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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임의의 소음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폰이 필요하다. 1개의 

기준 마이크로폰과 나머지 3개의 마이크로폰과의 시간차 3개를 공간적으로 합성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공간에 분포하는 4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 소음원의 영상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성능을 평가하였

다. 소음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분해능은 기준 마이크로폰과 나머지 마이크로폰과의 거리 또는 샘플링 

주파수에 의해 반비례하여 결정된다. 4개의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샘플링 주파수가 낮을 경우 발생하

는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업 샘플링 기법과 보간 함수를 적용하였다. 신호의 보간에 사용한 기법으로는 디지털 신호

의 고분해능 성분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제로 페이딩, 0차 홀드, 1차 홀드, 스프라인 함수, 랜덤 신호 페이딩의 다

섯 가지이며, 각각의 보간 함수에 업 샘플링 속도를 2배, 4배, 8배, 16배로 높여가며 소음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업 샘플링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음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1차 

홀드와 스프라인 함수의 경우 추정 성능이 다른 방법에 비해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o find the location of a random noise source present in the three-dimensional space is required at least four 
microphones. Using four microphones distributed in a three-dimensional space, noise source imaging technique was 
applied and evaluated on their performance. To compensate resolution problem which comes from both the position of 
the sensor array is fixed and the sampling frequency is low, up-sampling technique and interpolation function were 
applied. Five different interpolation methods were applied such as zero-padding, zero-order hold, first-order hold, 
spline function, and random signal padding. The up-sampling rate were chosen by two, four, eight times, and counting 
up 16 time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more accurately estimate the position of the noise source according to the 
higher of the up-sampling rate. It also found that the first-order hold and the spline function's performance were slightly 
falling relative to other methods. 
 
키워드 : 상호상관함수, 보간 함수,  업 샘플링, 분해능, 소음원 영상화 

Key word : Cross-correlation function, Interpolation function, Up sampling, Resolution, Noise sour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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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음원의 위치추정을 위해서는 수신 센서를 공간상

에 배열하여 신호를 처리하는 배열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기법이

다. 군용의 소나, 탄환 감지기, 차량 소음원 탐지 장치, 
초음파 의료 진단기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이
러한 장치 등에 채택되고 있는 배열신호처리 기술로

는 빔형성 기법[1], MUSIC 기법[2], 상관함수기법[3], 
음향 인텐시티법[4], 음향 홀로그래피 기법[5] 등이 있

고 각각은 음장 환경과 목적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

정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형 로봇 또는 감

시 카메라에 탑재 가능한 크기를 가지는 3차원 공간상

에 배치되어 있는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소음을 수신하여 소음원을 인식하고 그 방향을 추정하

는 것이다. 빔형성 기법, MUSIC 기법은 협대역 신호를 

대상으로 원거리 탐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채택할 수 없는 기술이고, 음향 인텐시티 기법과 음

향 홀로그래피 기법은 공간적인 측정범위가 넓어 배열

의 기하학적 크기가 커져 로봇에 장착할 수 없고 아울

러 측정 자료의 과다로 계산시간이 긴 단점이 있다. 그
러므로 탐지거리, 배열의 기하학적 크기 및 측정 자료

의 과다 등의 문제로 상관함수 기법을 채택하여 소음원

의 위치를 추정하였으며, 측정된 신호로부터 각종 보간 

함수[6] - 제로 페이딩(zero padding), 0차 홀드(zero 
order hold, ZOH), 1차 홀드(first order hold, FOH), 스
프라인 함수(spline function) 및 랜덤 신호 페이딩

(random padding) - 를 이용하여 소음원의 위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하였다.

Ⅱ. 배열 센서에 의한 소음원 영상화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배열 센서 수신신

호의 상호상관함수(cross-correlation function), 소음원 

영상화 기법 및 영상면의 분해능에 대해 간단하게 설

명한다. 
그림 1은 소음원의 위치와 수신 센서 쌍의 위치를 나

타낸 것으로, 기준 센서 과 번째 센서 에 수신된 신

호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7].

     
     

                   (1)

여기서  ,  ,  , , 는 각각 소스 신호, 노이

즈 성분, 소스와 센서와의 거리, 센서에 입력되는 신호

의 감쇠 성분 및 공기 중에서의 음파 속도를 나타낸다. 
각각의 센서에 입력되는 노이즈  와 가 서로 

무상관인 것으로 가정하면, 기준 센서와 번째 센서간

의 상호상관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여기서  , 는 각각 소스 신호 의 자기상관

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및 각 센서 사이의 시간

차에 해당한다. 각 센서에 도달하는 소스 신호의 시간

차에 의해 식 (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cos  

                  (3)

여기서  , 는 각각 센서 사이의 직선 거리 및 소스

와 기준 센서가 이루는 직선과 소스와의 각도 (단, 
 ≪ )를 나타낸다. 식 (2)와 식 (3)으로부터 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7-10].

 

cos                                  (4)

Fig. 1 A pair of sensors, sound source and path length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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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원 영상화의 기본 접근법은 배열 센서 쌍에서 수

신된 신호들 사이의 시간 지연을 추정하고, 이를 그림 2
와 같은 2차원 평면위에 대응하는 소스 위치로 매핑

(mapping)하는 것이다. 식 (4)로부터 2차원 평면상에 2
개의 센서로 부터 주어지는 동일 시간차(equal time 
delay)를 나타내면 그림 1의 곡선과 같고, 3차원의 경우 

구의 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차원 공간상에 1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쌍의 배열 센서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의 표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 

3차원 공간상의 소음원을 추적하기 위한 최소 개수의 

센서 구조(기준 센서-센서 1, 기준 센서-센서2, 기준 센

서-센서3)를 나타내었다. 소스 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어레이 센서의 위치는 반 구 위에 직교 가능

하도록 설계되었다.

Fig. 2 An array geometry, coordinate and source image 
plane.

3차원 공간상에 소음원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

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분해능을 고려해야 한다. 
두 개의 다른 특성을 가진 음원  와 을 가정하고,  각
각의 영상면 위의 위치를 , 이라고 하면, 식 (4)로부

터 번째 센서 쌍에 대한 시간 지연은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  
      (5)

또한 최소 분해 가능한 시간 지연차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oscos        (6)

여기서, 분해능을    로 정의하면, 식 (6)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sin                     (7)

분해능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7-10].

  sin
                     (8)

식 (8)로부터 분해능은 각 배열 센서쌍 사이의 간격, 
소음원의 위치, 최소 시간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보간 함수를 이용한 분해능 향상 고찰

식 (8)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분해능은 배열 센서쌍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센서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열 센서쌍에 수집되는 신호의 시간 지연차

를 높이는 방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3 An original random signal and interpolated signals 
- zero padding, zero order hold, first order hold, spline 
function, and random signal p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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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를 높이는 것이 적용

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열 센서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 또한 시스템의 성능에 의해 고

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업 샘플링

(up sampling)과 보간 함수를 적용하였다. 보간 함수로 

사용된 기술은 제로 페이딩, 0차 홀드, 1차 홀드, 스프

라인 함수 및 랜덤 신호 페이딩이다.  그림 3에 비교를 

위해 원 신호와 8배 업 샘플링한 보간 함수의 시간 신

호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나타내었다. 점(point)으로 

표시된 부분이 샘플링 주파수 20kHz로 샘플된 원 신호

이며 나머지는 보간된 신호이다.

Fig. 4 The frequency responses according to Fig.3's 
time signals. 

그림 4에 그림 3의 시간 신호에 대한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었다. 8배 업 샘플링을 한 것이므로 80kHz 까지

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원 신호의 경우, 샘플링 주파

수 20kHz 의 신호이므로 0~10kHz 사이에 골고루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로 페이딩의 경우, 에일리에이징

(aliasing)에 의하여 10kHz폭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폴

딩(folding)되어 80kHz 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 전 대

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차 홀드의 경

우, 시간축에서 원 신호와 구형파와의 컨벌루션[6]에 의

해 생성된 신호이므로 주파수 축에서는 원 신호 스펙트

럼과 싱크 함수와의 곱이 일어나 고주파수로 갈수록 점

점 진폭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차 홀드의 경

우, 시간축에서는 원 신호와 삼각파의 컨별루션으로 주

파수 축에서는 0차 홀드보다 급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스프라인의 경우, 15kHz 이후의 성분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랜덤 신호 페이딩의 경우, 전 주파수 대

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간 함

수를 이용함으로 인해, 스프라인 함수를 제외하고는 전

체적으로 넓은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수치 계산 결과 및 고찰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그 방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2와 같은 3차원 구조를 가지는 마이크로

폰 배열을 사용하며, 축 방향으로 5m 앞에 소음원 영

상화를 위한 4m×4m 크기의 평면이 있다고 가정한 상

태이다. 신호는 대역폭이 넓은 랜덤 신호로, 샘플링 주

파수는 20.kHz로 하였으며, 한 개의 음원의 좌표를 

[-0.5, 1.2, 5](    기준)로 하여 수치 계산 하였다. 
식 (1)에 나타나 있는 각 마이크로폰 입력에 노이즈 성

분 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5에 20kHz로 샘플링한 신호(a) 및 비교를 위해 

160kHz로 샘플링한 신호(b)에 대한 소음원 영상화 결

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가로, 세로 두 직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소음원의 위치이며, (a)의 경우 소음

원의 위치를 추정하기는 하나 분해능의 문제로 인하여 

다소 넓은 범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b)의 

경우 정확하게 소음원의 위치를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Fig. 5 The results of source imagining without any inter- 
polation techniques, (a) sampling frequency : 20kHz, (b) 
sampling frequency : 16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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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s of source imagining by 2-up-sampling 
frequency with interpolation techniques - origin, zero 
padding, ZOH, FOH, spline function, random padding 
from left top to the right down.

Fig. 7 The results of source imagining by 4-up-sampling 
frequency with interpolation techniques - origin, zero 
padding, ZOH, FOH, spline function, random padding 
from left top to the right down.

Fig. 8 The results of source imagining by 8-up-sampling 
frequency with interpolation techniques - origin, zero 
padding, ZOH, FOH, spline function, random padding 
from left top to the right down. 

Fig. 9 The results of source imagining by 16-up-sampling 
frequency with interpolation techniques - origin, zero 
padding, ZOH, FOH, spline function, random padding 
from left top to the right down.

그림 6에서 그림 9까지 2배, 4배, 8배, 16배 업 샘플링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순으로 원 신호, 제로 페이딩, 0차 홀드, 1차 홀드, 랜덤 

신호 페이딩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업 샘플링 속도

를 높이는 것에 의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음원의 

추정 위치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최
종적으로 16배 업 샘플링의 경우, 그림 5(b)와 거의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수집시 샘

플링 주파수가 낮더라도 업 샘플링과 보간 함수를 적절

히 이용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단, 스프라인 함수를 이용한 경우, 4배, 8배, 16배 업 

샘플링을 해도 다른 보간 함수와는 달리 성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역폭이 좁아 상

호상관함수를 구하는 데 비교적 불리한 것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1차 홀드의 경우에도 나

타나고 있다. 소음원 추정 위치가 좁아지고는 있지만 

소음원 주변에 다른 위치에서도 다른 소음원이 존재하

는 듯한 현상을 보인다. 
그림 9와 같은 소음원 영상을 얻기 위한 상호상관함

수의 값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원 신호, 제로 페이

딩, 0차 홀드, 1차 홀드, 랜덤 신호 페이딩 순으로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R-1(R-2, R-3)은 기준 센서와 센서 1
(센서 2, 센서 3)과의 상호상관함수를 나타낸다, 그림 

10(a) 원 신호의 경우, R-1, R-2와 R-3가 가지는 최소 

지연은 1, 최대 지연은 2로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그림 

5(a)와 같은 해상도가 낮은 영상면을 얻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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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f) 랜덤 신호 페이딩의 경우, 최소 지연은 

31, 최대 지연 31로 인해 그림 5(b)와 같은 해상도가 높

은 영상면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림 10(b)의 제로 페이

딩, (c)의 0차 홀드 및 (f)의 랜덤 페이딩의 경우 3개의 

피크외의 높은 값을 발견할 수가 없지만, (d)의 1차 홀

드, (e)의 스프라인 함수의 경우, 주변에 상당히 높은 

값을 가지는 값들이 존재하여 그림 9에서 소음원의 위

치 외에도 다른 값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b)

   (c)                         (d)

   (e)                         (f)

Fig. 10 The results of the cross-correlation function for 
source imagining by 16-up-sampling frequency with 
interpolation technique - (a) origin, (b) zero padding, (c) 
ZOH, (d) FOH, (e) spline function, (f) random padding. 

마지막으로, 업 샘플링에 의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소음원의 위치를 추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댓

값으로부터 -3dB 되는 점까지의 범위 및 실제 소음원

과 추정된 소음원(최대값 기준)과의 거리 오차를 표 1
에 나타내었다. 사용된 4m×4m 크기의 평면을 가로, 
세로 각각 200등분하였으므로 총 40,000 포인트의 격

자를 가지고 있다. 그림 6-9의 설명에서와 같이 스프라

인 함수와 1차 홀드의 소음원 영역 추정 성능이 다른 보

간 함수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소음원의 위치

는 약 6cm 이하로 매우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정된 소음원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것에 의해 -3dB 영역 범위의 값은 업 샘플링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좁아지고 있으나, 거리의 오차는 

4배와 8배 업 샘플링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in estimation of the 
sound source

  Region within -3dB Distance from origin
2 4 8 16 2 4 8 16

Org 1301 0.40
Zero Padding 344 52 19 9 0.47 0.03 0.06 0.00

ZOH 344 52 19 9 0.47 0.03 0.06 0.00
FOH 344 52 41 19 0.47 0.03 0.06 0.04

Spline 665 427 1222 1838 0.47 0.03 0.07 0.06
Random Padding 344 52 19 9 0.47 0.03 0.06 0.00

Ⅴ. 결  론

3차원 공간에 위치한 4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소음원의 위치를 2차원 평면에 나타내는 소음원 영상화

의 성능에 대해 평가하였다. 소음원의 위치를 보다 정

확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업 샘플링 기술을 사용하였으

며, 신호 사이의 보간을 위해 제로 페이딩, 0차 홀드, 1
차 홀드, 스프라인 함수, 랜덤 신호 페이딩을 결합하여 

그 성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업 샘플링 속도를 2배, 
4배, 8배, 16배로 높이는 것에 의해 소음원의 위치를 보

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단, 1차 홀드와 

스프라인 함수의 경우 상호상관함수에서 다른 보간 함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변의 간섭신호가 생성되

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추정하고자 하는 소

음원의 영역이 넓어지고 주변에 다른 소음원이 존재하

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열 센서

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낮은 샘플링 주파수를 가지

는 경우, 업 샘플링 기법과 보간 함수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소음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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