벨로프가  반전되고  차신호가  비-반전되기  때문에,  엔벨로프들의  합은  가동자 접점에서
의 합 및 차 엔벨로프들이 동일 및 반대가 될 만큼 근접하는 경우에 제로로 된다.

평균회로(60)은  연산  증폭기(59),  및  이  연산  증폭기(59)의  반전  입력과  전위차계(37)의  가동자 접
점사이에  결합된  입력  저항기(61)을  포함한다.  연산증폭기(59)의  비-반전  입력은  접지에  접속되고, 
연산증폭기의  출력은  잔향  제어신호(RCTRL)이다.  캐패시터(63)과  저항기(65)는  연산증폭기(59)의 출
력과  이것의  반전  입력  사이에  병렬로  결합된다.  효율적으로,  평균  회로(60)은  저항기가  적분 캐패
시터 양단에 결합되어 있는 적분기이다.

전위차계(37)의  가동자  접점에서의  엔벨로프  신호의  합이  제로에  가까운  경우에,  평균  회로(60)에 
의해  제공된  잔향  제어신호는  제로에  가깝다.  가동자  접점에서의  엔벨로프  신호의  합에  대한  합신호 
엔벨로프의  기여가  현저해지면,  잔향  제어신호(RCTRL)의  레벨은  증가한다.  전위차계(37)의  셋팅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합  신호의  기여가  현저해지면  차신호의  인공  잔향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나
타내는 중앙 무대독주자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전위차계(37)  및  평균회로(60)은,  (a)반전  합신호 엔벨로프(Es )와  (b)비-반전  차신호 

엔벨로프(Ed )  사이의  비율이  선정된  값을  초과할  때  잔향  제어신호(RCTRL)을  제공하도록  상호 작용

한다.

이  선정된  값은  전위차계(37)의  설정에  의해  결정된다.  잔향제어신호(RCTRL)은  선정된  비율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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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을 표시한다.

평균  회로(60)의  출력에  제공된  잔향  제어신호(RCTRL)은  동적차신호  이퀄라이저(19)  및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의  잔향대역(제2도에  관련하여  이미  기술하였고,  500Hz,  1KHz  및  2KHz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상세하게  말하자면,  잔향제어신호(RCTRL)은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
(19)가  잔향  대역을  감쇠시키고,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이  잔향  대역을  가증시키게  한다. 상술
한  바와  같이,  처리된  합신호의  잔향  보상은  잔향  제어신호(RCTRL)에  의한  제어에  따라  이득 제어증
폭기(도시하지  않음)로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의  출력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킴으로써 선택적으
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배열은 제10도에 도시되어 있고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다.

인공  잔향이  상술한  잔향  대역내의  차신호  성분내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잔향 제어신호
(RCTRL)에  의해  야기된  다른  감쇠는  제공될  수  있는  소정의  인공잔향에  제공된  가증을  감소시킨다. 
잔향  대역  내의  합신호  성분에  대한  다른  가증은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19)에  의해서는  거의 감쇠
되지 않을 수 있는 소정의 인공잔향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양호하게도,  전위차계(39)는  가동자  접점에서의  엔벨로프  신호의  합이  눌에  있거나,  독주를 포함하
지 않는 입력 스테레오 신호의 경우에 차신호를 향해 약간 바이어스되도록 조정된다.

평균  회로(60)으로의  입력은  각각의  이러한  대역  통과  훨터가  잔향의  존재  가능성을  더욱  적절하게 
검출하는  대역폭을  갖는  경우에  다른  대역통과  훨터  및  피크  검출기회로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상술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에  있어서,  자동  증강조정  및  잔향  보상은  다음과  같은 이
유 때문에 인해 제공되었다.

레코딩내에  존재하는  스테레오  정보량이  레코딩으로부터  레코딩까지  현저하게  변한다는  것이 결정되
었다.  예를  들어,  한가지  레코딩은  모노럴(monaural)에  가깝게  될  수  있고,  다른  레코딩은  사운드 
소오스가  측면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도록  나다는  ＂핑-퐁(ping-pong)＂스테레오를  가질  수  있다. 스
테레오  정보내의  레코딩대  레코딩  변화  및  단일  레코딩시의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서,  증강량의 조정
이  계속  요구될  수  있고,  이러한  조정은  제어회로(30)과  이득  제어증폭기(22)에  의해  자동적이고 연
속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레코딩이  예를  들어  독주자가  중앙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에  음향학적  또는  전자공학적  인공 
잔향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인공잔향은  일반적으로  차신호(L-R)의  경우에 현
저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레코딩의  분석은  주요  인공  잔향에너지가  특히  남·녀  성악가에  대해서 
200Hz와  2500Hz사이의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인공  잔향은  가능하게  제1  및 제2
의  1가지  이상의  성악가의  위치  함수로  발생될  수  있다.  Scientific  American,  W.H.Freeman  ＆ 
Company  발행,  The  Physics  of  Music(1799)에  제이.  선드버그가  쓴  ＂The  Acoustics  of  the  Singing 
Voice＂란 논문 참조.

처리된 차신호(L-R)p 가  더  큰  스테레오  증강을  위해  증가되면,  존재할  수  있는  소정의  인공잔량은 

증가되고,  소정의  상황하에서는  처리된 합신호(L+R)p 를  압도할  수  있다.  인공  잔향  신호는  차신호 

이퀄라이저(19)  및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의  선택된  잔향  대역과  협력하여  제어회로(30)에  의해 보
상된다.

상술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에  있어서,  합신호  이퀄라이저(21)  및  차신호 이퀄라이저
(퀄9)는  스펙트럼  분석기(17)에  의해  동적으로  제어되고,  이러한  견지에서,  이  시스템은 동적스테레
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이라  불리워진다.  선택적으로  스펙트럼  분석기(17)을  포함하지  않고  합 
및  차신호의  고정  이퀄라이제이션을  제공하는  간략화된  비-동적  이퀄라이제이션  또는  고정 이퀄라이
제이션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잇다.

C. 고정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

특히  제4도로  참조하면,  스테레오  사운드  재생  시스템(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제공된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L  및  R)에  응답하는  좌측  입력신호  아음속  훨터(112)와  우측  입력  신호  아음속 훨터
(114)를  포함하는  고정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1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1도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에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신호(L  및 
R)은  전치  증폭기  테이프  모니터  루우프  출력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아음속  훨터(112,114)는 아음
속적으로 훨터된 입력신호(Lin 및 Rin)을 합회로(111) 및 차 회로(113)에 제공한다.

제2도의  동적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에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아음속  훨터(112,114)는 
포노 카트릿지의 강하로 인한 손상을 방지한다.

차회로(111)은  차신호(L-R)을  제공하기  위해  좌측 신호(Lin )으로부터  우측 신호(Rin )을  감산하고, 합

회로(113)은  합신호(L+R)을  제공하기  위해  아음속적으로  훨터된  좌측과  우측 입력신호(Lin 과 Rin )을 

가산한다.

차회로(111)에  의해  제공된  차신호(L-R)은  주파수의  함수로서  차신호를  선택적으로  감쇠시키는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15)에  제공된다.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15)는  제2도의  동적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의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8)과  거의  유사하고,  적합한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은 제5a도
에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15)는  다음 특성을 갖고 있는 저역 통과 훨
터 및 고역통과 훨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병렬 훨터단을 포함할 수 있다.  저역 통과 훨터는 약 200Hz
의  -3dB주파수,  6dB/옥타브의  롤-오프,  및  단위  이득을  갖는다.  고역통과  훨터는  약  7KHz의 -3dB주
파수, 6dB/옥타브의 롤-오프, 및 1/2 이득을 갖는다.

본  명세서내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고정  차  이퀄라이저(115)의  이퀄라이즈된  차신호  출력의  증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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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제어증폭기(125)에  의해  제공된다.  또한,  이러한  증폭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고정  차신호 이퀄라
이저(115)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득  제어  증폭기(125)의  출력은  출력으로서  처리된 
차신호(L-R)p를 제공하는 잔향 휠터(129)에 결합된다.

제5a도를  다시  참조하면,  차신호는  약  1KHz  내지  약  4KHz의  범위내에서  특히  감쇠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귀가  이러한  주파수에  대해  더  큰  감도를  갖고,  이러한  주파수  범위가  인간의  귀와  귀 사이
의  거리에  견줄만한  파장(＂증가된  위상  감도의  주파수＂)을  갖고  있는  차신호  성분을  포함하기 때
문이다.  상술하고  종래  기술에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파수내의  시끄러운  차신호는 
곤혹스럽게  귀에  거슬림을  발생시키고,  청취자가  스피커들  사이에  등거리로  위치하도록  제한한다. 
이러한 주파수를 감쇠시킴으로써 귀에 거슬림 및 위치 제한은 상당히 감소된다.

합회로(113)에  의해  제공된  합신호(L+R)은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117)에  결합된다.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117)에  대한  적합한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은  제5b도에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117)은  200Hz  및  7KHz에서  -3dB주파수  및  6dB/옥타브의  롤-오프를  갖는  대역 통
과 휠터를 포함한다.  대역 통과 휠터의 200Hz  내지  7KHz  대역폭은 제2도의 동적 스테레오 이미지 증
강 시스템(10)의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의 동작 범위와 근사하다.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117)의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은  과도하게  엠퍼사이즈된  베이스(bass)를 제거
하기  위해  6dB/옥타브에서의  200Hz  아래에서  롤-오프한다.  더욱이,  이  범위내에서는  매우  적은 차신
호가 있으므로, 이 범위내의 처리된 합신호는 매우 많이 가증되지 말아야 한다.

본  명세서내에  기술한  바와  같이,  처리된  합신호(L+R)의  증폭은  인공  잔향  보상도  제공하는  이득 제
어증폭기(127)에  의해  제공된다.  또한,  이러한  증폭은  최소한  고정  합  신호  이퀄라이저(117)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공된다.

고정  이퀄라이저(115,117)의  이퀄라이제이션  특성  및  처리된  합  및  차신호에  관련된  이득은  다수의 
레코딩에  대한  제1도의  동적  증강  시스템(10)의  평균  특성과  근사하다.  그러므로  현저하게  조용한 
성분을  통계학적으로  포함하는  주파수  범위내의  차신호  성분들은  현저하게  시끄러운  성분을 통계학
적으로  포함하는  주파수  범위내의  차신호  성분에  관련하여  가증된다.  차신호의  시끄러운  성분은 전
형적으로  중간-범위내에  있고,  조용한  성분은  중간-범위의  어느  한  측상에  있다.  특히,  중간-범위의 
어느  한  측상의  차신호  성분보다  더  크게  중간-범위내의  차신호  성분들이  감쇠된다.  그  다음, 이퀄
라이즈된  신호는  가증되므로,  중간-범위의  어느  한  측  상의  차신호  성분들이  중간-범위내의  차신호 
성분에 관련하여 가증된다.

또한,  증강  시스템(110)은  제3도의  궤환  및  잔향  제어회로(30)과  거의  유사한  궤환  및  잔향 제어회
로(40)을  포함한다.  제어회로(40)은  스테레오  증강의  자동  조정  및  잔향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
템내의 다른 소자들과 상호 작용한다.

제어회로(40)은  차회로(111)에  의해  제공된  차신호(L-R)과  합회로(113)에  의해  제공된 합신호(L+R)
에  응답한다.  제어회로(40)은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115)에  의해  제공되어  이퀄라이즈된  차신호에 
인가된 이득을 변화시키는 이득 제어 증폭기(125)를 제어하기 위해 이득 제어신호(CTRL)을 
제공한다. 또한, 제어회로(40)은 이득 제어 증폭기(125)에 의해 제공되어 증폭된 차신호에 
응답한다.  특히,  이득  제어  증폭기(125)의  출력은  제3도의  제어회로(30)의  대역통과  휠터(36)에 제
공된다.

제어회로(40)은  합회로(111)에  의해  제공된  합신호(L+R)과  이득제어  증폭기(125)에  의해  제공된 차
신호 사이의 일정한 비를 유지하도록 이득 제어 증폭기(125)를 제어한다.

또한,  제어회로(40)은  잔향  보상을  제공하는  이득  제어  증폭기(127)에  잔향  제어신호(RCTRL)을 제공
한다. 예를 들면, 이득 제어 증폭기(127)은 적합한 전압 제어식 증폭기일 수 있다.

잔향 휠터(129)는  500Hz  및  1.5KHz에  각각 중심을 두고 있고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 낮은 Q
를  각각  갖고  있는  2개의  1옥타브  폭  휠터를  포함하는  가변  제파  휠터(variable  rejection filter)
이다.  잔향  휠터(129)의  각각의  휠터들은  제2도의  동적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의  동적 차
신호 이퀄라이저(19)내의 이퀄라이저 대역들 중 1개의 대역과 유사할 수 있고, 잔향 제어신호
(RCTRL)의  최대  레벨의  경우에  12dB의  최대  감쇠를  제공한다.  선택적인  잔향  휠터는  제11도에 도시
되어 있고, 보다 상세한 것은 후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득  제어  증폭기(125)는  적합한  전압  제어식  증폭기일  수  있다.  이득  제어 증폭기(12
7)의  처리된 합신호(L+R)p 출력은  접지에  결합된  다른  고정단자를  갖는  전위차계(123)의  고정단자에 

제공된다.  전위차계(123)의  가동자  접점은  혼합기(121)에  결합되므로,  전위차계(123)에  의해  제어된 
레벨을 갖고 있는 처리된 합신호(L+R)p를 수신한다.

잔향  휠터(129)의  처리된 차신호(L-R)p 출력은  접지에  결합된  다른  고정  단자를  갖는 전위차계(119)

의  고정  단자에  결합된다.  전위차계(119)의  가동자  접점은  혼합기(121)에  결합되므로, 전위차계
(119)에 의해 제어된 레벨을 갖고 있는 처리된 차신호(L-R)p를 수신한다.

이득  제어  증폭기(127)  및  잔향  휠터(129)는  이득  제어  증폭기(127)에  의해  제공된  처리된 합신호
(L+R)p 의  최종  증가가  잔향  휠터(129)에  의해  제공된  처리된 차신호(L-R)p 의  감소  미만이  되도록 잔

향  제어신호(RCTRL)에  의해  양호하게  제어된다.  이득  제어  증폭기(127)에  의해  제공된  처리된 합신
호(L+R)p 의  레벨을  증가시키는  것은  잔향  휠터(129)에  의해  충분히  감쇠되지  않은  소정의  인공 잔향

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레벨의 처리된 합신호(L+R)p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좌측 및 우측 아음속적으로 휠터된 입력 신호(Lin 및 Rin)은 다른 입력으로서 혼합기(121)에 

제공된다.  혼합기(121)은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L out  및 Rout )을  제공하기  위해  처리된 차신호(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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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와  처리된 합신호(L+R)p 를  좌측  및  우측 입력신호(L in  및 Rin )과  결합시킨다.  혼합기(121)은 제1도

의  동적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10)의  혼합기(25)와  유사할  수  있고,  다음  식에  따라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Lout 및 Rout)을 제공하게 된다.

Lout=Lin+K1(L+R)p+K2(L-R)p                           (식3)

Rout=Rin+K1(L+R)p-K1(L-R)p                           (식4)

K1의 값은 전위차계(123)에 의해 제어되고, K2의 값은 전위차계(119)에 제어된다.

전위차계(119,123)은  사용자가  혼합기(121)에  의해  혼합되는  처리되는 차신호(L-R)p 와  처리된 합신

호(L+R)p 의  레벨을  제어하게  하기  위한  사용자  제어  소자이다.  예를  들어,  전위차계(119,123)은 처

리된  차신호를  초소화시키고  처리된  합신호를  최대화  시키도록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으로, 
청취자는 녹음이 행해질 때 존재하는 소정의 중앙 무대 독주를 듣게 된다.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L out  및 Rout )은  제1도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의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

스템(200)에  제공된다.  선택적으로,  제1도에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
템(200)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L out  및 Rout )은,  예를 들어 좌측 및 우측 출

력신호(L out  및 Rout )은,  예를 들어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L  및 R)을 제공한 전치 증폭기의 테이

프 모니터 루우프 입력에 적합하게 제공된다.

D. 원근감 보정 시스템

제6도의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210)은,  (a)청취자의  전방에  배치된  스피커(＂전방  배치 스피커
＂),  (b)헤드폰,  및  (c)자동차문  내의  스피커와  같은  청취자  측면에  배치된  스피커(＂측면  배치 스
피커＂)에  대한  원근감  보정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내에  기술한  바와  같이,  헤드폰은  때때로  항공 
헤드셋트(headset)로서  특성화된  헤드폰을  포함하는  모든  헤드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헤드폰은 
(a)이어컵(earcup)이 귓불(pinna)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체 외부 귀를 둘러싸는 서큠오럴
(circumaural),  (b)이어컵이  귓불의  외부  표면상에  밀착하는  슈프라오럴(spuraaural),  (c)이어컵이 
귓 구멍 입구내에 끼워지는 인트라오럴(intraaural)로서 분류될 수 있다.

제6도를  상세하게  참조하면,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210)은  합회로(211)  및  차회로(213)을 포함
하는데,  이  회로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 또는 스테레오 사운드 재생 시
스템(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제공된  좌측  및  우측 입력(L in  및 Rin )신호에  응답한다.  예를  들어, 제1

도의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에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좌측  및  우측  입력 신호(L in  및 Rin)

은 이러한 스테레오 시스템의 전치 증폭기 테이프 모니터 루우프 출력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합회로(211)은  합신호(L+R)을  제공하기  위해  좌측과  우측  입력 신호(Lin 과 Rin )을  가산하고, 차회로

(213)은 차신호(L-R)을 제공하기 위해 좌측 신호(Lin)에서 우측 신호(Rin)을 감산한다.

합신호(L+R)은  2-위치  스위치(217)의  스위치  가능한  단자(2)에  결하보디는  한가지  이퀄라이제이션 
출력을  제공하는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215)의  입력에  제공된다.  2-위치  스위치(217)의  스위치 가
능한  단자(1)은  합회로(211)의  출력에  결합된다.  스위치(217)의  스위치  단자는  스위치된 합신호

(L+R)s를 제공한다.

차신호(L-R)은  2-위치  스위치(223)의  스위치  가능한  단자(1)에  결합되는  한가지  이퀄라이제이션 출
력을  제공하는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져(221)의  입력에  제공된다.  스위치(223)은  각각  동일한  대응 
위치내에  있도록  스위치(217)과  함께  짝을  이룬다.  스위치(223)의  스위치가능한  단자(2)는 차회로
(213)의  출력에  결합된다.  스위치(223)의  스위치  단자는  스위치된  차신호(L-R)s를  제공한다. 짝으로
된  2-위치  스위치(217,223)은  사용자에  의해  제어되고  (a)전방  배치  스피커가  사용될지,  또는 (b)헤
드폰  또는  측면  배치  스피커가  사용될지의  여부에  따라  설정된다.  위치(1)내에서,  고정  합신호 이퀄
라이저(215)가  바이패스되고,  위치(2)내에서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221)이  바이패스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스위치(217)의  스위치  단자는  혼합기(225)에  입력으로서  접속되고,  스위치(223)의  스위치  단자도 혼
합기(225)에  입력으로서  접속된다.  혼합기(225)는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L out  및 Rout )을  제공하기 위

해  스위치된 합신호(L+R)s 와  스위치된 차신호(L-R)s 를  결합시킨다.  특히,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L out 

및 Rout)은 다음 식에 따라 혼합기(225)에 의해 제공된다.

Lout=(L+R)s+(L-R)s                             (식5)

Rout=(L+R)s-(L-R)s                             (식6)

스위치(217,223)의  위치(1)은  전방  배치  스피커에  사용하기  위한  합  및  차신호에  대응한다. 스위치
(217,223)의  위치(2)는  헤드폰  또는  자동차  스위치와  같은  측면  배치  스피커에  사용하기  위한  합  및 
차신호에 대응한다.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전방  배치  스피커가  사용될  때  차신호만이  이퀄라이즈되고,  헤드폰  또는  측면 
재치 스피커가 사용될 때 합신호만이 이퀄라이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215)와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221)을  다시  참조하면,  이들은  약 1/3옥타
브  폭인  다수의  이퀄라이제이션  대역을  각각  포함한다.  다음  표(1  및  2)는  이러한  이퀄라이저 대역
의 각각의 중심 주파수 및 제공된 이퀄라이제이션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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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출력이  스위치(223)의  스위치가능한  단자(1)에  접속된  경우에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221)
에  의해  제공된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을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215)
는, 스위치(217,223)이 위치(1)(전방 스피커)내에 있을 때 바이패스된다.

[표 1]

표  2는  출력이  스위치(217)의  스위치  가능한  단자(2)에  접속된  경우에  고정  합신호 이퀄라이저(21
5)에  의해  제공된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을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정  차신호 이퀄라이저
(221)은 스위치(217,223)이 위치(2)(헤드폰 또는 측면 스피커)내에 있을 때 바이패스된다.

[표 2]

표  1내에  설정된  값들은  값들만을  나타내고,  스피커  위치  및  스피커  특성을  포함하는  요인에  기초를 
두고 변경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표 2  내에 표시된 값들은 값들만을 나타내고,  스피커 위치 및 
스피커 특성을 포함하는 요인에 기초를 두고 변경될 수  있다.  헤드폰에 있어서,  표  2의  값들은 특수
한 헤드폰 특성 뿐만 아니라 헤드폰 포함하는 요인에 기초를 두고 변경될 수도 있다.

헤드폰에  대한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은  측면  배치  스피커에  대한  이퀄라이제이션  특성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면 배치 스피커에 있어서,  사운드는 거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도 귀에 도
달한다.  그러나,  헤드폰에  있어서,  헤드폰과  귀의  조합  구조는  고막(eardrum)에  도달하는  사운드의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외이(concha)(귓구멍에  이르는  부분)  및  귓구멍부는  헤드폰 구
조에  의해  막히게  될  수  있으므로,  고막에  도달하는  사운드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운드 
재생에  대한  항공  여흥(entertainment)헤드셋트의  효과에  대한  설명은  J.Audio  Eng.Soc.  제31권, 제
12호(1983.12), 914-920페이지에 에스.길만(S.Gilman)이 쓴 ＂Som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Airline Entertainment Headsets＂란 논문내에 기술되어 있다.

사운드  원근감  제어  시스템(210)에  의해  제공된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은  제7a  내지  제7d도를 참조하
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제7a도는  0°방위각  또는  직전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운드에  대한  인간 
귀의  통계학적  평균  주파수  응답(＂전방  응답＂)을  나타낸다.  제7b도는  직전방에  관련하여  측정된 
바와  같이  90°방위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운드에  대한  인간  귀의  통계학적  평균  주파수 응답(＂측
면 응답＂)을 나타낸다.

제7c도는 측면 응답 관련된 전방 응답, 즉 [제7a도의 응답(전방)-제7b도의 응답(측면)]을 나타낸다.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은  전방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하지만,  측면  배치  스피커  또는  헤드폰에  있어서 
측면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사운드용으로  요구된다.  제7C도의  응답은  이러한  사운드들이  측면  배치 
스피커  또는  헤드폰에  의해  발생될  때  전방  사운드를  적합한  레벨로  회복시키게  되는 이퀄라이제이
션 특성을 나타낸다.

제7d는  전방  응답에  관련된  측면  응답을  나타낸다.  즉,  [제7b도의  응답(측면)-제7a도의 응답(전
방)]은  제7d도의  응답을  제공한다.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은  측면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하지만 전방으
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사운드용으로  요구된다.  제7d도의  응답은  이러한  사운드들이  전방  배치 스피
커에  의해  재생될  때  측면  사운드를  적합한  레벨로  회복시키게  되는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을 나타낸
다.

이퀄라이저(215,221)의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은  제7c도  및  제7d도의  응답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이
러한  응답에  의해  표시된  전체  이퀄라이제이션  특성을  제공하지만은  않는다.  500Hz,  1KHz  및  8KHz에 
각각  중심을  둔  1/3옥타브  폭의  이퀄라이제이션  대역들이  충분하다는  것이  결정된다.  각각의 이퀄라
이제이션 대역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하였다.

상술한  설명은  보정된  스테레오  사운드  원근감을  갖고  있는  스테레오  이미지를  제공하는  스테레오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기술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으로  또는 
이  시스템없이  용이하게  사용된다.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에  이것을  사용하면,  스피커가 사용
될 때 더 넓고 더 큰 청취영역 및 적합한 사운드 원근감이 있는 스테레오 이미지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사운드  원근감  보정  시스템의  기술한  실행은  복잡하지  않고  몇가지  좋은  이퀄라이제이션 
대역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서로에  대한  전방  및  측면  응답의  상대  응답은 
더  넓은  이퀄라이제이션  범위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좁은  이퀄라이제이션  대역이 
전체 오디오 대역폭에 걸친 적당한 근사치라는 것이 알려져 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원리는 종래의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의 재생 또는 종래의 사운드 응
답  시스템을  통해  재생된  때  상술한  장점들을  제공하게  되는  독특한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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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8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사운드 레코딩 재생의 경우에,  본 명
세서내에  기술된  증강을  갖고  있는  예시적인  시스템은  레이저  디스크,  전축  레코드,  자기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또는  영화  필름상의  사운드  채널과  같은  디지털  레코드에  응답할  수  있는 종래
의 재생 장치(300)을 포함한다. 재생 장치는 좌측 및 우측 신호들이 한 쌍의 종래의 스피커
(304,306)에  직접  공급되거나  상술한  원근감  보정시스템(200)을  통해  스피커에  공급되어  처리된 출
력신호(Lout  및  Rout)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시스템(100)에  공급되는  전치 
증폭기)(302)에 좌측 및 우측 채널 스테레오 신호(L 및 R)을 제공한다.

전축  레코드의  물리적  홈,  자기  테이프의  자기  영역,  또는  유사한  매체의  형태로  데이터를  자체 보
유하게 되어 광학 장치에 의해 해독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자체 보유하게 되어 녹음을 할  때 유
사한  장치가  사용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종래의  사운드  재생  시스템상에서  재생될  때  상술한  모든 
장점들을  발생시키는  신호  성분들로  형성된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들을  정한다.  그러므로 제9
도내에  개략적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원리를  실시하는  사운드  녹음을  행하기  위한 레코
딩  시스템은  한  쌍의  마이크로폰(310)  또는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입력신호(L  및  R)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종래의  스테레오  재생  시스템(312)로부터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입력  신호를  수신할  수 있
다.  제8도의  시스템(300)과  유사한  재생  시스템(312)는  레이저  디스크,  전축  레코드,  자기  테이프 
또는  비디오  또는  필름  사운드  트랙  매체와  같은  디지털  레코드를  포함하는  종래의  레코드 매체로부
터의 출력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짝으로  된  스위치(314,316)은,  시스템이  재생  장치로부터의  좌측  및  우측  신호  또는  한  쌍의 마이크
로폰으로부터의  좌측  및  우측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9도에  개략적으로  도시하였다.  이 신
호들은  전치증폭기(318)에  공급된  다음  상술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회로(100)에  공급된다. 스테레
오  이미지  증강  회로(100)으로부터의  처리된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들은  레코딩  장치(320)에  직접 
공급되거나  상술한  원근감  보정  회로(200)에  간접적으로  공급된다.  레코딩  장치는  통상적으로 사용
된  레코드  매체  형태들  중  소정의  형태로  될  수  있는  레코드  매체(322)상에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
(Lout 및 Rout)을 종래 방식으로 녹음시킨다.

레코딩  장치(320)에  공급되는 출력신호(L out  및 Rout )은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의  경우에  제2도의 혼합

기(25) 또는 제4도의 혼합기(21), 또는 원근감 보정의 경우에 제6도의 혼합기(225)로부터 유도된다.

매체(322)상에  레코드된 출력신호(Lout )은  상술한  몇  개의  좌측  채널  출력신호  성분들,  즉  좌측  채널 

출력의  경우에  상술한 Lin+K1(L+R)p+K2(L-P)p 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출력신호(Rout )은 레

코딩 장치에 의해 기록 매체상에 녹음되고, Rin+K1(L+R)p-K2(L-R)p로서 상술한 성분을 포함한다.

레코드  매체(322)는  제9도에  도시한  장치에  녹음된  때,  상술한  장점을  제공하기  위해  종래의  사운드 
레코딩  응답  장치상에서  간단히  재생된다.  이  장점들은  이렇게  발생된  레코드가  처리된  차신호  및 
처리된  합신호를  포함하는  신호  성분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좌측  및  우측  출력신호들을  발생시키도록 
사운드  레코딩  응답  장치와  상호  작용하는  신호-발생  장치를  실시한다는  사실로부터  유도된다. 처리
된  차신호는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회로(100)내에서  형성된  입력  차신호의  변형신호이다.  이  입력 
차신호는  좌측과  우측  입력신호(L과  R)의  차를  나타내고,  상술한  바와  같이,  입력  차신호  성분이 최
고  진폭을  갖는  주파수  대역  내에  있는  이러한  입력  차신호의  성분들에  관련하여  입력  차신호가 최
저  진폭을  갖는  주파수  대역내에  있는  경우의  진폭을  가증하도록  변형된  소정의  성분의  상대  진폭을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레코딩은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회로(100)내에서  형성되어  처리된 합신호로
서 우측 스테레오 출력신호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처리된 합신호 성분은 좌측과 우측 채널 입력 신
호들의  합의  변형신호이고,  상술한  바와  같이,  차  신호가  낮은  진폭을  갖는  주파수  대역내에  있는 
입력  합신호의  성분들에  관련하여  입력  차신호가  높은  진폭을  갖는  주파수  대역  내의  성분의  진폭을 
가증하도록  변형된  소정의  성분들의  상대  진폭을  갖는다.  그러므로,  녹음은  차신호가  낮은  진폭을 
갖는  주파수  대역내에서  이러한  성분들의  진폭이  비교적  디엠퍼사이즈  되거나  가증되는  합  및 차성
분을  각각  갖고  있는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들을  스피커가  발생시키게  하도록  사운드  응답 시
스템과  상호작용한다.  더욱이,  제2도의  이득  제어  증폭기(22)와  제어  회로(30),  및  제4도의 대응회
로의  동작은  레코드(322)의  재생에  의해  발생된  스테레오  출력신호들이  상술한  바와  같이 변형되거
나 처리된 차신호에 대한 합신호의 거의 일정한 바를 갖게 한다.

이미지 증강외에 또는 이  대신에 원근감 보정을 갖고 있는 녹음을 행하기 위해 제9도의 시스템을 사
용하면,  이러한  레코드는  상술한  바와  같이  500Hz,  1KHz  및  8KHz상에  중심을  둔  주파수  대역내에서 
점점  감쇠되는  처리된  합신호를  포함하는  성분  및  차신호를  포함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좌측  및 우
측  스테레오  출력신호들을  발생시키기  위해  종래의  스테레오  플레이어(player)와  상호작용  하게 된
다.  이러한  레코드는  측면  장착  스피커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생되도록  특수하게  행해진다. 
제9도의  시스템으로  제조된  원근감이  보정되는  레코드가  전방  장착  스피커를  갖고  있는 시스템내에
서  재생되도록  행해지면,  레코드는  스테레오  플레이어  상에서  재생된  때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출
력신호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1개의  출력신호는  합신호를  포함하는  성분  및  차신호를 포함
하는  성분을  갖는데,  이러한  차신호는  상술한  바와  같이  500Hz,  1KHz  및  8KHz에  각각  중심을  둔 주
파수  대역내에서  점점  가증된  진폭을  갖는다.  바꾸어  말하면,  전방  스피커용  원금감  보정을  하는 레
코딩은  스테레오  플레이어내에서   재생된  때,  상기  식5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합신호를  포함하는 제1
성분과  처리된  차신호를  포함하는  제2성분의  합으로  형성되는  좌측  출력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식
6내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합신호와 처리된 차신호 사이의 차로 형성된 우측 출력 스테레오 신호를 제
공하게  된다.  이러한  레코딩이  측면  장착  스피커에  사용하도록  행해지면,  식5  및  5내의 합신호들만
이  이퀄라이즈되고,  레코딩이  전방  장착  스피커에  사용하도록  행해지면,  식5  및  6의  차신호만이 이
퀄라이즈된다.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 또는 원근감 보정,  또는 이  모두를 갖고 있는 독특한 스테레오 사운드 녹음을 
행하는 방법은 제9도내에 도시한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합  및 차신호
를  발생시키기  위해  좌측과  우측  입력신호를  결합시키는  단계,  및  최저  차신호  성분  진폭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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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내에  있는  합신호  성분의  진폭에  관련하여  최고  차신호  성분  진폭의  주파수  대역내에  있는 합신
호  성분의  진폭을  증강시키도록  각각의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합신호  성분의  상대  진폭을 선택적
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처리된  합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이  방법은  차신호 성분들
이  최저인  주파수  대역내에  있는  차신호  성분들의  진폭에  관련하여  차신호  성분이  최고인  주파수 대
역내에  있는  차신호  성분의  진폭을  디엠퍼사이즈하도록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차신호의  성분의 상
대  진폭을  선택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처리된  차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이 방법
은  사운드  녹음을  행하기  위해  사운드  레코딩  장치에  공급되는  증강된  우측  및  좌측  출력신호를 제
공하기  위해  좌측  및  우측  신호를  처리된  합  및  차신호와  결합시킨다.  이  방법의  다른  특징은 차신
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기술한  전자  분석과  각각의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차신호의  진폭의 함수
로서의  제어신호의  발생,  및  합과  차신호  성분들의  진폭이  각각의  주파수  대역내에서  변경되는 크기
를 결정하는데 제어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방법의 중요한 형태에 따르면,  우측 및  좌측 신호들은 합  및  차신호를 발생시키
기  위해  가산  및  감산되고,  입력신호내의  스테레오량을  나타내는  동적  제어신호가  발생되며,  합  및 
차신호는  출력신호를  증가시키기  위해  처리되고,  최소한  한  개의  처리된  신호가  입력신호  내의 스테
레오량에  따라  변형된다.  이러한  특수  형태의  방법  특징은  합  및  차신호들  중  한  개의  신호와 처리
된  신호  사이에  일정한  비를  유지하도록  달성되는  처리된  신호들  중  한  개의  신호의  변형신호를 포
함한다.  측면  장착  스피커에  있어서의  원근감이  보정되는  녹음을  행하기  위해  기술한  방법을  사용할 
때,  좌측 및 우측 신호들은 합 및 차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결합되고,  합신호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이
퀄라이즈되고  처리된  합신호와  처리되지  않은  차신호의  합으로  형성된  좌측  출력을  제공하고, 처리
된  합신호와  처리되지  않은  차신호사이의  차를  포함하는  우측  출력신호를  형성하기  위해  처리되지 
않은  차신호와  결합된다.  이  출력신호들은  측면  장착  스피커에  대한  원근감  보정  기능을  갖고  있는 
레코드 매체를 제공하기 위해 레코딩 매체에 제공된다.

전방  장착  스피커의  경우에,  원근감이  보정되는  레코드  매체는  합  및  차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우측
과  좌측  입력신호들을  결합시키고,  상술한  바와  같이  차신호를  이퀄라이즈시키며,  처리되지  않은 합
신호와  처리되거나  이퀄라이즈된  차신호의  합으로  형성된  좌측  출력을  제공하고,  처리되지  않은 합
신호와  이퀄라이즈된  차신호  사이의  차로  형성된  우측  출력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처리되지  않은 합
신호를  이퀄라이즈된  차신호와  결합시킴으로써  제조된다.  이  출력신호들은  전방  스피커에  대한 원근
감 보정을 갖고 있는 레코드 매체를 발생시키기 위해 레코딩 매체에 공급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장치  및  방법에  의해  행해진  레코드는  독특한  신호  발생  데이터가  레코드  내에 
실시되는  다른  스테레오  레코드와  독특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데이터가  가변  자기소자,  전축 레코드
의 변화 홈,  또는 레이저 또는 디지털 디스크의 광학 반사율의 변화와 같은 디지털 정보의 형태이건
간에,  이러한  레코드  매체의  독특한  형태는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다.  종래의  레코드  재생  매체에 
의한  이러한  독특한  레코드의  재생시에,  상술한  모든  장점을  갖고  있고  지정된  신호  성분으로 구성
된 스테레오 사운드가 발생하게 된다.

증강량은  종래의  레코딩의  재생을  위해  기술한  시스템을  사용할  때  한가지  레코딩으로부터  다른 레
코딩까지의  스테레오  정보량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제어회로(30)  및  이득  제어  증폭기(22)에  의해 
연속적 및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연속적  및  자동적  조정은  제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행해지는  레코딩시에  실시된다. 그러므
로,  재생  시스템(312)을  사용하는  레코딩시에  함유된  스테레오  정보  또는  마이크로폰  쌍(310)에 도
달하는  스테레오  정보가  한가지  레코딩으로부터  다른  레코딩으로  변하거나  소정의  실행  또는 레코딩
중에  변하면,  기술한  제어회로(30)  및  이득  제어  증폭기(22)는  기록  매체(322)상에  레코드  된 정보
의  증강량을  조정하게  되므로,  레코드  매체(322)가  종래의  시스템내에서  재생될  때  이러한  출력신호 
조정을 발생시키게 된다.

고정  합  및  차  이퀄라이저들이  사용되는  제4도에  도시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처리된  합  채널신호의 
진폭은  가증되고,  처리된  차신호의  소정의  주파수는  잔향  제어신호(RCTRL)의  제어하에  감쇠된다.  이 
장치는  처리된  합  채널신호의  레벨을  자동적으로  증가시키고,  차  채널  신호의  소정의  주파수의 레벨
을  부수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잔향량을  자동  제어한다.  이  신호  레벨의  증가  및  감소는  본 명세서
내에  기술한  증강회로에  의해  가증이  제공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  잔향의  가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잔향  대역내에서  실행된다.  또한,  유사한  잔향제어는  동적 차신
호  이퀄라이저(19)가  잔향  대역을  더욱  감쇠시키고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이  합신호  성분을 더
욱  가증시키게  하기  위해  잔향  제어신호가  사용되는  제2도에  도시한  장치에  관련하여  상술되어 
있다.

제2도에 도시한 잔향제어는 합  채널내의 이득 제어 증폭기와 차  채널 감쇠 잔향 휠터를 사용하여 자
동  잔향제어를  제공함으로써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개량된  장치는  다수의  동일부품을 갖
고  있는  제2도내에  도시한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을  도시한  제10도내에  도시되어  있다. 제2도
와  제10도내에서  동일한  부품들은  동일한  참조번호를  붙였는데,  제10도의  대응  부품들은,  예를  들어 
제2도의  합회로(13)이  제10도의  합회로(413)과  동일하도록  첨두어  ＂4＂를  붙였다.  제10도의  장치는 
이득  제어  합  채널  증폭기(440)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  및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잔향 
제어신호를  제공하고  처리된  차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제4도의  고정  이퀄라이저  장치의  잔향 휠터
(129)와  유사한]  잔향  신호를  제어하는  잔향  휠터(429)를  추가시킴으로써  제2도의  장치와는 상이하
다.  제10도의  회로에  있어서,  입력내의  잔향의  과도  엠퍼시스를  제공하려는  기술한  증강회로의 경향
은 자동적 및 선택적으로 제한된다.

제어회로(430)은  제3도내에  도시한  제어회로와  동일하지만,  이  회로로부터  제공된 잔향신호(RCTRL)
은  제3도의  증폭기(59)의  출력으로부터  잔향  제어신호를  공급받는  잔향  제어  전위차계(444)의  수동 
조정가능한  가동자  암(442)로부터  유도된다.  가동자(442)로부터의  잔향  제어신호는  동적  합신호 이
퀄라이저(421)의  출력 (L+R)p 를  공급받는  이득  제어증폭기(440)의  이득을  제어하기  위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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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제어  증폭기(440)의  출력은  제2도의  동적  합신호  이퀄라이저(21)의  출력에  관련하여  기술한 바
와  같이  혼합기(425)에  입력하기  위해  전위차계(427)에  공급된다.  이  경우에,  잔향  제어신호는  동적 
차신호 이퀄라이저에도 동적 합신호에도 직접 공급되지 않는다.

이득  제어증폭기(422)의  출력으로부터의  처리된  차신호는  제2도의  이득  제어  증폭기(22)의  출력에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출력이  전위차계(423)에  공급된  다음  혼합기(425)에  공급되는  잔향 휠터
(429)의 입력에 공급된다.

잔향  휠터(429)는  제4도에  도시한  잔향  휠터(129)와  동일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변 
감쇠  대역  제파(reject)  휠터인  제1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열된  잔향  휠터를  사용하는  것이 양호
하다.  제1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처리된  차신호(L-R)는  휠터  입력에  공급되므로,  저역  통과 휠터
(450),  고역  통과  휠터(452),  및  대역  통과  휠터(454)에  병렬로  공급된다.  대역  통과  휠터(454)의 
출력은  제어입력으로서  잔향  제어신호(RCTRL)을  갖고  있는  제어  감쇠  회로(456)에  공급된다. 휠터
(450)  및  (452)와  감소기(456)으로부터의  3개의  출력들은  결합되어  접지된  비-반전  입력을  갖고 있
는  차동  증폭기(458)의  반전  입력에  공급되므로,  출력(450)으로서  전위차계(423)에  공급될  이득 제
어  및  잔향  휠터에  의해  제어되어  처리된  차신호를  제공하게  된다.  잔향  휠터(429)의  휠터부는  약 
250Hz까지의  저역  통과,  약  4KHz이상의  고역  통과,  및  약  400Hz와  2.5KHz사이의  제어  감쇠  대역 통
과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제4도의  고정  이퀄라이제이션  장치의  동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10도의  회로는 자연적이
든  인공적이든간에  입력신호내의  잔향량을  감지하고,  이러한  감지된  잔향에  기초를  둔 잔향제어신호
(RCTRL)을  제공한다.  제어신호(RCTRL)은  입력  신호내의  잔향량에  대한  기술한  증강  시스템의  효과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도록  처리된  합신호를  가증시키고  처리된  차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감쇠시킨다. 잔
향의  자동  제어는  전위차계(444)의  수동  제어에  의해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특징은  레코딩 
산업내에서  매우  중요하다.  녹음을  행할  때,  특히  오래된  레코딩을  새롭게  하거나  재녹음을  행할  때 
잔향량의 정밀한 선택적 조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술한  증강회로에  의해  유입될  수  있는  잔향의  소정의  불필요한  증강은  합과  차  채널의 
자동제어 및 용이하게 제거된다.

물론  제1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잔향  제어신호  레벨의  수동  제어는  잔향  휠터(129)를  제어하기 위
해  공급되는  제4도의  회로내에  도시한  잔향  제어신호(RCTRL)의  레벨의  수동  제어를  얻기  위해 용이
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상술한  설명은  종래의  레코드의  재생시와  개량된  녹음을  행할  때에  레코드된 연주로부
터  발생하는  스테레오  이미지를  상당히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었다.  이러한 시스템
은  표준  오디오  장비에  용이하게  사용되고  설치된  오디오  장비에  용이하게  추가된다.  또한,  기술한 
시스템은  전치  증폭기  및  집적  증폭기내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은  기술한 시스템
을 바이패스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기술한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은  아날로그  기술,  디지털  기술,  또는  이  2가지의  조합물을 사용함으로
써 용이하게 실행한다. 또한, 기술한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은 직접 회로 기술로 용이하게 실행된다.

또한,  기술한  시스템은  항공  여흥(entertainment)  시스템,  영화관  사운드  시스템,  이미지  증강  및 
원근감  보정을  포함하는  레코딩을  발생시키기  위한  레코딩  시스템,  및  올갠  및  신서사이저와  같은 
전자음악 기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오디오 시스템에 사용하거나 이러한 시스템내에 결합될 수 있다.

또한,  기술한  시스템은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  뿐만  아니라  보트와  같은  다른  이동용  사운드 시스템
에서 특히 유용하게 된다.

상술한 설명은 본  발명의 특수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 및  도시한 것이지만,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
들은 다음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정해진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범위 및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 및 변화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좌측(L)  및  우측(R)  스테레오  신호로부터  유도된  합신호(L+R)과  차신호(L-R)을  갖고  있는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300)에  있어서,  처리된 차신호(L-R)p 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차신호  성분에  관련하여 선

택된  차신호  성분을  가증시키도록  상기  차신호  성분(L-R)  성분의  상대  진폭을  선택적으로 변경시키
고,  처리된 합신호(L+R)p 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합신호  성분에  관련하여  선택된  합신호  성분을 가증

시키도록  상기  합신호(L+R)성분의  상대  진폭을  선택적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합  및  차신호에 응답하
는  처리수단,  및  좌측  스테레오 출력신호(Lout )와  우측  스테레오 출력신호(Rout )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처리된 합신호(L+R)p 와 차신호(L-R)p 에  응답하는  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수단이,  통계학적으로  시끄러운  성분을  포함하는  주파수룰  통계학적으로 
조용한  성분을  포함하는  주파수보다  많이  감쇠시키기  위해  차신호  성분을  선택적으로  감쇠시키기 위
한  제1  이퀄라이징  수단(17,18,19,22,30)  및  통계학적으로  상기  시끄러운  차신호  성분을  포함하는 
선정된  주파수  범위내의  합신호  성분을  상대적으로  가증시키고,  상기  선정된  주파수  범위외의 합신
호  성분을  상대적으로  감쇠시키기  위한  제2  이퀄라이징  수단(17,21,30)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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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소정의  레코딩  내  또는  상이한  레코딩들  사이의  스테레오  정보량을  다르게  하기 위
해  거의  변치  않는  스테레오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상기  합신호의  크기에  관련된  상기  처리된 차신호
의  크기의  함수로서  상기  처리된  차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한  제어수단(3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증강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인공잔향의  존재를  표시하는  상태를  검출하기  위해  상기  합신호  및  차신호의  상대 
크기를  모니터하고,  인공  잔향의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상기  처리된  차신호를  변형시키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증강 시스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이퀄라이징  수단이  제1고정  이퀄라이저(18)  및  제2고정 이퀄라이
저(21)을 각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증강시스템.

청구항 6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의  좌측  신호(L)과  우측  신호(R)로부터  스테레오  증강된  신호를  유도하는 방
법에  있어서,  a.합신호(L+R)을  발생시키도록  상기  좌측  신호와  우측신호를  전자  공학적으로 가산하
고,  차신호(L-R)을  발생시키도록  다른  신호로부터  좌측  신호(L)과  우측  신호(R)중  1개의  신호를 전
자공학적으로  감산하는  단계,  b.최저  차신호  성분  진폭의  주파수  대역내에  있는  상기  합신호  성분의 
진폭에  관련하여  최고  차신호  성분  진폭의  주파수  대역내에  있는  상기  합신호  성분의  진폭을 증강시
키도록  각각의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상기  합신호(L+R)의  성분들의  상대  진폭을  선택적으로 변경
시킴으로써  처리된 합신호(L+R)p 를  발생시키는  단계,  c.상기  차신호  성분이  최저인  주파수  대역내에 

있는  상기  차신호  성분의  진폭에  관련하여  상기  차신호  성분이  최고인  주파수  대역내에  있는  상기 
차신호  성분의  진폭을  디엠퍼사이즈  시키도록  상기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상기  차신호(L-R)의 성
분의  상대  진폭을  선택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처리된 차신호(L-R)p 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d.스테레

오  증강된  좌측 출력신호(Lout )와  우측 출력신호(Rout )를  제공하기  위해  좌측  신호(L)과  우측신호(R)을 

상기 처리된 차신호 및 처리된 합신호와 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처리된  합신호(L+R)와 차신호(L-R)p 를  발생시키는  단계가  상기  차신호(L-R)의 주파

수  스펙트럼을  전자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상기  각각의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상기  차신호의  진폭의 
함수로서  1셋트의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합  및  차신호의  성분의  진폭이  상기  각각의 
주파수  대역내에서  변경되는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기  제어신호를  사용하는  단계에  의해 보강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좌측  신호(L)과  우측신호(R)들내의  스테레오  정보량을  다르게  하기  위해 좌측
신호(L)과  우측신호(R)사이의  거의  변치않는  스테레오  간격을  유지하도록  상기  합신호의  크기에 관
련된  크기의  함수로서  상기  처리된  차신호(L-R)p를  연속적  및  자동적으로  증폭시키는  추가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처리된  차신호를  발생시키는  상기  단계가  상기  차신호(L-R)내의  인공  잔향  정보를 
가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차신호내의  인공  잔향  정보의  부적합한  가증을  보상하기  위해서 
상기  선정된  주파수  대역들  중  선택된  대역내의  합신호의  성분을  선택적으로  가증시키고  차신호의 
성분을선택적으로 감쇠시키는 추가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적  및  자동적  증폭  단계가  잔향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합신호의 
반전  피크  엔벨로프와  상기  차신호의  비-반전  피크  엔벨로프의  합을  평균화시키고,  상기  잔향 제어
신호의  합수로서  상기  합  및  차신호의  성분들을  가증  및  감쇠시킴으로써  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처리된  합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가  상기  주파수  대역들  중  소정의  대역내의  상기 
차신호  성분의  크기에  정비례하여  상기  주파수  대역들  중  소정의  대역내의  상기  합신호  성분을 선택
적으로 가증시킴으로써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처리된 차신호(L-R)p 를  발생시키는  단계가  상기  주파수  대역들  중  소정의 대역내

의  상기  차신호(L-R)성분의  크기에  역비례하여  상기  주파수  대역들  중  소정의  대역  내의  상기 차신
호 성분(L-R)을 선택적으로 가증시킴으로써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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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스테레오  신호(L)과  우측  스테레오  신호(R)로부터  유도된  합신호(L+R)과  차신호(L-R)들을  갖고 
있는  스테레오  증강시스템(300)에  있어서,  최소한  처리된  차신호(L-R)p를  포함하는  처리된  스테레오 
신호를  제공하도록  상기  신호들  중  최소한  소정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스테레오  이미지 증강회로
수단(11,13,111,113),  상기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신호내의  스테레오량을  감지하고  궤환신호를 제
공하기  위해  상기  처리된  차신호에  응답하는  스테레오  감지수단(17,115),  상기  스테레오  신호내의 
스테레오량에  따라  상기  처리된 차신호(L-R)p 를  변형시키기  위해  상기  스테레오  감지장치의 궤환신

호에  응답하는  제어수단(18,19,22,30,40,125),  및  좌측 출력신호(Lout )와  우측 출력신호(Rout )를 제공

하기  위해  상기  처리된  차신호와  상기  신호들중의  최소한  다른  신호를  결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량된 증강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이  상기  합신호와  차신호의  크기들  사이의  선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기 합신호와 상기 궤환신호에 응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좌측  및  우측  소오스  신호의  원근감을  보정하기  위한  시스템(210)에  있어서,  합  및  차신호를 제공하
도록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를  전자공학적으로  가산하기  위한  수단(221,213),  처리된 
합신호를  제공하도록  선정된  주파수  대역내의  상기  합신호를  이퀄라이즈시키고,  측  사운드에  대한 
사람귀의  평균  응답에  의해  감소된  전방  사운드에  대한  사람귀의  평균  응답에  대응하는  량만큼 합신
호를  선택적으로  감쇠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수단(215),  및  좌측  및  우측  원근감  보정된 출력신호
를  제공하도록  상기  선택적으로  감쇠된  합신호를  상기  차신호와  결합시키기  위한  수단(225)로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사운드  레코딩  재생  시스템내에  사용하기  위한  증강된  이미지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에  있어서, 사
운드  레코딩  응답  장치가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들의  변형신호인  좌측  및  우측 스테레
오  출력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사운드  레코딩  응답  장치와  동작하기에  적합한  신호발생  수단을 사용하
는  레코드  매체로  구성되고,  상기  스테레오  출력  신호들이,  (1)상기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L)
과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R)들의  차를  나타내는  입력  차신호의  변형신호를  포함하는  처리된 차
신호(L-R)p ,  (2)상기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L)과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신호(R)의  합을 나타내

는  입력  합신호(L+R)의  변형신호를  포함하는  처리된  합 신호(L+R)p ,  및  (3)거의  일정한  선정된  크기 

관계를 갖고 있는 상기 처리된 합 신호와 상기 입력 합 신호를 포함하는 신호 성분들의 조합 신호를 
각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운드 레코딩.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된 차신호(L-R)p 가  입력차신호  진폭들이  비교적  높은  시끄러운  주파수 

대역내의  성분들에  관련하여  입력  차신호  진폭들이  비교적  낮은  조용한  주파수  대역내에서  가증된 
입력  차신호의  성분들을  포함하고,  상기  처리된  합신호가  조용한  주파수  대역내의  입력  합  신호 성
분에  관련하여  시끄러운  주파수  대역내에서  가증되는  입력  합신호의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운드 레코딩.

청구항 18 

스피커가  증강된  스테레오  사운드를  발생시키게  하도록  한  쌍의  스피커와  함께  사용되는  스테레오 
플레이어에  사용하기  위한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에  있어서,  사운드  레코딩  응답  장치가  좌측 스테
레오  소오스  신호(L)과  스테레오  소오스(R)의  변형신호  좌측  스테레오  신호 출력(Lout )와  우측 스테

레오  신호  출력(R)을  발생시키게  하기  위해  스테레오  플레이어의  사운드  레코디  응답  장치에 작용하
기에  적합한  신호  발생수단을  갖고  있는  레코드  매체로  구성되고,  (a)상기  좌측  신호  스테레오 출력
이,  1.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  성분(L),  2.  입력  차  신호  진폭들이  비교적  높은  시끄러운 주파
수  대역내의  입력차  신호  성분에  관련하여  입력차  신호진폭들이  비교적  낮은  조용한  주파수 대역내
의  입력  차신호  성분들을  가증시키도록  변형된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와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사이의  차를  나타내는  입력차  신호를  포함하는  처리된  차  신호 성분(L-R)p ,  및  3.  상기  조용한 

주파수  대역내의  입력  합  신호에  관련하여  상기  시끄러운  주파수  대역내의  입력  합  신호  성분들을 
가증시키도록  변형된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와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들을  합을  나타내는 
입력  합  신호를  포함하는  처리된  합  신호 성분(L+R)p ,를  갖고  있으며,  (b)상기  우측  스테레오  신호 

출력이,  1.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 성분(R),  2.  입력차 신호 진폭들이 비교적 높은 시끄러운 주
파수  대역내의  입력  차  신호  성분들에  관련하여  입력  차  신호  진폭들이  비교적  낮은  조용한  주파수 
대역내의  입력  차  신호  성분들을  가증시키도록  변형된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와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  사이의  차를  나타내는  입력  차  신호를  포함하는  처리된  차 성분(L-R)p ,  및  3.  상기 조

용한  주파수  대역내의  입력  합신호에  관련하여  상기  시끄러운  주파수  대역내의  입력  합  신호  성분들 
가증시키기  위해  변형된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와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들의  합을 나타내
는  입력  합  신호를  포함하는  처리된  합신호  성분(L+R)p,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된  합  신호(L+R)과 차신호(L-R) p  성분들  중  1개의  성분에  대한  상기 입

력  합  신호(L+R)과  차신호(L-R)들중  1개의  신호의  진폭의  비가  일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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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레코딩.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된 차신호(L-R) p  성분이  상기  입력  합신호(L+R)과  상기  처리된 차신호

(L+R) p  성분  사이의  비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합  신호(L+R)과  입력차신호(L-R)이  인공  잔향의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변경된 선택된 주파수 대역내의 성분들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

청구항 22 

스피커가  증강된  스테레오  사운드를  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  한  쌍의  스피커와  함께  사용되는 스테
레오  플레이어내에서  신호  응답을  발생시키기에  적합한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에  있어서,  상기 사
운드  레코딩  응답  수단이,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들의  변형신호이고  (a)좌측과  우측 스
테레오  소오스  신호들의  합을  나타내는  각각의  합  신호  성분과,  (b)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와 우
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사이의  차를  나타내는  각각의  차  신호  성분의  조합  신호를  포함하는,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  스테레오  플레이어의  사운드  레코딩  응답 장
치에  작용하기에  적합한  신호  발생  수단을  갖고  있는  레코드  매체로  구성되고,  상기  각각의  합신호 
성분이  측  사운드에  대한  사람귀의  통계학적으로  평균  응답에  의해  감소된  전방  사운드에  대한 사람
귀의  통계학적  평균  응답에  대응하는  량만큼  감쇠된  부-성분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
레오 사운드 레코딩.

청구항 23 

스피커가  증강된  스테레오  사운드를  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  한쌍의  스피커와  함께  사용되는 스테레
오  플레이어내에서  신호  응답을  발생시키기에  적합한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에  있어서,  상기 사운
드 레코딩 응답 수단이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들의 변형신호이고 (a)즉  좌측과 우측 스
테레오  소오스  신호의  합을  나타내는  각각의  합  신호  성분과,  (b)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와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  사이의  차를  나타내는  각각의  차신호  성분의  조합  신호를  포함하는,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  스테레오  플레이어의  사운드  레코딩  응답 장치
에  작용하기에  적합한  신호  발생  수단을  갖고  있는  레코드  매체로  구성되고,  상기  각각의  차  신호 
성분이  전방  사운드에  대한  사람  귀의  통계학적  평균  응답에  대응하는  양만큼  가증된  부-성분된 갖
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

청구항 24 

스테레오  사운드  소오스로부터  제공된  좌측  스테레오  신호(L)과  우측  스테레오  신호(R)을  증강 시키
기  위한  시스템(300)에  있어서,  최소한  처리된 차신호(L-R)p 와 합신호(L+R)p 를  제공하기  위한 스테레

오  이미지  증강  수단(100),  및  상기  처리된  차신호  및  합신호의  크기의  비의  변화를  감소시키도록 
처리된  차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상기  처리된  차  신호에  응답하는  폐쇄  루우프  궤환  수단(30)으로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궤환  수단(30)이  상기  처리된  차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궤환  신호를 발생시
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처리된  차  신호를  변형시키기  위해  상기  합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제2신
호(L+R)과 궤환 신호에 응답하는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L)과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R)의  합  및  차를  각각  나타내는  처리된 
합  신호(L+R)과  차신호(L-R)를  포함하는  신호  성분의  조합  신호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출력  신호를 
갖고  있는  스테레오  시스템에  있어서,  스테레오  출력  신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처리된 차신호(L-
R)p 를  감지하는  단계,  (a)감지된  처리된  차신호와,  (b)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L)과  우측 스테레

오  소오스  신호(R)의  합을  나타내는  합신호(L+R)의,  크기의  선정된  관계를  나타내는 제어신호(CTR
L)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처리된  차신호를  변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폐쇄 루우프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  단계가  상기  합신호와  상기  처리된  차신호의  크기의  비의  변화를 감소
시키기 위해 상기 처리된 차신호를 변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L)과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R)로부터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을 행
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합신호로서  좌측  신호(L)과  우측  신호(R)의  합을  제공하고  차신호로서 좌
측  신호(L)과  우측  신호(R)사이의  차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113,111),  상기  좌측  및  우측  신호내의 
잔향량을  나타내는  잔향  제어신호(RCTRL)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
호에  응답하는  수단(40),  좌측  스테레오  출력 신호(Lout )과  우측  스테레오  출력 신호(Rout )를  제공하기 

위해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에  응답하는  수단(12),  및  상기  스테레오  출력  신호  내의 
잔향량을  제어하도록  상기  합  및  차신호의  선택된  성분의  진폭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잔향 제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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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응답하는 제어수단(40)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이  약  250  내지  2500Hz  사이의  주파수에서  상기  차신호  성분을 감
쇠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에  응답하는  상기  수단이  상기  합신호와  차신호의  차를 
나타내는  신호로서  상기  잔향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합  및  차신호에  응답하는  회로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잔향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이 상기 합  및  차신호를 평균하기 위
한 수단을 포함하고,  변화 수단이 상기 합  및  차신호의 성분을 각각 가증시키고 감쇠시키기 위한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진폭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상기  합  신호를  가증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합신호의  가증이하의  량만큼  상기  차신호의  성분을  감쇠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진폭을  변화시키기  상기  수단이  상기  합신호를  가증시키기  위해  잔향  제어  신호에 
응답하는  이득  제어  증폭기,  및  상기  잔향  신호에  따라  상기  차신호  성분을  선택적으로  감쇠시키기 
위한 휠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4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L)과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R)로부터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을 행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합  신호로서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의  합신호(L+R)을 제공하
고  차신호로서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와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사이의  차신호(L-R)을 제공
하는  단계,  상기  좌측  및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내의  잔향량을  나타내는  잔향  제어 신호(RCTR
L)을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합  및  차  신호로부터  잔향  제어  스테레오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스테레오  출력  신호내의  잔향량을  제어하도록  잔향  제어  신호의  함수로서  상기 합신호
(L+R)과  차신호(L-R)중의  최소한  한  신호를  변형시키기  위해  잔향  제어  신호(RCTRL)을  사용하는 단
계,  및  사운트 레코딩을 행하기 위해 상기 잔향 제어 스테레오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사운드 레코딩 
장치를 동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이TDj서,  잔향  제어를  사용하는  상기  단계가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합신호를  가중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잔향 제어 신호를 사용하는 상기 단계가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선택된 주파
수 대역내의 상기 차신호를 감쇠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잔향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상기 단계가 상기 합  및  차신호를 차동적으로 
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잔향  제어  신호를  사용하는  상기  단계가  차동적으로  조합된  합  및 
신호와  차신호에  따라  합신호를  가증하고  차신호의  선택된  성분을  감쇠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잔향  제어  신호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상기  스테레오  출력  신호내의 잔항
량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좌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L)과  우측  스테레오  소오스  신호(R)의  원근감을  보정하기  위한 시스템
(200)에  있어서,  합  신호(L+R)과  차신호(L-R)를  제공하도록  스테레오  소오스로부터  좌측  신호(L)과 
우측  신호(R)을  전자공학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수단(211,213),  처리된  차신호를  제공하도록 선정
된  주파수  대역  내의  상기  차신호를  이퀄라이징  시키고,  전방  사운드에  대한  사람  귀의  평균응답에 
의해  감소된  측  사운드에  대한  사람  귀의  평균  응답에  대응하는  량만큼  차신호를  선택적으로 가증하
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수단(221),  및  좌측 및 우측 원근감 보정 출력 신호를 제공하도록 상기 합
신호와  선택적으로  가증된  차신호를  조합하기  위한  수단(225)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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