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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주기성을 갖는 순환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0°~360° 범위의 다중 음원의 방향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음원의 방향 정보를 담고 있는 마이크로폰 간의 위상차는 확률분포의 혼합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음원 방향은 이 확률분포의 

혼합물에 적용된 로그-우도함수 (log-likelihood function)를 최대화함으로써 추정된다. 주기성을 갖는 데이터의 분석에 

von Mises 확률분포가 널리 활용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Gaussian이나 Laplacian 확률분포

에  모듈로 (modulo) 연산을 적용함으로써 0°~360° 범위의 주기성을 갖는 순환 확률분포를 정의하고 이를 방향 추정에 활용한

다. 순환 확률분포의 혼합물에 대한 로그-우도함수를 최대가 되게 하는 음원의 방향은 EM (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다양한 반향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 Laplacian 확률분포가 von Mises나 Gaussian 확률분포 

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용어: 방향 추정, 순환 확률분포, 로그-우도함수, Expectation-Maximization

투고분야: 음향 신호처리 분야 (1.2)

This paper presents techniques for estimating directions of multiple sound sources ranging from 0° to 360° using 
cir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s having a periodic property. Phase differences containing direction information of 

sources can be modeled as mixtures of multiple probability distributions and source directions can be estimated by 

maximizing log-likelihood functions. Although the von Mises distribution is widely used for analyzing this kind of 

periodic data, we define a new class of cir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s from Gaussian and Laplacian distributions by 

adopting a modulo operation to have -periodicity. Direction estimation with these cir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s 

is done by implementing corresponding EM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s. Simulation results in various 

reverberant environments confirm that Laplacian distribution provides better performance than von Mises and 

Gaussian distributions.

Keywords: Direction estimation, Cir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 Log-likelihood function, Expectation-Maximization 

ASK subject classification: Acoustic Signal Processing (1.2)

I. 서 론

음원의 방향 추정은 로봇, 화상회의, 음원분리, 환경감

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 기술의 하나이

다. 음원의 방향 추정은 신호가 다수의 마이크로폰들에 

인가될 때 발생하는 신호의 도래시각차 (Time Difference 

of Arrival: TDOA)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TDOA는 마이

크로폰 신호 간의 GCC (Cross-correlation)로부터 계산

되는데 동시에 여러 음원이 존재할수록, 반향이 커질

수록, 분산 잡음이나 센서 잡음이 클수록 정확도가 저

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GCC-PHAT, SRP 빔형성기법, 사람의 청각특성을 이용한 

방법, subspace 방식들이 제안되었다 [1-6].

방향을 추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7]. 이는 음원의 방향이 

반향이나 잡음 등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확률분포를 따른

다는 가정에 기인한 것이다. 여러 개의 음원이 동시에 존

재하는 경우 우도함수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확률분포 

함수가 혼합된 형태로 정의된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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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기를 갖는 순환 확률분포

Fig. 1. -periodic cir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s.

은 GMM (Gaussian Mixture Model)이지만 [7] 꼬리가 긴 

특징을 갖는 LMM (Laplacian Mixture Model)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8]. 이때 개별적인 음원들의 혼합 정도를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우도함수의 최대화는 통상적으로 

EM (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

된다. 혼합된 확률분포를 이용한 음원의 방향 추정은 각

각의 주파수-시간에서 음원의 혼합 정도 (responsibility)

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음원 분리에 적용할 때 soft- 

decision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2개의 센서로 구성된 경우 2차원 

평면에서 180° 전방의 방위각 추정이 가능하고 3개의 마

이크로폰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 어레이를 사용하면 

360° 전체 방위각 범위에서 추정할 수 있다. 

우도함수를 이용한 방향 추정에서 고려될 부가적인 문

제는 3개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평면 어레이를 

이용하여 360° 범위의 음원 방향을 추정하는 경우 확률분

포가 순환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von Mises 확률

분포는  주기를 갖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용

도에 널리 활용되었다 [9]. 그러나 기존의 Gaussian과 

Laplacian 확률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360° 전 방향을 추

정을 하려면 확률분포 함수가  주기를 갖도록 변형

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변형된 확률분포 함

수를 각각 wrapped Gaussian, wrapped Laplacian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부르고 (그림 1),  주기성을 갖는 이들 

세 가지 확률분포를 통칭하여 순환 확률분포 (cir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라고 부르기로 한다.

Laplacian 확률분포는 긴 꼬리를 갖는 특징으로 인해 

간섭신호나 outlier에 의해 영향을 덜 받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중 음원 환경에서 상호 음원 간의 영향

력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3개의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정

삼각형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구조와 공간 에일리어싱 문

제를 기술한다. 다음  주기성을 갖는 von Mises 확률분

포를 소개하고, Gaussian과 Laplacian을 주기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변형에 대하여 기술하며, 이들 순

환 확률분포 함수들을 이용한 음원의 방향 추정을 위한 

EM 알고리즘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모의실험

을 통해 순환 확률분포들의 성능을 비교한다. 

II.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공간 에일리어싱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3개의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정삼각형 구조의 어레이를 고려한다. 마이크로폰 

사이의 간격은 이고 음원의 방향은 마이크로폰 1을 기준

으로 시계방향으로 양의 각도를 갖는다고 가정된다. 

를 마이크로폰 와  간의 시간지연이라고 하면, 음원의 

방향 는 마이크로폰 2, 3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의 관계

를 갖는다.

 

sin
 (1a)

 

sin
 (1b)

 

sin
 (1c)

여기서 는 소리의 속도이다. 시간지연의 범위는 

    max로 제한된다.

시간지연을 계산하는 방법은 마이크로폰 신호 간의 

cross-correlation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계산하는 것

이며, 실제적으로 이는 주파수 영역에서 두 신호 간의 위

상차를 계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수행된다. 이제 마이크

로폰 신호의 단구간 푸리에 변환 (short-time Fourier 

transfor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2)

여기서 은 신호의 블록 크기 (혹은 hop 크기), 

 은 마이크로폰 에서 수집된 번째 프

레임 신호, 은 길이 의 윈도우 함수이다. 그러면 

시간-주파수 에서 두 마이크로폰   신호간의 위

상차는 마이크로폰   간의 시간지연 와 다음의 관계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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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삼각형 마이크로폰 어레이

Fig. 2. Equilateral triangular microphone array.

arg
   

≠   ±±… (3)

여기서 마이크로폰 신호 간의 위상차는 항상  

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마이크로폰 간의 거리가 


이면 공간 에일리어싱으로 인해 위상차와 시간지연의 일

대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에일리어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

안되었다. 한 방법은 특정 시간지연 에 해당하는 방향

의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주파수 에서 식 (3)을 만족하

는 모든 값을 수용하도록 고안된 특별한 stencil 필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10]. 또 다른 방법은 정수 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대신 max부터 max의 시간지연 범위

를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간에 독립적인 

Gaussian 확률분포를 배정함으로써 측정된 위상차로부

터 최적의 시간지연을 추정하였다 [7]. 그러나 이 방식은 

구간의 수만큼 많은 Gaussian 확률분포함수를 배정함에 

따라 복잡도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정수 을 

잠재변수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11]. 만약 의 값을 대략

적으로 알고 있다면, 정수 은 가능한 여러 값 중의 하나

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

하면, 식 (3)과 (1)로부터 마이크로폰 신호 간의 위상차 

arg
 는 방향 로 일대일 매핑될 수 있다.

그림 2의 정삼각형 어레이는 세 쌍의 마이크로폰으로

부터 3개의 지연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들은 좌표변

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중심을 기준

으로 하는 시간지연으로 변환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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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로부터 관찰된 음원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arctan′ 
′       ≤  (5)

식 (5)로부터 산출된 를 모든 시간-주파수에서 

누적하면 GCC-PHAT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다. 히스

토그램은 해당 방향에 음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상대적으

로 보여준다. 히스토그램을 저대역 통과필터로 부드럽게 

처리한 다음 피크값의 위치를 추정하면 음원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6,12]. 

III. 순환 확률분포 함수를 이용한 방향 

추정 알고리즘

3.1. 주기 데이터를 위한 순환 확률분포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음원의 방향은  주기를 갖기 

때문에 주기 데이터에 적합한 확률분포 함수를 사용하여

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확률분포는 von 

Mises 확률분포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cos  (6)

여기서 는 제1 유형의 0차 베셀함수 (the zeroth-order 

modified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이고, 와 

는 각각 평균과 집중도 (concentration)이다. von Mises 

확률분포의 주기성은 cos 에서 보장된다.

일반적으로 Gaussian이나 Laplacian 확률분포는 주기

성을 갖지 않지만, von Mises 확률분포와 유사하게 데이

터를  모듈로 (modulo)로 정의하면 주기성을 갖는 데

이터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13].



mo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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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의된 방향정보는 Gaussian과 Laplacian 확

률분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을 각각 wrapped Gaussian과 wrapped Laplacian 확률

분포라고 부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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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순환 확률분포를 이용한 방향 추정

일반적으로 개의 확률분포로 구성된 혼합물은 다음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0)

여기서   를 단순히 표기한 것이며, 는 

번째 음원 방향 에 위치한 확률분포 함수를 의미하고, 

는 번째 확률분포의 가중치이다. 이제 
이 시간-주

파수 의 신호가 음원 에 속함을 나타내는 0과 1의 

값을 갖는 잠재변수 (latent variable)라고 정의하고, 잠

재변수 벡터의 모든 집합을  …  로 정의

하자. 또한  … 를 확률분포 함수의 파라미

터 (hyper-parameter)의 벡터로 정의하고,  를 

모든 시간-주파수에서의 방향 관찰 값의 벡터라고 가정

하면,  에 대한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1)

식 (11)의 우도함수는 잠재변수를 알지 못하므로 직접 최

대화할 수 없다. 대신 E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최대화한다. 이를 위해, 보조함수 (auxiliary function)를 

다음과 같이 log 의 잠재변수에 대한 평균으

로 정의한다.

log 


 




ln  ln (12)

여기서 
는 잠재변수 

의 평균으로 정의되며 EM 

알고리즘의 E-스텝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3)

EM의 M-스텝에서는 




   조건을 활용하여 식 

(12)의 보조함수 를 최대화하는 파라미터를 계산한다. 

von Mises, wrapped Gaussian, wrapped Laplacian 확

률분포 혼합모델에서 파라미터 에 대한 식은 다음과 

동일하게 주어진다. 

 
 




 (14)

여기서 과 는 각각 수집된 신호의 블록수와 주파수 

개수를 의미한다.

이외의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한 표현식은 각 모델에 

따라 달리 유도된다. 여기서는 상세한 유도과정은 생략

하고 유도과정에서의 주요 사항만을 언급하고 결과를 기

술하기로 한다.

3.2.1. vMMM (von Mises Mixture Model)

von Mises에서 식 (12)의 보조함수를 최대화하는 평균 

은 식 (12)를 에 대하여 미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arctan








cos





sin 



 (15a)

그러나 파라미터 는 직접 계산이 불가능하며 다음

을 만족하는 값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9].

 













cos 

 (15b)

여기서 는 제 1 유형의 1차 베셀함수 (the first- 

order modified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이다. 

3.2.2. wGMM (wrapped Gaussian Mixture Model)

Gaussian의 경우 의 추정값은 모듈로 특성으로 인해 

von Mises에서 적용한 방법처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대신 기존의 평균값에 대한 편차를 갱신해나가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현재의 추정값 는 이전의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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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일 음원에 대한 순환 확률분포들의 방향 추정 성능 

(T  )
Fig. 3. Performance of cir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s for 

a single source (T  ).
표 1. 단일 음원에 대한 순환 확률분포들의 평균 RMSE

Table 1. Average RMSE of cir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s 

for a single source over all directions under different 

reverberant conditions.

반향조건
확률분포

50 ms 100 ms 200 ms

vMMM 1.22 1.22 1.24

wGMM 4.60 4.68 5.12

wLMM 0.40 0.52 0.65


와 오차 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식 (7)을 다음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od   
 

 mod   (16)

이제 식 (16)을 이용하면, 식 (12)의 보조함수를 최대화

하는 Gaussian에 대한 파라미터 갱신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3].

  
 













 (17a)


 















 (17b)

3.2.3. wLMM (wrapped Laplacian Mixture Model)

Laplacian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Gaussian에서 적

용한 바와 같이 식 (16)을 적용함으로써 식 (17a)와 유사

한 형태의 갱신식을 유도할 수 있지만, Laplacian의 경우 

식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절대값 표현을 포함하고 있

어   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러한 문제는 [8]에 제안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해

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 갱신

식을 얻을 수 있다. 

  
 























 (18a)

 














 (18b)

IV. 실험 및 결과고찰

제안된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임펄

스 응답은 MATLAB 패캐지인 Roomsim [14]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 실험에서 설정한 환경은   ×   ×   

크기의 방 중앙에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놓여져 있으며 

마이크로폰 사이의 간격은    이고 음원들은 마이

크로폰 어레이로부터   거리에 떨어져 있다. 사용된 

음성신호는 16 kHz로 샘플링되었으며 5초 길이의 분량이

다. 다중 음원의 경우 각 음원 파일의 에너지가 동일하도

록 정규화된 다음 임펄스 응답과 콘볼루션 합성하였다. 

센서 잡음을 고려하기 위해 백색잡음을 추가하여 SNR이 

 가 되도록 하였다. 음원의 개수는 사전에 알고 있다

고 가정하였으며, EM 알고리즘의 방향 초기값은 GCC- 

PHAT 히스토그램의 결과를 적용하였다. EM 알고리즘의 

최대 반복횟수는 50으로 설정하였다.

각 순환 확률분포에 대한 성능은 서로 다른 음성 파일

로 구성된 10개의 세트에 대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RMSE (Root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함으로써 평가

되었다.

RMSE




 




 

 (19)

4.1. 단일 신호에 대한 성능 비교

반향조건이 각각 T      인 조

건에서 단일 음원에 대한 RMSE를 비교하였다. 그림 3는 

T   일 때 음원의 위치에 따른 성능을 보여준

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wLMM이 가장 우수하고 다음 

vMMM이며 wGMM이 가장 저조하다. 음원의 방향에 따

라 RMSE 값이 달라지는 것은 방 구조에 따른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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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개의 동시 음원에 대한 vMMM의 방향 추정 (T  , 
잡음 없는 경우): GCC-PHAT 히스토그램 (가는선), 추정

된 von Mises 확률분포 (굵은선)

Fig. 4. Direction estimation of vMMM for four simultaneous 

sources (T  , 잡음없는 경우): GCC-PHAT 

histogram (thin line) and estimated von Mises 

distributions (thick line).

표 2. 4개의 동시 음원에 대한 순환 확률분포들의 RMSE 

(T  , 잡음없는 경우)

Table 2. RMSE of cir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s for four 

simultaneous sources (T  , no noise).

음원위치
확률분포

50° 170° 250° 295° 평균

vMMM 1.82 2.32 1.09 6.61 2.96

wGMM 2.08 2.43 1.34 6.30 3.04

wLMM 0.67 2.86 0.64 0.76 1.23

표 3. 4개의 동시 음원에 대한 순환 확률분포들의 RMSE 

(T  , SNR= )

Table 3. RMSE of circular probability distributions for four 

simultaneous sources (T  , SNR= ).

음원위치
확률분포

50° 170° 250° 295° 평균

vMMM 1.03 1.96 1.54 10.99 3.88

wGMM 1.07 2.54 1.48 13.19 4.57

wLMM 0.23 0.88 0.61 1.75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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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개의 동시 음원에 대한 vMMM의 방향 추정 (T  , 
SNR= ): GCC-PHAT 히스토그램 (가는선), 추정된 

von Mises 확률분포 (굵은선)

Fig. 5. Direction estimation of vMMM for four simultaneous 

sources (T  , SNR= ): GCC-PHAT histo-

gram (solid line) and estimated von Mises distributions

(thick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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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4개의 동시 음원에 대한 wLMM의 방향 추정 (T  , 
잡음 없는 경우): GCC-PHAT 히스토그램 (가는선), 추정된 

wrapped Laplacian 확률분포 (굵은선)

Fig. 6. Direction estimation of wLMM for four simultaneous 

sources (T  , 잡음없는 경우).: GCC-PHAT 

histogram (thin line) and estimated wrapped Laplacian

distribution (thick line).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wGMM이 vMMM이나 wLMM 

보다 방의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wGMM

의 경우 음원이 90°와 270°에 위치할 때 가장 저조한 성능

을 보인다.

표 1은 각각의 반향조건 조건에서 RMSE 값을 방향에 

대하여 평균한 것이다. 반향이 증가함에 따라 RMSE는 모

든 순환 확률분포에서 공통적으로 점차 증가한다. vMMM

의 경우 반향에 따른 RMSE의 증가는 아주 작지만, RMSE 

값은 항상 wLMM에 비하여 2배 이상 크다. wGMM의 RMSE 

값은 모든 반향조건에서 vMMM과 wLMM의 것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4.2. 다중 신호에 대한 성능 비교

다중음원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4개의 음원

이 50°, 170°, 250°, 295°의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를 고려하였다. 대부분의 음원에서 음성 구간은 서로 심

하게 겹친다. 반향은 T  으로 설정하였다. 표 2

는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음원 파일 세

트에 대한 실험결과를 평균한 것이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4개의 음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에도 wLMM은 vMMM이나 wGMM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vMMM과 

wGMM의 경우 295°에 위치한 음원에 대한 방향 추정 정

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95°과 250°의 음원이 비교적 근접하

여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wLMM는 정확

하게 295°에 위치한 음원의 방향을 추정하였다. 이는 

wLMM이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확률분포의 특성으로 인

해 outlier에 강인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중 음원 환경에서 센서잡음이나 배경잡음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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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하여 SNR이  일 때 성능을 표 3에 비교

하였다. 표 2와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vMMM이나 wGMM의 경우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의 성능

이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의 성능보다 더 저조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잡음이 없는 

환경 (그림 4)과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 (그림 5) vMMM의 

추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4는 295°의 음원 추정이 

250°의 음원에 영향을 받아 확률분포 함수의 중앙이 실제 

음원의 위치보다 왼쪽으로 이동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에, 그림 5은 295°의 음원 추정이 250°의 영향보다는 잡

음의 영향을 받아 실제 음원의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이동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잡음의 유무와 다중

음원의 존재 등이 서로 상호 작용을 일으켜 성능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표 2와 3을 비교하면 

wLMM의 경우에는 이러한 간섭 현상이 아주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wLMM 확률

분포가 음원과 잡음 간의 상호 간섭에 vMMM이나 wGMM 

보다 훨씬 강인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음원의 방향 추정을 위해 주기성을 

갖는 순환 확률분포인 von Mises, wrapped Gaussian, 

wrapped Laplacian을 기술하고 이들을 이용한 방향추정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음원의 방향 

추정 성능을 비교한 결과, 방향 추정은 방의 구조, 반향 

정도, 잡음의 유무와 음원들 간의 상호 작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on Mises와 wrapped 

Gaussian 확률분포는 이러한 환경적 인자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반면에, wrapped Laplacian은 이러한 환경적 인자

에 매우 강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wrapped 

Laplacian은 모든 환경에서 von Mises와 wrapped Gaussian

에 비하여 훨씬 우수한 방향 추정 정확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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