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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경우에는 고유하며 명백한 공진 주 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해당 제품에 충격을 가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소

리나 진동의 주 수를 고성능의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범용 컴퓨터나 DSP 기반의 단독 시스템들이 

이를 해서 사용되며 이러한 장비들은 들고 다니기에 크기가 무 크고 구축비용이 많이 든다. 본 논문에서

는 TI의  MSP430 계열의  MCU를 이용하여 개발된 시스템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력의 MSP430 

MCU들은 큰 용량의 배터리가 필요 없으므로 매우 작은 크기의 주 수 분석기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다. 제안된 시스템은 검사원이 쉽게 장비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정확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작은 개

발비용이 요구되는 환경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론치패드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인

이거나 자연스런 소리의 주 수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Materials made of metals have their own manifest resonant frequencies. Using this property, the quality test of products from the 

factory can be performed. An impact is applied to the product and the frequencies of the sound and/or vibration are measured using 

high-end equipments. They use a general purpose computer or a DSP(: Digital Signal Processor)-based stand-alone system which is 

usually too large in-size to carry and expensive to build.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ystem that is developed based on a MSP430 

MCU(:Micro-Controller Unit) from TI(: Texas Instruments). The ultra-low power MSP430 MCUs make it possible to make a 

frequency analyzer in a very small size without the need of using a large-size battery. The proposed system can be used in situations 

where the frequency analyzer should be carried easily with an investigator and should be built at low cost sacrificing some accuracy. 

We implemented the system using a launchpad supplied by TI and could confirm that the proposed system could identify with a 

high-accuracy the frequencies of  various artificial and natural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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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든 물체는 외부의 향과 무 하게 특정한 고유

주 수를 가지고 있다. 최근 주 수 분석 기법을 사용

하여 제품설계, 음악검색, 뇌 분석, 품질검사 등 다양

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6].

제품의 구조 인 특성에서 규격이 일정 범 를 벗

어나거나 제품의 연결 상태가 비정상 일 경우 고유주

수가 일정 범 를 벗어나게 된다. 한 고유주 수

가 같은 다른 부품간의 결합으로 인해 진동이나 소음

이 발생하므로 주 수 분석을 이용한 품질검사를 통

하여 제품의 설계불량이나 손 등을 검출 할 수 있

다[7-8].

재 일반 으로 사용되는 다수의 주 수 분석 

장치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사용하거나 

PC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장치들은 휴 가 불편하거

나 높은 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상 으로 부피가 

큰 압원을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력 MCU로서 비교  최근에 

TI(: Texas Instrument)에서 개발된 MSP430 계열의 

마이크로 로세서를 사용하여 주 수 분석 측정기를 

개발 하 다. MSP430계열의 MCU들은 그 크기가 기

존의 DSP나 마이크로 로세서들에 비해서 비교  작

고 력소모가 매우 작은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MSP430 계열의 MCU를 통하여 매우 작은 크기의 배

터리를 사용한다면 하드웨어의 체 인 부피를 일 

수 있어서 개발된 제품의 휴 가 간편해질 뿐만 아니

라 특정 다른 측정 장치와의 결합도 쉽다는 장 이 

있다.

Ⅱ. 연구방법

2.1 MSP430F5529

본 논문에서 사용한 MCU는 MSP430F5529이다. 

이는 고성능 DSP와 달리 16비트 정수형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타입의 력 

MCU이며 1.8V ~ 3.6V의 매우 작은 구동 압을 가

지고 있다. 연산속도는 최  25MHz(clock) / 25MIPS

로 력 MCU이지만 빠른 연산속도를 가지고 있

다. 한 128KB Flash Memory와 8KB의 SRAM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작모드(Active Mode)에서 본 실험

에 사용된 20Mhz 클럭을 사용할 경우 3V 압 기

으로 동작할 때 7.1mA 정격 류를 필요로 하므로 고

성능 DSP에 비해서 력소모를 획기 으로 감 시

킬 수 있다[9].

2.2 시스템 구조

그림 1. 체 시스템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overall system

그림 1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의 체 인 구조를 나

타내었다. 입력 장치로 마이크를 사용하 으며 증폭기

(Amplifier)를 통과 한 후 Evaluation Kit를 사용해 주

수 분석이 이루어진다. 분석된 신호는 시각 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LCD(: Liquid Crystal Display)를  

통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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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콘덴서 마이크(KB120)

Fig. 2 Condenser Microphone(KB120)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이크의 실제 사진

이다. 이 마이크는 음량 조 이 가능한 콘덴서마이크

(KB120)이며 가청 신호 재생에 합한 20Hz ~ 

20,000Hz의 통과 역을 가지고 있다. 사용 압은 DC 

3.0V ~ DC 13.0V이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조정 

가능하다.

그림 3. TLV2760를 사용한 증폭기 회로도
Fig. 3 Amplifier circuit with a TLV2760

마이크를 통하여 입력된 소리 신호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설계된 Amplifier를 거치게 된다. 설계된 

Amplifier는 OP AMP(TLV2760)를 활용 하 으며 

역 통과 증폭회로의 역할을 한다. 이 증폭기를 사용

함으로서 비교  낮은 벨의 음성신호를 충분히 크

게 해주고 잡음신호를 제거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림 4. MSP430F5529 Evaluation Kit

Fig. 4 MSP430F5529 Evaluation Kit

증폭된 신호는 그림 4에서 나타난 Evaluation Kit

로 달되며 이는 PC와 연결하기 한 JTAG과 

MCU 부분으로 나 어진다. Evaluation Kit의 MCU 

부분은 주 수 분석을 담당하며 그 결과 값은 LCD로 

송 된다.

그림 5. Character LCD(CLCD)

Fig. 5 Character LCD(CLCD)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한 CLCD(: 

Character Liquid Crystal Display)이다. 이 제품은 가

로 16 character, 세로 2 의 문자, 숫자, 기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동작 압은 5V이며 폰트를 

별도로 내장 하고 있어서 American Standard Code(: 

ASC)문자를 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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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valuation Kit 내부의 주 수 
분석 과정

Fig. 6  Frequency Analysis process in 
the Evaluation Kit

그림 6은 Evaluation Kit 내부에서 일어나는 주

수 분석 과정을 순차 으로 정리 한 것이다.

Evaluation Kit 내부로 달된 아날로그 신호는 

12bit 분해능을 가진 ADC(: Analog Digital 

Converter)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 되고, 512-

포인트 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실행하고 

그 크기를 구하여 주 수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9].

FFT를 통하여 주 수 분석이 이루어지면 피크 값 

 최댓값과 두 번째 큰 값을 LCD로 송한다.

2.3 시스템 개발 환경

그림 7에는 개발된 체 시스템의 구조를 간략히 

나타내었다. Evaluation Kit와 PC는 JTAG을 통해 서

로 연결 되어있으며 따로 외부 압을 장착 하지 않고 

JTAG을 사용하여 주변 장치(마이크, AMP, CLCD)에 

력을 공 하 다. 한 PC를 통하여 MCU 내부에 

장된 다양한 데이터 값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7. 개발 시스템의 체 구조
Fig. 7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development system

그림 8. 개발 시스템의 실제 모습
Fig. 8 Real picture of the development system 

그림 8은 시스템을 실제 구 한 모습이다. 드

보드(Breadboard)를 활용하여 Amplifier를 구 하 으

며 Evaluation Kit를 통해 마이크와 LCD의 가동 

력을 공  하 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각각 400Hz와 600Hz의 모노

(Mono)톤에 해 FFT를 취한 후 그 크기 값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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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512-포인트 FFT를 사용하 으므로 FFT 

bin 값이 256인 지 을 심으로 칭구조가 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 400Hz 톤에 한 FFT 크기
Fig. 9 FFT magnitude for a 400Hz tone 

그림 10. 600Hz 톤에 한 FFT 크기
Fig. 10 FFT magnitude for a 600Hz tone

그림 11은 400Hz와 600Hz의 주 수를 동시에 가진 

형을 입력 신호로 사용 하 을 경우 나타나는 FFT 

크기 그래  이다.

그림 11. 400Hz & 600Hz 톤에 한 FFT 크기
Fig. 11 FFT magnitude for a 400Hz & 600Hz tone

Ⅲ. 테스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 수 분석 실험을 해 2가지의 

방법으로 형을 발생시켰다. 소리굽쇠를 사용하여 

256Hz, 320Hz, 384Hz, 512Hz 4가지 형을 발생 시

켰으며 톤 생성기 어 을 이용하여 100Hz부터 1KHz

까지 100Hz단 로 신호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추가로 

500Hz단 로 2KHz까지 신호를 발생시켰다.

우선 소리굽쇠를 이용하여 형을 발생시킨 경우에 

실험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56Hz, 384Hz, 512Hz의 경우에는 1% 의 비

교  낮은 오차율(Error ratio = (Tone - CLCD 

output) / Tone)을 보이고 있으며 320Hz의 경우에는 

3.8%의 다소 높은 오차율을 가지고 있다. 소리굽쇠의 

경우 진동방법에 따라 정확한 주 수가 발생하지 않

을 수도 있다. 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잡음이나 

주변소음이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에는 본 실험에 사용된 소리굽쇠의 실제 사

진을 나타내었다.

Tuning fork
(Hz)

CLCD
output 
(Hz)

Error ratio

256 252 1.6%

320 332 3.8%

384 378 1.6%

512 505 1.4%

표 1. 소리굽쇠 소리에 한 주 수 분석 결과
Table 1. Frequency Analysis results for the 

sounds of a tuning forks

그림 12. 소리굽쇠 4구 & 고무망치
Fig. 12 Tuning forks and a rubber m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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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는 톤 생성기 어 을 활용하여 소리를 발생

시킨 경우에 주 수를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균 

오차율이 0.85%로 부분의 오차율은 1%미만으로 표 

1에 비해서 오차율이 좋았는데 이는 소리굽쇠에 비해

서 인 인 주 수를 발생시키는 톤 생성기가 좀 더 

정확한 주 수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Tone 
frequency
(Hz)

CLCD
output 
(Hz)

Error ratio

100 102 2.0%

200 198 1.0%

300 305 1.7%

400 396 1.0%

500 503 0.6%

600 594 1.0%

700 702 0.3%

800 792 1.0%

900 900 0.0%

1000 990 1.0%

1500 1494 0.4%

2000 1998 0.1%

표 2. 톤 생성기를 통한 인  톤에 한 
주 수 분석 결과

Table 2. Frequency Analysis results for the 
artificial tones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력 MCU를 활용하여 주 수 

분석을 실시하 다. 기존의 다른 고성능 DSP나 PC등

은 뛰어난 성능을 가지지만 부피가 커서 휴 가 불편

하고 개발 비용이 높아지는 단 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MSP430 계열의 력 MCU를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주 수 분석의 평균 오차율은 1.1%로 실제 

제품검사 등에 확인하기에 충분히 낮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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