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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평면상에 직교형으로 배열된 

음원 도래 방향 탐지 시스템을 구성하고, A/D 변환에 

있어 일반적인 샘플링 기법과 spilt-beam형 어군 탐지 

시스템에 적용된 4분 샘플링 기범을- 이용하여 공기중에 

서의 음원의 도래 방향 탐지 성능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일반 실내에서 단일 주파수의 음원에 대하여 직 

교형 마이크로폰 배열을 사용한 음원 도래 방향 탐지 시 

스템 및 4분 샘플링 기법의 적용이 유용함을 확인하였 

다.

1. 서론

음원의 도래 방향(DOA： Direction of Arriving) 추정 

은 두개 이상의 세서를 직선 또는 평면으로 배열하여 도 

래 방향에 따라 센서에 수신되는 음향 신호의 시간 지연 

을 구한 후 입사각을 산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음원의 도래 방향 추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센서의 배 

열 구조에 따른 분야와 추정 알고리즘에 따른 분야로 구 

분되고 있으며, 추정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시간 영역 도 

래 방향 탐지(TD0A) 및 주파수 영역 도래 방향 탐지 

(FD0A)로 크게 구분하고, 다수의 연구 결과가 알려져 

있다.

특히 음원 도래 방향에 대하여 전 방위 추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센서를 2차원으로 배열하고, 센서의 개수를 줄 

이려는 연구 결과도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4개의 센서 

직교 배열 시스템에서 합성된 기준 신호와의 상호상관 

스펙트럼을 이용한 FD0A법에 의한 음원 도래 방향 추 

정의 결과들이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은 spilt-beam형 어군 탐지 

시스템에 적용된 센서 배열 구조로 마이크로폰을 배열 

하고 수신된 음향 신호를 일반적인 샘플링 기법을 이용 

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도래각을 계산하는 방법과 4분 

샘플링에 의한 시간 영역에서의 도래각을 계산하는 방 

법을 적용하여 음원 도래 방향 탐지 결과를 비교 검토하 

고자 한다.

Spilt -beam transmitter and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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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원 도래 방향 탐지

spilt-beam형 어군 탐지 시스템에 적용된 센서 배열 

-7■조는 4개의 독립적인 진동자를 전후좌우로 대칭 배열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진동자로 수신된 음향 

신호는 전(1+2), 후(3+4), 좌(1+3), 우(2+4)로 그룹화하여 

목표물의 위치 및 방향을 탐지하게 된다.

그림 2는 그룹화된 음향 신호와 도래 방향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음향 선]서는 직교 배열되어 있기 때문 

에 A 二■룹과 B 그룹간의 입사각은 좌우의 도래각을 나 

타내고, C 그룹과 D 그룹간의 입사각은 전후의 도래각 

을 나타낸나.

음향 센서 배열로 입사되는 평면파는 식 (1)과 같이 

음향 신호에서의 시간 시연을 가시게 된나. 이러한 시 

간지연을 시간 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하는 것 

에 의해 그림 2 및 식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평면파 

의 입사각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센서 二L룹의 

입사각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에 의해 최종적으 

로 그림 1에 나타낸 목표물의 방위를 식 (3)과 같이 계 

산할 수 있게 된나.

X A(t- r0) (1)

幻ib= sin t(-읭0) (2)

6匕=sin sin 20AB+ sin 20 Cd)
sin 2d AB ' 

.sin 2d CD . (3)

한편, 음향 신호에서의 시간 지연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통하여 이산화한 후 시간 영역에서 두 음향 신 

호의 시간지연을 구하는 상호상관법, 푸리에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차로부터 계산하는 상호상관스 

펙트럼법등으로 구할 수. 있다. 시간 영역에서의 상호상 

관법에 의한 시간 지연 계산법은 계산의 정도 향상을 위 

하여 음향 센서에 수음되는 음향 신호의 주파수에 대해 

샘플링 주파수를 수십배로 설정해야 되고, 주파수 영역 

에서의 위상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음향신호를 푸리에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시간 지연 계산빔은 아 

날로고-디지털 변환기의 샘플링 주파수를 낮추기 위하 

여 수음되는 음향신호를 주파수 혼합기(Mixer)를 이용하 

여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 변환한 후, 한 주기를 

1/4분할하여 샘플링하고 다음 식 (4)〜(6)에 나타내는 바 

와 같이 위상차를 계산한 후 평면파의 입사각을 산출하 

는 방법이다.

X • e1C0t

%b(£)= Eo • e7<y(/-ro)-Eo . ⑷

n , J3(z+1)—%a(z•十 1)]
C/ia I xA(i) * x ・：3(/+l) J⑸

徧=血T(々) ⑹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 구성

직교형 마이크로폰 배열의 음원 도래 방향 추정 실험 

구성은 二z림 3과 같나. 마이크로폰 배얼은 그림 1의 

spilt-beam형 어군 탐지 시스템의 진동자 배열과 같이 

평면상에 직교형태로 배열한나. 직교형 마이크로폰 배 

열의 전방에는 1000Hz의 음향신호를 방사하도록 설성하 

있나. 스피커로부터 방사된 음향신호는 주위 잡음과 함 

께 시간지연을 가지고 마이크로폰 배열로 수음되고, 전 

치증폭기 및 저역 동과 필터를 동과하여 샘플링 주파수 

10,000Hz로 A/D변환되어 도래 방향 계산 알고리즘으로 

입력되도록 구성하였다.

도래 방향 탐지 기법은 전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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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l 0,000Hz fg=850Hz 

sound source

——Q fo=l ,000Hz fs2=(fo-fLo)*4=600Hz

二丄림 3. 직교형 마이크로폰 배얼 및 실험 구성도

가지의 방법을 적용하여 도래 방향 탐지 결과를 비교 검 

토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10,000Hz로 샘플링된 이산화 데이터 

를 주파수 영역에서 위상차를 계산하여 시간지연을 산 

출하는 방법이며, 두번째 방법은 10,000Hz로 샘플링된 

이산화 데이터를 850Hz의 국부발진(Local Oscillator)에 

의해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의 주파수 이동 변환을 행한 

후 4분 샘플링(샘플링 주파수 600Hz)하여 식 (5)의 알고 

리즘으로 시간지연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한편, 두 번째의 방법이 일반적인 샘플링 방법 보다 

복잡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단지 비교 검토를 위하 

링 주파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완전 샘플링에 의한 추 

정 결과들이 4분 샘플링에 의한 추정 결과보다 나쁘게 

나타났다. 4분 샘플링에 의한 결과들은 입사각의 변화 

에 대하여 거의 선형적으로 나타났으나, 완전 샘플링에 

의한 결과들은 변동폭이 넓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 나타낸 입사각에 따른 추정의 오차는 완전 샘 

플링의 경우 오차 평균 7°, 4분 샘플링의 경우 오차 평 

균 2.5。로서 약 4.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의 시 

뮬레이션 실험을 통한 결과에서는 완전 샘플링의 경우 

가 오차가 적게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4분 샘플링의 경 

우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 두 번의 샘플링을 거치는 것이지 실제로는 주파수 변

환부를 전단에 구성하면 오히려 샘플링 주파수를 감소
360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3.2 실험 결과

전절에서 설명한 두가지 방범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암소음준위 62dB의 일반 실내에서 음 

원 도래 방향을 알 수 있는 몇 개소에 음원을 방사한 후 

도래 방향을 추정하였다.

그림 3은 완전 샘플링에 의한 도래 방향 추정 결과와 

주파수 이동 변환 후 4분 샘플링에 의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한편, 표 1은 추정된 각 결과를 음원 입사각과 

비교한 경우의 오차와 전체 추정 오차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적용된 두가지 추정 방법 모두 입사각과는 10°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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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샘플 二•림 3. 음원 도래 방향 추정 결과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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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음원 도래 방향 추정 결과-2

\ Degree 
Method \ 083。 150° 220° 2:50° 300° 335°

FDOA - 153.6° 213.2° 266.4。 305.9° 329.3°

error - +3.6° -6.8° + 16.4° +5.9° -5.7°

mean 6.96°

Quadrature 
TDOA 82.9 149.9° 223.1。 249.9° 290.9° 337.6°

error -0.1° -0.1° +3.1° -0.1° -9.1° +2.6°

mean 2.52°

Center, NOAAt Contract Report, #82-ABC-00270, 

1983

3. Richard O. Nielsen, Sonar Signal Processing, 

(Boston, Artech House, 1991).

4. Simon Haykin, Advances in Spectrum Analysis and 

Array Processing Vol. 3,(New Jersey Prentice Hall, 

1995).

5. 이백열 외, “직교 배열 센서 시스템에서의 음원 방향 

추정,” 제 21권, 제2(s)호, 한국음향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2

4. 결론

' spilt-beam형 어군 탐지 시스템에 적용된 센서 배열 

구조를 응용하여 공기중에서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평 

면상에 직교형으로 배열된 음원 도래 방향 탐지 시스템 

을 구성하였다. 음원 도래 방향 추정 알고리즘은 일반 

적인 샘플링 기법에 의한 FDOA와 4분 샘플링 기법에 

의한 TDOA를 이용하여 음원의 도래 방향 탐지 성능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완전 샘플링에 의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도래 방향 탐 

지 결과와 4분 샘플링에 의한 추정 결과는 이전의 시뮬 

레이션 실험과 달리 각각 오차 평균 7° 및 2.5°로서 오 

히려 완전 샘플링의 경우가 오차 범위가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4분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음원 도래 방향 탐지 기법 

은 샘플링 주파수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과 푸리에 변환 

등의 연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오히려 

외부 잡음을 포함한 공기중에서의 실험 결과 완전 샘플 

링 기법에 의한 결과보다 우수한 추정 성능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원 도래 방향 추정에 있어 4분 샘플링 기법 

의 적용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으며, 공기중에서의 음원 

도래 방향 추정에 있어서도 경제적이면서 유용한 기법 

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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