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a sound source direction detection

system and method using intelligent source collection and

analysis. The sound source direction detecting apparatus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is equipped with four

microphone sensors and calculates a time difference using

TDOA (Time Delay of Arrival) technique for a plurality of

acoustic signals generated from a sound source, And a

sound source detection and analysis algorithm for estimating

the direction of the sound source.

1. 서 론

소리에 의한 방향 감각은 양쪽 귀에 음파가 도달하는 차이

에 의해 판별되는 것으로 사람의 경우에 16방향까지 인지가 가

능하고, 개의 경우 32방향까지 인지가 가능하다. 오래전부터 이

러한 음원의 방향감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음원의 방

향감지 기술은 음원국지와 기술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음원

국지와 기술은 레이어(radar), SONAR시스템, 인간과 로봇간의

상호작용, 스마트 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및 연

구되고 있다. 음원 국지와를 위한 음원 방향지각 방식에는 마

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 [4]

기존에 개발된 2채널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하는 음원

방향감지 시스템은 2개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들어온 신호를 이

용하여 음원의 방향을 검출하는 방식이다.[5,6] 이러한 방식의 음

원 방향감지 시스템은 특정 범위 이상에서는 비선형적인 결과

를 보이기 때문에 음원의 방향을 검출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된 4개의 브라켓 단부에 마이크로폰 센서를 장착하고 그

장착한 음향 센서로부터 수신된 신호들 간의 도달 시간차를 산

출하여 산출된 도달 시간차를 기반으로 음원의 방향을 추정하

도록 하는 음원탐지 및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방재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2. 음원탐지 및 분석 알고리즘

2.1 알고리즘 개요

본 방재시스템은 다수의 브라켓 단부 각각에 장착되어, 음원

으로부터 발생한 음향 신호를 수신하는 다수의 마이크로폰 센

서, 다수의 마이크로폰 센서 각각으로부터 수신된 음향 신호들

의 도달시간차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원 발생 방향을 추

정하는 알고리즘이 포함된 제어 모듈, 수집된 음원에 대한 분

석 및 경고 알람을 송출하는 방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2.2 음원발생 판별

음향 신호들 간의 도달 시간차 연산 과정은 우선적으로 음

원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림 1과 같이 다수개의 마이크로

폰 센서로부터 수집된 음향을 셈플링하여 가장 먼저 수신된 음

향 신호의 센서가 기 설정된 임계치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결과로 특정한 음원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수행된

다.

그림 1 음원발생 판별 다이어그램

Fig. 1 Diagram for determination of acoustic generation

2.3 음원 방향 추정 알고리즘

음원 신호의 크기는 그림2와 같이 기 설정된 주기 동안 수

신된 음향 신호의 진폭 값에 대한 누적합산 값과 보정치를 적

용하여 고속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을 수행한다. 우선

음원 신호의 크기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적용한다.

  


  

  (1)

여기에 s(t)는 마이크로폰 센서에 도달하는 신호, t는 셈플링

주기, S는 샘플링 주기동안 음향신호 크기를 말한다.

TDOA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도달시간차는 음원 발생 위치

와 음향 센서들과의 거리의 차이에 비례하고, 음원 발생 위치

와 마이크로폰 센서간의 거리 차(   )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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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c는 음원의 전파 속도이고, ∆  는 i번째 마이

크로폰 센서와 i+1번째 마이크로폰 센서의 도달 시간차,  

는 음원발생 위치로부터 i+1번째 마이크로폰 센서까지의 거리,

는 음원발생 위치로부터 i번째 거리를 나타낸다.

 을 계산하면 수식 (3)로 표현되며, 이와 같은 방

식으로 수식 (4)와 같이 l₁, m₁, u₁, v₁의 해를 구할 수 있

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l₂, m₂, u₂, v₂), (l₃, m

₃, u₃, v₃), (l₄, m₄, u₄, v₄)값을 산출한 후 수식 (5)와

같은 선형방정식을 도출하여 음원 발생 위치인 (x, y, z) 좌표

를 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음원 발생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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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음원 분석 시험

음원 판별 및 음원방향 추정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화 하여

사무실 내와 옥외 환경을 대상으로 그림 2와 같이 40dB에서

95dB사이의 음향을 발생시켜 음원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특정

임계값을 여러번 반복하여 설정하였을 시 음원 검출이 동작하

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실시간으로 로그를 분석한 결

과 음원방향을 정확하게 탐지하여 양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2 음원수집 화면

Fig. 2 A picture of acoustic collection

그림 3 음원수집 로그

Fig. 3 A log result of acoustic collection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음향을 검출하고 음원의 방향을 추정

하여 재난 등 위험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지능화된 방재

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되었다. 복수개의 마이

크로폰으로 부터 수신된 음향신호를 음원 분석 추정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음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험을 실시한 결과 양

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신뢰성

있는 방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향후에는 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한 저전력·모듈형 제어장치

HW개발, 빅데이터 기반 음원 분석 및 관제 모니터링 SW 개

발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 설치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할 계획이

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상용화할 계획

에 있다.

본 논문은 국민안전처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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