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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리포트 
 

스마트 음향제어 시스템  
 

1. 개요 
 

 현대사회는 빠른 Life cycle로 인하여 개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여가생활이 많

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User Interface에 맞춘 디자인보다는 User Experience 에 

맞춘 디자인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을 인식하고, 가장 최적화

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System 이 현재 에어컨에 적용되고 있고 그 밖의 생활가전에 적용

되려고 연구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안의 사용자의 위치와 사용자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지속적으로 사

용자가 원하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외선 센서와 2개의 MCU 를 사용하였다. 공간의 천

장에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사

용자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움직임을 구현

하고 사용자가 없거나 사용자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을 시에는 System 의 동작을 최소화하여 

저전력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System 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은 볼륨을 조절하며, 음향 사각지대를 없애는 System 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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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본 연구는 Stellaris LaunchPad LM4F120 kit 를 이용해서 공간의 천장에서 공간의 

형태를 3D Map 으로 구현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간의 3D Map 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요하고 서버모터의 정밀함 부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확인할 정도의 3D Map 을 구현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① 본 장치의 설치되는 공간의 구성은 높이 3M 를 기준으로 할 때 3.6m*3.6m 의 공간을 

탐지할 수 있다. 

② 탐지 한 공간을 3D map 으로 구현 할 수 있다. 

③ 사람의 이동을 감지하여 사람의 현재 방안에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④ 사람의 위치에 맞게 해당 기기들(스피커 또는 모니터)의 방향을 조절 할 수 있다. 

 

3. 본론 
방안의 각 좌표를 향하여 거리센서를 동작시켜 각 거리 값을 입력 받는다. 입력 거리 값을 

연산을 통하여 각 물체의 대략적인 높이와 방안에서의 좌표를 찾아 해당좌표에 맞게 높이 값을 

입력하여 3D 맵을 구현한다. 이후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전에 입력된 값들과 비교하여 

일정이상의 변화가 발생한 부분을 탐색,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산을 통하여 방안에서의 현재 사람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서 스피커 또는 모니터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한다. 

실험을 위한 기본적인 방의 높이를 대략적으로 3m 라 가정하고 

Figure 1. 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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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를 3.6m*3.6m 라 고려한다. 이는 실험을 위한 서버모터의 PWM 값과 배열(좌표)사이의 

간격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즉, 전반적인 구상은 figure1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Figure1와 

같은 방안의 모습을 연산을 통해서 9*9의 배열로 3D 지도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각 서버모터의 해당 값을 결정하기 위해 높이 2m, 각 

좌표 사이의 거리 2.4cm 로 가정하여 figure2와 같이 고려한다. 

방안의 센서를 기준으로 각 좌표를 figure2보인느 바와 같다. 이론을 

통한 pwm 값을 계산한 결과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지 않아 직접 

실험을 통하여 얻은 해당 pwm 값은 아래와 같다. 

 
처음 값이 x축, 두번째 값이 y축 

 

실험을 통한 pwm 신호를 통해서 서버모터 2개를 동작시켜 해당 

좌표지점을 향하도록 하여 거리감지센서(초음파센서)를 동작시켜 

거리 데이터를 입력 받아 배열로 저장한다. Figure3은 거리감지 

센서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입력 받은 데이터와 

좌표 지점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물체의 높이, 해당물체의 좌표를 

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Figure 3. 입력 데이터 모습 

Figure 2. 5*5 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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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보모터 동작 

서버모터는 figure4와 같이 일정한 주기 신호 pwm 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pwm 값은 20ms 주기 신호에서 1ms~2ms 의 pulse를 

기반으로 서버모터가 0°~180°사이를 회전하도록 동작시킨다.  

Figure5는 실험을 할 당시 사용한 서버모터 hes088를 보여준다. 

Lm4f120의 타이머를 PWM mode로 동작시켜 해당 서버모터가 

동작하도록 한다.  

Lm4f120의 datasheet 를 참조하여 timer0와 timer1이 

pwm 모드에 적합한 주기신호를 갖도록 설정한다. Figure6는 timer0가 20ms 주기 신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초기 설정 값을 보여주고 있다. 

②  거리 센서와 인체감지 센서 

  Figure7은 거리감지센서 srf-02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Usart 통신을 통해 해당 센서의 데이터를 받도록 설정하였다. 해당 

센서는 입력 받는 데이터를 I2Cmode, serial mode를 지원한다. 

Serial mode에서 지원하는 결과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Figure 4 pwm setting 

Figure 4 PWM 

Figure 5 서버모터 hes 088 

Figure 5 거리감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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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서 있어서 inches 결과 값을 받도록 하여 최대 6m 까지 거리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Figure8은 실험에서 사용한 인체 감지센서 모듈 aps 002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인체 

감지센서를 이용하여 MCU 에 interrupt 를 발생시켜 사용자의 움직임이 감지 될 경우에 

모터를 동작시켜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센서의 방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③ 방안의 높이와 각 θ 

Figur3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입력 받은 거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물체와 

천장에서의 거리를                                 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연산된 값들 중 가장 큰 값이 방의 높이가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Figure7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연산을 위해서 좌표를 향할 때의 입력 받은 거리데이터들과 센서 

중심에서의 각 좌표간의 사이 각θ를 알아야 한다. 

사이 각θ를 알아내기 위한 과정을 아래 과정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앞서 실험을 위한 기본 값을 찾기 위해 2m 의 방 높이에서 28cm 임을 가정한 것을 

이용하여 θ값을 얻을 수 있다. 

Figure 7 

Figure 6 인체감지센서 모듈 APS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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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연산을 통해서 얻은 θ와 거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천장과 물체 또는 바닥 사이의 거리를 

구 할 수 있다. 

                                 

이 연산된 값들 중 가장 큰 값을 천장과 바닥 사이의 거리, 즉, 주어진 공간의 높이가 됨을 

생각할 수 있다. 

 

④ 물체의 높이와 좌표계산 

해당 물체의 높이는 위의 방안의 높이를 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동일한 연산을 통해서 

천장과 해당 좌표가 가리키는 곳의 사이의 거리를 얻을 수 있다(figure8에서 t). 물체의 

높이를 알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연산을 추가한다. 

                                    

              

  여기에 주의하여야 하는 점을 figure10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동일한 방향으로 가리키는 좌표에서 동일한 물체에 

의해 짧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물체의 높이는 2번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가 되어야 

대략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선 연산을 통해서 해당물체의 대략적인 높이 값들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물체의 높이는 1의 좌표가 가리키는 곳이 데이터가 아닌 2의 좌표가 가리키는 곳의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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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장 높은 연산된 거리 데이터를 값이 해당 좌표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물체의 좌표를 대략적으로 찾기 위해서 figure11의 

상황을 생각 할 수 있다. 센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중간에 

물체가 있을 경우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xy평면에서의 현재 

위치를 대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 식을 통해서 xy좌표에계에서의 길이 값을 알 수 있으며 

xy좌표상의 각ρ의 값을 θ와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arctan 의 

값이 - 
 

 
   

 

 
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 4가지 사분 면에 대해서 따로 고려해주어 

ρ의 값을 정의 내려주어야 한다. 

1사분면, 4사분면:         √       

2 사분면, 3 사분면:                √       

연산된 각ρ에 의해서 현재 물체의 좌표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구해진 높이 값을 각 좌표에 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하여 3D 맵을 구현 할 수 있다. 

 

 

 

 

 

Figure 9 

Figure 10 구현된 3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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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람의 위치 확인 

초음파센서를 통해 입력된 값을 특정행렬에 저장하여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센서를 

다시 한번 더 동작시켜 해당좌표에서의 입력된 값과 저장된 값을 비교하여 사람의 위치를 

감지하도록 한다. 사람이 만약 특정 좌표에 존재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전 저장된 값보다 더 

짧은 length 결과 값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처음 이전 저장된 값보다 

일정이상(8inch) 짧은 length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때의 거리데이터와 가리키는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여 현재 

사람의 좌표를 얻을 수 있다. 

 

⑥  사람의 좌표 전송 

연산을 통해서 얻은 사람의 현재 좌표를 무선통신을 통해서 아래의 스피커 또는 모니터에 

전송시켜 해당 좌표로 방향을 조절하도록 한다. 사람의 좌표 전송을 위해서 지그비 

무선모듈(RBS-100)을 사용하였다.  

 

 

 

 

 

 

Figure 11 지그비모듈과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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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① 3D map 구현 

 

 

 

 

 

위의 공간의 붉은색 부분을 센서가 searching 한 이후 메모리에 3D 맵이 구현된다. 그 

메모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위의 실제 공간을 설계한 센서를 통해서 map searching 한 결과를 위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ure15는 입력 받은 거리 데이터 값이 저장되는 모습과 이를 이용하여 연산된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3Dmap 이 구현된 메모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matlab 또는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ure 16과 같이 나타난다. Figure14에서의 현재 모습과 

비슷한 map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12 실제 공간 

Figure 13 memory Figure 14 memory 를 기반으로 구현한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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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센서와 스피커 또는 모니터의 방향 변환 

사용자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센서는 그 자리에서 한번 동작한 이후 처음 거리데이터와 

비교를 하게 된다. 그 이후 거리 데이터와 변환된 값이 없으면 4방면을 searching 하여 처음 

거리데이터들과 다시 비교를 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이동을 찾아 가도록 

설계하였다. 그 결과 센서는 사람의 이동에 다소 느리지만 올바르게 사람의 위치를 찾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른 사람의 현재 좌표를 연산하여 모니터에 연결된 

다른 MCU 보드에 Zigbee를 통해 보내게 된다. 이를 받은 MCU 보드는 해당 사용자의 위치에 

맞게 비례식을 통해 화면의 각도를 틀어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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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연구계획 및 발전 방향 

 
① 속도성 

  Map 을 처음 구성하는데 있어서 센서의 진동을 줄이고자 느린 속도로 모터를 제어하였다. 이

를 보안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제어하는 모터를 Step motor 를 활용하도록 하고 Step motor

를 사용하면 센서부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전용모터를 제작해야 한다. 또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적외선 센서를 부착하여 한번에 많은 공간의 거리 값을 입력 받도록 설계하

면 된다. 

② 정밀성 

  Map 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본 실험에서는 공간을 9X9의 공간으로 나누어서 각 공간에 대한 

거리 을 입력 받았다. 보다 더 정밀한 3D Map 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좀더 세분화하여 

나누게 되면 더욱 완벽한 3D Map 을 구현 할 수 있다. 

③ 활용도 

  본 연구는 스마트 음향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하지만 3D Map 을 구현하고 

이를 각종 가전제품에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에어컨, 홈시어터, TV 등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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