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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리발생 근원지 방향을 탐지하는 임베디드 모듈을 제작하 다. 로 에게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여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로 의 활용분야를 넓히고자 한다. 해당 모듈은 
ATMega128 MCU(Micro Control Unit), 두 개의 소리센서 그리고 서보모터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두 
개의 소리센서가 회 축을 심으로 180도 반동운동을 하면서 주기 으로 발생한 소리에 해서 이격

되어있는 두 개의 센서가 시간차이를 두고 반응하게 된다. 이 시간차이를 이용하여 소리발생 근원지의 
방향을 계산하게 된다.

1. 서론

  크고 작은 컴퓨터들이 의료, 복지, 제조, 생활가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기의 이

러한 컴퓨터들은 사용자로부터 직 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컴퓨터들은 

센서를 통해서 외부 환경의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

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행동하게 되었다. 한 유

비쿼터스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다양한 센서를 갖추

고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

들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더욱더 깊이 스며들었다. 

를 들면 주차장에 장착된 선세들을 통해 주차공간

에 자동차의 유무를 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목

지입구와 가장 가까운 주차 치 는 주차장출구

와 가까운 주차 치를 서비스 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세계수 의 연구 심 학 육성사업, R31- 

2008-000-10069-0)

이 컴퓨터들이 스스로 결과를 도출해 내기 해서는 

기본 으로 외부로부터 데이터 습득을 우선으로 한

다. 컴퓨터는 정보습득을 해서 카메라, 소리센서, 

음 센서, 가속도센서, 외선센서, 감도센서, 먼지

센서 등등 목 에 따라 수많은 센서들을 사용한다.  

[1~3]

  본 논문에서는 소리센서를 이용하여 수평방 각내

에서 소리발생 근원지의 방향을 찾아내는 모듈을 제

작하 으며 이를 통해서 컴퓨터가 외부환경의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고 이

를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2. 소리근원지 방향을 탐지하는 임베디드 모듈

2.1. 개요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소리의 정의는 일반 인 소

리의 정의와 같으며 다음과 같다. 소리는 탄성체를 

매질로 되는 동을 가리키며 음 는 음 라고

도 하며 음 의 속도는 상온의 기에서 약 340m/s

이고 온도에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그리고 매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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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물속에서는 약 

1500m/s, 고체에서는 약 5000m/s의 값을 가진다.  

주 수가 2만Hz가 넘는 음 는 음 라고 하며 사

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

는 상온의 기에서 약 340m/s의 속도를 가진다는 

부분을 이용하여 방 180도를 10단계로 나 어 18

도 간격으로 소리발생의 근원지를 탐지한다. 

[그림 1] 기본 원리

2.2. 하드웨어 구성

2.2.1 하드웨어 구성 개요 

  소리의 시간차이를 감지 하기 해 같은 평면상에 

두 개의 소리센서(Sound Detect Sensor)를 장착하

며 소리센서가 회 하며 탐지하기 해 심축을 이

루는 부분에 서보모터(Servo Motor)를 장착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ATMega128의 클Clock Speed는 

16Mhz이다. 30cm 이격된 두 개의 센서에서 첫 번째 

센서에 소리가 도착한 후 두 번째 센서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0.001  이며 이사이에 ATMega128은 

16,000번 카운트 할 수 있다. 이는 두 개의 소리센서

가 움직인 치를 확인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

리를 확보하 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탐색단  18도 보다 더욱 세 한 각도 조

이 가능하고 그 차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 한 서

보모터를 통하여 원하는 각도로 Detector Frame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리센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 낼 수 있다. 서보모터의 안

으로 스테핑모터(Stepping Motor)를 이용하면 

Detector Frame을 360도 회 시킬 수 도 있다.

[그림 2] 하드웨어 구성도

2.2.2 소리센서간의 거리설정 향요소

  두 개의 소리센서의 거리 설정에는 하드웨어  고

려요소와 환경  고려요소가 존재한다. 하드웨어  

고려요소에는 MCU(Micro Control Unit)의 Clock 

Speed, 소리센서의 크기가 있으며 환경  고려요소

에는 테스트 장소의 온도가 있다. 

  ① MCU의 Clock Speed : Clock Speed가 높을수

록 더욱 세 한 시간차이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센서 치가 가까워질 수 있다. 이는 모듈의 

소형화에 기여한다. 

  ② 소리센서의 크기 : 소리센서의 크기가 작을수

록 센서간의 이격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이 한 

체모듈의 소형화에 기여한다.

  ③ 외부온도 : 외부온도가 1도씨가 변할 때마다 

소리의 이동속도 한 0.6m/s만큼 변한다. 이는 소

리의 속도에 향을 주게되고 소리의 속도를 이용하

여 소리센서간의 이격거리를 계산하는데 향을 주

게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0.5

 간격으로 연속으로 두 번 얻은 값을 상 으로 

비교하므로 온도에 따른 속도변화에 향을 받지 않

는다. 온도 센서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온도

에 따른 소리의 속도 값도 계산하여 소 트웨어 구

동 시 참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두 개의 센서간

의 최  이격거리를 치로 이용하는 경우 온도센

서가 주는 온도의 정보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2.2.3 하드웨어 구성요소

  Detector Frame(가로 30cm, 세로 5cm의 막 형)

의 심회 축에 서보모터를 연결하고 Detector 

Frame의 양쪽 끝에 두 개의 소리센서를 각각 장착

한다. 탐지부가 회 하여 Main Frame은 Detector 

Frame에 장착된 서보모터와 연결됨으로써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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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을 지지한다. 한 소리센서 상태의 검출과 

데이터 처리를 한 MCU(Micro Control Unit)가 

장착되어 있다. 각각의 소리센서와 서보모터를 메인

임에 연결된 ATMega128(Micro Control Unit)

으로 제어한다. 

  소리센서는 80dB가량 이상의 소리에 반응하도록 

항 값을 조 하 으며 테스트를 해 일정크기 이

상의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간단한 Buzzer모듈

을 이용하 다.Buzzer모듈은 0.5  간격으로 85dB정

도의 소리를 발생시킨다. 

[그림 3] 탐지모듈 사진

[그림 2] 탐지모듈을 4족 로 과 연결한 사진

2.3. 소 트웨어 구성

2.3.1 소 트웨어 구성개요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하드웨어는 2개의 소리센서와 

센서를 회 시킬 서보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임의로 

발생하는 소릿값을 받아들이기 해서 인터럽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속 으로 Detector 

Frame을 정확한 각도만큼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야 

한다. [4~6]

2.3.2. 소 트웨어 구동흐름

  기본 으로 탐지 모듈을 작동시키면 첫 번째 센서

와 회 축이 이루는 각을 기 으로 하 을 때 0도에

서 180도로 증가하는 경우를 좌측방향, 180도에서 0

도로 감소하는 경우를 우측방향 이라고 한다. 18도

씩 10스텝으로 이루어진 탐지범 를 1스텝씩 0.5  

간격으로 움직이며 좌측으로 10스텝, 우측으로 10스

텝을 반복하며 소리정보가 입력되기를 기다린다. 

  첫 번째 소리센서가 반응하게 되면 인터럽트를 통

해 MCU에서 카운터를 작동시키고 곧이어 두 번째 

소리센서가 반응하게 되면 카운터 값을 확인하여 두 

개의 소리센서의 이격된 거리를 확인한다. 탐지모듈

은 첫 번째 센서이격거리 계산 후 한 스텝 더 기존

의 이동방향으로 이동한다. 를 들어 좌측으로 이

동 에 소리가 발생하여 센서간의 이격거리가 계산 

되었다면 한 번 더 좌측으로 이동하며 좌측의 끝이

었을 경우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반 로 우측으로 

이동 에 센서에서 소리를 인식하여 센서간의 이격

거리가 계산되었다면 다시 한 번 우측으로 이동한

다. 우측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측의 끝이었을 

경우에는 좌측으로 이동한다. 

  두 번의 소리를 감지하 을 경우 소리발생 근원지

를 향하는지에 한 단이 가능하다. 를 들어 처

음 얻은 센서간의 이격거리에서 50의 카운터 값을 

얻었을 때 두 번째 얻은 센서간의 이격거리가 100으

로 증가하 다면 두개의 센서가 소리발생의 근원지

와의 평면상에서의 구성이 상 으로 일직선에 가

깝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바로 이 에 계산

한 센서의 이격거리와 재에 계산한 이격거리의 차

이를 이용하여 소리의 근원지와 센서와의 일직선상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지속해서 소리를 발생시

켜주면 소리발생 근원지 방향과 두 개의 센서 모듈

이 계속해서 일직선을 이룬다. 소리의 근원지를 수

평방 각 내에서 이동하게되면 탐지모듈이 이차이 

값을 계산하여 다시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 

Detector Frame이 움직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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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 트웨어 흐름도  

3. 응용분야

  소리발생 근원지 탐지 모듈의 응용이 가장 기  

되는 분야는 지능형 로 분야이다. 재 사용되고 

있는 지능형 도우미 로 들은 자체 으로 목 에 맞

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갖추고 이동하며 서비

스를 제공한다. 부분의 지능형 도우미 로 들은 

사용자가 직  로 에게 다가가 서비스를 요청한다. 

하지만 음성인식 기술과 더불어서 소리 탐지 모듈이 

사용된다면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원격에서 실

행하며 실행결과를 서비스 요청자의 치로 가져다 

 수 있게된다. 한 근거리에서 로 을 호출하

을 때 호출한 사용자에게 로 이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부분을 치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가 느끼는 편의성이 더욱 증 된다. 한 청소로  

같은 가정용 소형로 의 경우에도 인터페이스 조정

을 해 로 에게 다가가지 않고 호출을 통해 로

이 사용자에게 다가가도록 하여 편의성을 증 시킬 

수 있다. [7~8]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리 데이터의 검출방식과 그 데이

터의 운용방법을 보 다. 재 모듈에는 2개의 소리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이에 따라 2번의 소리를 인식

하여야만 소리발생 근원지의 방향을 탐지하는 계산

을 할 수가 있다. 회 축을 심으로 소리센서를 추

가한다면 한번발생한 소리에 해서도 계산이 가능

하며 Detector Frame을 회 시키지 않아도 된다. 

한 소리센서를 3차원 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기존

의 수평방향 탐지와 더불어 수직방향 탐지도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주변잡음 제거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소리센서를 이용하여 수평방 각내에서 소리발생 

근원지의 방향을 찾아내는 모듈을 제작하 으며 이

를 통해서 컴퓨터가 외부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 다. 이를 통해서 소

리의 방향을 인지하는 지능형로 , 시각  정보가 

차단된 곳에서의 구조자 구출,  호출자가 있는 곳으

로 이동하는 가정용 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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