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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design of a microphone array to measure location and spectral characteristics of railway 
noise sources. A microphone array estimates the direction of a noise source assumed as a point source using the 
delayed-sum beamforming method and its performance is determined in terms of resolution and side-lobe level. A 
48 channel microphone array was already developed to measure noise sources of KTX trains and a new array with 
96 microphones has been design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This paper simulates the performance the 
microphone arrays according to the configuration of microphones and verifies it through on-site tests.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 차량의 소음원 위치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마이크로폰어레이의 원리와 성능에 
대하여 다룬다.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지연-합 빔 형성 기법을 이용하여 점음원으로 가정한 소음원의 전
파 방향을 측정하며 이의 성능은 분해능(resolution)과 부엽(side-lobe)의 크기로 평가할 수 있다. 철도차량, 
특히 고속열차에는 100Hz 이하의 저주파에서부터 수 kHz 이상의 고주파 소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렇게 넓은 범위의 소음원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레이의 크기가 커야 하며 마이크로폰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48채널의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용한 소음원 측정을 수
행한 바 있으며1 본 연구에서는 새로 144 채널까지 확장 가능한 마이크로폰어레이을 설계,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폰어레이의 성능을 결정하는 인자에 대하여 다루었고, 제작한 어레이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작한 마이크로폰어레이는 300km/h로 주행하는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소음 측정을 통해서 
소음원의 위치와 특성을 규명하는데 활용하고자한다.

2. 빔형성 이론

2.1 지연-합 빔형성 이론
음원의 위치 또는 음파의 입사 방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는 빔형성(beamforming)2과 근

접장 음향홀로그래피(nearfield acoustic holography)3 방법이 있다. 근접장 음향홀로그래피 방법은 음원이 
위치하는 표면 가까이에서 측정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행하는 철도차량의 소음원 측정을 위해
서는 빔형성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폰 배열에서 측정된 음압 신호들 사이의 상
대적인 시간 지연을 적절히 보상한 후 더하는 방법인 지연-합 빔형성(delayed-sum beamforming) 밥법을 
사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연-합 빔형성 기법의 원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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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연-합 빔형성 기법을 
이용한 음원의 방향 탐색 

그림 2. 선형 어레이이의 마이크로폰 배치와 
음원 입사 방향의 관계

그림1에서와 같이 d의 등간으로 일렬 배치된 마이크로폰 배열에 입사하는 평면파를 고려해보자. 각 
마이크로폰에 전달되는 음파는 입사 각도에 따라 도착되는 시간이 다르다. 첫 번째 마이크로폰을 기준
으로 m번째 마이크로폰에 도착하는 음은  ×sin  만큼 지연된다. 여기에서 c는 음파의 속도이
다. 만약 이러한 시간 지연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된 신호를 더하게 되면 상쇄 간섭에 의해 신호가 왜곡
되게 된다. 지연-합 빔형성 기법에서는 소음원과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고려하여 마이크로폰에서 측정된 
신호에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빔형성 파워를 계산한다. 빔형성 파워를 계산하는 방향에 
따라 지연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 방향이 실제 평면파가 입사하는 방향과 일치하게 되면 마이크로폰어
레이의 신호가 모두 동일한 위상이 되어 그림과 같이 빔형성 파워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측정 신호에 
시간 지연을 주어 빔형성 파워를 계산하여 음원의 실제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2.2 빔형성 기법을 적용한 어레이의 성능
본 절에서는 빔형성 기법을 이용한 마이크로폰어레이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하여 

다룬다. 그림 2와 같이 N개의 마이크로폰이 일정한 간격(d)을 두고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마이크로폰 
어레이에서, 충분히 먼 곳에 위치한 점음원에 의한 j번째 마이크로폰의 음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위 식에서 는 j번째 마이크로폰에서 음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 는 파수(wave number)이다. 모든 
마이크로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전체 마이크로폰에서 측정되는 음압의 합은 다음과 같다.

  
 

  





   (1)

마이크로폰과 음원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면 (≫  , 여기에서     은 어레이의 
길이)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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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 11, d = 0.4m, f = 500Hz      (b) N = 11, d = 0.4m, f = 1,000Hz

(c) N = 11, d = 0.4m, f = 2,000Hz      (d) N = 11, d = 0.2m, f = 2,000Hz

 
그림 3 마이크로폰어레이 구성과 주파수에 따른 지향성 특성

  
 

  (2)

위 식에서 r은 음원으로부터 어레이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식(2)를 식(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마이크로폰에 측정된 음압의 합은 다음과 같다.  

  

   sinsin

sinsin

따라서 마이크로폰어레이의 지행성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sinsin
sinsin (3)

이 지향성 함수는   방향의 지향성에 대하여 normalize 한 함수이다. 
식(1)의 음압의 합과 식(3)의 지향성은 그림 1에서 설명한 도달 음파의 시간 지연을 고려하지 않고 모

든 마이크로폰에서의 음압을 합한 결과이다. 즉, 실제 음원의 방향에서 만큼 벗어난 방향으로 빔형성 
스캐닝을 했을때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식(3)의 지향성은   일 때, 즉 빔형성 방향이 실제 
음원의 방향과 일치할 때 최대가 된다.

그림 3에서는 몇 가지 다른 형상(간격과 크기)의 마이크로폰에레이의 지향성을 보여준다. 그림 3(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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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형어레이로 측정한 원거리 평면파의 빔 형상

지향성을 보면   에 주엽(Main lobe)이 있고 그 주위로 몇 개의 부엽(side lobe)이 존재한다. 그림 
3(b)는 3(a)와 동일한 마이크로폰어레이에서 음원의 주파수가 500Hz에서 1,000Hz로 증가한 경우의 지향
성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는   에 주엽과 같은 크기의 격자엽(grating lobe)이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마이크로폰 간격이 충분히 작지 않아서 생기는 ghost image이다. Ghost image가 생기는 방
향은   sin  로 주어지는데4 여기에서 는 음원의 파장이다. 는 마이크로폰 간격 d가 감소하
면 증가하며,  가 되면 ghost image가 의 사분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음원이 마이크로폰
어레이 길이 방향에 위치했을 때도 ghost image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를 만족해야 하며 이
는 공간 앨리어싱(aliasing)이 나타나지 않게하기 위한 Nyquist 조건이다. 즉, 마이크로폰어레이의 측정 가
능한 고주파 한계는 마이크로폰 사이의 간격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며, 간격이 작을수록 고주파까지 측
정이 가능하다.

그림 3(c)에서는 2,000Hz의 음원을 동일한 마이크로폰어레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약 부근에 
ghost image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d)와 같이 마이크로폰 간격을 줄임으로 해서 ghost 
image의 위치가 멀어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엽과 격자엽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에 설명할 어레이의 해상도와 관련이 있다.

길이가 L인 선형 어레이에 무수히 많은 마이크로폰이 연속적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식 (3)의 
지향성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4.

  
sin (4)

이 식에서   sin  이다. 그림 4는 식 (4)로 나타낸 길이가 인 이상적인 선형어레이에 입사하는 음원
의 빔 형상(beam pattern)을 나타낸다. 마이크로폰어레이의 해상도는 빔 형상, 특히 주엽의 폭과 부엽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4에 도시한바와 같이 주엽의 폭은 3dB 밴드폭으로 나타내고 부엽의 크기는 
MSL(Maximum Side Lobe level)로 나타낸다. 이상적인 점음원이라도 그림 4와 같이 어느 정도의 폭을 가
지는 음원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3dB 밴드폭이 작을수록 음원에 대한 분해능이 좋아진다. MSL이 크면 
실제 음원의 위치와 부엽의 위치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그림 4와 같은 빔형상은 ≈의 3dB 
밴드폭을 갖는다. 음원이 어레이에서   거리의 면에 있다고 가정하면 가 작은 겨우 음원의 빔폭은 
≈ 로 나탄낼 수 있다. 즉, 어레이의 공간 분해능은 어레이의 전체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측정 
면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아진다. 또한 
저주파 음원이 고주파 음원보다 정확한 위치
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a)의 빔 형상을 보면 주엽 주위에 
많은 수의 부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들 부엽은 어레이의 크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이다. 부엽의 크기는 적절한 창함
수(window function)를 적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몇 가지 창함수를 적용한 
경우의 빔형상을 보여준다. 창함수를 적용하
는 경우 부엽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3dB 밴드
폭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고속열차 소음원 규명을 위한 마이크로폰어레이 설계

마이크로폰어레이의 측정 주파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레이의 크기가 크면서 마이크로폰 사이의 
간격이 작아야 한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마이크로폰의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배치를 통해서 
성능을 높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6과 같이 마이크로폰 사이의 간격이 다른 3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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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어레이 구성에 사용한 선형어레이 패턴
(a)   (b)

    

그림 7 전체 어레이의 구성과 마이크로폰의 좌표

(a) Rectangular window           (b) Hanning window (c) Blackman window

그림 5 창함수 적용에 따른 빔 형상
의 선형 어레이를 조합하여 저주파 대역과 고주파 대역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선형 어레이 각 6개씩을 그림 7과 같이 배치하여 총 144 채널의 어레이를 구성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
해 주파수 대역별 3dB 밴드폭과 MSL을 예측하였다. 

그림 8은 각 선형어레이 및 전체 조합으로 이루어진 어레이에 대한 성능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어레
이와 차량면의 거리는 5m로 가정하였다. Pattern 3의 어레이를 사용한 경우 160Hz에서의 밴드폭이 각각 
약 5m, 250Hz에서의 밴드폭이 약 5m인 것을 알 수 있다. 밴드폭은 측정의 공간적 해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250Hz 소음원의 경우 약 3m 정도의 공간해상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속차량의 경우 
250Hz 이하의 저주파 소음원은 주로 차간에서 발생하는 공력소음이기 때문에 이 어레이 패턴으로 소음
원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또한 2,000Hz 정도의 고주파 소음원에 대한 공간 해상도는 0.5m 이하로 
예상된다. 그림 8(b)의 MSL을 보면 4,000Hz 까지 MSL이 약 -15dB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차량에서 어레이까지의 거리에 따른 성능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측정 위치가 차량에 가까워
질수록 밴드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MSL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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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dB Band width level

 (b) Maximum side-lobe level

 

그림 8 144채널 어레이 패턴의 성능 예측

 (a) 3dB Band width level

 (b) Maximum side-lobe level 

그림 9 144채널 어레이 패턴의 성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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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 차량의 소음원 위치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마이크로폰어레이의 원리와 성능에 
대하여 다루었다. 먼저 지연-합 빔 형성 기법을 이용하는 마이크로폰어레이의 기본 원리와 함께 마이크
로폰어레이의 성능을 결정하는 설계 변수를 도출하였다. 공간 앨리아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폰 간격을 가능하면 좁게 구성해야하며 이 간격에 의하여 측정 가능한 고주파 범위가 결정된다. 마이크
로폰어레이의 분해능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어레이의 빔형상을 도출하였고, 분해능을 결정하는 3dB 밴드
폭은 어레이의 크기에 반비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절한 창함수를 적용하여 부엽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주파에서 고주파대역까지 넓게 분포하는 고속열차의 소음원을 측정하기 위하
여 크기와 간격이 다른 선형어레이를 조합한 144채널의 마이크로폰어레이를 구성하였고, 성능 평가를 
통해 약 200Hz에서 4,000Hz 사이의 고속철도 소음원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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