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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적으로 빔형성 방법은 다수의 독립된 소음원들을 

찾아 내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 어레이 

마이크로폰들간의 간격에 따른 위상의 차이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차는 파장의 길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어레이의 형상 및 마이크로폰들의 위치는 

주파수에 의해 제한 받으며 빔조정 벡터 또한 주파수의 

함수로 여러 주파수가 섞여 있는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크기가 임의적인 음원들에 

대하여 주파수와 무관한 빔조정 벡터를 구성함으로써 

위상에 대한 제한 없이 소음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1. 서론

빔형성 방법은. 홀로그래피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소음원 근처에서 음압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거리에서 측정한 정보로 소음원을 역으로 추정하여 

찾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다양한 알고리즘이 

소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방법은 각 어레이 

마이크로폰의 위치에 따른 위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빔조정 벡터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어레이 형상 및 간격, 관심 주파수의 선택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크기가 임의로 변하는 신호들은 주파수에 

무관한 빔조정 벡터을 구성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크기가 임의로 변하는 신호로써 비정상 

상태의 다양한 신호뿐만 아니라 협대역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는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빔조정 벡터를 

이용하여 협대역 신호 및 시간 영역에서의 음원 추정을 

위한 빔 벡터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2. 빔형성 모델링 및 소음원 규명

일반적인 빔형성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임의의 

방향에서 평면파 또는 구면파가 입사할 때 각 어레이 

마이크로폰들간의 거리 차이로 인한 위상차를 이용하여 

빔조정 벡터를 구성한다. 식(1)은 각 마이크로폰 

사이의 위상차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평면파에 대한 

입사신호와 어레이 마이크로폰간의 관계를 표현한 

식으로 이 식에서 빔조정 벡터가 주파수로 표현된 

함수임을 알 수 있다.

Direction of plane wave propagation

그림 L 평면파 빔형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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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있다면 구면파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식 (3)에서의 첫 

항과 마지막 항에서의 4•는 다음과 같이 된다.

2.1 빔형성 모델링

아래와 같이 2 개의 크기가 임의적으로 변하는 

독립적인 음원으로부터 방사되는 구면파의 음압을 

M 개의■ 어레이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한다고 가정흐｝■자. 

그러면 m 번째 마이크로폰에서 받은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의 M 개의 마이크로폰에 대한 입력벡터

(5)로부터 식 (6)과 같은 꼴이 되도록 빔 조정 행열

및 음원 벡터를 구성 할 수 있다.

U=M U2 UN^

U=AS+N

또는,

(7)

(5)

(6)

그림 2. 구면파 빔형성 모델

um =4X山)e 同 + &羽(贝"2 +nm (2) 

여기서 X 및 。는 각각 임의적인 특성을 갖는 

값이며 A 는 파형의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주파수 및 

거리의 함수이고 은 각 마이크로폰에서의 노이즈 

이다. 계속해서 임의의 m 번째 마이크로폰에서 받은 

신호와 그 크기의 제곱항은 다음과 같다. 편의를 위해 

노이즈의 항은 제외하여 식을 전개하였으며 노이즈의 

영향은 다음장에서 따로 살펴보았다.

|이2 =，妒 +4&*X"2( 脸" ⑶

+A*A2X2(t)Xi (f)*e 顼如妇 + ^22Jf2(0X2(/)*

위의 식 (3)에서 둘째항과 셋째 항은 평균을 할 경우 

음원들간의 서로상관함수가 되어 사라지는 항이나 

4 개의 모든 항은 서로간에 상관성 (correlation) 이 

없음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N 개의 

독립적인 소음원이 존재할 경우 개의 이러한 항이 

존재하게 되며, 또한 음원으로부터 측정 센서까지의 

거리가 파장의 길이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의 식에서 처음 두 열은 식 (3)에서의 첫째 항과

마지막 항에 대응하는 벡터이고 % 및 a? 는 두 

음원간의 상관함수에 대응하는 빔조정 벡터로 실제로 

이 항들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2.2 소음원 규명 및 노이즈의 영향

식(6)의 노이즈 항을 제외한 입력벡터의 코베리언스 

행열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되어 진다.

Ruu =万皿牛 A£：[SSh]Ah = ARSSAH (8) 

식(8)의 Ruu 는 A/xM 행열로 4 개의 두드러지는 

고유값을 가짐을 식 (3)으로부터 알 수 있다. 즉 

각각의 고유값은 서로간 상관성이 없는 항들에 

대응하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N 개의 음원에 대하여 

N2 개의 고유값을 갖게 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들을 제외한 M-N2 개의 널 벡터(null 

vector)* 구성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N 개의 소음원에 대하여 측정점의 수가 최소한 N2 +1 

보다 많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최소로 필요로 

하는 마이크로폰의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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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mum number of sensor > N2 +1 (9)

이렇게 구성된 널 벡터는 빔조정 벡터와 

직교(orthogonal)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식 (10)과 같이 

공간 스펙트럼을 정의함으로써 빔조정 벡터 (11)에 

대응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식 (11)은 일반적인 

음압의 제곱값에 대응하는 빔조정 벡터와 같으므로 

음원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공간 스펙트럼의 값은 

최대치를 갖게 된다.

P=-------
b,HV

(10)

(11)

식 (10)에서 V 는 4 개의 두드러지는 고유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로 구성된 널 벡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각각의 음원에 대응하는 

고유값 및 고유벡터가 정확히 구할수 있을때 

가능하나 노이즈가 존재할 경우 고유값이 왜곡 되어 

오차를 유발 시킨다. 아래 식은 식 (3)에 노이즈 항을 

포함시켜 계산된 식이다.

為(0* 舛-妁 (12)

+4% e% +&知 e"새 T—

위의 식에서 노이즈로 인해 서로간 비상관 관계에 

있는 항들이 증가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고유값의 분석에 있어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식 (11)의 빔조정 벡터를 통한 분석 결과는 

노이즈와 신호의 비 (SNR)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노이즈의 영향을 다음장의 모의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3. 수치 해석 및 실험

3.1 모의 실험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가상의 모의실험을 통하여 

새롭게 모델링한 방법을 검증하여 보았다. 2 개의 

점음원을 사용하였으며 기준마이크로폰은 12 개로 사각 

어레이 형상으로 배열하였다. 가상의 음원의 위치는 (- 

0.25,0,0), (0.25,0,0)에 위치하며 기준마이크로폰이 

위치하는 기준면과 음원면까지의 거리는 30cm 라고 

가정하였다. 음원면은 l*lm 로 가정하였으며 각각 

50개의 격자로 나누어 스펙트럼을 구하였다.

그림 3. 모의 실험 장치

그림 (3)은 앞서 새롭게 모델링한 방법으로 

음원면에서 스펙트럼(P)의 분포를 그린 그림이며 그림 

(4)는 x = 0의 위치에서 노이즈 영향에 따른 스펙트럼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tti*

그림 4. 모의실험, 음원면에서 스펙트럼 분포(Zr=0.3m, 

frequency= 1000Hz, (S/N)=20dB)

그림 5. 모의실험, 노이즈 영향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

(S/N) 이 14dB 이상의 환경에서는 결과가 매우 

신뢰할 만 하였으나 그 이상의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2.2 절에서 보았듯이 노이즈가 전체적인 고유값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인하는 오차로 해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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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아래의 그림은 두개의 음원에 대한 실험결과를 

나타낸 그림으로 정확히 소옴원의 위치를 추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는 중심 주파수 600Hz 인 

협대역 주파수로 가진 되는 일정한 크기의 두 개의 

독립적인 음원을 사용하였으며 z,=0.3m 의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12 개의 마이크로폰을 6 개씩 2 열로 

배치하여 어레이를 구성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시간 

영역에서 이루어 졌다.

그림 6. 협대역 음원에 대해 시간 영역에서 계산된 

스펙트럼 분포, fc=600Hz

위의 실험을 통하여 본 알고리즘이 임의의 크기를 

갖는 소음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일반적인 신호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시간 영역에서의 빔조정 벡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다.

4.결과

그 크기가 임의적으로 변하는 신호들은 특히 

구면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파수에 무관한 

빔조정 벡터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렇게 

구성된 빔조정 벡터는 일반적인 빔형성 알고리즘에 

비해 노이즈로 인한 오차가 커지는 단점이 있으나 

어레이 형상 및 간격등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시간영역에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신호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간 영역에서 광대역 빔조정 벡터의 구성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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