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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선박의 수중방사소음 준위는 함정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특수 성

능으로, 함정 건조시의 평가 기준 달성을 위한 수중방사소음 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상선의 대형화와 물동량 증가로 소

음준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국제적

으로 선박 수중방사소음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수

중방사소음의 저감은 군함 뿐만이 아니라 상선에서도 중요한 분야

로 인식되고 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수중방사소음 중 기계류 소음은 선박 내부에

서 회전/왕복 운동하는 엔진/펌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에

대한 수중방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먼저 선박 내부 소음원의 위

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운용중인 수직 선 배열 체계에 도플러

방법을 적용하여 선박 내부에 수평으로 위치한 소음원의 위치를 추

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중청음기의 배치 위치 및 측정 대상

선박의 주행 조건에 따른 소음원 위치 추정 모델을 연구하여 모의

를 실시하였고, 모의 결과 기존 수직 선 배열 체계에서 별도의 설비

없이 도플러 방법을 이용한 소음원의 위치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주요어 : 선박 수중방사소음 측정, 도플러 방법, 소음원 위치 추정

모델

학번 : 2013-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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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선박의 수중방사소음(URN, Underwater Radiated Noise) 준위는

함정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주요 특수 성능으로 최적 스텔스 설계

및 함정 건조시의 평가 기준 달성을 위한 URN 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최근 상선의 대형화와 해상 무역 물동량의 증가로 소음준위

의 지속적 증가 및 그림 1과 같이 상선과 다수의 해양포유류와의

음향신호 주파수 대역이 겹치므로 해양포유류의 활동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 수중방사소음 규제

를 위한 법규제정을 가시화 하고 있다[1].

그림 1 해양포유류 음향과 상선의 소음 주파수 대역[2]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그림 2와 같이 추진축 및 프로펠러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추진기 소음, 회전 및 왕복운동 장비에서 발생하

는 기계류 소음 및 마지막으로 유체소음과 관련된 유동 소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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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3].

그림 2 선박 소음의 분류

특히 기계류 소음의 경우 선박 내부에 위치한 엔진, 펌프 등 다양

한 위치에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방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소음

원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플러 방법을 이용하여 선박에 수평으로 위치한

기계류 소음원의 위치 추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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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현황

URN 측정은 수중으로 방사되는 방사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으로 기본적으로 피시험 함정과 일정 거리에 수중청음기를 설치하

여 함정의 수중방사소음의 절대음원 준위를 측정하거나 방사소음의

음향학적 특성을 추출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1.2.1. 국외 기술 현황

국외에서는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URN 계측체계를 운용중이

며, 국가별 운용 현황은 표 1과 같다[4].

국가 수중방사소음 계측 운용 현황

미국 1960년대부터 운용, 세계 최대 운용 국가

프랑스
고정형과 이동형 및 수평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계측설비 운용

영국 고정형 위주의 정박/기동 시험 수행

독일 천해 근거리 음장조건에서의 시험 수행

EU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공동 운영

고정형/수직 선 배열을 이용하여 URN 측정 시험 수행

표 1 국외 수중방사소음 계측 운용 현황

미국은 1960년대부터 URN 계측체계를 운용해 왔으며, 그림 3과

같이 계측체계 최대 운용 국가이다. 함정의 URN 측정 시 정박 및

기동시험을 지원하며, 고정식 수직 선 배열 체계 및 유선형의 등방

성 수중청음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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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URN 계측체계 및 운용 현황

프랑스에서는 그림 4과 같이 유선형의 수직 선 배열 체계를 사용

중이며, 영국에서는 그림 5와 같이 해저면 고정형 수중청음기를 사

용하여 정박 및 기동시험 시 URN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 프랑스 URN 계측체계 및 운용 현황

그림 5 영국 URN 계측체계 및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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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그림 6과 같이 수심 22 m의 연안 해상 시험장에서 정박

및 기동시험 URN 계측 설비를 별도 구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그림 7과 같이 Heggernes 시험장에 해저면 고

정형 수중청음기 및 고정식 수직 선 배열 체계를 운용중이다.

그림 6 독일 URN 측정체계 운용 현황

그림 7 EU 해상 시험장 URN 측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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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내 기술 현황

국내에서는 90년대 초 국가출연연구소 해상/수중 무기체계의 시험

평가 능력 확보를 위해 해상 시험장을 건립 하였으며, 그림 8과 같

이 해저면 고정형 수중청음기 및 이동식 수직 선 배열 체계 사용하

여 정박/기동 시험을 실시중이다.

그림 8 국가출연연구소 URN 계측체계 운용 개념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국내에서는 수직 선 배열 체계를 이용한

URN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 선 배열 체계의 특성상

선박에서 수평적으로 위치한 소음원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한 점

이 있다.

1.3. 연구 개요

선박의 수중방사소음 신호처리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분석 방

법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먼저 DEMON(Detection Envelope Modulation On Noise) 분석

방법은 진폭 변조된 공동소음(cavitation)으로부터 진폭 변화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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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탐지하고 프로펠러의 회전속도 및 날개 수에 대한 정보를 파

악한다.

LOFAR(LOw Frequency Analysis and Recording) 분석 방법은

측정 신호의 토널 성분을 추출하여 기계류나 엔진 소음과 같은 협

대역 성분의 방사소음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신호처리 알고리즘에서 소음원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컨벤셔널 빔형성 방법(conventional beamforming method)과 도플러

방법(Doppler method)이 있는데, 컨벤셔널 빔형성 방법은 수직 선

배열 체계에서 원하는 특정 방향으로만 수신되는 지향성을 갖는 빔

을 형성하는 방법이며, 도플러 방법은 이동하는 선박과 수중청음기

사이의 상대적인 속도에 따른 주파수 천이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플러 방법을 이용한 수평으로 위치한 소음원의

위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Lingji의 연구를 기초로 모의를 하였

다[5].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연구 현황,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였

다. 2장 선박 수중방사소음 신호처리 알고리즘에서는 스펙트럼 분

석, DEMON 알고리즘, LOFAR 알고리즘, 음원준위 측정에 대하여

기술 하였으며, 3장 소음원 위치 추정 방법에서는 선박 소음원의 위

치 추정 방법인 컨벤셔널 빔형성 방법과 도플러 방법에 대해 기술

하였다. 4장 소음원 위치 추정 모델에서는 도플러 방법을 이용한 위

치 추정 모델을 제시하고, 추정 모델별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마

지막으로 5장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제시한 추정 모델의 이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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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 수중방사소음 신호처리 알고리즘

수직 선 배열 체계에서 측정된 음향 신호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수중방사소음 준위를 추정하기 위하여 스펙트럼 분석, DEMON 분

석, LOFAR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2.1. 스펙트럼 분석

측정 자료는 시간 영역에서 기록되는데, 이는 그림 9와 같다. 측

정 자료에 고속 푸리에 변환(FFT, Fast-Fourier Transform)을 적용

하여 주파수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9 시간 영역 원음 신호 가시화

그림10은 모의된 선박 소음 신호를 주파수 분석한 예시이다. 모의

시간 영역 신호를 여러 구간으로 분절한 후, 각 구간에 고속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면 시간-주파수 분석을 한다. 분석 결과 300 초 근방

에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변화가 완화되고, 300 Hz 이하에서 80 dB



9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선박이 해당 시간에 최단접

근점(CPA, Closest Point of Approach)을 통과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시간-주파수 분석(스펙트럼 분석)

2.2. DEMON 알고리즘

DEMON 분석은 그림 11과 같이 대역 통과 필터(bandpass filter)

를 거쳐 변조된 신호를 다시 복조하는 과정인 envelope 단계 이후,

주파수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진폭 변조된 공동소음(cavitation

noise)으로부터 진폭변화의 반복율을 탐지할 수 있으며, 프로펠러의

회전속도 및 날개 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여기서 envelope 단계

는 자승(squaring) 또는 힐버트 변환(Hilbert transform)을 이용하여

수행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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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DEMON 분석 과정

그림 12는 선박의 DEMON 분석 결과이다. 3-4 kHz의 대역통과

필터를 거친 후 자승 및 힐버트 변환을 이용하여 envelope 단계를

수행하였다. 자승 방법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힐버트 변환에서는

약 58.3 Hz 간격의 높은 값 사이에 29.1 Hz의 작은 값이 관찰된다.

일반적인 상선의 프로펠러 날개수가 4개라는 가정 하에 날개 끝 공

동(TVC, Tip Vortex Cavitation)이 2 이고 날개 통과 주파수(BPF,

Blade Pass Frequency)가 58.3 Hz인 선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진축의 분당 회전수는 58.3 / 2 * 60이므로 약 1750 r/min임을 확

인하였다. 이와 같이 힐버트 변환을 이용한 방식이 자승을 이용한

방식에 비해 더 높은 준위를 보여줌으로써, 프로펠러에 대한 더 정

확한 정보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2 DEMON 분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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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OFAR 알고리즘

LOFAR 분석은 측정 신호의 토널 성분을 추출해서 도시화 하여

기계류나 엔진 소음과 같은 협대역 성분의 방사 소음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림 13과 같이 측정된 신호에 저대역 통과 필

터 및 창문 함수를 적용 후 직류신호 성분을 제거하고 고속푸리에

변환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며, 그림 14은 선박의 LOFAR 분석 예시

로써, 특정 주파수에서 높은 값의 토널 성분이 확인된다[6].

그림 13 LOFAR 분석 과정

그림 14 LOFAR 분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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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음원준위 추정

그림 15 후처리 과정

음원준위는 ANSI 표준을 준용하여 추정한다[7]. 분석 순서는 그

림 15와 같이 배경소음 및 감도 조정 후 측정 거리를 정규화하여

후처리를 실시하며, 과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4.1. 시험 환경 설정(test course configuration)

자료처리구간(DWL, Data Window Length)은 그림 16과 같이

CPA 기준으로 ±30˚를 설정하여 식 (1)을 이용하여 구한다. 자료처

리시간(DWP, Data Window Period)은 자료처리구간을 통과하는 시

간으로, 선박이 속도 (m/s)로 정속 주행할 때 식 (2)로 구한다.

그림 16 시험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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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2.4.2. 배경소음 조정(background noise adjustments)

배경소음은 식 (3)과 같이 측정소음준위 과 배경소음준위 

의 차이 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배경소음은 수신기에서 선박이 2

km 떨어진 지점에서 30 초 동안의 측정치를 평균하여 사용한다. 

가 10 dB 이상일 때는 별도 조정을 하지 않으며, 3 dB에서 10 dB

일 때는 식 (4)를 이용하여 조정하고 3 dB보다 작을 경우에는 측정

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log


 log


  (3)

 수신기에서 측정한 음압(배경소음 포함)

 ′  log


 (4)

2.4.3. 감도 조정(sensitivity adjustments)

배경소음을 조정한 음원준위  ′에서 케이블 감도, 증폭기의 이득

등을 보상하여 식 (5)와 같이 감도를 조정한 음원준위 ″를 산출한

다.

″  ′ (5)

 수신기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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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거리 정규화(distance normalization)

수신기와 선박과의 수직거리() 및 수평거리( )를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거리 정규화를 수행하며, 식 (7)과 같이 각 수신기별

로 음원준위   를 계산한다.

 

 


  (6)

    ″log (7)

   기준 거리 1 m에서의 음원준위

r : 선박의 주행 수(run number)

h : 깊이별 수신기 위치)

 기준 거리(1 m).

2.4.5. 후처리(post processing)

후처리 과정에서는 식 (8)과 같이 1회 주행에서 측정된 각 위치별

수신기의 음원준위 평균을 구한 후 식 (9)와 같이 측정된 음원준위

를 전체 주행 수 로 평균하여 구한다.

  log



  (8)

  기준 거리(1 m)에서의 평균 음원준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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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원 위치 추정 방법

URN 계측체계(수직 선 배열 체계)의 수중방사소음 측정 및 소음

원의 위치 추정 (source localization)을 위한 방법으로 컨벤셔널 빔

형성 방법[8]과 도플러 방법을 사용하였다.

3.1. 컨벤셔널 빔형성 방법

컨벤셔널 빔형성 방법을 수행하기 이전, 수직 선 배열 체계의 간

격 설정을 위하여 그림 17을 이용하여 기준 주파수를 선정하였다.

프로펠러 날개 소음 20 Hz, 기계류의 토널 성분 400 Hz, 프로펠러

공동소음 800 Hz 등 소음원별 중심 주파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

파수로 수직 선 배열 체계의 센서 간격을 표 2와 같이 결정하였다.

그림 17 상선 방사소음 주파수 대역

구 분 주파수 (Hz) 파장 (m) 센서 간 간격 (파장/2)

1 20 75 37.5

2 400 3.75 1.8

3 800 1.875 0.9

표 2 주파수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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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선 배열 체계를 구성하는 센서의 수는 8개로 설정하였다. 20

Hz 센서 배치는 ANSI 표준의 grade A를 준용하여, 그림 18과 같이

37.5 m 간격으로 센서를 배치하였다. 이 때, 선박과 수직 선 배열

체계의 CPA 기준 거리는 선박 길이 이상 또는 100 m 중에서 큰

값이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100 m로 설정하였다.

그림 18 20 Hz 센서 배치

400 Hz / 800 Hz에 대한 빔형성을 하기 위하여 그림 19와 같이 2

가지 경우로 센서 배치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센서를 0.9 m

의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다. 400 Hz와 800 Hz에서 각각 1.8 m 간격

의 센서 3개 (H1, H3, H5)와 0.9 m 간격의 센서 6개 (H1에서 H6)

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경우는 센서 5개를 0.9 m의 등간격 배치하

고 400 Hz용으로 1개를 1.8 m 이격 배치하여 400 Hz는 센서 4개

(H1, H2, H4, H6), 800 Hz는 센서 5개 (H2에서 H6)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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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400 Hz / 800 Hz 센서 배치 : Case 1(좌) / Case 2(우)

앞서 설정한 400 Hz / 800 Hz 센서 배치를 그림 18의 H1에서

H3까지 각각 위치시킨 후, 빔형성을 실시하였다(그림 20).

그림 20 400 Hz / 800 Hz 센서 배치(안) : 1안(좌) / 2안(중) / 3안(우)

그림 21에서 그림 23은 각 배치에 따른 빔형성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이용하여 –3 dB 지점의 빔폭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1안의 Case 2의 경우, 수직 방향으로 400 Hz에서 37˚, 800 Hz

에서 30˚의 해상도를 보이며, 모든 배치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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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나 빔형성 방법은 수직 선 배열 체계의 특성상 수평방향

으로 위치한 여러 소음에 대한 구별이 불가하다.

그림 21 400 Hz / 800 Hz 센서 배치 1안 빔형성 결과

그림 22 400 Hz / 800 Hz 센서 배치 2안 빔형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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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400 Hz / 800 Hz 센서 배치 3안 빔형성 결과

구 분
1안 2안 3안

Case 1 Case 2 Case 1 Case 2 Case 1 Case 2

400 Hz 52° 37° 64° 45° 73+α° 66+α°

800 Hz 24° 30° 28° 35° 35° 45°

표 3 센서 위치별 빔형성 해상도

3.2. 도플러 방법

도플러 방법은 이동하는 선박과 수신기 사이의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 주파수 천이가 변화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24와

같이 이동하는 선박에 설치된 신호발생기(beacon)의 위치와 발생신

호의 주파수 변화를 관측하여,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소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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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정이 가능하다. 신호발생기가 선박상의 에 설치되어 있고,

소음원의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신호 발생기와 일직선상에 있다고

가정한다. 선박이 일정한 속도 (m/s)로 진행 할 때, 신호발생기가

수직 선 배열 체계의 CPA를 통과하는 시간()과 소음원이 CPA를

통과하는 시간()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상대

적 거리를 산출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음원의 위치 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다[5].

    (10)

그림 24 도플러 방법 소음원 위치 추정 개념도

도플러 방법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

는 FFT를 통해 신호의 주파수 분포를 확인하여 대역 통과 필터를

거쳐 불필요한 배경소음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STFT(short

time-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여 시간대별로 최댓값을 추출함으

로써 도플러 곡선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선박상의 음원이 의 속도

로 수직 선 배열 체계를 지나갈 때 그림 25과 같은 도플러 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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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데, 주파수에 대한 시간의 미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이 음원

과 수중청음기의 상대속도가 최소인 지점이므로 CPA 거리가 되며,

이에 대한 관계는 식 (11)과 같이 나타낸다.




     (11)

그림 25 도플러 곡선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음원이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이며,

각각의 음원에 대한 주파수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식 (11)에 필요한

와 를 구할 수 있다.



22

4. 2차원 소음원의 위치 추정 모델

3.2. 절에서 기술한 추정 방법은 소음원이 신호발생기와 일직선상

에 위치한 1차원 상황에서의 위치 추정 방법으로써, 본 절에서는 소

음원이 신호발생기와 일직선상에 위치하지 않는 2차원 상황에서의

위치 추정 방법을 연구하고 추정 모델별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4.1. 위치 추정 모델

그림 26과 같이 신호발생기가 실제 CPA를 통과하는 시간을 ,

수중청음기에서 측정되는 CPA 통과시간을 ′이라 할 때, CPA 거

리만큼 수중청음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보상하여 식 (12)와 같이 나

타낸다. 소음원이 CPA를 통과할 때 측정되는 시간 ′은 소음원의

수직성분인 만큼 추가보상을 하므로 식 (13)과 같으며, 두 식을 정

리하여 에 관한 관계식 (14)를 도출하였다. 이 때 유도과정에서

CPA 거리 에 대한 성분은 없어지게 되므로 소음원의 위치 추정은

CPA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림 26 2차원 상황에서의 CPA 통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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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3)

′′ 


 





 (14)

 음원이 CPA를 통과하는 실제 시간

′ 수중청음기에서 측정되는 CPA 통과시간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수평 거리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수직 거리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직선 거리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각

 CPA 거리

 수중청음기

 음속(1500 m/s)

여기서 는 수중청음기에서 실제 측정되는 신호발생기와 소음원

의 CPA 통과시간 차이이므로 1차원 상황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소

음원의 위치 추정이 가능하였다. 2차원 상황에서도 측정선박이 진행

하더라도 소음원의 위치성분  의 값에 따라 가 같아지는 지점

을 그림 27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7 2차원 상황에서의 소음원 추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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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추정되는 위치가 소음원의 추정 위치이며 식(15)과 같이 

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16)과 같이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거리 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였다.

 







cos


sin
(15)

 


cos


sin


(16)

위의 방법은 소음원의 예상 위치들을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경우를 통

하여 정확한 소음원의 위치를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4.1.1. 추정 모델 Case 1

첫 번째 모델은 그림 28과 같이 수중청음기 2개를 좌/우현에 1개

씩 배치하여 측정 선박을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28 추정 모델 Cas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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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발생기가 CPA를 지날 때 수중청음기  에서 측정되는 시

간은 같으나 소음원이 CPA를 통과할 때에는 소음원의 수직 거리성

분 의 값이 반대가 되므로 에서의 측정 시간은 식 (16)으로 기

존과 같으나 에서의 측정 시간은 식 (17)의 과정을 거쳐 식 (18)

이 유도되었다.

  ′′′′ 


 


 





cos


sin

(17)

 



cos


sin


(18)

식 (16)와 식 (18)을 통하여 각 수중청음기에서의 추정 위치는 그

림 29와 같이 서로 교차하게 된다.

그림 29 Case 1 추정 위치 교차

이 때 소음원 추정 위치의 교차점 과 는 동일한 값이므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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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를 통하여 식 (20)과 같이  에 관한 식을 도출함으로써 신호발

생기와 소음원과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cos


sin






cos


sin


(19)

  tan







cos  sin

(20)

그림 30은 신호발생기에서 소음원의 수평거리 15 m, 수직거리 10

m의 조건에서 모의한 결과이며, 추정 위치의 교차지점을 확인하였

다.

그림 30 추정 모델 Case 1 모의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위치 추정 유도 과정에서 수중청음기와의

거리 에 대한 성분이 없어지므로 두 개의 수중청음기를 거리와 무

관하게 측정 선박의 반대 위치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소음원의 위치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추정 모델의 경우 측정을

위하여 수중청음기를 두 개를 배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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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요를 줄이기 위하여 1개의 수중청음기로 위치

를 추정하는 모델을 연구하였다. 수중청음기를 한 개 배치한 상태에

서 선박을 왕복으로 주행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림 31과 같이

측정 시 첫 번째 주행에서는 수중청음기가 선박의 우현에 위치하고,

두 번째 주행에서는 첫 번째와 반대로 수중청음기가 선박의 좌현에

위치하게 되므로 그림 29와 같이 선박 양쪽에 수중청음기를 배치하

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림 31 추정 모델 Case 1-2

첫 번째 주행과 두 번째 주행 시 CPA 거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

으나, 위치 추정은 수중청음기와의 CPA 거리와는 무관하므로 이에

따른 추정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두 개의 수중청음기를 사

용하는 앞의 모델에 비해 하나의 수중청음기만을 사용하므로 측정

장비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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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추정 모델 Case 2

두 번째 모델은 그림 32와 같이 두 개의 수중청음기를 같은 현측

에 측정 선박의 진행방향과 수평하게 배치하여 각 수중청음기의

CPA를 다른 속도( )로 통과하는 방법이다.

그림 32 추정 모델 Case 2-1

Case 1에서의 경우는 소음원이 CPA 통과할 때 각 수중청음기에

서 수신하는 시간이 소음원의 수직 성분 에 의해 달라지므로 식

(20)과 같이 위치를 추정하였으나, Case 2에서는 각 수중청음기를

통과하는 속도가 다르므로 첫 번째 수중청음기  통과 시에는 식

(21), 두 번째 수중청음기  통과 시에는 식 (22)와 같으며 추정 위

치는 그림 33과 같이 교차한다.

  







cos


si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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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
(22)

그림 33 Case 2 추정 위치 교차

Case 1 모델의 경우와 같이 식(21)과 식(22)을 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 식(23)를 도출하였으며, 같은 조건으로 모의한 결과는 그림 34

와 같다.

  tan 







cos  sin

(23)

그림 34 추정 모델 Case 2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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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의 경우는 각각의 수중청음기를 통과하는 속도 차이에 따

라 추정 위치의 정확도가 상이하게 되므로 Case 1 모델에 비해 측

정 조건(측정 선박의 속도  )에 의한 영향을 더 받게 된다.

Case 2 모델 또한 불필요한 수중청음기 소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1개의 수중청음기로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모델은 2회의

주행을 실시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Case 1 모델이 왕복 주

행을 하는 반면 그림 35와 같이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되 주행 시

속도를 변경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35 추정 모델 Case 2-2

이 방법은 측정 장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이 있으나, 2차

주행을 위하여 최초 측정 시작지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추가 소요가

발생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4.2. 추정 모델 모의 결과

앞에서 제시한 모델로 주행조건별 위치 추정 모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1차원 상황에서의 소음원 위치 추정은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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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50 m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CPA 거리, 측정 선박의 속도, 음

원의 주파수 별로 SNR에 따른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4

및 표 5 와 같다.






50 m 100 m 150 m

5 m/s10 m/s15 m/s5 m/s10 m/s15 m/s5 m/s10 m/s15 m/s

100 Hz 49.9 50.0 50.0 49.9 50.0 49.9 49.9 49.9 49.9

500 Hz 49.9 49.9 50.0 50.0 50.0 49.9 50.0 50.0 50.0

1000 Hz 50.0 50.0 50.0 50.9 50.1 50.0 50.0 49.9 50.0

표 4 1차원 모델의 SNR 100 dB 모의 결과(m)






50 m 100 m 150 m

5 m/s10 m/s15 m/s5 m/s10 m/s15 m/s5 m/s10 m/s15 m/s

100 Hz 47.9 48.3 48.3 46.8 52.6 48.2 59.7 41.6 43.6

500 Hz 52.3 48.8 48.5 46.8 53.3 53.3 42.9 43.1 42.1

1000 Hz 47.3 50.9 49.1 47.0 53.3 48.3 59.0 44.9 55.9

표 5 1차원 모델의 SNR 50 dB 모의 결과(m)

모의 결과 SNR 100 dB에서는 조건 변화에 따른 오차 범위에 큰

차이가 없으나, 50 dB에서는 고속, 고주파수, CPA 거리가 가까울수

록 정확해진다.

다음으로 2차원 소음원 모델에서의 위치 추정은 CPA 거리와 음

원의 주파수를 고정하고, 소음원의 수평 거리성분 와 수직 거리성

분 에 따른 추정 위치를 변경하면서 모의를 수행하여 표 6, 표 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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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때 Case 1의 선박 주행 속도는 10 m/s,

Case 2는 각각 5 m/s, 15 m/s로 설정하였다.





추정값

10 50 100

5 10 15 5 10 15 5 10 15

Case

1

 10.3 10.0 10.0 50.0 50.3 49.9 99.9 99.9 99.9

 4.7 10.7 14.3 4.4 8.9 12.7 4.2 9.6 13.9

Case

2

 10.0 9.9 9.9 49.9 50.0 49.9 100.0 9.9 99.9

 4.0 13.5 17.5 5.9 8.8 20.2 3.2 12.3 17.9

표 6 2차원 모델의 SNR 100 dB 모의 결과(m)





추정값

10 50 100

5 10 15 5 10 15 5 10 15

Case

1

 10.6 9.7 9.8 50.9 49.6 49.6 100.6 99.2 100.3

 -17.0 -44.7 75.7 -65.6 -5.4 4.4 76.2 -16.9 -58.8

Case

2

 10.7 9.6 9.4 49.2 50.3 50.6 98.6 100.4 99.3

 -213.1121.3 205.9 229.0 -86.3 304.3 351.8 -140.1 224.4

표 7 2차원 모델의 SNR 50 dB 모의 결과(m)

모의 결과, SNR 100 dB의 환경에서는 Case 1과 Case 2의 수평성

분에 대한 추정값은 비슷하나, 수직성분에서 Case 1이 높은 정확도

를 보였다.

그러나 SNR 50 dB의 환경에서는 1, 2 Case 모두 수평성분에 대

하여서는 추정이 가능하나 수직성분에 대한 위치 추정이 불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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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3.2절에서 기술한 시간별 최댓값을 추출하여 도플러 곡선

을 얻는 방법으로는 높은 SNR 조건에서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표 8은 앞에서 제시한 추정 모델별 비교이다. Case 1 모델이

Case 2 모델에 비해 정확도가 높으며, 그 중 청음기를 1개 배치한

모델이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구 분
청음기

배치수량

CPA 거리

(m)

속 도

(m/s)
주행횟수 비  고

Case 1

2개

(우현�1,

좌현�1)

  1회 정확도 높음

1개  

2회

(우현�1,

좌현�1)

정확도 높음

비용 절감

Case 2

2개

(우현� 2)
   1회 속도차 영향

1개   
2회

(우현�2)

속도차 영향

비용 절감

추가 이동

표 8 2차원에서의 소음원 위치 추정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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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선박의 방사소음은 DEMON, LOFAR 등의 신호처리 방법으로 분

석이 가능하다. DEMON 분석 방법은 프로펠러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LOFAR 분석 방법은 기계류나 엔진 소음과 같은 협대

역 성능분의 방사소음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LOFAR 분석

방법은 토널 성분의 도플러 천이 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수

평방향의 소음원 위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소음원 위치 추정

방법인 컨벤셔널 빔형성 방법은 수직 방향으로 높은 해상도를 보이

나, 수직 선 배열 체계의 특성상 수평 방향으로 위치한 여러 소음원

에 대한 구별이 불가하였다.

도플러 천이를 이용한 수평방향의 소음원 위치 추정 방법은 소음

원과 수중청음기와의 CPA 거리와는 무관하므로 측정 선박의 한쪽

방향에 CPA 거리가 다른 다수의 수중청음기를 설치하여도 소음원

의 위치 추정이 불가하였으나, 1개의 수중청음기만으로도 측정 대상

선박의 주행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소음원의 위치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직 선 배열 체

계에 도플러 방법을 적용할 시 별도의 추가 설비가 필요 없이 선박

에서 수평 방향으로 위치한 소음원의 위치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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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hip underwater

radiated noise measurement and

noise sources localization

method

Daegeun, Kim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hip underwater radiated noise level is an important

performance viability of warships, when you create a ship

underwater radiated noise measurement for the evaluation criteria

to achieve this are a necessity.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noise level due to the increase in trading volume and larger

commercial ships are affect the marine ecosystem,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ship underwater radiated noise is

underway. Therefore, the underwater radiated noise reduc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sector in the Merchant Marine,

as well as warships.

Machinery noise of the ship underwater radiated noise is the

noise generated in the ship by rotating and reciprocat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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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and pump, in order to reduce the underwater sound

radiated nois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osition of

the ship internal noise sources.

In this paper, it is applied the Doppler method in a vertical line

array system in operation in the country, the position of the

horizontal noise sources located inside the ship conducted a study

to estimate. The noise source location estim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hydrophone position and the driving conditions

were simulated, simulation results confirm the possible

localization of noise sources using Doppler method without any

additional equipment at existing vertical line array system.

keyword : Ship underwater radiated noise measurement, Doppler

method, Noise sources localization model

student number : 2013-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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