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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폐쇄된 임의의 공간상에서 2개의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폰에 수 

신된 신호들의 도착 시간차를 추정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입력 믐 

성신호를 Discrete wav이et transform을 이용하여 

인간의 청각 특성과 가장 유사한 주파수 해상도 

를 갖도록 대역 분할한 후 각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 대 잡음비를 구하여 신호 대 잡음비가 가장 

높은 대역안 선택적으로 취하고 해당 대역에서만 

최종적인 시간 지연 값을 추정하게 된다. 최종 시 

간 지연 측정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CPSP 

에 해당 대역의 주파수 SNR을 가중치로 주어 구 

하게된다. 이러한 대역 분할 가중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동적인 잡음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성능 

을 가질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저주파 와 

고주파 각각의 모의 잡음환경 하에서 컴#터 실 

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도록 한다. 

간 지연(Time Delay)B 측정함으로서 음원의 방 

위각을 계산하고 마이크로폰의 배치 기하학을 이 

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마이크로폰에 수신된 2개의 신호간에 시간 지 

연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은 사무 공간 내에서 발 

생될 수 있는 주변 잡음(컴퓨터, 에어컨 등) 과 

음향 반향 등 장애 요소들에 영향을 않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제안된 시간 지연 

추정 알고리즘으로는 Cross - Couelation [1 ], 

Roth Processor[2], SCOT(Smoothed 

Coherence Transform) [3], CPSP(Cross-Power 

Spectrum Phase)[4], Eckart Process이⑸, ML 

Estimation[2]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iscrete wallet t「ansfo「m을 

이용하여 입력 음성 신호를 비 균일 주파수 대역 

으로 분할한 후 각 대역별 신호 대 잡음비에 따 

라 CPSP 시간 지연 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 

서 동적인 주변 잡음 환경 하에서도 안정적으로 

시간 지연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I•서론 II. 시간 지연 추정 원리

임의의 공간상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음성 

이나 음향으로부터 음원의 위치를 추적하는 

sound localization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한 기반 기술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된 

음원으로부터 음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은 2 

개나 혹은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사용 

하여 수신된 2개의 마이크로폰 입력 신호간의 시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초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림 1 지연시간 추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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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로 부터 2개의 마。크로폰에 수신되 

는 신호를 X]3), X2(f)이라고 할 때, 수신 신 

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Xi(t) = Sj(t) + n (t)
(1) 

乂2(£) = Si(f + T) + n2(t)

수식 (1)에서 t 는 음원신호의 도착 지연 시간, 

Sl(t) 는 음원 신호, 71i(t)/2") 는 공간 내에 

존재하는 잡믐신호와 반향 신호;즈의 음향 잡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음원 신호 SiM) 는 잡음 신호 

와 비 상관 관계에 있고, 잡음신호 n1(^),n2(0 

는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로 가 

정되며 지연 시간 추정 알고리즘은 음원의 도착 

지연 시간차인 I를 계산하게 된다.

Cross-Correlation 방식은 (L이크로폰에 수신 

된 2개 신호의 C「oss-Co「「이aticn 함수를 구하여 

이 함수를 최대화하는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방 

식으로, Cross-Correlat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⑴

Rg?(디 드 피%1化)乂2‘ t-T)]

广 8 (2)
=Js 仲(Ji"/

수식 (2)에서 S；g(f)는 C「oss Power 

Spectrum 을 나타내며, 이러한 C「o$s 

-Correlation 방식은 공간내의 半변잡음과 반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覆 가지고있다.

Generalized Cross-Correlati on(GCC) 방법은 

수식 (2)의 Cross Power Spectrum에 가중함수 

를 주어 기존의 C「oss-C아「이a:ion 방법의 단점 

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깉이 정의된다.[2]

矶％)二丄]"&丄加彻喝⑶

여기서 WJf) 는 가중함수로서 실제 구하고자 하 

는 지연 시간값은 가중 Cross Power Spectrum 

인 s 灌⑦ = 爲의 역푸리에 변 

환 값인 GCC 함수를 최대화하三 값으로 구해진 

다.

Cross-Power Spectrum Phase(CPSP) 알고 

리즘은 수식 (3)의 GCC 에서 .가중 함수를 다음 

과 같이 입력신호 旳(£), 光2(匕’의 cross-power 

spectrum의 절대값을 취함으로서 정의된다.

이 경우 GCC 함수와 최종 시간 지연 값은 다음 

의 수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广 8 Q ( f)
I 스으으스一」W七序 (勺皿()「丄8 \SXiX2(f)\ ⑸

H加)= 5(t-P)

III. DWT 시간 지연 추정 알고리즘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WT 시간 지 

연 추정 알고리즘을 보이고 있다. 먼저 마이크로 

폰에 입력되는 음성 신호는 DWT 비 균일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 된 후 각 대역별 주파수 대역에 

서의 신호 대 잡음비를 계산한다. 다음으로는 계 

산된 신호 대 잡음비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 

지고 있는 대역을 선택하여 해당 주파수 대역에 

서의 신호 대 잡음비 가중함수를 CPSP 시간 지 

연 추정 알고리즘에 부여하여 최종 결과 값을 계 

산하도록 한다.

그림 2. DWT 시간 지연 추정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2에서 입력 음성신호의 대역 분할은 레이 

어 2의 32 tap daubechies wav이et 필터를 사용 

하여 3개 비 균일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하였으며 

다음의 그림 3은 각 대역 분할에 사용된 wav이et 

필터의 그림을 나타낸다.

Wallet 대역 분할 된 마이크로폰 입력 신호는 

수식 (6)의 유사도 함수를 이용하여 각 주파수 대 

역별 신호 대 잡음비를 구하게 된다.

1
파 c(f) (4)

W{(f)
\S I2

■q Q (6)
.堂史厂2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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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g, 는 i 번째 대역 신

호에 대한 각 밴드별 Cross-Power Spectrum 과 

Auto-Power SpectrumS 나타낸다. 수식 (6)에서 

대역 별 신호 대 잡음비는 각 대역별 잡음의 영 

향을 나타내는 수식으로 •侦)이 가장 큰 값을 

선택함으로서 잡음의 영향이 가장 작은 임의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수식 (6)에 의 

해 선택되어진 밴드에서는 를 가중치로 한 

CPSP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일 

반화된 c「oss-coirelation 함수를 구하게 되고

成辭(T)= S,.(T)*矶新) (7)

구하고자 하는 최종 지연 시간차는 수식(8)의 일 

반화된 cross correlation을 최대화하는 xS 구 

하면 된다.

IV. 컴퓨터 모의 실험 

입력 신호들을 만들었으며 이해 두 개의 입력 신 

호간에 상대적인 시간 지연을 갖도록 인위적으로 

2 sample 지연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모의 실험에 사용된 DWT는 Layer 2로서 이는 

모의 실험의 계산 량을 줄이기 위함이며 32 tap 

daubechies wav이et을 이용하여 비 균일 주파수 

분해능을 갖도록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듬의 모의 

실험은 심각한 잡음환경을 고려하여 SNR 이 

-20dB인 입력 음성 신호 대 잡음비를 적용하였 

으며 주어진 SNR에서 각각 저주파 잡음과 고주 

파 잡음에 대하여 성능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그림 3과 4는 500Hz 이하의 저주파 

잡음에 대하여 각 대역별 수식 (6)에 따른 주파수 

대역에서의 SNR W^f) 과 각 밴드별 시간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고주 

파 대역에서의 가 가장 높음을 볼 수 있으 

며 그림 4에서처럼 卬。)를 가중치로 한 각 대 

역별 시간 추정 결과도 고주파 밴드에서 가정 정 

확하게 2 sample을 추정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컴퓨터 모의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식 (1)에 따라 실제 사람의 음원 신 

호 si(t) 와 인공적인 잡음신호 m(t), n2(r) 

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 사람의 음성 신호는 샘플 

링 주파수를 8Khz로 하여 1초 분량의 신호를 녹 

음하였고 잡음 신호는 MATI/旧의「piid()함수를 

이용하여 white gaussian sequence를 발생하였 

다. 잡음신호 발생 시 다양한 컴퓨터 모의 실험 

환경을 고려하여 2가지 경우의 잡음을 발생하였 

다. 첫째는 모의 실험 환경이 작은 사무실이라는 

조건하에 대부분의 잡음이 500Hz 이하의 저 .주 

파 대역에 몰려 있음을 고려하여 잡음신호를 

500Hz cutoff 주파수를 갖는 저 대역(LPF) 통과 

필터를 통과시켜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잡음신호 

를 발생하였다. 둘째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강인성 

을 보이기 위하여 2Khz 이상의 고주파 잡음을 

발생하여 고주파 잡음에 대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만들어진 음원신호, 잡음신호 

는 서로 더해져서 2개의 마이크로폰에 수신되는

그림 3. 저주파 잡음에 대한 대역별 SNR WSf)

그림 4. 저주파 잡음에 대한 대역별 시간 지연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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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신호 대 잡음비가 가장 높은 특정 밴드 

에서만 선택적인 시간 지연 추정 알고리즘을 적 

용함으로서 계산 량의 감소를 꾀할 수 있다. 컴 

퓨터 모의 실험결고卜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양한 

잡음 형태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2할 수 있었다.

다음의 그림 5와 6은 가아iz 이상！킈 고주파 잡음 

에 대한 각 대역별 0\侦）와 시:산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거주파 대역에서 

가장 큰 协久/1）와 정확한 시간 準정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5, 고주파 잡음에 대한 대역멸 SNR 어K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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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임의의 공간상에서 2개의 마이크로 

폰 어레이를 이용 수신된 2개 신호의 도착 시간 

차를 계산하여 음원의 방향 각을 추정하는 새로 

운 알고리季을 제안하였다. 제안딘 알고리즘은 입 

력 음성신호를 Discrete wav이el transform을 이 

용하여 대역 분할한 후 각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 

대 잡응비를 구하여 신호 대 잡皆비가 가장 높은 

대역만 선택적으로 취하여 해당 대역에서만 최종 

적인 시간 지연 값을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대역 

분할 가중방식은 잡음의 영향을 각 대역으로 한 

정, 분산시켜 보다 안정적인 시지연 추정을 가 

능하게 하며 모든 대역에서의 告고리즘을 동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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