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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배경음에 강인한 구간 검출을 통한 음원 인식  
치 추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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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비정상 상황 시 발생하는 음원에 해 주변 환경 음에 강인한 음원 구간을 검출하여, 구간내의 

신호를 이용한 음원 인식 과 치 추  시스템 설계에 한 연구이다. 강인한 음원 구간 검출은 수신되는 오

디오 신호로부터 단 구간 가  평균 델타 에 지를 계산하여, 역 통과 필터에 입력 후, 출력되는 결과 값들

의 비교를 통해 배경음에 강인한 구간을 정의 하며, 음원 인식은 검출된 구간 내 데이터로부터 종래의 인식 

방법인 HMM(: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해, 음원 인식 정보를 생성하여 학습  인식을 한다. 이는 주

변 배경음이 포함된 음원 신호에 해 기존 신호의 에 지를 이용해 구간을 검출 후, HMM을 통한 인식에 비

해 3.94% 상향된 인식률을 보인다. 한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구간내의 신호간의 TDOA(: Time Delay of 

Arrival)를 이용한 치 악은 실제 발생 치와의 각도와 97.44%일치함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is on a system design of recognizing sound sources and tracing locations from detecting a section of sound sources which is 

strong in surrounding environmental sounds about sound sources occurring in an abnormal situation by using signals within the section. In 

detection of the section with strong sound sources, weighted average delta energy of a short section is calculated from audio signals received. 

After inputting it into a low-pass filter, through comparison of values of the output result, a section strong in background sound is defined. In 

recognition of sound sources, from data of the detected section, using an HMM(: Hidden Markov Model) as a traditional recognition method, 

learning and recognition are realized from creating information to recognize sound sources. About signals of sound sources that surrounding 

background sounds are included, by using energy of existing signals, after detecting the section, compared with the recognition through the 

HMM, a recognition rate of 3.94% increase is shown. Also, based on the recognition result, location grasping by using TDOA(: Time Delay of 

Arrival) between signals in the section accords with 97.44% of angles of a real occurrence location. 

키워드

Sound Section Detection, Hidden Markov Model, Sound Localization, Time Delay of Arrival 

음원 구간 검출, 이상 음원 인식, 음원 치 추 , 보안 시스템

* 동아 학교 자공학과(walk5human@naver.com)

** ㈜시그 웍스(kys@signalworks.co.kr)

*** 교신 자 : 국립경남과학기술 학교 자공학과

ㆍ   수  일 : 2016. 07. 12

ㆍ수정완료일 : 2016. 08. 13

ㆍ게재확정일 : 2016. 08. 24

ㆍReceived : Jul. 12, 2016, Revised : Aug. 13, 2016, Accepted : Aug. 24, 2016

ㆍCorresponding Author : Gwang-Seok Lee

　Dept. of Electronic Engineer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 kslee@gntech.ac.kr

　

Regular paper
Journal of the KIECS. pp. 759-766, vol. 11, no. 8, Aug. 31 2016, t. 76, pISSN 1975-8170 | eISSN 2288-2189

http://dx.doi.org/10.13067/JKIECS.2016.11.8.759



JKIECS, vol. 11, no. 8, 759-766, 2016

760

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 상황 시 발생하는, 배경

음을 포함한 음원에 해 배경음에 강인한, 비정

상 상황만을 규정하는 구간 검출 방법을 제안하

며, 검출된 구간 내의 신호를 이용한, 인식  발

생 치를 악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주변 배경음에 강인한 구간 검출 방법은, 수신

된 음향 신호로부터 단 구간 가  평균 델타 에

지를 산출하여 병렬로 처리된 복수의 역통과 

필터에 입력하여 출력된 결과 값들의 비교를 통

해 구간을 정의한다. 이 게 검출된 구간내의 데

이터를 이용해, 종래의 인식 방법  하나인 

HMM을 이용하여 음원 인식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포함해 일련의 과정을 진행 

후 수신된 신호가 비정상 상황 시 발생하는 음원

으로 별 시, 검출한 구간내의 신호간의 상호 상

 함수를 통해 음원이 발생한 지 을 악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마

이크로폰으로부터 수신된, 배경음을 포함한 음향 

신호로부터 배경 잡음에 강인한 음원 구간을 검출

하는 기술에 해 살펴보며 , 3장은 수신된 음향 

신호가 비정상 상황 시 발생하는 음원으로 별 

시, 음향 신호로부터 음원의 치 악에 한 기

술을, 4장에서는 인식  실험 환경과 그 결과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강인한 구간 검출 필터 설계

2.1 단 구간 가  평균 델타 에 지  LPF를 

이용한 검출 필터 설계

기존 음원 구간 검출에 사용된 방법으로써는 

ZCR(: Zero Crossing Rate)을 통한 유성음과 무

성음 구별법과 LPC(: Linear Prediction 

Coefficients)를 통한 음성부와 비음성부 구별법 

그리고 짧은 시간 내의 신호의 에 지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잡음에 비해 상

으로 에 지가 큰 음성 신호나 주기 인 특

성을 보이는 신호에 해 구간 검출이 용이하지

만, 열음이나 마찰음 등의 비정상 상황 시 발생

하는 음에 해서는, 상황을 규정하는 구간 검출

이 어려우며, 실시간 검출 보다는 off-line환경에

서 더 합한 특성을 보인다[1-3].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단 구간 가  평균 델타 

에 지와 역통과 필터를 통해 실시간 검출에 

용이하며, 주변 배경음에 강인한 구간 검출 필터

를 설계한다. 

먼  수신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운드 데이터에 

A/D변환을 거쳐 데이터화를 하며, 단 구간 가  

평균 델타 에 지를 다음 식(1)과 같이 산출한다.

∆ 



 





 

   

(1)

은 가  평균 델타 에 지 보정 계수이며,  

은 음원에서 단 구간 가  평균 델타 에 지를 

계산하기 해 추출하는 데이터의 수이다. 은, 

단 구간 평균 에 지 값과 장 구간 평균 에

지 값과의 차의 치를 의미하며 식(2)와 

식(3)와 같이 정의된다.  

  
 , 


 




 (2)

 










    
    and  min

     
 ≤  or ≤ min

(3)

식(2)의 은 입력 사운드 샘 이고, 은 

임 샘  N에 하여 보정 계수 을 가지는 평

균 에 지를 산출하는 식이다. 따라서 은 평균 

에 지에 해 가 치 을 가지는 재귀  평균 

필터 이다. 장 구간 평균 에 지는 식(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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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산출 할 수 있다. 이때  ,  ,  ,  , 

 은 장 구간 평균 에 지 값의 가 치이며 

단 구간 평균 에 지 값에 사용되는 과 같이 

식(4)처럼 표  할 수 있다. 한 min min  
을 의미한다.

        (4)

이 게 산출된 단 구간 가  평균 델타 에 지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3개의 역통과 필터에 

병렬로 통과되며 식(5)와 같이 표 이 가능하다.

∆∆∆
∆∆∆
∆∆∆

(5)

∆ 은 제1 재귀  평균 필터를 통과한 필터

링 값이며, ∆ , ∆  역시 각각 제2, 제3 

재귀  평균 필터를 통과한 필터링 값이다. 이런 

3개의 필터링 결과는 상기 계산된 입력 델타 에 지 

값에 하여 서로 상이한 주 수 성분을 포함한다.

2.2 필터링 값을 이용한 배경 잡음에 강인한 구

간 검출

식(5)를 통해 산출된 재귀  평균 필터 계수 

값()은     같은 특성을 가진다.

구간 검출의 시작 과 끝  별은 다음과 같은 

정의 한다.

1. 시작 은 ∆이 ∆과 ∆값 보

다 높아지는 시 .

2. ∆이 ∆값 보다 작아지는 시 을 

끝 으로 정의, 단 ∆값과는 무 하다.

3. ∆의 은 끝  검출 시 에 0으로 설정, 

이후 을 보다 큰 값으로 복귀.

4. ∆의 은 1에 가까운 값으로 배경 잡음

의 세기를 참조하기 한 기  값으로 이용.

는 끝  검출 이후에도 이 의 값이 유지 될 

수 있는데, 이는 연속 으로 입력되는 소리의 경

우, 시작  검출이 어려워짐을 뜻하므로 3번의 

항목처럼 설정하여, 다음 시작  검출이 가능하

도록 한다. 

그림 1. 강인한 구간 검출을 통한 시작   끝  

악

Fig. 1 Identify the starting and ending points using 

robust sound source detection  

그림1은 실제 주변 배경음(바람 소리)이 첨가

된 음원에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간 검출

의 결과를 보인다. 최종 으로 입력되는 음향 신

호에 해 인식 구간과 추  구간을 악 한다. 

란색으로 표시된 ∆ 은 제1 재귀  평균 

필터를 통과한 값이며 ∆ , ∆ 는 각각 

제2, 제3 재귀  평균 필터를 통과한 값을 나타낸

다. 앞서 설명한 로 각 필터의 계수 값의 비교

를 통해 음원 인식 구간을 빨간색 역으로 나타

낼 수 있으며, 녹색 역은 치 악에 사용될 

음원의 구간이다. 

그림2는 강한 바람 소리가 포함된 음성 “사람

살려”에 해, 단순 이동 평균 에 지를 이용한 

구간 검출 방법과 앞서 설명한, 가  평균 델타 

에 지를 이용한 구간 검출을 보인다. 그림을 살

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검은색으로 표 된 구간은 

이동 평균 에 지를 이용한 구간 검출로써, 색

으로 표 된, 가  평균 델타 에 지와 역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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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를 이용한 구간 검출 보다, 배경음이 일부분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강인한 구간 검출은 

여러 가지 배경 잡음 벨에 한 향이 으며, 

스무딩 효과가 있어 보다 우수한 구간 검출 성능

을 보인다.

그림 2. 이동 평균 에 지를 이용한 구간 검출과의 

비교 

Fig. 2 Comparison with the interval detected by the 

moving average energy

Ⅲ. 별된 음원을 이용한 치 추

3.1 음향 신호를 이용한 도달 시간차 검출

음원의 치를 추정하기 해, 지연 시간을 구

하는 방법에는 TDOA(: Time Delay of Arrival) 

 GCC-PHAT(: Generalized Cross Correlation 

Phase Transform), 그리고 빔포 (beam forming) 

등이 있다[4-6]. TDOA는 상 으로 계산이 

고, 비교  정확성이 높으나, 주변 노이즈  여

러 요소에 따른 향을 받기 쉽다. 반면 

GCC-PHAT의 경우, 계산량은 상 으로 많으

나 잡음이나 반향 환경에서 높은 효율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치 추정을 해, 

GCC-PHAT를 이용해 신호간의 도착 지연시간을 

식(7)과 (8)와 같이 계산한다.

  
 

∞

∞

 
 

 




(7)

  arg (8)

식 (7)의 는 주 수 가  함수이며, 


의 역수로써, 이 함수를 PHAT라 한다. 

이는 시간 지연을 추정함에 있어 각 주 수의 상

 요성을 결정하며, 한 주 수에 가 치

된 함수이다. 식(7)을 통해 구해진 을 이용

해 최종 인 지연시간은 식(8)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그림3은 배경음이 포함된 음성 “도와주세요”

에 해 강인한 음원 구간 검출 후 신호를 보여 

주며, 원 신호에서 비정상 상황을 규정하는 구간

만을 추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마이크

로폰(MIC1)으로 부터 수신된 음향 신호와 MIC2, 

MIC3로 수신된 음향 신호화의 상  신호를 나타

내며 가로축은 샘 수를 세로축은 을 나타

낸다.  

그림 3. 수신된 신호의 원 신호와 강인한 구간 

검출 후  상 신호

Fig. 3 Original signal of the received signal and 

after tough robust detection, correlation signals

3.2 지연 시간을 이용한 음원 치 추정

그림4는 2차원 공간 좌표로 사상된 세 개의 마

이크로폰과 음향 신호와의 계를 보여주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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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샘  차이는 샘 링 주 수와 상온에서의 

음 의 속도를 이용해 음원으로부터 두 마이크로폰 

와 간의 거리차를 식(9)을 통해 계산한다[7]. 

이때, 은 GCC-PHAT를 통해 계산한 지연 시간

이며, 는 상온에서의 온도이다. 각각의 마이크로

폰 좌표   에 해 음원의 치인 와간의 

거리를 식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계산해, 

치와 Arctangent 법칙을 이용해 기  마이크르

폰   과 음원   간의 각도를 계산한다.


 ×        

             

   

  

(9)

그림 4. 3개의 마이크로폰과 이상 음원 발생 지 의 

거리

Fig. 4  The distance between three microphones and 

the acoustic signal.

Ⅳ. 제안된 시스템을 통한 실험 결과

4.1 제안된 시스템의 진행과정

배경 잡음에 강인한 음원 구간을 검출 후  이를 

이용한 인식  치 악의 체 인 과정은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수신

된 비정상 상황 시 발생하는 음원에 해 단 구간 

가  평균 델타 에 지 계산 후, 역통과 필터를 

이용함으로써, 구간을 단하며, 이 구간 내의 데이

터를 이용해 음원 인식과 치 악을 수행 한다. 

그림 5. 강인한 음원 구간 검출을 이용한 이상 

음원 단  치 추 의 체 과정 

Fig. 5 The entire process of estimation of 

abnormal sound source and sound localization 

using robust sound source detection

4.2 음원 인식과 치 추  실험

강인한 구간 검출을 통해 산출된 구간내의 데이

터는 기존 음원 인식에 사용되는 방법  하나인 

HMM을 이용해 인식을 한다. HMM은 통계  마르

코  모델의 하나로써, 은닉된 상태와 찰 가능한 

상태,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모델이다[8-9]. 

본 논문의 HMM을 통한 인식 실험은 사람의 

가청 주 수를 반 하여 설계된 MFCC(: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를 이용해 음원

의 특징을 추출한다[10].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

는 20000Hz 주 수 범 에서 비정상 상황 시 발

생 할 수 있는, 주변 배경음(바람, 차량 소리)이 

포함된 “사람살려”(case1), “도와주세요”(case2), 

비명(case3), 유리창 손 음(case4), 그리고 호루

라기 소리(case5), 각각 380개에 해 특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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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학습을 한다. HMM을 이용한 학습과 인

식은 기 차원의 수(Number of dimensions) 와 

상태의 수(Number of states)는 10으로 설정하며, 

혼합 수(Number of mixture)에 해 1에서 

6(case1∼6)으로 변화 시켜 진행한다. 

음원 인식  치 추 을 한 마이크로폰의 

배치는 그림6과 같이 배열 하며 , 기  마이크로

폰(MIC1)과 축으로 동일한 선상에 있는 마이크

로폰(MIC2)을 기 으로 약 1m거리에서 45°씩, 

Sound Path를 설정하여, 배경음이 포함된 음원을 

발성하여, 인식과 음원 추  실험을 진행한다.

그림 6. 실험을 한 마이크로폰 배치  설정

Fig. 6 Microphone arrangement and setup for 

the experiment

표1은 강인한 구간 검출을 통한 음원의 시작

과 끝 을 악 후 HMM을 통하여 음원 인식한 

결과를 보여주며, 표2는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에 

에 지만을 이용하여 구간 검출 후, HMM을 이

용한 음원 별 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3은 표1

과 표2의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음원의 종류에 

따른 평균 인식률을 나타내며,  강인한 구간 검출

을 통한 음원 별이 단순히 에 지를 이용한 구

간 검출 후 음원 별에 비해 평균 3.94% 높은 

인식률을 보인다.

class1 class2 class3 class4 class5

case1 87.43% 94.17% 91.18% 94.23% 100%

case2 87.67% 94.73% 91.70% 94.85% 100%

case3 87.43% 94.17% 91.18% 94.17% 100%

case4 91.62% 96.41% 93.55% 96.46% 100%

case5 93.85% 87.18% 91.18% 93.82% 100%

case6 93.11% 96.69% 92.50% 95.61% 100%

표 1. 강인한 구간 검출을 통한 이상음원 인식 결과

Table 1. The result of abnormal sound source using 

robust sound source detection  

class1 class2 class3 class4 whistle

case1 86.43% 89.35% 86.57% 87.54% 100%

case2 86.78% 89.57% 87.54% 88.35% 100%

case3 87.43% 90.24% 87.87% 88.75% 100%

case4 89.79% 90.18% 89.45% 89.83% 100%

case5 89.91% 87.18% 88.21% 88.21% 100%

case6 90.62% 91.25% 89.89% 89.52% 100%

표 2. 에 지 값을 통한 구감 검출 후 이상음원 

인식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abnormal sound source using 

energy value 

class1 class2 class3 class4 class5

Recognition 

using Delta  
90.18% 93.89% 91.88% 94.86% 100%

Recognition 

using Energy
88.49% 89.62% 88.26% 88.70% 100%

표 3. 음원 종류별 평균 인식률

Table 3. The average recognition rate per item 

 

set-up
sample

gap1

sample

gap2

x-axis

(cm) 

y-axis

(cm)

Result 

angle

0° -20 0 96.45 -10 5.92°

45° -2 20 74.35 74.88 46.29°

90° 17 19 0.43 72.68 89.67°

135° -2 20 -72.87 79.63 137.18°

180° 21 19 -81.39 0.71 179.49°

225° 15 19 -75.73 -50.84 226.82°

270° 0 -27 10 -127.0 274.49°

315° -4 -2 82.66 -68.6 317.98°

표 4. GCC-PHAT 이용한 치 추  결과

Table 4. sound localizing result by using a GCC-P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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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는 표1의 음원 단 결과  평균 인식률이 

가장 높은 case4에 사용된, 강인한 구간 검출 내

의 데이터를 이용한 치 추 의 내용으로써, 

GCC-PHAT를 이용한 치 추  결과를 나타낸

다. 실제 음원 발생 치와 기  마이크로폰

(MIC1)간의 각도는 그림6의 Sound Path와 약 

97.44% 일치함을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비정상 상황 시 발생하는 음원 신호

에 해 강인한 구간 검출을 통해 상황을 규정하

는 음원 구간을 검출하며 이에 따른 정확한 인식

과 그 발생 치를 악하기 해 연구했다. 수

신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강인한 음원 구간 검

출을 시행하여 정확한 음원의 발생 지 과 끝

을 악 후 종래의 음원 인식 방법인 HMM을 통

해 음원 별을 진행했으며, 이는 기존의 사용되

는 음원의 에 지 계산을 통한 구간 검출의 인식

결과와 비교해 약 3.94% 상승된 인식률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치 추 은 2차원 좌표로 사

상된 마이크로폰의 치를 통해 비교  정확한 

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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