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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i-Optimal DOA Estimation Scheme for
Gimbaled Ultrasonic Moving Source Tracker

한 슬 기*․이 혜 경**․나 원 상†․박 진 배***․임 재 일§

(Seul-Ki Han․Hye-Kyung Lee․Won-Sang Ra․Jin Bae Park․Jae-II Lim)

Abstract  -  In this paper, a practical quasi-optimal DOA(direction of arrival) estimator is proposed in order to develop a 

one-axis gimbaled ultrasonic source tracker for mobile robot applications. With help of the gimbal structure, the 

ultrasonic moving source tracking problem can be simply reduced to the DOA estimation. The DOA estimation is known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long-pending nonlinear filtering problems, but the conventional nonlinear filters might be 

restrictive in many actual situations because it cannot guarantee the reliable performance due to the use of nonlinear 

signal model. This motivates us to reformulate the DOA estimation problem in the linear robust state estimation setting.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ceived ultrasonic signals are noisy sinusoids satisfying linear prediction property, a 

linear uncertain measurement model is newly derived. To avoid the DOA estimation performance degradation caused by 

the stochastic parameter uncertainty contained in the linear measurement model, the recently developed NCRKF 

(non-conservative robust Kalman filter) scheme [1] is utilized. The proposed linear DOA estimator provides excellent 

DOA estimation performance and it is suitable for real-time implementation for its linear recursive filter struct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uggested DOA estimation scheme is demonstrated through simulations and experiments.    

Key Words  : DOA estimation, One-axis gimbaled acoustic source tracker, Non-conservative robust Kalman filter, Linear 

ultrasonic sensor array

그림 1 김발형 자율이동로  이동음원 추 센서

Fig. 1 Gimbaled moving acoustic source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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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음원 추 시스템은 표 에서 방사되는 음향신

호를 복수의 수신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측정된 음향신호

의 상차를 분석하여 이동음원의 방 각을 추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8]. 많은 경우 표  방 각 정보는 자율이

동로 의 항법성능 개선을 한 보조자료(aided navigation) 

혹은 유도제어(guidance)를 한 되먹임 정보로 활용된다 

[9,10]. 이러한 에서 볼 때, 정  음원 추  기법은 자율

이동로  시스템의 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하

나라 할 수 있다. 

자율이동로 은 공간  제약으로 인해 많은 음원 수신기

를 장착할 수 없고 자율이동로 과 표 의 상 운동에 의해 

수신신호의 비정  특성이 유발되므로, 음향신호의 정 특성

을 제하고 있는 통상  신호처리 기법만을 이용하여 우수

한 음원 추  성능을 획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을 극

복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은 김발형 음원추  

센서(gimbaled acoustic source tracker) 구조를 채택한다. 

김발형 음원 추 센서는 그림 2와 같이 음향 수신기가 장착

된 김발을 제어하기 한 공간안정화 제어루   각도 추

 제어루 를 내장하고 있다. 공간 안정화루 는 자율이동

로 의 동체운동과 수신기가 장착된 김발 각운동을 분리하

는데 그 목 이 있다. 한편, 표 이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자

율이동로 에서 표 까지의 시선벡터가 성좌표계와 이루

는 각도, 즉 표  시선각 가 지속 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응하기 해, 각도 추 루 는 김발을 회

시켜 수신기를 표  시선각 방향으로 지향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따라서 김발 제어루 가 정상동작 하는 경우 음원의 

이동 혹은 자율이동로 의 운동에 의한 향이 효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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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축 김발 제어루  구조

Fig. 2 1-Axis gimbal control loop structure

상쇄되게 되므로, 이동음원 추 센서 설계 문제는 음원 도래

각(혹은 각도 추 오차) 을 추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기존 음원 도래각 추정기법은 크게 주 수 역 설계기법

과 시간 역 설계기법으로 구분된다. 표 인 주 수 역 

도래각 추정기법인 MUSIC(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은 고유벡터 분해에 기반하는 방법으로, 음원 신호

에 한 고유벡터와 잡음에 한 고유벡터가 서로 직교한다

는 성질을 이용하여 도래각을 추정한다 [11]. 도래각 추정을 

해 산출한  방 각에 한 MUSIC 스펙트럼의 최 치

를 음원의 도래각 추정치로 정의한다. MUSIC 알고리즘은 

비교  정확한 도래각 추정 성능을 제공하지만, MUSIC 스

펙트럼을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인 한 음원들

에 한 분해능이 좋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으로 표되는 시

간 역 설계기법은 주 수 역 설계기법에 비해 상 으로 

느린 음향신호 샘 링 속도로도 역 신호를 다룰 수 있

으므로, 이동음원 추 문제 해결에 보다 합한 특성을 지니

고 있다 [13-15]. MLE에 기반한 도래각 추정기법은 정  

형태의 음원신호 측정치로부터 도래각을 추정하기 하여, 

다차원 비선형 최 화 문제를 정의하고 수치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하지만, 수치해석  방법의 사용

으로 인해 실시간 구 이 용이하지 않으며, 기치 선정방법

에 따라 역 최  상태 추정치의 획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 을 지니고 있다. 술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확

장 칼만필터(EKF: extended Kalman filter) 등이 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느린 수렴속도, 추정성능 

하  가 측성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6,17]. 

  술한 기존 시간 역 도래각 추정기법들이 가지는 문제

들은 도래각 추정필터 설계에 비선형 측정 신호모델을 사용

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음향센서 측정잡음의 

향이 크지 않다는 가정 하에 의사선형 측정방정식을 얻고, 

공칭 칼만필터(NKF: nominal Kalman filter)를 용하여 선

형 순환 도래각 추정기를 설계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18]. 하지만, 가형 센서가 흔히 사용되는 자율이동로  응

용분야의 특성 상, NKF 기반 도래각 추정기를 이용하여 정

 이동음원 추 센서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이동로 의 유도제어에 활용 가능한 

고성능 김발형 이동음원 추 센서의 개발을 해, 기존 시간

역 도래각 추정기법의 단 들을 보완한 의사최  강인 칼

만필터(NCRKF: non-conservative robust Kalman filter) 기

반 도래각 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도래각 추정기법

은 궁극 으로 그림 2에 제시된 김발 제어루 의 각도 검출

기(angle discriminator)를 효과 으로 구 하기 한 것이

다. 새로운 선형 도래각 추정기법의 개발을 하여, 두 개의 

선배열 음  수신기로부터 획득된 음향신호의 선형 측

(linear prediction) 계를 이용하여 통계  라미터 불확실

성을 포함한 불확정 선형 측정모델을 유도한다. 유도된 측

정모델의 측정행렬은 음향신호 측정치를 활용하여 기술되므

로 통계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측정방정식에 포함된 

통계  라미터 불확실성과도 상 성을 갖는다는 에서 

기존 상태추정 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만일, 도래각 추정문제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반 인 NKF

를 사용하는 경우 도래각 추정성능이 격하게 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음향신

호 측정잡음에 한 통계  특성을 사 에 알고 있다는 가

정 하에 최근 개발된 NCRKF 이론을 용하여 선형 순환 

강인 도래각 추정기를 설계한다. 제안된 NCRKF 기반 도래

각 추정기법은 수(large number) 에서 볼 때 실제 상

황에서는 구 할 수 없는 최  칼만필터(OKF: optimal 

Kalman filter)에 기반한 도래각 추 필터와 오차평균 측면

에서 동일한 성능을 제공한다. 게다가 제안된 NCRKF 기반 

도래각 추정기는 선형 순환 필터 구조를 가지므로 실시간 

구   자율이동로  응용에 매우 합하다는 장 이 있

다. 실제 실험을 통해, 제안된 NCRKF 도래각 추정기의 유

용성을 검증한다. 

2. 의사최  선형 도래각 추정기 설계

2.1 도래각 추정을 한 불확정 선형 상태공간 모델

본 에서는 도래각 추정기 설계를 해 불확정 선형 상태

공간 모델을 유도한다. 도래각은 그림 3과 같이 음  수신



기학회논문지 61권 2호 2012년 2월

278

그림 3 음  이동음원  수신기 간 상 기하

Fig. 3 Relative geometry between ultrasonic receivers and 

moving transmitter

기를 연결하는 기 선에 수직한 법선벡터와 시선벡터가 이

루는 각도 으로 정의된다. 만일, 음  수신기 간의 거리

에 비해 이동음원이 자율이동로 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

어져 있고 음향신호를 정 로 근사할 수 있다면, 2번 수신

기에 도달한 음향신호  는 1번 수신기에 도달한 음향신

호  의 상지연 형태로 정의된다. 

  
 

  
 

             (1)

여기서 , 는 각 음  수신기에 도달한 음향신호의 크

기이며, 와 는 각각 음향신호의 기 상과 상편차를 

나타낸다. 음  음원의 주 수를   , 음  음향

신호의 샘 링 주 수를 라 하면, 정규화된 음향신호 주

수는  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의 수신기 배치기하로부터, 상편차 로부터 도

래각 을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으므로, 도래각 추정문제

가 본질 으로 수신신호의 상편차를 추정하는 문제와 동

일함을 유추할 수 있다.

   


⋅

               (2)

식 (1)의 정의를 이용하여 음향신호  를 식 (3)과 같이 

 과  의 선형결합으로 다시 쓸 수 있다.

 
 

 

 

 



 

 

   (3)

음  수신기에서 획득된 음향신호 측정치에는 식 (4)와 

같이 측정잡음이 포함되어 있다. 

     

     
                (4)

여기서 평균 백색 측정잡음  ,  의 분산은 각각 

, 이며, 상호 비상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제, 식 (3)을 식 (4)에 입함으로써 도래각 추정을 

한 상태공간 모델을 식 (5)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김발 제

어루 에 의해 음원의 이동  로 의 운동에 의한 향이 

효과 으로 제거되므로, 도래각 산출 주기 내에서 도래각의 

시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5)

의 식에서 는 음향신호 샘 링 구간 내에서의 미소 

도래각 시변화를 반 하기 한 것으로, 분산이 인 

평균 백색 잡음으로 가정한다. 다른 벡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식 (5)에서 는 잡음이 포함된 측정행렬로 다음 계를 

만족한다.

                  (6)

의 식에서 는 실제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측정행렬

의 참값이며 는 통계  속성을 가지는 라미터 불확

실성을 의미한다. 행렬 과   모두 수신기 측정잡음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상 성이 존재함을 짐작

할 수 있다. 식 (5)의 정의  평균 수신기 측정잡음의 분

산을 이용하여, 의 통계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

2.2 의사최  선형 도래각 추정기 

본 에서는 NCRKF 기반의 도래각 추정기가 설계된다. 

도래각 추정문제는 앞서 유도된 불확정 선형 시스템 (5)의 

상태변수 추정문제로 귀결된다. 유도된 불확정 선형 시스템 

(5)는 일반 인 상태공간 방정식과 달리, 가용하지 않은 측

정행렬의 참값   신 통계  라미터 불확실성 

와 측정행렬의 측치  로 기술된다. 기존 

추정기법에 잡음이 포함된 측정행렬의 측치 을 직  

사용하는 경우, 추정성능의 하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성능 하는 측정행렬 측치 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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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사최  강인 칼만 필터 [1].

Table 1 Non-conservative robust Kalman filter

state-space equation    ∆
 ,  ∆ ∆,  ∆ 

cost function 
  








⊕



 















  ⊕  





filter equation 

  (measurement update)
     
    

   (time  update)
 



existing condition      

stochastic behavior 



 라미터 불확실성   사이의 상 성에 의해 유발되

는 환산계수 오차(scale-factor error)와 측정잡음 와 

  사이의 상 성에 의해 발생되는 편향오차(bias error)

에 기인한 것이다 [1]. 술한 오차는 표 1에 정리된 

NCRKF 이론을 이용하여 효과 으로 제거될 수 있다. 표 1

에서 =⋅ ,   


 ,으로 정의하 다. ⊕는 행렬의 직교합(orthogonal 

sum), 는 almost surely convergence를 의미한다. 

사  모델링 과정을 거쳐 수신기 측정잡음의 분산을 알아

낼 수 있으므로, 에 한 통계  특성 (7) 역시 계산

가능한 변수이다. 이제, 식 (5)의 불확정 선형 상태공간 방

정식에 표 1의 NCRKF 이론을 용하면, 선형 순환필터 형

태의 의사최  도래각 추정기를 손쉽게 설계할 수 있다. 도

래각 추정을 한 NCRKF 선형순환 식은 다음과 같다.

  
  

      

  (8)

식 (2)로부터 NCRKF 기반 도래각 추정필터의 사후 추정치 

를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음원의 도래각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

   


⋅

              (9)

여기서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한 기법은 음원신호의 크

기를 추정하지 않고도 도래각 추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수 이론(large number theory)에 따르면, 제안한 기법

에 의해 얻어진 상태추정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상

황에서는 구 이 불가능한 OKF의 상태추정치로 수렴한다. 

OKF는 평균 추정오차 특성을 만족하므로 NCRKF는 오

차평균 에서 최  성능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Slutsky-Frechet 정리를 식 (9)에 용하면, NCRKF 기반 

추정기에 의해 산출된 도래각 추정치 가 실제 도래각 에 

확률수렴(convergence in probability) 함을 증명할 수 있다 

[19].

 lim
→∞

                     (10)

제안된 NCRKF 기반 도래각 추정기는 의사최  성능을 보

장할 뿐만 아니라, 선형 순환필터구조를 가지므로 실시간구

에 매우 합할 것으로 상된다. 

3. 성능분석 결과

모의실험  실제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을 

검증 한다. 사용된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이때, 자율이동로 과 이동음원 사이의 거리는    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각도에 하여 제안한 도래각 추정기법

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도래각부터 까지   간

격으로 변화시키며 각각의 경우에 해 30회 몬테카를로 실

험을 수행하 다. 

성능비교를 하여 측정행렬 측치 를 사용하여 구

된 NKF와 비선형 추정기법인 EKF에 의한 도래각 추정결

과가 함께 제시된다. EKF 기반 도래각 추정필터에서 사용

되는 상태벡터 는 각 음원신호의 크기    와 상  

   으로 구성된다. EKF에서 사용되는 측정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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ℋ는 음원신호     의 자코비안(Jacobian) 행렬로 
정의된다.

      
        

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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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래각 추정치의 오차평균: 도래각 참값=

Fig. 4 Mean error of DOA estimate: True D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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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래각 추정치의 RMSE: 음원의 실제도래각=

Fig. 5 RMSE of DOA estimate: True DOA=

 3.1 모의실험 결과

실제 실험에 앞서,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도래각 추정

기법들에 한 성능분석을 수행한다. 모의실험 시 음향신호

를 생성하기 해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제안한 도래각 추정기법의 수렴특성을 확인하기 해 우

선, 음원과 선배열 음  수신기가 이루는 도래각이 

인 경우에 한 추정결과를 그림 4∼5에 도시하 다. 모의 

실험결과 NKF와 EKF 모두 추정오차를 포함한 도래각 추

정치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NKF의 도래각 추정오차는 측

정행렬 측치 와 통계  라미터 불확실성 의 상

성으로 인해, EKF의 도래각 추정오차는 비선형 측정 방정

식의 채택 시 흔히 찰되는 잔차(residue)와 필터 이득간의 

상 성에 기인한 것이다 [16,17]. 기존 방법들과 달리, 제안

된 기법은 도래각 추정치의 무편향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수렴속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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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래각 추정치의 오차평균: 모의실험 결과

Fig. 6 Mean error of DOA estimate: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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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래각 추정치의 RMSE: 모의실험 결과

Fig. 7 RMSE of DOA estimate: Simulation results

도래각에 따른 오차평균과 RMSE는 그림 6∼7과 같다. 

NKF의 경우, 오차수 이 크지는 않으나 술한 바와 같이 

측정행렬 측치 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완벽하

게 극복하지 못한다. 한편, EKF 기반 도래각 추정기는 도래

각의 증감에 따라 추정오차의 양상이 매우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상황에서 추정해야 할 상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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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측정치간의 비선형  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

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선형 도래각 추정기가 2개의 상태

변수를 사용하는 데 반해 EKF는 상 으로 많은 4개의 상

태변수를 사용하게 되므로 추정오차의 비선형  특성이 더

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들 기법들과 달리 본 논문에서 제

안한 NCRKF 기반 도래각 추정기법은 잡음이 포함된 측정

행렬 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라미터 불확실성 의 

통계  특성을 효과 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도래각에 

하여 우수한 도래각 추정성능을 보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3.2 실제실험 결과

DSP 상에서 제안된 NCRKF 기반 도래각 추정기를 구  

하여 그림 8과 같이 자율이동로 에 장착한 후, 실제 실험을

수행하 다. 사용된 DPS는 TMS320f2812 모델로 32비트 고

정소수  연산을 지원하며, 150 MHz의 연산속도를 갖는다. 

도래각에 따른 추정성능은 그림 9∼10과 같다. 모의실험결

과를 통해 측한 것과는 달리 EKF의 경우 작은 도래각 추

정 시에도 상당한 추정오차를 가진다. 이는 기치의 정확

도에 따른 민감도 문제, 설계 라미터 선정 방법에 따른 추

정성능 신뢰도 문제 등 잘 알려진 비선형 필터의 문제 이

다. 그에 반해 선형필터 구조를 갖는 NKF  NCRKF 기반 

도래각 추정기법들은 모의실험과 유사한 오차특성을 보인

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선형 필터구조가 갖는 장 을 극단

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8 김발형 이동음원 추 센서 탑재 로

Fig. 8 Robot equipped with gimbled moving source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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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도래각 추정치의 오차평균: 실제실험 결과

Fig. 9 Mean error of DOA estimat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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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도래각 추정치의 RMSE: 실제실험 결과

Fig. 10 RMSE of DOA estimate: Experimental results

더욱이, 제한된 성능을 가지는 가형 모터가 이동음원 

추 센서의 김발 구동을 해 사용되는 경우, 각도 추 루

의 이득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상상태 각도추

오차가 커질 수 있다 [20]. 이 듯 실제 구  가능한 김발 

제어루 의 성능한계를 고려할 때, 존하는 기법들에 비해 

상 으로 넓은 도래각 범 에 해 우수한 추정성능을 제

공하는 NCRKF 기반 도래각 추정기가 자율이동로  이동음

원 추 센서 개발에 보다 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자율이동로 에 탑재되어 유도제어에 필요한 표  방 각 

정보를 제공하는 1축 김발형 이동음원 추 센서 구 을 

해 새로운 형태의 도래각 추정기법을 제안하 다. 기존 비

선형 도래각 추정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래각 추정성능 

 신뢰도를 획기 으로 향상시키기 해 선형 강인 상태추

정 에서 도래각 추정문제를 재해석 하 다. 이를 해, 

먼  음  수신기에서 취득한 이동음원 신호를 정 로 

근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정  신호의 선형 측 계

를 이용하여 불확정 선형 측정모델을 유도하 다. 유도된 

측정행렬에 포함된 통계  라미터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추정오차를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하여, 최근 개발된 

NCRKF 이론이 도래각 추정기 설계에 용되었다. 제안된 

방법은 통계  라미터 불확실성이 포함된 측정행렬을 사

용함에도 의사최  도래각 추정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제

안된 기법은 선형 순환필터 구조의 채택으로 인해 빠른 수

렴특성  도래각 추정치의 일 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구 에 합하다는 장 을 갖는다. DSP를 

이용하여 제안된 도래각 추정 알고리듬을 구 하고 실제 실

험을 수행함으로써 제안된 기법을 이용한 자율이동로  이

동음원 추 센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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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표 추  필터, 유도조종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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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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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공학과 조교수. 1992년∼ 재 연세

학교 기 자공학과 교수. 심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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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시간-주 수 역 반사  계측 

신호처리 등.

임 재 일 (林 栽 一)

2012년 한동 학교 기계제어공학부(공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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