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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pproach to 3D visualization of multiple sound sources has been developed with the application of a moving 

array technique.  Frequency-domain beamforming algorithm is used to generate a beam power map and the sound 

source is modeled as a point source.  When a conventional delay and sum beamformer is used, it is considered that 

2D distribution of sensors leads to have deficiency in spatial resolution along a measurement distance.  The goal of 

moving an array in this study is to form 3D array aperture surrounding multiple sound sources so that the improved 

spatial resolution in a virtual space can be expected. 

Numerical simulation was made to examine source localization capabilities of various shapes of array.  The 3D 

beam power maps of hemispherical and spherical distribution are found to have very sharp resolution.  For 

experiments, two sound sources were placed in the middle of defined virtual space and arc-shaped line array was 

rotated around the sources.  It is observed that spherical array show the most accurate determination of multiple 

sources'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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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고급

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의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가전기기류에 까지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제품의 

개발단계에 있어서 소음개선에 대한 부분은 필수 연

구 분야가 되어있는 추세다. 

 소음원의 위치를 규명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물체나 

공간에서 방사되는 소음원을 가시화 하는 빔형성 방

법이 있다(1). 이 빔형성 방법은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사용하고, 어레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마이크로폰 간

의 거리 차에 따라 수신되는 신호에서 발생하는 위상 

차이를 이용하여 신호를 재구성하고 측정된 음압레벨

을 공간상의 분포로 도시하여 소음원의 위치를 추정

하는 방식이다(3,4) 지금까지 연구·개발되어 온 빔형성 

기법 중에서 음장을 가시화 방법은 그 결과를 2차원 

평면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수의 소음원

이 공간상의 서로 다른 평면에 존재할 경우 이를 탐

지하는 데에는 빔파워맵의 분해능의 문제나 가상 소

음원을 분포시키는 방법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음원

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시

각화 하면서(5) 소음원의 위치를 3차원 공간에 도시하

여 음장에 대한 정보제시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공간상 분해능이나 부엽 저감능력 등으로 평가

되는 빔 형성기법의 성능은 측정 센서인 마이크로폰

의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3차원 빔파워맵을 생성

하기에 최적화 된 어레이의 배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간상의 복수 점음원에 대한 빔형성기법의 적용을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센서 위치차이에 따른 소음원 위치추정 정확도를 비

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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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분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충남대

학교 보유 무향실에서 가상 점음원을 활용한 측정을 

수행하였다. 사용되는 센서 개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교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개발된 이동식 마

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한 빔형성 기법을 적용했는

데, 회전할 수 있는 호형 어레이를 사용한 측정을 통

하여 구형 어레이의 측정 결과를 모사할 수 있었다(2). 

2. 3차원 가시화를 위한 빔형성 기법

2.1 빔형성 기법

 다음의 Fig.1 은 마이크로폰 어레이 측정에서의 빔

형성 방법의 적용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공간상의 

임의의 위치에서 발생한 소음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

기 때문에 각 마이크로폰의 거리차이에 의한 위상과 

진폭의 차이를 가지는 신호로 수신되게 된다. 해당신

호의 전파특성에 대한 적절한 모델링을 통하여 이러

한 위상과 진폭의 보상을 수행하고, 모든 마이크로폰

의 보정된 신호를 합하여 가상 음원의 파형을 구성하

고 이에 대한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특정 주파수에서

의 빔파워맵(Beam Power Map)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신호 재구성을 통하여 실제 음원이 존재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상각 보정이 이루어져 해

당 신호가 증폭, 높은 빔파워를 나타내게 되며, 소음

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위상각 차이에 의

한 상쇄에 따라 낮은 빔파워를 나타내고 이로부터 실

제 소음원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Fig. 1 Schematics of Phased Array Beamforming

 마이크로폰 어레이 측정에서의 계산 절차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N개의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어레

이를 이용한 측정에서 m번째 가상 소음원 위치에 대

하여 빔파워맵(Beam Power Map), bm은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조화평균을 취한 상호상관행렬

(Cross Spectral Matrix, CSM) 이고,  은 조향벡

터(Steering Vector) 이다. 그리고  
은 조향벡터의 

에르미트 공액(Hermitian conjugate)이다. 이때의 

 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

                  














  

2.2 3차원 가시화를 위해 수정된 빔형성 기법

 지금까지 2차원 평면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빔파

워맵을 3차원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조향벡터

(Steering Vector) 계산 과정에 들어가는 크기 

1m×1m의 가상평면(Virtual Plane)을 크기  

1m×1m×1m의 가상공간(Virtual Space)으로 변경

해주어 3차원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측정 결과가 3차원 공간상에 시각화  됨에 

따라 소음원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측정에서도 소음원의 위치정보제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Fig. 2 Virtual Plane Fig 3 Virtual Space

2.3 마이크로폰 어레이 패턴별 시뮬레이션 결과

 3차원 가시화를 위해서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최적

화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6가지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나선형 어

레이를 이용한 4가지 경우를 비교하였다.

 이때 사용된 주파수 3kH의 사인파로 모델링된 소

음원의 위치는 S1(0m, 1m, 0m), S2(0.25m, 

1.25m, 0m)이다. 마이크로폰 어레이와 가상공간의 

중심과의 거리는 1m이며 양방향으로 ±0.5m씩 뻗

어 있어 가상공간의 크기는 1m×1m×1m이다. 사

용 센서의 개수는 빔파워맵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

을 주기 때문에 마이크로폰 배치에 따른 상관관계

를 보기 위하여 동일 개수의 센서를 사용하였는데, 

Fig 4의 (a)는 100개의 마이크로폰이 나선형태로 

한 평면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고, (b)는 10개의 나

선형어레이를 Y축 음의 방향으로 0.1m 간격만큼 

10번 오프셋 하여 총 100개의 마이크로폰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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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다. (c)는 50개의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나선형 어레이를 x-z와 y-z 평면에 배치하여 총 

100개의 마이크로폰을 배치하였고, (d)는 33개의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나선형 어레이를 x-z, y-z

와 x-y 평면에 배치하여 총 99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였다. 

(a) (b)

(c) (d)

Fig. 4 Four kinds of microphone array (a) Spiral 

array of 100 microphones on x-z plane (b) Spiral 

array of 50 microphones moved backward Y axis 

(c) Spiral array of 50 microphones on x-z and y-z 

plane (d) Spiral array of 33 microphones on x-z, 

y-z and y-z plane

(a) (b)

(c) (d)

Fig. 5 Four results (a) Spiral array of 100 

microphones on x-z plane (b) Spiral array of 50 

microphones moved backward y axis (c) Spiral array 

of 50 microphones on x-z and y-z plane (d) Spiral 

array of 33 microphones on x-z, y-z and y-z plane

  Fig. 5 (a)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분해능 및 

부엽저감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나선형 어

레이를 사용하였는데, 마이크로폰이 분포된 x-z 평

면상의 분해능은 우수하지만, y방향 분해능이 떨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y방향에 대한 민감도

를 줄 수 있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

다. 따라서 y방향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

한 3가지 경우를 계속 보면, (b)의 경우 측정 센서 

별 y축 방향의 위치 차이를 두었지만 그 결과는 개

선되지 못했다. 단순히 y축 방향으로 어레이를 분

포시킨다고 해서 y방향 분해능이 향상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c)의 경우 y-z 평면상에 어

레이를 추가하여 S1의 y방향 분해능이 향상되었지

만 S2의 경우 x방향 분해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를 보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공간분

해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

원을 감싸는 형태의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3차원 시

각화하는데 있어서 분해능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 

진다. 이러한 어레이 배치의 시험상의 편이성을 위

하여 반구형 어레이와 구형 어레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반구형과 구형 어레이 모두 원점 중심, 

반지름 0.8m 이고, 소음원의 위치는 S1(0m, 0m, 

0m), S2(0.25m, 0.25m, 0m)이고, 3kHz 사인파를 

사용하였다. 

(a) (b)

Fig. 6 Two kinds of microphone array

    (a) Hemispherical array of 100 microphones

    (b) Spherical array of 100 microphones

 

(a) (b)

Fig. 7 Two kinds of simulation data. 

    (a) Hemispherical array of 100 microphones 

    (b) Spherical array of 100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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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a)의 결과를 볼 때 반구형 어레이 또한 

소음원을 감싼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성능

을 나타내나 S2 의 경우 낮은 레벨로 측정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b)는 나선형 어레이로 3면을 감

싼 Fig 5(d)나 Fig. 7(a)에 비하여 최적의 결과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3. 검증 실험의 수행

Fig. 8 The 1st test arrangement of microphone array 

measurement

Fig. 9 Test arrangement of microphone

array measurement

3.1 실험 장치의 구성

 소음원의 3차원 가시화를 위해 충남대학교 항공우

주공학과 보유 중형 공력음향풍동의 무향실에서 수

행하였다. 무향실의 체적은 212m3 이며 차단주파

수는 150 Hz이다. 소음원의 3차원 가시화의 검증

을 위해 서로 다른 방식의 점음원을 이용한 두 가

지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무지향성의 음원을 모사하기 위하

여 4개의 공기제트를 충돌시켜 white noise 형태

의 음파를 발생시키는 소음원을 사용하였다. Fig. 

8과 같이 2개의 소음원은 S1(0m, 0m, 0m), 

S2(0.25m, 0.25m, 0m)에 배치되었으며 총 11개의 

IEPE 타입 1/4“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호형 어레

이를 사용하였다. 이때 호의 반지름은 0.8m, 호의 

각은 150°위에 등각도로 10개의 마이크로폰을 설

치하고 z축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

한 1개의 고정된 마이크로폰을 (0m, 0m, 0.8m)에 

추가하였다. 

  2개의 소음원이 선택적으로 소음을 방사시키는 

조건에서 호형 어레이를 15도 간격, 13회 이동시

키며 측정을 반복하였으며, 이동식 마이크로폰 어

레이 기법을 적용하여 독립된 측정을 고정된 마이

크로폰 신호를 기준으로 동기화 하여 총 131개의 

센서를 반구형으로 배치시킨 경우와 동일한 빔파워

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적용한 동기화 기법의 

상세사항은 참고문헌(2)에 정리되어 있다.

 측정 데이터는 LabVIEW 7.1을 통하여 100 kHz 

로 10초간 저장하였으며, 11개의 센서는 2장의 NI 

PXI-4472 8채널 동시샘플링 AD 변환기를 활용하

였다. 측정된 음파신호는 FFT 분석을 통하여 100

회 조화평균 된 상호상관행렬을 계산하였으며, 고

정된 센서를 기준으로 동기화 하여 N =10x[회전

이동회수]+1 의 N x N 크기의 상호상관행렬로 재

구성한 뒤 빔파워맵 계산에 활용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역시 소음원은 방향성이 없다는 

가정을 하였고, 2개의 직경 80mm의 스피커를 

S1(0.2m, 0m, 0m), S2(-0.15m, 0m, 0m)에 배치한 

후 사인파 형태의 음파를 인가하였다. 이때 이전과 

동일한 호형 어레이를 활용하였으나 센서의 회전은 

소음원의 회전으로 대체 모사하였으며, z축을 기준

으로 소음원을 시계 방향으로 30도씩 12회 회전시

켜 가며 실험하여 구형 어레이 측정을 구현하고, 

소음원을 15도씩 13회 회전시켜 반구형 어레이 측

정을 구현하였다.

3.3 실험결과의 비교

 공기제트를 이용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측정 결

과 중 3 kHz 밴드에서의 값을 도시하였다. Fig. 

10 (a)의 소음원이 한 개일 때의 실험 결과는 (0m, 

0m, 0m)에 위치한 소음원의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

내고 있으나 최대치의 위치는 약간의 오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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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이는 실험 중 소스를 배치하면서 생긴 위

치의 오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b)의 2개의 

소음원을 활용한 경우 동일 주파수 조건에서 S2 소

음원 주변으로 부엽(side lobe)을 볼 수 있고, S1 

소음원의 경우 S2에 비하여 낮은 레벨로 측정되었

다. 이는 Fig 7 (a)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동일

하게 볼 수 있었던 반구형 어레이에서의 한계점으

로 판단된다.

Fig. 10 Experiment data (a) Hemispherical array data 

for single source (b) Spherical array data for 2 sources

  다음은 스피커를 소음원으로 사용한 두 번째 실

험결과이다. Fig. 11과 12는 반구형 어레이를 이용

하여 2kHz의 사인파를 소음원으로 사용한 경우 해

당 주파수에서의 빔파워 맵이다. 1개의 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소음원의 위치는 비교적 정확하게 보

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y-z 평면상의 빔패턴

는 x-z 평편에 비하여 더 찌그러져 y축 방향의 특

성이 더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의 2개의 동일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는 

각각의 위치 추정에는 문제가 없고, 빔패턴 상의 

문제는 1개의 소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동일 경

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사용된 2개 소음원의 레

벨이 다르게 측정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Fig 14

의 동일 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이었는데, 실험 시의 오차가 반구형 어레

이의 한계점을 더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14와 15는 구면 어레이를 사용한 측정 결

과이다. 이 경우는 소음원의 개수가 다른 두 가지 

경우 모두 원래의 소음원 위치에서 최대 레벨을 나

타내어 소음원 위치 추정은 가능하였다. 또한 반구

형 어레이에서 볼 수 있었던 빔패턴의 비대칭성이

나 두 개 소음원의 레벨차이와 같은 경향은 나타나

지 않아 구면 어레이가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특성

을 지님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음

원 전방 약 0.1m 지점에 레벨은 낮지만 추가적인 

소음원이 있는 것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경향은 Fig. 16의 동일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

션 결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향으로, 실험조건에

서 발생한 오차가 부엽을 증가시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Fig. 11 Experiment data of 

hemispherical array for single sources

Fig. 12 Experiment data of 

hemispherical array for 2 sources

Fig. 13 Simulation data of hemispherical 

array for 2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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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xperiment data of spherical

array for single source

Fig. 15 Experiment data of spherical

array for 2 sources

Fig. 16 Simulation data of spherical 

array for 2 source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차원 빔파워맵의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측정 센서의 배치를 수치적 시뮬레이션

과 검증 실험을 통하여 소음원을 3차원으로 가시화

함으로서 소음원 위치규명에 대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원과 3차원 센서 배치를 비교한 시뮬레이션에

서는 소음원 주위 평면을 모두 감싸는 어레이가 개

선된 빔패턴을 지님을 알 수 있었으며, 반구 및 구

형 어레이의 경우 단일 소음원에 대해서는 그 위치

를 명확히 규명하지만, 복수의 소음원이 존재하는 

경우 구형 어레이가 동일 레벨의 두 소음원을 같은 

레벨로 측정할 수 있어 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을 위해서 무향실 환

경에서 수행된 실험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험 조건상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의하여 그 성능은 대체적으로 감소함

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3D 공간상에서의 빔 형성기법의 적

용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소음원의 

위치를 명확히 규명하여 소음원 위치정보의 효율성

을 높이기엔 소음원을 둘러쌓고 있는 구형 어레이

가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현재 검증실험을 통

하여 나타난 성능의 저하는 현재는 등간격으로 배

치되어 있는 센서의 위치를 비등간격으로 적용하

고, 실험에 사용한 소음원을 가정된 바와 같이 무

지향성인 것을 활용하는 방법과 같이 실험의 불확

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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