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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피커 어레이를 사용하여 높은 방향성을 가진 사운드 빔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제안된 알고리즘 

을 멀티 채널 3D 사운드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두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표적 지점과 제어 영역간의 음향 파워 비를 최대화 하는 최적 빔 형성 게수를 구하고, 다음 과정에서는 상관행렬을 조절해 

가면서 사운드 빔의 방향성을 반복적으로 향상시킨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더 높은 방향성을 갖는 사운드 빔을 제공함을 보였다.

핵심용어: 스피커 어레이, 빔 형성기. 방향성, 멀티 채널 사운드 재생 시스템

투고분야: 음향신호처리 분야 (1.1) 건축음향 분야 (7.1)

This paper proposes a technique of sound beamforming that can generate high-directive sound beams, and this paper 

also presents applications of the proposed algorithm to multi-channel 3D sound systems. The proposed algorithm 

consists of two phases； first, optimum weights maximizing a sound pressure level ratio between the target and control 

acoustic regions are designed, and later, the directivity of the pre-designed sound team is iteratively enhanced by 

modifying the covariant matrix. The proposal method was evaluated under various situation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it could provide nx)re focused sound beams than the conventional methods.

Keywords： Speaker Array, Beamforming, Mrectivity, Multi-Chaim선 Sound Generation System 

ASK subject classification： Acoustic Signal Processing (1.1) Architectural Acoustics (7.1)

L 서론

멀티미디어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스피 

커 어레이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마이크로 폰 어레이 분야에서 시용되는 빔 형성 알고리즘 

을 스피커 어레이에 적용시킴으로써 사운드 빔 형성하는 

알고리즘은 스피커 어레이관련 기술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기존에 스피커 어레이를 사용하여 사운드 빔 

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으로 지연-합 (delay-and-sum) 

빔 형성 알고리즘이 일반적이지만 [1], 이 방법은 형성된 

사운드 빔의 부엽의 음압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방향성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사운드 빔을 시용한 3차원 사운드 

재생 시스템 ⑵과 같은 높은 방향성을 요구하는 응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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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엽의 음압 

을 낮춤으로써 사운드 빔의 방향성을 향상시키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고, 기존의 지연-합 빔 형성 알고리즘, 

minimum variance distortionless response 빔 형성 알 

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비교함으로써 성능을 검증 

한다.

안테나 어레이 혹은 마이크로폰 어레이에서 널리 쓰이 

는 빔 패턴 합성 방법에는 주엽을 평평하게 만드는 

flattop, 주엽을 여러 개 형성하는 다중 빔 (multi- 

beam), 부엽에 null을 만드는 nulling, 부엽의 레벨을 전 

체적으로 낮추는 low-sidelobe level 알고리즘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 어레이 패턴 합성 분야에서 사용되 

는 수신신호의 SINR을 반복과정을 통하여 최대화하여 부 

엽의 레벨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알고리즘 ⑶을 스피커 

어레이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근거리 가정하 

에서 알고리즘을 유도하였으며 가상의 음장 개념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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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운드 빔의 방향성의 향 

상시켰다. 그리고 제안된 기술을 활용하여 표적 지점과 

표적 영역을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사운드 빔을 사용한 

3차원 사운드 재생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인 반사된 빔 

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스피커 

어레이를 사용하여 사운드 빔을 형성하는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제안된 사운드 빔 형성 알 

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고, 3차원 사 

운드 재생 시스템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였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내린다.

II. 빔 형성 알고리즘

2.1. 빔 형성 이론

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한 사운드 빔 형성 과정은 마이크 

로폰 어레이를 이용한 빔 형성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설 

명된다. 그림 1은 마이크로폰 어레이 시스템의 경우에 해 

당하는 빔 형성기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마이크 

로폰의 개수는 N개이고 마이크로폰 간의 간격은 d이다. 

j•번째 센서에 수신된 신호는 지연되고 감쇠된 원하는 신 

호 " (* 一 气) 와 잡음 성분 q (k) 로 구성된다고 가정하 

면, 식 ⑴과 같은 벡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4],

X = as + V (1)

위 식에서

X —[】])(*：), 統)：…,£ N— 1(*：)],

a = diag ((2q ci].…} cln — \,

s = [s(切一70S 統一q),..., S 侦:一Cv—1預，

V= 5—i(k)K 로 정의된다. 한

그림 1. 마이크로 폰 시스템에 적용되는 빔 형성기의 구조

Fig. 1. The beamformer structure for microphone array 

system.

편, 근거리 가정의 빔 형성기의 경우, [번째 센서에 수신

|| Q— Pref II
된 신호의 감쇠 성분은 如 = \ ，지연 성분

Il q Pi ii

은 T. = 丄官1二』으丄로 나타낸다. 여 

C

기서 II q-Pref II 와 II q~Pt !1 는 각각 소스 (q)와 레 

퍼런스 (0冒), j번째 센서 (%)의 벡터 위치의 거리를 

나타내고, C는 음파의 속도를 나타낸다 [4], 수식 ⑴을 

주파수 영역에서 다시 나타내면 식 ⑵와 같다.

x=sMu+ V (2)

위 식에서 X = [Xo3),X|S),...,Xh(©)了,

v = R3),f"),了로 정의된다. 또한 소스 

와 마이크로 폰 간의 위치 정보가 담긴 조향 벡터 U는 

식 ⑶으로 주어진다.

U = [% exp(-；2^/7-0),ax exp(-j2xfrt), 

•••叫一网)(-彻시了 (3)

마이크로폰 어레이로 입력된 수신 신호는 빔 형성기의 

입력 신호가 되고, 주파수 영역에서 빔 형성 처리를 거치 

게 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빔 형성기의 출력 신호는 

식 ⑷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빔 형성기에서 빔의 방향은 

마이크로폰 어레이로 입력되는 신호의 지연 시간을 보상 

함으로써 결정되고 빔의 모양은 입력 신호의 감쇠를 보상 

함으로써 결정된다.

기존의 빔 형성기로는 빔 형성기의 계수를 설정하여 

입력 신호의 지연 시간과 감쇠만을 보상하는 지연-합 빔 

형성기와 표적 지점에서 빔 패턴이 단위 크기 응답이 되 

도록 흥]'는" MVDR (minimum variance distortionless 

response) 빔 형성기가 있다. 지연-합 빔 형성기의 최적 

계수 Wzs와 MVDR 빔 형성기의 최적 계수 Wg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阻-'云瓯囘17 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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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Rnn = Qnn 로 주어지고, 0“의 也번째

행, 번째 열의 성분 冬履은
sin**」

<TOI
으로 주어진

다. 한편 k는 파장의 역수를 나타내고, 后一 는 번째 

스피커와 口번째 스피커 간의 거리 벡터를 나타낸다.

그림 2는 스피커 어레이에 빔 형성기를 적용시킨 구조 

를 나타낸다. 스피커 어레이에 빔 형성기를 적용시키는 

방법은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빔 형성기를 적용시킨 빙법 

에 역으로 행해진다. 마이크로폰 어레이의 경우 빔 형성 

기의 입력 단에 설치되어 음장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지 

만, 스피커어레이의 경우 빔 형성기의 출력 단에 설치되 

어 음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폰 어 

레이의 경우 빔 형성기의 입력 신호의 지연 시간을 빔 

형성기를 통해 보상하여 원하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신호 

를 얻지만, 스피커 어레이의 경우 원하는 위치로 사운드 

빔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빔 형성기로 들어오는 단일 

입력 신호에 2V개의 다른 지연 시간을 적용 시켜 스피커 

어레이의 입력으로 보낸다. 스피커 어레이에 빔 형성기 

를 적용시켜 사운드 빔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식 ⑺ 

과 같다.

Y=WX(s) (7)

위 식에서 丫는 각 스피커의 출력 신호 벡터, W는 빔 

형성기의 계수, 그리고 X(3)는 빔 형성기의 입력이다. 

위오* 같이 두 시스템의 유사성 때문에 마이크로폰 어레이 

에서 사용되는 많은 알고리즘이 스피커 어레이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2.2. 다양한 빔 패턴 합성 기법

빔 패턴 합성 기법은 주엽의 응답을 제어하는 다중빔

그림 2 스피커 어레이 시스템에 적용되는 빔 형성기의 구조

Fig. 2. The beamformer structure for speaker array system. 

방법과 flat-top 방법이있고, 부엽의 응답을 제어하는 

nulling 방법과 low-sidelobe level 방법 등이 있다.

다중 빔 방법은 수신하고자 하는 신호가 여러 개일 경 

우, 빔 패턴을 합하거나 제안 조건을 사용하여 메인 빔을 

여러 개 가진 빔 패턴을 형성히는 방법이다 [6], Flat-top 

방법은 원하는 수신 신호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경우, 제한 조건을 사용하여 원하는 수신 신호 근방까지 

단위 크기 응답을 가지게 함으로써 원하는 수신 신호의 

손실을 막는 방법이다 [7], Nulling 방법의 경우 원하지 

않는 수신 신호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제한 조건을 사용 

하여 원하지 않는 수신 신호가 들어오는 방향의 빔 패턴 

의 크기 응답을 0으로 설정함으로써 최대한 원하지 않는 

신호의 취득을 차단흐)는 방법이다 [8], 또 다른 빔 패턴 

형성 기법으로는 low-sidelobe level 방법이 있다. 이 방 

법은 부엽의 응답을 전체적으로 낮춤으로써 원하지 않은 

방향의 신호를 효율적으로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다 囲[9][1이. 특히 Sim과 Koh [9] 

의 방법에서는 추가적인 제한 조건을 통해 부엽 응답의 

크기를 더욱 낮추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제한 조건의 사 

용은 시스템의 자유도를 소모하기 때문에 어레이에 사용 

된 마이크로폰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람직 

한 방법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하는 형태의 부엽 응답 

을 얻기 위한 방법이 Olen과 Compton ⑶에 의해 제안된 

반복과정을 사용하여 부엽 응답의 크기를 낮추는 알고리 

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원래 안테나 어레 

이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부엽 영역에 특정한 파워를 가진 

가상의 간섭이 있다고 가정한 후, SINR (signal-to- 

interference-plus-noise power ratio)을 최대화하는 최 

적의 빔 형성기 계수를 설계한다. 그리고 반복과정에서 

간섭의 파워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부엽 응답 크기를 

얻는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주엽의 형태를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Zhou와 Ingram [10] 은 원하는 

빔 패턴과 얻어지는 빔 패턴의 weighted Le norm을 최소 

화하는 빔 형성기 계수를 형성함으로써 원하는 주엽 형태 

와 낮은 부엽 응답 크기를 얻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 

나 Zhou와 Ingram의 알고리즘은 원하는 주엽의 형태를 

얻기 위해 많은 자유도를 소모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일 

한 자유도가 주어질 경우 Olen과 Ctompton의 알고리즘에 

서 얻을 수 있는 부엽 응답 크기만큼의 낮은 값을 얻을 

수 없다.

3D 사운드 시스템을 위해서 빔 형성기를 사용할 경우, 

주엽의 형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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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엽의 형태를 제어하지 않고 좀 더 낮은 부엽의 

응답 크기를 얻어 방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low-sidelobe level 방법을 제안한다.

III. 높은 방%성을 가진 사운드 빔을 

형성하는 알고리즘

주어진 스피커 어레이의 형태에서 원하는 형태의 사운 

드 빔 패턴을 얻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식 ⑶과 청취자의 위치에 따라 조향 벡터 U를 설정 

하고 사운드 빔의 표적 지점과 제어 영역을 설정한다. 다 

음은 제어 영역에서 특정 파워를 가진 가상의 음장이 존 

재한다고 가정한 다음 표적 지점과 제어 영역의 음압의 

비를 비용 함수로 설계하고 이 비용 함수가 최고 값을 

갖도록 하는 빔 형성기의 계수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반 

복과정을 통해 가상 음장의 파워를 조절 함으로써 제어 

영역에서 원하는 음압을 얻는다. 위 과정은 Olen과 

Compton [5]의 알고리즘과 유사하지만, 스피커 어레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근거리 가정으로 알고리즘을 유 

도하였다는 점과 가상 음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 

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음은 제안된 사운드 빔 

형성 알고리즘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3은 스피커 어레이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어 영역

*^ontrol

/

P。（"，，,）
0

/ X

표적 영역

*^rget

Pr

j'\

// \

/ 1 \
/ / \

/ / \

/ 1 \

X

/ I \

专点…¥X 1

실내 환경을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낸다. 스피커 어레이는 

공간상에서 아래쪽에 치우쳐져 설치되었고, 청취자는 

R 에 위치한다. 스피커 어레이의 길이가 氏。이고, 빔 형 

성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신호의 파장이 入라고 하였을 경 

우, 실제 환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스피커 어레이와 청취 

자간의 거리가 成;/入보다 작기 때문에 근거리 가정을 사 

용하여 빔 형성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청취 

자 주변의 밝은 영역은 사운드가 명확하게 들리는 표적 

영역을 나타내고, 어두운 영역은 사운드가 감쇠되는 제 

어 영역을 나타낸다. 비용함수는 표적 지점과 제어 영역 

의 사운드 파워의 비로 설계되고 식 ⑻과 같이 나타낸다.

P（p,，。） _|俨띠2

（丿 F（＜%岫q）

⑻

r. = e[u「u?]

여기서 P（7?, w） 는 사운드의 파워가 공간과 주파수 성 

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Uf 는 청취자의 위 

치 정보를 담은 조향 벡터이고, Rc는 제어 영역 氏汕曲의 

정보를 담은 조향 벡터 Uc의 공분산 행렬이다. 사운드 

파워의 비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최적의 빔 형성기 계수 

W。® 는 식 ⑼와 같이 나타낸다.

W华，=aR「U, ⑼

여기서 a는 임의의 복소수 값이다. 그리고a를 식 （10） 

과 같이 설정하여 |时1기=1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취자 

의 위치 R 에서 손실 없는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电"
(10)

다음으로 제어 영역에서 원하는 음압을 얻기 위해 반복 

과정을 사용한다. 첫 번째 과정으로 제어 영역에 가상의 

음장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지연-합 형태의 빔 

패턴 B0（Rcontrol, 加을 구한다. 위 과정까지를 k = 0 

반복이라고 한다.

切（％ trol， 企） = 卜邓미,
그림 3. 스피커 어레이가 적용되는 실내 환경

Fig. 3. Room environment for speaker arr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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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e(U,Uf)U<， SO ⑴)

珥니 7

다음 과정으로 주어진 빔 패턴 BAR«*m>i，W과 원 

하는 음압 D{RcontTol, s) 의 차이를 제어 영역 (队(幻,

Control, Z=l, 2, ..., L,m=l, 2, .... 归)에서 구하 

고, 둘의 관계에 따라 제어 영역에서 가상음장의 파워를 

결정한다’ 만약 가상 음장의 위치에서 주어진 빔 패턴 

Bk (Pc，W)이 원하는 음압 〃(叫, 切)보다 높을 경우 Pc 

에서 가상 음장의 파워가 증가하고, 주어진 빔 패턴 

Bk(Pc> 踞) 이 원하는 음압 硏Pc，?〃)보다 낮을 경우 Pc 

에서 가상 음장의 파워가 감소한다. 만약 음장의 파워가 

음수가 될 경우, 가상 음장의 파워를 0으로 설정한다.

가상 음장의 파워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원하는 제어 

영역의 음압 6k(pc, s)을 식 (12)과같이 현재 표적 지점 

의 빔 패턴 Bk(pt, s)과 최종적으로 원하는 음압 

Q(Pc，S)의 관계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册_ BJP”찌
广 10〔g冲 (12)

제어 영역의 음압이 낮아짐에 따라 표적 지점의 빔 

패턴의 크기 3서(& s)가 변하기 때문에 机(队, 祀)는 

매 반복과정마다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적 영역과 

제어 영역의 구분은 표적 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손실 

을 막기 위해 표적 영역의 폭을 스피커 어레이의 너비 

(NT)Xd보다 크게 설정한다 [12].

Sk(pc. s)을 찾고 표적 영역과 제어 영역을 구분이 끝 

나면 다음 반복과정을 위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상 

음장의 파워를 결정한다 Z번째 반복과정에서 가상 음장 

의 파워를 &(、腿 m) 라고 할 때"+1번째 반복과정에서 

가상 음장의 파워는 식 (13)과 같이 결정한다.

&+1(P。，©) = max [0,匚(p。, ©)], 

where(p。,©) = & (p«.,<河 + K[瓦(p。@)-8„ (pc,®)]

(13)

여기서 K는 반복과정 이득이다. 아/개의 위치 0에 

서 가상 음장의 파워가 할당되면, 식 (10)의 공분산 행렬

Rc(k, ?”)를 식 (14)를 통하여 구한다.

L M ( [
R*q)=££ 미 *如*%“) 

Z=1 m=l 
L M

=££s血(也")，M")(14) 

/=! m=l

식 (10)을 계산함으로써 z번째 반복과정에서 빔 형성 

기의 계수를 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사운드 빔을 

형성할 수 있다.

위 반복과정은 제어 영역에서 원하는 음압을 얻거나 

반복과정에서 빔 형성기의 계수의 변화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된다.

IV. 성능 평가 실험

제안된 사운드 빔 형성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의 빔 형성기들과 사운드 빔의 방향성을 비교하고, 스피 

커 어레이 시스템에 적용시켜 성능을 비교 평가 하였다.

으소
빔 형성기의 입력 주파수 대역이 敬즈鋼可간耳를 

넘어가면 spatial aliasing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원하는 방향 이외에도 사운드 빔이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스피커 어레이 시스템에서 spatial 

aliasing이 발생하지 않는 주파수 대 역의 신호만을 사운 

드 빔 형성에 이용한다. 한편, 톤 신호 빔 형성기의 방향 

성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음소 
spatial aliasing이 발생하지 않는 湫 스파方'의 간쳐 

压의 톤 신호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스 

피커 유닛의 크기를 고려하여 스피커 유닛 간의 간격은 

0.045 m로 설정하였고, 스피커 유닛의 개수가 16개인 등 

간격 선형 스피커 어레이를 사용하였다 한편, 사운드 빔 

을 형성하는 공간은 그림 3과 같은 사각형 형태의 2차원 

공간이고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각 3 m, 3.75 m로 설정 

하였다. 스피커는 2차원 공간의 하단 벽면의 중앙에 위치 

시켰다. 성능 평가의 비교 대상으로는 지연-합 빔 형성기 

와 MVDR 빔 형성기를 사용하였다. 한편, 제안된 알고리 

즘의 원하는 제어 영역 응답의 크기는 -40 dB로 설정하 

였고, 반복 횟수는 100회를 실행 하였다. 방향성의 판단 

기준으로 음압도와 표적 영역의 평균 음압과 제어 영역의 

평균 음압의 차이를 사용하였고, 얻어진 모든 값들은 dB 

스케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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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운드 빔 형성 성능 평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받지 않고 알고리즘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잔향이 없는 자유 공간 (free space)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의 빔 

형성기들에 의해 형성된 사운드 빔의 방향성을 비교하기 

위해 표적 지점을 (1.5 m, 1.5 询로 설정한 후 사운드 빔을 

형성하였고, 형성된 사운드 빔의 음압도를 그림 4에서 나 

타내었다. MVDR 빔 형성 방법은 지연-합 빔 형성 방법에 

비해 특별한 성능의 향상을 보이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안된 방법의 경우, 거리에 따라 일정한 메인 빔 

폭을 확인 할 수 있고, 지연-합 빔 형성기와 거의 근접한 

표적 영역의 음압을 가지면서 제어 영역 전반에서 더 낮 

은 음압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제안된 방법 

은 지연-합 빔 형성기보다 높은 방향성을 가진다.

4.2. 스피커 어레이 시스템에 적용된 빔 형성기 성 

능 평가

실제 환경에서는 잔향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 

로 잔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실내 음향 특성 RIR (room 

impulse response)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Image 

method를 사용하여 그림 3의 공간에서 모든 벽면의 반사 

계수를 0.5로 설정하여 RIR을 얻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13],

제안된 알고리즘을 3차원 음장 효과를 내기 위한 멀티 

채널 사운드 재생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사운드 빔을 

반사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사운드 빔의 반사를 위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과정에서 표적 영역과 표적 지점의 

설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먼저 표적 영역의 설정 방법에 대하여실험을 실시 하였 

다. 그림 5 (a)는 사운드 빔을 따라 표적 영역이 형성되면 

서 사운드 빔이 벽면에 닿을 경우 표적 영역의 설정을 

마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자유도가 충분하지 않 

을 경우 가상 음장이 존재하는 제어 영역이 넓어지기 때 

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유도가 충분할 경우 최 

적의 방법이다. 다음으로 그림 5 (b)는 벽면에 닿아 반사 

되는 경로까지 표적 영역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의 경우 필요 자유도가 그림 5 (a)의 방법보다 적지만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5 (c)는 사운 

드 빔이 반사되는 벽면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똑 같은 가 

상 영역을 형성하고 표적 영역을 Y자 형태로 만드는 방법 

이다. 이 방법 또한 그림 5 (a)와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다. 이 밖에도 만약 청취자가 넓은 공간상에 위치할 경

0 Q5 1 1.5 2 小 3

x-axis (m)

(a)

0 0.5 1 1.5 2 25 3
x-axis (m)

(b)

0 0.5 1 1.5 2 小 3

(0

그림 4. 자유 공간에서 사운드 빔의 음압

(a) 지연-합 빔 형성기

(b) MVDR 빔 형성기

(c) 제안된 알고리즘

Fig. 4. Sound pressure lev이 in the f「ee너ield room

(a) delay-and-sum beamformer

(b) minimum variance distortionless response 

beamformer

(c)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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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운드 빔이 지나가는 영역 외에 음압을 낮추지 않아 

도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자유도를 절약하기 위해 이 

지점을 표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으로 표적 지점의 설정 방법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사운드 빔이 직접적으로 청취자에게 도달하지 

않고 반사되어 청취자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표적 지점을 

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가상의 표적 지점 以를 설정 

하는 방법은 그림 6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림 6 

(a)는 정확한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가상의 표적 지점을

x-axis (in)

벽면과 일치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림 6 (b)의 경우 실제 

표적 지점과 대칭되는 지점에 가상의 표적 지점을 설정하 

는 방법이다. 그림 6 (a), (b) 모두 사운드 빔이 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식 ⑼에서 알 수 있듯이 표적 

지점에서 빔 패턴의 크기가 1이 되도록 하기 위한 알고리 

즘의 특성에 의해 가상의 표적 지점이 멀수록 실제 표적 

영역에서 빔 패턴의 크기 응답이 크다. 그러므로 그림 6 

(b)의 경우가 표적 영역과 제어 영역의 음입차가 더 크고 

이로 인해 사운드 빔의 방향성이 더 높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표적, 제어 영역에 있어서 그림 4 (a)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알고리즘에서 사운 

드 빔을 반사 시킬 경우에 설정하게 되는 가상의 표적 

지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림 5(b)의 빙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잔향이 있는 환경에서 사운드 빔의 

음압도를 그림 7과 그림 8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7은 표 

적 지점을 (1.5 m, 1.5 m)로 설정하여 정면으로 사운드 

빔을 형성하였을 경우의 잔향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었 

다. 지연-합 빔 형성기와 MWR 빔 형성기의 경우 잔향 

성분에 의해 표적 지점에서 사운드의 보상과 제어 영역에

as ■ -
导쬬지쳠.

3 - • *

26- .

尸顽險? 并상외육표 지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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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끄림 5. 표적 영역, 제어 영역의 설정 방법

Fig. 5. M여hod for ta「g완, control region ^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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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6. 가상의 표적 지점 설정 방법

Fig. 6. Method for image target position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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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운드의 감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빔의 지향 특성이 손상되는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제안 

된 알고리즘은 잔향이 없는 환경에서 형성된 빔에 비해 

빔의 지향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표적

그림 7. 반향 공간에서 사운드 빔의 음압 (정？!)

(a) 지연-합 빔 형성기

(b) MVDR 빔 형성기 (c) 제안된 알고리즘

Fig. 7. So니nd pressure level in the reverberant-field room 

(front).

(a) delay-and-sum beamformer

(b) minimum variance distortionless response 

beamformer (c) proposed algorithm 

영역에서 일관성 있는 음압 분포를 보이며 제어 영역에서 

도 다른 방법에 비해 낮은 음압 분포를 유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x-axis (m)

(a)

x-axis (m)

(b)

(c)

그림 8. 반향 공간에서 사운드 빔의 음압 (측면)

(a) 지연-합 빔 형성기

(b) MVDR 빔 형성기

(c) 제안된 알고리즘

Fig. 8. Sound pressure lev이 in the「eve「be「ant너ield room 

(side).

(a) delay-and-sum beamformer

(b) minimum variance distortionless response 

beamformer

(c)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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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적 영역의 평균 음압과 제어 영역의 평균 음압의 차이 

Table. 1 Average sound pressure difference between audible 

region and inaudible region

자유 공간 
(정면) 

그림 4)

반향 공간 
정면

(그림 7)

빈향공간 
(측면) 

(그림 8)

지연하 빔 형성기 16.7334 15.7116 11.3491

MVDR 빔 형성기 15.7380 15.6676 11.2812

제안된 빔 형성기 21.5269 20,5268 15.7430

그림 8은 표적 지점이 (1.5 m, 3 m)일 경우 3차원 음장 

효과를 내기 위해 측면 방향으로 사운드 빔을 형성하여 

반사시켰을 경우의 사운드 빔의 음압도를 나타내었다. 

표적 영역의 설정방법은 충분한 자유도를 활용할 수 있으 

므로 그림 5 (a)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가상의 표적 지점 

은 그帛 6 (b)의 방법을 사용하여 H.5 m, 3 m)로 설정하 

였다. 지연-합 빔 형성기와 対R 빔 형성기의 경우 사운 

드 빔의 반사가 일어난 후 표적 영역의 음압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제어 영역과의 음압차가 줄어 들기 때문에 

사운드 빔의 지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제안 

된 알고리즘은 비록 표적 영역의 음압이 줄어들지만 그 

정도가 적기 때문에 반사된 사운드 빔 또한 위 두 알고리 

즘보다 높은 방향성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표적 영역의 평균음압과 제어 영역의 평균 

음압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제안된 알고리즘의방향성을 

수치적인 결과로써 구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림 4, 7, 8에서 보았던 결과와 동일하게 자유공간에 

서 반향 공간보다 모든 알고리즘의방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연-합 빔 형성기와 MVDR 

빔 형성기보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방향성이 높은 것을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 방향성이 높은 사운드 빔을 형성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사운드 빔을 사용한 3차원 사운드 

재생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사운드 빔을 반사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표적 영 

역과 제어 영역을 설정하여 두 영역의 음압비를 비용 함 

수로 세우고, 비용 함수를 최대화 하는 빔 형성기 계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반복과정을 사용하여 제어 영역의 음 

압을 낮춤으로써 방향성이 높은 사운드 빔을 형성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무향실과 잔향이 존재하는 환경에 

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지연-합 빔 형성기나 

MVDR 빔 형성기를 사용한 경우보다 높은 방향성을 가짐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운드 빔을 사용한 3차원 사운드 

재생 시스템에 적용 시키기 위하여 반사된 사운드 빔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제안된 알고리즘이 지연-합 빔 형성 

기나 MVDR 빔 형성기보다 높은 방향성을가짐을 확인하 

였다. 그러므로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높은 방향성을 가 

지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人］•운드 빔을 사용한 3차원 사운 

드 재생 시스템에 적용시킬 경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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