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음원 위치 추정 분야는 레이더, 소나, 통신, 지질학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이다.[1] 

이중 많은 음원 위치 추정 문제들이 음원을 공간상

의 점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음

원 신호가 다중경로와 같은 분산 환경을 거쳐 센서

에 도달할 경우 반사와 산란으로 인해 점음원보다는 

분산음원으로 모델링 되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모

델링 방법에 기반한 위치 추정 기법들이 다수의 논

문에서 다루어 진 바 있다.[2-6] 분산음원 모델은 크게 

음원의 크기와 위상만 다른 동일 신호의 합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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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환형배열을 이용하여 단일음원이 코히어런트 분산 분포를 가지는 경우 닫힌 형태로 음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음원이 다중경로를 거쳐 센서에 도달하는 경우 분산음원으로 보이며 이때 음원의 

위치는 대표 방위, 대표 고각, 대표 방위의 분포, 대표 고각의 분포 네 가지 변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DSPE(Distributed Source Parameter Estimator) 기법과 같은 탐색 기법으로 네 변수를 찾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탐색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빠른  위치 추정을 위해 센서간의 상관함수와 최소자승기법을 이용하여  닫힌 형식

으로 대표 방위와 고각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음원이 대표적인 분포 모델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경우 

방위와 고각의 표준편차 또한 닫힌 형식으로 추정한다. 시뮬레이션에서는 DSPE 기법과 비교하여 제안 기법의 타당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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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estimating the position of a source in a closed form when 

a single source has coherently distributed property against a circular array. When a sound source reaches a sensor 

through multipath environments, it is seen as a distributed  source and can be represented by four variables: the 

nominal azimuth, nominal elevation, azimuth  angular spread, elevation  angular spread. Therefore, it requires a 

lot of computation  by a search method such as DSPE (Distributed Source Parameter Estimator).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estimating the nominal azimuth and elevation angle in a closed form using correlation 

function and least squares method for fast position estimation. In particular, if the  source is assumed as Gaussian 

distribution model, the standard deviation is also estimated in a closed form. In the simulation,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confirmed by comparing with the DS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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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코히어런트 분산 모델[2,3]과 서로 상관관계가 없

는 신호의 합으로 보는 인코히어런트 분산 모델[3,4]

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음원주위로 산란된 신

호들이 채널의 변화주기보다 짧기 때문에 분산 신호

를 크기와 위상만 다른 동일한 신호의 합으로 보는 

코히어런트 분산 환경을 가정한다.

음원 위치 추정 문제에 있어 센서 배열의 종류를 보

면 구조가 간단하고 해석이 쉬운 균일 선배열 센서가 

주로 다루어졌으나 수평방향의 방위각만 추정가능

하며 좌우 구분이 불가능하다. 반면 환형 배열 센서

의 경우 방위와 고각을 추정할 수 있고 360° 전방위를 

동일한 성능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형 

배열을 이용한 분산음원의 모델링과 위치 추정 문제

는 다수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3-6] 그중 Valaee의 

DSPE(Distributed Source Parameter Estimator)기법은 

MUSIC(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기법을 확장한 

대표적인 기법으로 다수의 음원에 대해 대표 방위와 

분포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으나 분포 모델이 사전에 

주어져야 하며 환형배열에서는 방위와 고각, 방위와 

고각의 분산에 대해 4차원 탐색이 필요하여 매우 많은 

연산량을 요구한다.[3] Lee의 SOS(sequential one-dimensional 

searching) 기법의 경우 대표 방위와 고각을 두 번의 1차원 

탐색만으로 추정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량을 요

구하나 균일한 환형 배열센서 한 쌍을 필요로 하는 제

한점이 있다.[5]

최근 균일 환형 배열 점음원 모델에서 상관함수와 

최소 자승기법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7,8] Liao의 기법은 음원이 한 개라

는 가정하에서 탐색과정 없이 음원의 방위와 고각을 

닫힌 형태(closed form)으로 추정하여 적은 연산량을 

요구한다.[7] 본 논문에서는 이를 코히어런트 분산 음

원에 적용하여 탐색과정 없이 음원의 대표 방위와 대

표 고각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음원의 

분산 모델이 가우시안 모델인 경우 비슷한 과정을 통

해 방위와 고각의 분산 또한 탐색과정 없이 추정하여 

매우 빠르게 표적의 모든 파라미터 추정이 가능하다.

II. 신호 모델

Fig. 1은 균일 환형 배열에서 M개의 전 방향성(omni-

directional) 센서가 단일 협대역 코히어런트 분산 음

원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나타낸다. M개의 센서는 

평면에 반시계 반향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으

며 센서의 중심을 기준으로 의 반지름을 가진다. 이

때 센서배열에 수신된 신호 x(t)는 다음과 같다.[5]

x 









a    n. (1)

a 







sincos 


sincos 

⋮


sincos  





. (2)

a는 조향 벡터, 는 음원의 각밀도함수

(angular spread density function), n는 백색 가우시안 

잡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 는 파장이며 

    ,     …이다. 는 

아래 수식으로 표현된다.

  , (3)

여기서 는 음원 신호, 는 결정(deter-

ministic) 각밀도함수이다.      는 대표 

방위, 대표 방위의 분포, 대표 고각, 대표 고각의 분포

를 의미한다. 조향 방위에 대해 수신 신호를 표현 할 

경우 코히어런트 분산 음원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x  b n. (4)

Fig. 1. Uniform circular array with a distribut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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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 (5)

Reference [5]에 따르면 방위분포()와 고각분포

()의 분포가 충분히 작은 값을 가질 경우 b는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b  a ⊗g, (6)

여기서 ⊗는 Hadamard product이다. g(µ)는 결정 각분

포함수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가우시안(Gaussian) 분

포일 경우 아래와 같다.

  


coscos


∙ 


sinsin 


. (7)

III. 제안 기법

환형배열에서 임의의 센서 p,q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상관함수를 정의 한다.

 
 

 


sincos sincos 

∙  ∙   


, (8)

여기서 ∙는 켤레 복소수, 
과 

은 음원과 배경 

잡음의 파워이며 배경 잡음은 백색잡음을 가정한다. 

위 수식에서 상관함수의 위상은 대표방위와 대표고

각의 함수로 나타나며 크기 성분은 신호의 파워와 

결정 각밀도 함수로 나타낸다.

3.1 대표방위, 대표 고각 추정 기법

수신된 신호에서 잡음성분을 배제하고 신호 성분

만 고려하면 의 위상은 아래와 같다.

  arg 

 sincos   sincos   

. (9)

Eq. (9)는 다음과 같이 벡터의 곱으로 정리된다.

  



cos cos

sin sin








cossin
sinsin



. (10)

p – q = l로 두고 다수의 센서 쌍에 적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행렬 연산으로 표현가능하다.

u Ad. (11)

u   ⋯ 
 . (12)

A











cos cos sin sin

cos cos sin sin

⋮ ⋮
cos

 cos


sin
 sin



. (13)

d  


cossin
sinsin



. (14)

�와 �를 추정하기 위해 u를 추정치 u arg 

로 대체하면 d는 다음의 최소자승법으로 표현된다.

d 










 AA

AT
u. (15)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음원의 방위와 고각을 구한다.

  arg . (16)

  sin



 





. (17)

Eqs. (16)과 (17)을 통해 대표방위와 대표 고각을 추정

할 수 있으며 분산음원의 분포 종류와 상관없이 사

용 가능하다.

3.2 방위 분포와 고각 분포 추정

분산 음원의 분포함수가 주어진 경우 다음 식과 

같이 MUSIC 기법을 일반화한 DSPE 기법을 통해 음

원의 분포값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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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


∥    V∥



, (18)

여기서 V는 잡음 공간을 의미한다. Eq. (18)에서 모든 

파라미터를 한번에 추정하기 위해서는 4차원 탐색 

과정이 요구되며 3.1절에서와 같이 대표방위와 고각

이 주어진 경우에는 방위 분포와 고각 분포에 대해 2

차원 탐색이 요구된다. 그 중 결정 각함수가 Eq. (7)의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경우 다음 과정을 통해 닫힌 

형태로 구할 수 있다. Eq. (8)에 절대값과 자연로그를 

적용하고 신호성분만 고려 할 경우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 (19)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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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기서     과     는 다음과 같다.

    




coscos  





coscos  
 



(21)

    




sinsin  





sinsin  
 



 (22)

다수의 센서 쌍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행렬 연산으로 표현된다.

    ⋯ 
   (23)

C











          

          

⋮ ⋮ ⋮
   


 

    


 
 

. (24)

f






ln











 . (25)

Eq. (24) 행렬 C의 변수 중 �, �는 3.1절에서 추정

한   ,   로 대체하고 f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최소자승기법을 적용한다.

f 
















 C
C

C



. (26)

따라서 방위의 표준편차  와 고각의 표준편차 

는 다음식과 같이 f2와 f3의 제곱근이다.

  . (27)

  . (28)

연산량의 경우 제안기법은 Reference [8]과 동일하

며 DSPE기법의 경우 MUSIC 기법과 같은 연산량을 

요구한다.

IV. 모의 실험

제안 기법의 타당성을 비교검증하기 위해 가장 대

표적인 기법인 DSPE기법과 함께 모의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음원의 파라미터는      [30°, 50°, 

2°, 3°]이다. 배열의 센서 수   이며 배열의 반경 

  이다. 그리고 제안 기법은 l = 5를 이용하였다.

Fig. 2는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

에 따른 추정성능을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로 나타내었다. 시험은 100회의 

Monte Carlo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스냅

샷의 개수는 N = 100이다. 제안 기법은 적은 연산량

에도 불구하고 모든 SNR에서 DSPE기법과 성능의 

차이가 없다. 모의 실험에서 두 기법 모두 대표방위/

고각 추정 성능에 비해 방위/고각 표준편차의 추정 

성능이 떨어짐을 보였는데 이를 DSPE 탐색을 통해 

Fig. 3에서 분석하였다. Fig. 3(a)는 대표 방위/고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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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차원 탐색 결과를 RMSE 등고선으로 표현 하

였으며 Fig. 3(b)는 방위/고각 표준편차에 대한 결과

를 RMSE 등고선으로 표현하였다. 이때 SNR = 10 dB

이며 그 외 변수는 정확한 값을 대입하였다. 그림에

서 대표 방위/고각 추정의 등고선보다 표준편차 추

정의 등고선이 완만하게 분포해 있으며, 이로 인해 표

준편차 추정 값이 잡음에 더 민감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연산량 수치

를 비교하였다. DSPE 기법의 경우 탐색 범위에 따라 

연산량이 달라지므로 4가지 변수에 대해 모두 51번

의 탐색과정을 고려했다. 모의실험은 i5 3.4 GHz PC

에서 50번 시험을 평균하였으며 Matlab의 ‘tic’, ‘toc’ 

명령어로 측정되었다. Table 1에서 제안기법은 DSPE 

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큰 연산시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환형배열에서 단일 분산음원의 위

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기법은 단일

(a) nominal azimuth vs SNR

(b) azimuth angular spread vs SNR

(c) nominal elevation vs SNR

(d) elevation angular spread vs SNR

Fig. 2. RMSE versus SNR.

(a) nominal azimuth vs nominal elevation estimation

(b) azimuth angular spread vs elevation angular spread

Fig. 3. Comparison between nominal angle estimation 

and angular spread using DSPE (SNR = 10 dB).

Table 1. Elapsed CPU times required for calculation.

Proposed 

method
DSPE

DSPE/Proposed 

method

Time (s) 9.9578e-05 83.1497 8.3502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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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가정함으로써 방위, 고각을 탐색과정 없이 

추정하며, 분산음원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경우 

방위와 고각의 분포 또한 탐색과정 없이 추정한다. 

이는 DSPE 기법의 4차원 탐색과정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연산량을 요구하며 성능면에서도 DSPE 기법

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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