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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미디어 강의시스템은 첨단 기술로 스마트해지고 있지만 마이크는 손에 들거나 신체에 부착하는 고전 방식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천정 부착형 배열 마이크를 제안하여 넓은 범위를 지원하면서 화자가 아무 장

비를 착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함을 보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복잡한 빔 포밍 방식 대신에 이동통신의 셀

(Cell)과 핸드 오버(Handover)를 적용하여 셀 간에 연속되는 마이크를 저가로 구현하였다. 음성에서 무성음 구간이 

의사잡음(Pseudo Noise)과 유사한 특징을 이용하여 3개의 마이크에 지연-합의 다중경로 수신기를 연결하여 소프트 

핸드오버를 제공하였다. 제안된 마이크 시스템은 강단 범위인 6.3x1.5m 영역에서 동작을 검증하였다. 실시간 처리

를 위하여상관기(Correlator)의 연산 범위를 82% 이상 줄였으며 출력 지연은 지연 적응 필터로 개선하였다. 

ABSTRACT

While the multimedia lecture system has been getting smart using immerging technology, the microphone still relies on 
the classical approach such as holding in hand or attaching on the body. In this paper, we propose a ceiling mounted 
array microphone system that allows a wide reception coverage and instructors to move freely without attaching 
microphone. The proposed system adopts cell and handover of mobile communication instead of a complicated 
beamforming method and implements a wide range microphone over several cells with low cost.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unvoiced speech is similar to Pseudo Noise it is shown that soft handover are possible with 3 microphones connected 
to delay-sum multipath receiver. The proposed system is tested in 6.3x1.5m area. For real-time processing the correlation 
range can be reduced by 82% or more, and the output latency delay can be improved by using the delay adaptive filter.

키워드 : 광역 마이크, 배열 마이크, 핸즈프리, 스마트 강의시스템 

Key word : Wide Coverage Microphone, Array Microphone, Hands Free, Smart Lecture System

Received 14 February 2018, Revised 7 March 2018, Accepted 23 March 2018
* Corresponding Author Woojin-Oh (E-mail:wjoh@kumoh.ac.kr, Tel:+82-54-478-7485)
School of Electronic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umi, 39177,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8.22.4.624 pISSN:2234-477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천정형 배열 마이크를 이용한 강의용 광역 마이크 시스템

625

Ⅰ. 서 론

멀티미디어 강의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며 

스마트 교실, 인터액티브 칠판, 전자책 등과 같이 많은 

발전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음성 전달은 마이크를 손

에 들거나 헤드셋과 같이 신체에 부착하는 고전적 방식

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야 다중 배열 마이크를 

이용한 빔포밍(Beamforming) 기술로 원거리 수신이 제

안되고 상용화되었다. 그러나 마이크 빔 포밍 기술은 

수십 개의 마이크를 직교나 직렬로 배열하고 복잡한 신

호처리가 요구되어 고가의 화상회의 시스템에만 적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1-3].
본 논문에서는 강의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저가의 광

역 마이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강의 시스템은 수신 범

위가 강단으로 한정되고 단일 또는 소수의 화자만 존재

한다는 것과 화상회의와 달리 강연자가 이동할 수 있다

는 특징이 있다. 제안하는 원거리 마이크 시스템은 이

동통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기지국과 같은 다수의 원거

리 마이크를 셀과 같이 천정에 배치하여 사용 영역을 

넓이고, 여러 셀을 연결하여 다중 경로 수신으로 핸드

오버와 같이 이동시에도 끊임없이 자동으로 수신되도

록 하는 것이다. 
음성의 수신부인 마이크를 셀(cell)로 운영하고 핸드

오버(Handover)를 지원하려면 이동통신의 의사 잡음과 

같은 직교 부호의 신호가 필수적이다. 사람의 음성에 

특수 부호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음

성 신호에서 무성음이 백색잡음과 유사한 상관 특성을 

갖는 것에 착안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자기 상관(Auto 
Correlation)이 임펄스(Impulse) 형태로 나타나면 무성

음으로 판정하고 이 구간의 신호를 다수의 마이크에서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으로 지연과 에너지를 검출

하는 것이다. 여러 마이크에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를 

레이크 수신기(Rake Receiver)와 유사한 지연-합으로 

이득과 핸드오버를 지원하게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실시간 구현을 위하여 핵심 연산

인 상관(Correlation)에 대해 신호와 동작 조건을 분석

하여 계산량을 80%이상 줄였다. 또한 실시간 음성신호

처리에서 요구되는 낮은 입출력 지연, 즉 레이턴시

(Latency)를 줄이기 위하여 지연 적응 필터(Delayed 
Adaptive Filter) 방식을 적용하였다. 모의실험으로 단

일 음원에 대하여 벽면 반사까지 포함하여 기능을 검증

하였다. 실시간 동작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속 MCU인 

TMS320F28379D 3개와 Altera Cyclone III FPGA로 기

능을 구현하였으며 강의실에서 6.3m x 1.5m의 영역에 

대하여 동작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 마이크를 광역화하기 위

한 기존의 방식을 알아보고 Ⅲ장에서 이동통신의 기술

은 적용한 광역화 기법을 제안하고 무성음을 이용한 셀 

구분과 소프트 핸드오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Ⅳ장에

서 모의실험 및 구현 결과를 보이고 Ⅴ장에서 시스템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한다. 

Ⅱ. 기존의 마이크 광역화 기법

마이크를 손이나 몸에 착용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을 알아보자. 기존의 연구들은 화

상회용으로 개발되어 고감도의 줌 마이크를 사용하거

나 배열 구조의 빔포밍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 
먼저 고감도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광역화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지향성 마이크는 무지향성 마이크에 

비하여 거리 계수(distance Factor)가 1.7~3배로 수신 거

리를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거리계수가 가장 큰 줌 마

이크를 사용해도 수신 거리는 한계가 있고 빔 폭이 좁

아서 넓은 영역을 지원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형으로 

배치된 3~6개의 고감도 마이크로 전 방위 신호를 수신

하는 방식으로 화상회의에 많이 사용하며 자동이득조

정으로 근거리와 원거리 신호를 보완하고 있다.
빔포밍은 직선 또는 평면상에 배치된 다수의 마이크

를 이용하여 특정 방향에 높은 수신 이득을 갖도록 조

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MIMO(multiple-input and multiple-output) 등
과 연계하여 같은 고속 데이터 전송기법에 활용되고 있

다. 일반적인 빔포밍 기법은 그림 1과 같이 간격 d를 파

장 λ의 1/2 또는 1/4로 안테나를 배열하여 지향성으로 

Fig. 1 Concept of Conventional Beamform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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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에서 수신하는 음성 신

호는 무선통신과 달리 반송파가 없는 기저대역 신호이

므로 주파수 변동 폭이 높아서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무선통신에서 1GHz의 반송파에 10MHz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 변동 비율은 1%이지만 

음성 신호는 20Hz~20kHz의 대역폭을 가지므로 1000
배의 주파수 변화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단일 간격으로 

구현할 수 없으며 그림 2와 같이 여러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 배열을 구성하고 이를 결합한 복합 

형태를 사용한다. 또한 음성 신호는 무선신호에 비하여 

송수신부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하다는 것이다. 일반적

인 빔포밍이 원거리(far-field) 모델인 평행 신호원을 다

루고 있지만 음성은 근거리(near-field) 모델인 점 신호

원으로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인 경우 평행 모

델은 수신거리가 동일하지만 점 모델은 그림 3과 같이 

   로 다르므로 시간차가 존재한다. 그러므

로 근거리 빔포밍은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적응처리가 처

리가 요구되어 대형 영상회의 시스템이나 음원 분석을 

위한 음향 촬영(Sound Source Imaging) 등의 특수한 용

도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이크를 이동통신의 셀로 배치하여 

광역화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Fig. 3 Near-field Beamforming Model When θ=0

Ⅲ. 마이크 광역화 기법

이동통신에서는 넓은 지역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다

수의 셀을 배치하고 사용자가 다른 셀로 이동해도 통화

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 강의용 마이크 시스

템에 이와 유사하게 강단 영역에 대하여 마이크에 셀 

방식을 적용하여 마이크를 들거나 착용하지 않고 자유

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제안한다. 이 방식은 천정에 부

착된 마이크가 셀의 역할을 수행하고 소프트 핸드오버

로 음성이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광역 마이크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3.1. 동작 환경 분석

무선통신에서의 기지국과 단말기는 강의시스템에서 

각각 마이크와 화자, 즉 사용자가 된다. 이동통신에서

는 단말기의 송신 신호를 제어하거나 특정 부호로 지정

할 수 있지만 마이크 환경에서는 사람의 음성에 특수 

신호를 부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음성신호를 

분석하여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이크가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려면 셀의 반경 내에 

있는 화자의 신호를 안정적으로 수신하고 밖의 신호는 

차단해야 한다. 이는 마이크의 수신 음압과 증폭 이득 

등의 조정으로 가능하지만 이동통신의 역방향 전력제

어와 같은 화자의 음량 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마이크에 수신된 신호의 전력 기준을 설정하고 증폭 이

득에 의해서만 셀의 크기가 정해질 것이다.
셀 시스템은 사용자가 다른 셀로 이동하면 신호가 자

동으로 전환되는 핸드오버 기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레이크 수신기(Rake Receiver)와 같은 다중 경로 수

신기로 구현하며 동일 신호원으로부터 전달된 다수의 

다중 수신 신호에 대해 지연, 위상, 이득 등을 보상하는 

것이다. 다중 경로 정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단말기에 

의사 잡음(PN: Pseudo-Noise)나 특수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마이크 셀에서는 음성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여 필

Fig. 2 Example of Beamforming Array for Audio Sign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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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다[4].
음성 신호는 유성음(Voiced), 무성음(Unvoiced), 무

음(Silence)의 3가지로 구분하며 유성음과 무성음의 특

성을 그림 4에 보였다. 유성음은 성대의 진동으로 만들

어진 피치(Pitch)의 신호가 성도(Vocal tract)를 통과하

며 만들어지며 주파수 특성이 저주파에 집중되고 다수

의 첨두치를 갖는 특징을 보인다. 무성음은 성대가 진

동하지 않고 성도를 통과한 소리로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등이 있으며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갖

는다. 자기상관의 경우 유성음은 피치간격으로 반복적

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무성음은 백색잡음(White Noise)
처럼 임펄스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성음에 비하

여 사람의 발성에 따라 전력 변동 폭이 적기 때문에 이

동통신의 파일럿 신호(Pilot Signal)처럼 활용하면 셀 구

분이나 핸드오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첨단 강의실에 사용되는 마이크 시스템에 

대한 광역화 방안이므로 동작환경을 다음과 같이 가정

하였다. 적용 면적은 교실과 교단의 크기에 따라 설정

하고 강단에 2명 이하의 화자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

다. 천정에 부착하는 원거리 마이크를 사용하므로 전달 

특성은 장애물이 없는 강한 LOS (Line-of-sight)의 자유

공간 감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이크 셀과 

핸드오버에 대하여 적용 방안을 알아보겠다.

3.2. 마이크 셀

이동통신에서 셀은 다른 주파수나 코드 등으로 구분

하고 셀 내의 사용자에게 독립적인 통화 채널을 제공하

고 있다. 마이크 시스템에 적용할 셀은 강연이나 화상

통화에서 사용되므로 모든 사용자의 소리를 동시에 전

달해도 문제가 없으며 다른 셀의 신호는 적절히 차단해

야 한다. 또한 동일 셀에서 근거리와 원거리에 화자가 

있는 경우에 수신 음량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이크 셀은 단말의 송신에 대하여 제어가 

불가능하므로 수신단의 마이크 감도와 증폭 이득만으

로 크기를 설정해야 한다. 마이크 감도는 기기의 고정 

값이므로 실제로는 수신단에서 증폭 이득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수신 증폭을 조절하여 

셀 내의 모든 사용자는 구분 없이 동시에 수신하고 다

른 셀의 사용자는 감쇄되도록 제안할 것이다. 
먼저 무성음을 검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기존에 피

치 추출, 영점 검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무성음의 자기상관 특성만 이용

하므로 이를 적용하였다[5]. 백색잡음은 자기상관 

이 다음과 같이 상관지연  일 때만 전력값

으로 임펄스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된다.

   


 (1)

그러므로 무성음 검출은 다음과 같이 지연이 0일 때

의 상관 값과 나머지 구간의 최대값이 갖는 비율로 결

정하였다.

   
max
≠ 

 (2)

(a)

(b)

(c)

Fig. 4 Comparison of voiced (left) and unvoiced (right) 
signals: (a) Waveform (b) Spectrum (c) Normalized 
Correlation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2, No. 4: 624~633, Apr. 2018

628

여기서  은 수신신호 에서 시간차가 

인 자기상관이고, 는 상대적인 비율을 정하는 상수이

며 항상 1보다 큰 양수이다. 자기상관  에 비하여 

나머지 지연의 상관 값이 얼마나 작은지에 따라 무성음

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를 크게 할수록 임펄스에 가까

워 질 것이다.
자기상관에서 지연 n의 범위를 제한하여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자기상관과 주파수응답은 다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6]. 

   
      (3)

가 유성음이면 그림 4(b)와 같이 는 낮은 

주파수에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를 구형파 

∆로 간략화하면  는 ∆sinc∆가 될 

것이다. 구형파의 차단 주파수를 1kHz로 가정하면 

∆Hz이므로  의 첫 번째 영점통과는 

0.5ms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상관의 연산 범

위를 첫 번째 부엽이 포함되도록 설정하였다. 표본 주

파수가 44.1kHz인 경우 영점 통과는 22.05샘플이 되고 

지연 범위는 44로 설정된다. 이는 자기상관을 통하여 

피치(Pitch)를 구하는 것과 유사하며 무성음의 경우에

는 주기성이 없어 피치가 나타나지 않는다[7].
마이크 셀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림 5와 같이 각 셀

은 1개의 마이크로 이루어지며 셀 반경 r보다 이격거리 

d를 작게 설정하여 일부 겹치도록 한다. 셀의 크기는 마

이크의 최대 수신 거리이내에서 수신 증폭 이득으로 결

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성음 구간에서의 전력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4)

여기서 는 상수로 무성음에서 차단 전력이다. 수

신 신호가 최소 수신 전력 미만인 경우에는 마이크 증

폭을 차단하여 수신되지 않는다. 가 증가할수록 강

한 신호만 수신되며 셀의 크기가 줄어든 효과를 얻는다.
다른 셀의 신호에 대한 알아보자. 마이크는 사용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인접 셀의 신호가 미약하더라도 현

재 셀의 사용자 신호를 수신하고 있으면 동시에 수신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핸드오버 기법으로 가능하

며 다음절에서 설명하겠다.

3.3. 마이크 셀 핸드오버

마이크 셀 간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이동

통신의 핸드오버와 같은 수신 전환 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음성의 단절이 없이 연속해서 수신하려면 레이크 

수신기(Rake Receiver)와 같은 다중 경로 수신기로 소

프트 핸드오버(Soft Handover)가 요구된다[4]. 
그림 5에서와 같이 셀을 일정 부분 겹치도록 배치하

면 두 개의 마이크에 동시 수신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α에 사용자가 존재하면 셀 A와 B는 동시에 수신이 가

능할 것이다. 동일 신호를 두 셀에서 수신될 때 이를 결

합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림 6과 같이 3개 셀이 연결된 

모듈을 도입하였다. 모듈은 여러 셀의 신호를 지연-합
(delay-sum)으로 결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모듈 1은 셀 A, B, C의 마이크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굵은 선으로 연결된 셀 B의 신호를 기준으로 지연-합을 

처리한다. 
이동통신에서는 상관기(Correlator)에 송신신호에 포

함된 알고 있는 특정 코드로 채널을 추정하지만 마이크 

시스템에서는 모듈의 중앙 셀에서 수신된 신호  

를 기준 신호로 사용한다. 먼저 셀 B의 수신 신호를 

 라 하면 자기상관은 다음과 같으며

   


  

 

    (5)

 가 기준 전력 이상이고 무성음으로 판정되면 

다른 셀의 신호와 상호상관인 는 다음과 같으

며 도 유사하다. 

   


  

 

    (6)

Fig. 5 Microphone Cell Planning with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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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관의 절대 첨두치(Absolute Peak)를 찾으면 

기준신호에 대한 시간 지연이므로 최종 결합된 출력은 

지연과 가중치 합으로 얻을 수 있다. 

        

    
(7)

여기서  , 은 셀 B의 신호에 대한 상대

적 지연이고 는 각 셀의 가중치이다. 마이크 시스템

은 셀의 크기가 작고 전형적인 LOS 전파 환경이고 이

동통신 셀에 비햐여 극 소수의 사용자 만 존재하는 높

은 SNR의 환경이므로 수신된 기준신호로 처리할 수 있

는 것이다. 
단일 셀보다 3개의 마이크 셀로 수신하면 더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3개의 마이크를 이용

한 빔 포밍으로 분석해보자. 전형적인 지연-합 빔 포밍

의 주파수 응답특성은 다음과 같다[1].

   
  

  





sin  sin

(8)

여기서 는 방위각, 은 마이크 또는 안테나 수, 
은 각 소자의 수신이득 가중치, 는 음속, 는 이격 

거리, 는 조향각(steering angle)이다. 3개의 마이크 

셀로 구성된 모듈에 대한 빔 포밍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7에 보였다. 그림 7a)는   , 일 때 

 인 경우로 간격이 파장의 절반인 보다 작으

므로 지정된 방향에만 이득을 보인다. 그림 7b)는 

인 경우에 가 0.12m와 1.2m인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이격 거리가 보다 큰 경우에는 공간 앨리

어싱(Spatial Aliasing)이 발생하여 다수의 빔들이 존재

하지만 빔 폭은 더 좁게 나타나고 있다. 이 빔 폭은 a)와 

비슷하며 이는 멀티레이트 (Multirate) 신호처리의 보간 

필터(Interpolated Filter)와 동일한 효과로 간격이 10배
로 늘어났기 때문에 빔 폭은 10배로 줄어든 것처럼 보

인다. 강연시스템의 동작 환경을 고려하면 2명 내외의 

소수 사용자만 존재하므로 다른 로브의 영향은 적을 것

이다.
단일 사용자가 이동하는 경우에 핸드오버에 관해 알

아보자. 그림 5의 셀에서 사용자가 에 있는 경우에 셀 

(A-B-C)의 모듈 1과 셀 (B-C-D)의 모듈 2에서 모두 수

신된다. 최종 결과는 두 모듈에서 각각 지연 합된 결과

가 다시 지연-합한 것이 될 것이다. 모듈간의 시간 지연

은 셀 B와 C의 지연과 동일하므로 결합이 가능하다. 따
라서 셀 A에서부터 D까지 사용자가 이동하는 경우에 

인접 셀, 즉 인접 마이크의 신호가 미리 더해지므로 음

질의 급격한 변화 없이 부드럽게 수신 음성이 셀간에 

전환된다. 이는 이동통신에서 단말가가 셀들을 이동할 

때 다중 경로 수신기로 처리되는 소프트 핸드오버 유사

한 동작이다. 
다수의 셀이 존재하는 경우에 다른 셀에 존재하는 사

용자의 신호가 분리되는지 방안을 알아보자. 두 명의 

사용자가 각각 β와 γ에 있다고 가정하면 수신은 셀

(A-B-C), (B-C-D), (C-D-E)로 구성된 모듈 1~3이 사용

될 것이다. 모듈은 근접한 신호에 대하여 기준 신호로 

동작하므로 모듈1과 3은 β와 γ의 사용자에 대하여 각

각 수신할 것이다. 그러나 모듈 2의 기준 신호 셀인 C에

는 β와 γ 신호 중에서 전력이 가장 큰 신호에 동기될 것

이다. 먼저 β에 동기 되었다고 가정하면 β를 기준으로 

상호상관을 구하므로 셀 B는 충분한 상호상관 값이 얻

(a)

(b)

Fig. 7 Beamforming Gain (a) N=30, d=0.12m (b) N=3, 
d=0.12(solid) and 1.2(dotted)Fig. 6 Signal Link of Cell an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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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정확한 지연으로 보상될 것이다. 그러나 셀 D는 

가준 신호인 β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상호상관이 낮

아 모듈 2의 출력은 셀 B와 C의 신호로만 지연-합이 된

다. 같은 방법으로 γ에 동기면 셀 C와 D만 으로 보상될 

것이다. 따라서 각 모듈은 항상 동일한 단일 사용자에 

대해서만 지연-합으로 결합될 것이다. 동기되지 못한 

신호는 동작 셀에서 멀리 있어 전력이 낮고 실제 지연

과 다른 값으로 합쳐지므로 분산된 작은 신호로 관찰될 

것이다. 따라서 모듈 내에 2명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

는 분리가 가능하다. 이는 셀의 거리가 1.2m인 것을 고

려하면 모듈 영역은 3.6m이므로 강의 시스템에서는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Ⅳ. 모의실험 및 구현

강의 시스템을 위한 광역 마이크에 사용되는 모듈의 

블록도는 그림 8과 같다. 3개의 마이크 셀로부터 신호

를 수신하여 중앙의 셀에서 자기상관으로 무성음을 검

출하고 해당 신호가 기준 신호이상이면 다른 셀의 신호

와 상호상관을 구한다. 상관 값이 기준값 이상이면 지

연과 크기에 따라 보정한 최종 출력이 얻어진다. 
마이크의 수신 범위는 일반적인 강의실의 강단인 6m 

x 1.5m이상이 되도록 그림 6과 같이 5개의 마이크를 

1.2m 간격으로 직렬 배치하고 3개의 모듈로 구성하였

다. 각 셀의 반경은 0.75m로 설정하고 0.3m를 중첩하여 

전체 수신 범위는 6.3m x 1.5m가 된다. 셀의 크기는 수

신 마이크의 최대 수신 거리에 따라 결정되며 본 연구

에서는 강단의 폭으로 결정하였다. 
음성은 44.1kHz, 16bit로 표본화하였으며 최대 지연

이 마이크의 이격 거리로 부터 3.52ms가 되므로 상호상

관 범위는 ±156 샘플이 된다. 강의용 마이크 시스템은 

교육생에게 화자의 목소리와 스피커 소리가 동시에 들

릴 수 있으므로 스피커 출력에 낮은 지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음성프레임의 길이와 사람의 이동 속도를 

살펴보자. 보통의 걸음이 4km/s이고 빠른 경우에도 

8Km/s이하이므로 20ms동안 이동 거리는 최대 0.044m
가 된다[8]. 즉 모듈에서 20ms의 음성데이터를 획득하

고 지연 와 크기 를 계산하는 동안에 수 cm 정도 

이동하므로 전달 특성 변화는 적을 것이다. 따라서 모

듈에서 지연-합의 연산을 추정에 사용된 음성이 아닌 

지연 적응필터(Delayed Adaptive Filter)처럼 현재의 수

신 음성에 직접 적용하였다[9]. 식 (7)에서 연산 시간 M
만큼 지연된 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이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의 입출력 지연인 레이턴시

는 지연-합에 사용된 만큼 지연되며 이 값의 최대

치는 마이크의 이격 거리에 의존한다.

(a)

(b)

(c)
Fig. 9 Simulation Environment and Result (a) Position 
of Microphones and Speakers (b) Detection of 
Unvoiced (c) Peaks Delay and MagnitudeFig. 8 Block Diagram of Microphon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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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구현과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라미

터는 다음과 같다.
- 상관 데이터 길이 : 20ms, 880 샘플

- 무성음 판정 상수  : 2.5
- 셀의 범위 문턱 값  : 0.06

- 자유경로 감쇄 : 20dB/decade 
- 강의실 벽 흡수율: 0.1 
실험에 사용된 음성은 EBU의 음성 품질 테스트용 

파일 중에서 강의와 유사한 영어 음성인 트랙 49, 50번
을 사용하였다[10]. 먼저 3개의 마이크 셀로 구성된 모

듈로 모의실험을 하였으며, 그림 9a)에 화자와 마이크

의 배치를 보였다. 3개의 마이크는 작은 사각형으로 표

시하였으며 1.2m 간격으로 A, B, C순으로 일렬 배치했

다. 화자는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x 표시는 3면의 벽

에 반사된 가상 음원이다. 반사파는 재질에 따른 흡수

율로 반사파의 세기와 위상을 변화시켰다[11]. 이러한 

환경에서 유/무성음 판정 결과를 그림 9b)에 음성과 함

께 보였다. 판정 결과가 무음인 경우 –0.5, 유성음인 경

우 0.5, 무성음인 경우 1.0이상으로 표시하였다. 제안된 

검출 방식은 음성은 22초 동안 진행되는 전체 음성의 

약 8.4%를 무성음으로 판정하였다. 참고로 모의 실험에

서는 셀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음원을 수신 가

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그림 9c)는 마이크 

C에서 검출된 지연과 그때의 첨두치이다. 지연은 하단

의 그래프로 왼쪽 y축을 따르며, 첨두치는 우측 y축과 

상단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계산된 지연은 145 샘플이

며 화자와 각 마이크의 거리차로부터 계산한 이론값과 

일치한다. 표 1은 마이크와 각 음원과의 거리이며, 반사 

음원은 그림 9a)에서 x로 표시된 것을 가장 좌측부터 시

계방향으로 R1부터 R3으로 구분했다. 마이크 C와 B의 

거리 차는 1.1165m이므로 144.8개의 샘플 지연을 가져

야 한다. 실험에서 얻어진 값과 일치하며 셀 A의 경우 

–123을 갖는다. 

시험에 사용된 보드 및 마이크를 그림 10에 보였다. 
보드는 이전에 개발된 음성처리용 보드를 그대로 사용

하였으며 보드는 3개의 TI사의 TMS320F28379D 실시

간용 MCU와 1개의 Altera Cyclone III FPGA로 구성되

어 있다[12]. 여기서 사용된 MCU는 듀얼 코어의 실시

간 신호처리 및 제어를 위한 것으로 다양한 크기의 

RAM과 프로그램 메모리와 다양한 확장기능을 제공한

다. 3개의 MCU는 각 셀의 검출, 상관, 필터 등의 기능

을 수행하며 FPGA는 최종 지연 값에 따른 실시간의 지

연-합을 처리한다. 그림 10b)와 c)는 사용된 MEMS 기
반의 원거리 마이크로서 참고문헌 [13]에서 개발된 것

으로 적응 노치 필터를 이용한 하울링제거로 1.5m이상

Fig. 11 Proposed Layout of Lecture System

Source Mic A Mic B Mic C

Lecturer 1.2806 2.2361 3.3526

Reflected

R1 2.1541 2.8284 3.7736

R2 3.2573 4.4147 5.5902

R3 9.5525 8.3600 7.1701

Table. 1 Distance between Source and Microphones

(a)

(b)

(c)

Fig. 10 Developed Module System (a) Board (b) 
Microphone Set (c) Ceiling-Mounted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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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신 성능을 갖고 있다. 강의 시스템에서 스피커는 

그림 11과 같이 강단 앞쪽에 배치하여 마이크에 직접 

입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험에서는 음성 데이터를 20ms 동안 44.1kHz 표본

화하여 사용하여 각 프레임은 880개의 데이터로 구성

된다. 무성음 검출을 위한 자기 상관의 지연 범위는 880
이지만 수식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4로 축소하여 

연산 양을 95% 줄였다. 상호 상관도 마이크 간의 이격 

거리 1.2m로부터 지연의 범위를 ±156로 한정하여 계산

이 82.3% 감소되었다. 
실험 결과 녹음된 평가 음원을 강단에서 이동하며 시

행한 경우에는 음의 변화가 적고 정확한 검출이 가능하

였다. 그러나 실제 사람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발성 

방향에 따라 지향성이 존재하여 감쇄가 발생하였다. 
500Hz의 경우 발성 방향 대비 90도는 3dB, 180도는 

10dB의 감쇄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따라

서 발성 방향과 마이크의 위치가 90도 이하이면 문제없

이 동작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득 조정이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정면을 향하고 있으므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무음 구간에서는 모든 신호가 없으므로 핸드오버나 

제안된 방식은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화자가 다시 발

성을 시작하면 음성 데이터의 획득 시간인 20ms의 시

간 지연 후에는 정상 동작하게 될 것이다. 제안된 시스

템은 연설이나 강의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인 경우에는 

정상 동작하고 있으며 특히 헛기침이나 ‘음’과 같은 목 

가다듬는 소리는 아주 유용한 무성음으로 활용되고 있

다. 그러나 노래나 연주와 같은 경우에는 악기 소리가 

대부분 유성음이므로 지연 값 검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는 향후에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의시스템에 적합한 광역 마이크 기

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광역 마이크는 수십 개의 배

열 마이크에 빔포밍 방식을 적용하여 원거리 수신하는 

것으로 구현이 복잡하여 고가의 전문 화상회의 시스템

에서 한정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다

수의 원거리 마이크를 이동통신의 셀과 같이 천정에 배

치하여 사용 영역을 넓이고, 3개의 셀로 구성된 모듈을 

제안하여 이동 시에 다중 경로 수신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를 이용하여 강단의 영역에서 마이크를 손에 들거나 

몸에 착용하지 않아도 셀 간에 소프트 핸드오버로 자연

스러운 음성 전환이 저가로 구현 가능함을 보였다.
마이크 셀은 음성 중에서 무성음이 백색잡음과 유사

한 상관 특성을 갖는 것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자기 

상관의 임펄스 특성으로 무성음을 검출하고 다수의 마

이크 간에 상호상관으로 지연과 에너지를 검출하여 다

중 경로 수신기능이 가능함을 보였다. 실시간 구현을 

위하여 동작환경을 분석하여 자기상관과 상호상관의 

지연 범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

의 입출력 지연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의 입력에 대해 

지연-합 연산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광역 마이크 시스템은 단일 음원에 대하여 벽

면 반사까지 포함하여 모의실험으로 기능을 검증하고 

신호처리 보드 구현하여 강의실에서 6.3m x 1.5m의 영

역에 대하여 실시간 동작을 확인하였다. 화자가 발성방

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이동할 때는 정상 동작하였으

나 발성 방향이 변하는 경우에는 수신 음량이 10dB이

상 급격히 변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사람의 

음성이 발성 방향에 따라 세기가 달라 나타나는 것이다. 
향후 계획으로 음성 신호가 발음에 따라 나타나는 전

력 변화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는 AGC와 음

질을 판정하기 위한 PESQ(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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