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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해상 운항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추정하

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해상 운항체인 선박이나 잠수함의 내부에 존재하는 

소음원과 같이 근접이 어려운 경우라도 외부의 수중청음기와의 상대적인 이동

으로 인해 수신된 신호에서는 도플러 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 

물체에 의한 도플러 효과를 바탕으로 소음원의 3차원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해상 운항체의 알고 있는 위치에 추가의 음원을 설치하여 예상되

는 도플러 중심의 범위와 최단 접근점의 범위를 점차 줄여가며 최소자승법을 

통하여 내부 소음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한 값과 이론

값을 비교하여 효용성을 입증하였으며, 모의실험과 실제실험을 통해 고정된 

두 개의 외부 수중청음기와 음원 역할을 하는 수중체에 고정시킨 한 개의 신

호발생기로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 소음원의 3차원 위치 추정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주요어 : 신호발생기, 수중청음기, 도플러 효과, 도플러 중심, 최단접근점, 최

소자승법

학번 : 2015-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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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그림 1 등속 운동하는 배에 부

착된 소음원으로 인해 발생하

는 도플러 효과

배 혹은 잠수함이 바다에서 운행되어 질 때 소음이 나기 마련이다. 실선에서 

인도전에 잘 건조되었는지 계측을 하는데 계측하고 나면 예상치 않은 주파수

에서 스펙트럼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선의 대형화와 해상 무역 

물동량의 증가로 소음준위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수의 해양포유류와 상선의 음

향신호 주파수 대역이 겹치므로 해양포유류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 

이에 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해양생물보호를 위해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게 여

겨졌던 상선들의 방사소음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그리하여 운행상 발생하는 소음원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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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배 혹은 잠수함이 운행하는 곳은 공기 중이 아닌 물 속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에 있는 소음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일정한 속

도로 움직이는 신호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이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

가 생기기 마련이다.

과거 수중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내부 소음원을 찾는 연구로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배열(array)을 이용하여 높은 공간 분해능을 갖도록 

추정하는 연구[2][3][4],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1차원상[5], 2차원상[6]에 

위치한 소음원의 위치를 구하는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주제인 도플러 효과로 

소음원 위치 추정과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Xu etal. 은 1차원 상에 

위치한 소음원을 하나의 수중청음기(Hydrophone)와 하나의 신호발생기

(Signal generator)로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각각의 소음원과 신호발생기의 도플러 중심에서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일직

선상에 위치한 상대적인 거리로서 소음원을 찾게 된다. 그리고 Kim 은 2차원 

상에 위치한 소음원을 각기 다른 일정한 속도로 왕복 운행하였을 때 하나의 

수중청음기와 하나의 신호발생기로 찾는 방법을 도플러 중심(Doppler 

center)에서의 시간차를 통해 제시하였다. 전자는 소음원과 신호발생기가 1차

원 위치라는 조건 때문에 배의 진행경로 위에 놓이게 되는데 수중청음기로부

터 떨어진 거리가 같게 되어 최단접근점은 고정값이 된다. 후자는 이러한 최

단접근점이 달라짐을 오로지 도플러 중심의 시간차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어

떻게 도플러 중심을 찾는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알고 있는 상태라 가정

하였다. 실제 해상상태의 소음원은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에 위치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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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앞선 연구들로 찾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는 여러 개의 수중청음기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신호발생기와 두 개의 수중청음기로 

해상 운항체가 각기 다른 속도로 왕복 운행한다고 하였을 때,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모의실험과 실제 실험을 통

해 제시한 방법의 효용성을 밝혔다.

그림 2 한 개의 신호발생기와 두 개의 수중청음기를 통해 소음원 위치를 추정

1.2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소음원을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3장에서

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모의 실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4장

에서는 실제 실험에서 또한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 소음원의 위치 추정이 가

능함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결론에 대해 기술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4

2. 소음원 위치 추정 알고리즘

그림 3 소음원 위치 추정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 3차원 내의 소음원을 

한 개의 신호발생기와 두 개의 수중청음기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였다. 그림 3과 같이 두 개의 수중청음기로 계측된 신호들을 바탕으로 도플러 

식(Doppler equation)과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도

플러 중심을 구하게 되어 소음원의 좌표를 찾는다. 그 후 CPA까지 구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소음원의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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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경이론

도플러 효과는 움직이는 물체가 내는 파동의 파장이 실제 파장과 달라져 보

이는 현상으로 1892년 크리스티안 도플러(Christian Doppler)가 제안한 물

리현상이다.

운동하는 물체가 내는 파동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갈 때, 파동의 진행방향과 

물체의 운동방향이 같으므로 파동은 가속되어 더 빠르게 간다. 즉, 파장이 짧

아진다. 반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갈 때에는 파동의 진행방향과 물체의 

운동방향이 반대이므로 파동의 속도가 상쇄되어 더 느려진다. 즉, 파장이 넓어

진다.

수식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는 파동의 실제진동수이며, ′는 관찰자가 

관측한 진동수이다. 는 파동의 매질 내에서의 속도이다. 는 매질에 대한 파

원의 속도이며 파원이 관측자 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양수이다. 는 매질에 

대한 관측자의 속도이며 관측자가 파원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양수이다.

- 파원이 움직일 때

파원이 의 속도로 파동의 한 주기 초 동안 관찰자에게 다가갈 때, 파원은 

 만큼 가까워지므로 ′ 가 된다. 여기서 ′ ′ ,  ,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  
  (2-1)



6

이 된다.

- 관찰자가 움직일 때

관찰자가 의 속도로 파원에 다가갈 때, 관찰자에 대한 파동의 상대속도 

′ 가 된다. 양변을 로 나누어 정리하면,

′ 


 
  (2-2)

이 된다.

- 파원과 관찰자 모두 움직일 때

관찰자와 파원이 서로를 향해 다가갈 때에는, 위의 두 결과를 종합하여 관찰

된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  
  (2-3)

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듯이 두 속력 와 는 관측되는 주파수가 

파원이 관측자로 접근하거나 관측자가 파원 쪽으로 움직일 때에는 증가한다. 

이와 비슷하게 주파수는 서로 멀어지는 경우에 줄어든다.

위의 수식은 파원이 직접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상황을 가정한다. 파원이 관

측자에 특정한 각도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접근하면, 관측되는 주파수는 처음

에는 방출되는 주파수보다 높고, 이후 관측자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한다. 관측

자에 가장 접근했을 때에는 같아지다가 다시 멀어짐에 따라 단조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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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가 물체의 진행 경로에 매우 가깝다면,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로 

급격히 변환되며, 경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완만히 바뀌게 된다.

그림 4 도플러 효과의 정의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오차 또한 줄이고자 파원만 움직이게 끔 

설정하였다. 움직이는 두 개의 파원(Source : 소음원, 신호발생기)과 두 개의 

고정된 관찰자(Observer : 수중청음기)를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이

동하는 파원과 고정된 관찰자의 위치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지점은 그림 

4와 같이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앞서 말했던 도플러 효과의 식으로 변화하

는 주파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이때 는 그림 5와 같이 도플러 변이가 일어나는 시간과 주파수를 나타

내고 도플러 중심이라고 한다. 는 소리의 속도로서 물 속에서 약 1500m/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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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운행 중인 배의 속도를 나타내며 앞서 설명했듯 는 CPA(Closest 

Point of Approach)로 이동하는 파원과 고정된 관찰자의 위치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지점을 나타낸다.

그림 5 도플러 효과가 일어날 때 시간-주파수 영역

2.2 추정 환경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한 내부 소음원의 위치 추정을 위한 환경은 그림 6

과 같다. 기준이 되는 신호발생기(SG)를 선수쪽 배 하단 면에, 소음원은 운항

체의 내부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수중청음기②는 왕복하여 이동

하고 있는 배의 신호발생기 경로의 수직선상 아래 만큼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하나 수중청음기①은 수평선상에 만큼 떨어진 곳에 놓는다.

소음원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왕복 운행을 하면서 두 개의 

수중청음기에서 신호를 계측한다. Case1은 수중청음기①이 물체좌표계(Body 

coordinate)에서 방향에 위치한 상태에서 의 속도로 방향으로 등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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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행하는 상황이고 Case2는 수중청음기①이 물체좌표계에서 방향에 위

치한 상태에서 의 속도로 방향으로 등속도 운행을 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두 개로 한정되어 있는 수중청음기의 정보를 두 배

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림 6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 내부 소음원 위치 추정을 위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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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플러 중심 구하기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도플러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탐색 범위를 설정

해야한다. 수중에서 배의 소음 주파수는 약 10Hz에서 약 10,000Hz까지 걸쳐

있다.[7] 도플러 효과를 나타내는 식(2-4)에서 최단접근점 와 운행중인 배

의 속도 는 실험환경에서 다양하게 변경 시킬 수 있는 변수이다. 이때 식

(2-4)을 통해 도플러 효과로 인하여 생긴 주파수의 최대/최소의 차이는 식

(2-5)로 표현할 수 있다.

∆max lim→∞

 (2-5)

그림 7 도플러 효과 발생 시 변화하는 주파

수 최대 차이

그림 7은 배의 속도를 8m/s로 두었을 때 식(2-5)를 통해 10Hz에서 

10,000Hz까지 도플러 효과로 인해 변화한 최대 주파수와 최소 주파수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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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도플러 효과로 인하여 생긴 주파

수의 최대,최소의 차이는 약 120Hz 이내임을 알 수 있고, 주파수가 변화하는 

시간은 실험환경에서의 최단접근점과 배의 속도로 결정되는데 그림 1을 보면 

약 40초안에 주파수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초기 탐

색범위는 시간은 50초, 주파수는 120Hz로 설정한다.

최소자승법으로 도플러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은 그림 8과 같다. 우선 설정된 

초기탐색범위를 이산화 시킨다. 시간 구간은 등 간격으로 100개의 점으로 나

누고, 주파수 구간은 200개의 점으로 분할한다. 총 20,000개의 시간, 주파수 

쌍에 대해,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식(2-4)와 측정값으로부터 얻은 자료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시간, 주파수 쌍을 구한다. 이는 그림 8의 빨간색 점 부

분으로 1차 최적값이라 칭한다. 이후 1차 최적값을 중심으로 탐색범위를 재분

할 한다. 시간과 주파수 구간은 동일하게 100개, 200개로 고정을 시키나, 각

각의 간격을 직전간격의 80%로 줄여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재탐색을 진

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차 최적값과 차 최적값의 차이가 오

차한계보다 작을 때, 해당 값을 도플러 중심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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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도플러 중심을 찾기 위한 방법

앞서 말한 차 최적값이 될 때 최소자승법에 의한 차이는 그림 9와 같다. 

축은 시간 지수(index)항이고 축은 주파수 지수 항으로써 앞서 말한 총 

20,000개의 점에 대하여 각각 최소자승법을 한 결과 값이 축에 해당된다. 1

차 최적값과 40차 최적값의 최소자승법 결과인 축을 살펴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도플러 중심에 아주 근접하게 도달하였다고 해석하면 되고 이

때의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점이 도플러 변이가 일어나는 최종 도플러 중심

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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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차, 40차 도플러 중심 최적값일 때의 최소자

승법에 의한 차이

그림 10은 이와 같은 도플러 중심을 찾는 과정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결과를 

보여준다. 일점쇄선의 경우 계측된 신호에서의 도플러 곡선을 의미하고 실선 

①의 경우는 1차 최적값일 때의 도플러 곡선을 의미한다. 실선 ②의 경우는 

40번의 최종 탐색에서 얻어진 도플러 곡선을 의미한다. 그림 10에서 보면 도

플러 중심 추정에 대한 알고리즘은 실제값을 잘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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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도플러 중심은 

최단접근점인 의 함수가 아니지만, 그래프의 전체 형상은 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10 도플러 중심을 찾는 과정의 그래프

2.4 최단접근점 CPA 구하기

본 절에서는 최단접근점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서술한다. 위치 추정을 하

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왕복 운행하여 계측하였는데, Case1과 Case2의 경우

를 수행하였을 때 수중청음기와 파원의 최단접근점들을 배의 물체좌표계 평

면에서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1과 같이 된다. 그림 6에서 Case2때 

방향으로 수중청음기①이 위치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상황이기에 그림 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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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청음기③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최단접근점 상황인 그림 11의 수중청음

기①과 수중청음기②는 Case1에 쓰인 수중청음기들을 의미하고 수중청음기②

와 수중청음기③은 Case2에 쓰인 수중청음기들을 의미한다.

가정한 실험조건에 의해 내부소음원과 수중청음기간의 최단접근점은 소음원

과 수중청음기①, 소음원과 수중청음기②, 소음원과 수중청음기③ 사이에 세 

개가 존재한다. 이들 각각을 , , 라 한다. 또한 신호발생기와 수중청음기

간의 최단접근점도 존재한다. 신호발생기는 수중청음기②에 대해서 수직으로 

놓여있으므로, 수중청음기①과 수중청음기③에 대해서는 좌우 대칭의 형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발생기와 수중청음기①과 신호발생기와 수중청음기③

간의 최단접근점은 동일하다. 결국 이 경우에 최단접근점은 두 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발생기가 수중청음기①과의 최단접근점은 , 신호발생기와 

수중청음기②의 최단접근점은 로 놓았다.

그림 11 최단접근점일 때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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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원과 신호발생기의 위치는 배 안쪽에 있으므로 그림 12를 보면 알 수 

있듯 초기 예상 최단접근점들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게 될 점 사이의 간격

’과 ‘보게 될 점의 개수’를 정하고 최소자승법을 통해 새로운 예상 

최단접근점을 재탐색한다. ‘보게 될 점의 개수’는 같게 하고 ‘보게 될 점 

사이의 간격’을 80%로 범위를 줄여가며 같은 시행을 40번 반복수행을 한

다.

그림 12 최단접근점을 찾기 위한 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수행을 하면 그림 13과 같이 된다. 실선 ①의 경우

는 앞선 2.3절에서의 도플러 중심을 구한 도플러 곡선을 의미한다. 실선 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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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본 절에서 제시한 CPA 찾는 과정을 시행하는 중인 도플러 곡선을 의미

한다. 결국 그림 13과 같이 2.3절과 2.4절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계산한 도

플러 곡선이 점차 원래의 신호와 가까워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 최단접근점을 찾는 과정의 그래프

2.5 소음원 찾기

2.5.1 소음원의 좌표 찾기

표 1은 왕복 운행하여 Case1과 Case2일때의 신호를 받은 수중청음기②에 

대한 스펙트로그램 분석이다. 먼저 수중청음기에서 받은 신호의 수신 시간

(Arrival time to Hydrophone)과 최단접근점이 되었을 경우의 시간과는 배

의 진행경로와 수중청음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신호 전달 시간이 존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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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의 음속  을 고려하여 표와 같이 수식적으로 쓸 수 있다.

 

 (2-6)

 

 (2-7)

도플러 중심은 2.3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찾아내게 되고 스펙트로그램 분석

항을 보면 등속도로 진행중인 배에 대해 식(2-6)과 식(2-7)로 나타낼 수 

있기에 식(2-8)과 같이 소음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된다.

 







∆∆′
(2-8)

Hydrophone②
Case1 Case2

SG Noise SG Noise

CPA time    
Arrival time to 

Hydrophone

(=Doppler center)

  


  


  


  



Spectrogram 

analysis
∆  


∆′  



표 1 Case1과 Case2일 때의 수중청음기②에 대한 스펙트로그램 분석

2.5.2 소음원의 좌표 찾기

앞서 2.4절에서는 Case1에서 , , , 을 Case2에서 , , , 을 구할 

수 있다. 구한 최단접근점들을 가지고 그림 11에서 소음원의 좌표와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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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


   





  (2-9)

 





 


 
(2-10)

   (2-11)

먼저 Case1의 수중청음기들에서 계측한 신호를 통해 , , , 를 구한 다

음 식(2-9)을 통해 식(2-10)과 식(2-11)과 같이 소음원의 ,좌표

를 구할 수 있다.


           (2-12)

 
  


  

  
  

 
(2-13)

     (2-14)

다음으로 Case2의 수중청음기들에서 계측한 신호를 통해 , , , 을 구

한 다음 식(2-12)을 통해 식(2-13)과 식(2-14)와 같이 소음원의 ,좌표

를 구할 수 있다.

          ,      (2-15)

          ,      (2-16)

 
  

  



.              (2-17)

 


        .        (2-18)

마지막으로 Case1과 Case2의 수중청음기들에서 계측한 , , , 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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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식(2-15)과 식(2-16)처럼 기하학적 관계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두식의 

연산을 통해 식(2-17)과 식(2-18)과 같이 소음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3. 3차원상에 위치한 소음원 추정 모의실험

본 장에서는 모의 실험을 통해 2장에서 제시한 소음원 추정 알고리즘을 증

명하고자 하였다. 3.1 절에서는 모의 실험을 하기위한 환경적인 부분과 방법

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3.2 절에서는 여러 환경에서의 모의 실험 결

과를 기술하였다.

3.1 모의실험 구성

2장의 소음원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그림 6과 

같은 환경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배의 크기가 ××라 할 때 배 하단

면 신호발생기는 80Hz로 소음원은 120Hz의 주파수를 내고 있으며 신호발생

기를 기준으로 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수중청음기②의 

위치인 는 10m만큼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하고 다른 수중청음기①의 위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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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4m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해 놓는다.

배의 속도와 관련하여 Case1에서의 은 5m/s의 등속도로 운행을 하고, 

Case2에서의 는 8m/s의 등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모의실험을 설정

하였다.

3.1.1 도플러 효과의 신호 생성

  exp



× 

 exp



× 

  (2-19)

먼저 본 연구의 목표인 소음원의 위치를 찾기 위해 도플러 신호를 생성한다. 

신호발생기의 주파수 와 소음원의 주파수 , 식(2-4)와 식(2-19)를 바

탕으로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가 100인 도플러 신호를 

생성하였다.

위와 같이 만든 신호를 고속푸리에변환(Fast-Fourier Transform, FFT)을 

적용하여 시간-주파수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림 14와 같다. 

이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주파수대에서 신호가 만들어 

짐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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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신호들의 시간-주파수 스펙트로그램

3.1.2 최대 Amplitude 값 추출

시간-주파수 스펙트로그램인 그림 14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면 양이 많아

져서 제대로 된 처리가 불가하고 처리 시간 또한 많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도플러 변이가 확연하게 일어난 부분을 보기 위해 최대 신호값들을 추출해야

했다. 그림 15와 같이 신호발생기는 중심주파수가 80Hz였기에 70Hz에서 

90Hz까지의 최대값을 찾았고 소음원은 중심주파수가 120Hz로 설정하였기에 

110Hz에서 130Hz까지의 신호에서의 최대값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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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최대 Amplitude 값 추출

3.1.3 좌표를 찾기 위한 스펙트로그램 분석

위치 추정 알고리즘에서 수중청음기②의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해본 결과 실

제 값과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표 2와 표 3과 같이 나왔으며 스펙트로그램 

분석 항을 보면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도플러 중심의 시간차가 거의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24

Hydrophone②
Ideal result Simulation result

SG Noise SG Noise

CPA time 15 17.5 · ·

Arrival time to 

Hydrophone

(=Doppler center)

15.0173 17.5119 15.0519 17.5794

Spectrogram 

analysis
∆  ∆ 

표 2 Case1에서의 수중청음기② 스펙트로그램 분석

Hydrophone②
Ideal result Simulation result

SG Noise SG Noise

CPA time 25 27 · ·

Arrival time to 

Hydrophone

(=Doppler center)

25.0067 27.0119 25.1177 27.1213

Spectrogram 

analysis
∆′  ∆′ 

표 3 Case2에서의 수중청음기② 스펙트로그램 분석

3.1.4 좌표를 찾기 위한 신호처리 범위 설정

2.4절에서 CPA를 찾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예상 최단접근점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수중청음기의 위치에 따라 그림 16과 같이 다

른 범위를 주어 신호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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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수중청음기에 따른 초기 예상 최단접근점의 신호처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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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폭이 이고 높이가 라 하였을 때, 그림 16. (a)의 경우 수중청음기의 

위치가 폭 안쪽에 위치해 있을 때이고 (b)의 경우는 수중청음기의 위치가 폭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이다. 각각의 경우 신호처리 범위는 식(2-25)와 

식(2-22)이 된다.

 



 







 



 
 



       (2-20)

 



 







 




 



       (2-21)

≤≤.          (2-22)

 ,                 (2-23)

 



 



 
          (2-24)

≤≤.          (2-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중청음기와 파원(소음원, 신호발생기)사이의 최단접근

점을 찾게 되어 그림 11의 각각의 최단접근점들의 기하학적인 관계로부터 소

음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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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의 실험 결과

Type Relation 

1 Case1(&) (20.9542, 8.1494, 6.0309)

2 Case2(&) (20.9542, 7.9458, 6.1099)

3 Case1() & Case2() (20.9542, 8.0555, 6.2185)

표 4 소음원 위치 추정 결과

소음원의 위치를 신호발생기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추정해본 결과 찾고자 하

는 소음원의 좌표가 (20m,8m,6m)라고 하였을 때 그림 17과 표 4와 같이 나

옴을 알 수 있다. 2.5.1절에서 는 식(2-8)에서 구할 수 있고, 2.5.2절에서 

식(2-9) ~ 식(2-18)을 통해 는 3종류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표 4의 소음원 위치 추정 결과값들은 총 3종류가 나온다. 

Type1은 Case1에서 구한 와 , Type2는 Case2에서 구한 와 , 그리고 

Type3은 Case1의 과 Case2의 을 이용하였다. 초기에 설정하였던 소음원

의 위치 (20m, 8m, 6m)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통해 구

한 소음원의 위치는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8

그림 17 소음원 위치 추정 결과

신호대잡음비를 90dB에서 30dB까지 20dB 간격으로 각각 Type별 위치 추

정한 소음원 위치는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고 원래의 소음원의 위치인 

(20m, 8m, 6m)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신호대잡음비가 낮아질수록 오차가 커

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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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SNR 

90

(20.9656, 8.1497, 6.0309)

50

(20.6411, 8.2217, 6.0604)

(20.9656, 7.9457, 6.1098) (20.6411, 7.9692, 6.1792)

(20.9656, 8.0555, 6.2185) (20.6411, 8.0981, 6.3059)

70

(21.0759, 8.1690, 6.0227)

30

(21.9708, 6.9992, 6.1711)

(21.0759, 7.9308, 6.1069) (21.9708, 6.9869, 5.7752)

(21.0759, 8.0617, 6.2364) (21.9708, 7.1266, 5.9245)

표 5 신호대잡음비에 따른 소음원 추정 결과

4. 실제 실험

그림 18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수조실험동 

4장의 목적은 소음원 위치 추정알고리즘의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지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실험 장소는 그림 18인 서울대학교 조선해

양공학과 수조실험동에서 2016년 7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실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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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수조의 규모는 길이, 폭, 깊이가 각각 110m, 8m, 3.5m 이다.

4.1 실험 구성

그림 19 수조실험동에서의 실험 계략도

실험을 실시한 계략도로는 그림 19와 같다. Case1일 때의 운항체의 속도인 

은 2m/s, Case2일 때의 운항체의 속도인 는 3m/s로 잡았다. 그리고 

waveform generator로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을 각각 115kHz, 105kHz를 만

들어서 송신함으로써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신하는 부분은 그림 19에서 

A,B,C에 해당되고 각각의 거리()를 2.5m씩 떨어지게 설치하였다. 이때 소음

원의 위치는 신호발생기로부터 (1.85m, 2.37m, 0.6m)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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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실험을 진행하였다.

4.1.1 수신하는 부분

그림 20 신호를 수신하는 부분

신호를 수신하는 부분은 그림 20과 같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9cm, 

9cm, 6m인 프로파일에 TC3027의 같은 기종 변환기(Transducer)를 2.5m

씩 거리를 두어 설치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소음원 위치추정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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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그림 6과 같이 두 개의 수중청음기만 있으면 되는데 실험상 전차 위에 

설치된 소음원과 신호발생기를 재설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림 20과 같이 수

신하는 장비를 세 개를 이용하였다. 이 때 Case1에서는 의 속도로 움

직이면서 A와 B에서 계측하였고 Case2에서는 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B와 C에서 계측하였다.

4.1.2 송신하는 부분

그림 21 신호를 송신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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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송신하는 부분은 그림 21과 같다. 전차 운행시에 물의 저항에도 흔들

리지 않기 위해 스테인레스 사각파이프에 결박한 채 G.R.A.S 10CS와 

TC4038을 각각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신호발생기와 소

음원의 에너지 준위를 맞춰주기 위해 하나의 앰프(Amp)를 추가로 사용하였

다.

이때 115kHz의 신호발생기와 105kHz의 소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유는 그

림 22와 같다. Case1과 Case2에서의 전차의 속도는 각각 2m/s와 3m/s이

다. 그리고 식(2-5)을 이용하여 Case별로 도플러 효과로 인해 바뀌기 전후

의 주파수 차이를 표현해보면 그림 22의 값들과 같이 큰 값을 가지기에 앞서 

말한 주파수들을 송신하였다.

그림 22 수조동 실험환경에 따른 도플러 효과로 인해 

바뀌기 전후 주파수의 최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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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그림 23 수조 실험 당시의 SPL

4.1절과 같이 구성을 하여 수조동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23은 신호발

생기와 소음원을 설치하고 예인전차를 작동하였을 당시 수조실험동의 SPL값

이다. 실험당시 수조실험동의 주변소음은 약 50~80dB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은 각각 115kHz와 105kHz 주파수에서 약 100dB의 신

호의 세기가 계측되었다.

4.2.1 스펙트로그램 결과

115kHz의 신호발생기와 105kHz의 소음원을 송신시켜 각각의 수신기로부터 

받은 스펙트로그램 결과는 그림 24 ~ 그림 27과 같다. 예인전차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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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s로 운행하면서 수신기B에서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신호를 계측한 스펙

트로그램은 그림 24와 같다. 같은 예인전차의 속도를 운행하면서 수신기A에

서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신호를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은 그림 25와 같다. 예

인전차의 속도를 3m/s로 운행하면서 수신기B에서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신

호를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은 그림 26과 같다. 같은 예인전차의 속도를 운행하

면서 수신기C에서 신호발생기와 소음원의 신호를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은 그

림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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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Case1에서 B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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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Case1에서 A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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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Case2에서 B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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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Case2에서 C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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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직접 신호 추출

그림 28 다중경로 신호의 모의실험 및 직접 신호 추

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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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스펙트로그램 결과인 그림 24 ~ 그림 27을 보면 여러 띠가 형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직접 신호(direct signal)의 

자료들을 가지고 소음원 위치 추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띠가 보이는 다

중경로 신호(multipath signal)의 상황에서 직접 신호만을 추출해야하는 필요

성이 생기게 된다. 

수조동 실험환경에 따른 시뮬레이션은 그림 28(a)와 같다. 규모에 제약이 있

어서 직접 신호 이외에도 다중경로 신호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핑(Ping) 신호일 경우 신호 여과(signal filtering)로 직접 신호만을 구별해 

낼 수 있지만 연속파 신호(Continuous wave)일 경우에는 신호 여과로 불가

능하여 그림 28(b)와 같은 방법으로 다중경로 신호로부터 직접 신호를 분리

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림 28(b)를 보면 스펙트로그램에서 대략적으로 찾은 

도플러 중심과 최단접근점을 통해 얻은 도플러 식을 이용하여 일정한 주파수 

간격을 두어 min와 max의 범위 내의 스펙트로그램에서 Amplitude의 최대값을 

찾아내면 직접 신호만을 추출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4.2.2.1 추출 범위 설정

그림 28(b) 스펙트로그램에서 maxmin의 범위를 설정해야하는데, 먼저 그림 

29를 보면 도플러 중심이 같은 곳에 위치하여도 최단접근점에 따라 그래프의 

양상이 다름을 보였다. (i)그래프보다 (ii)그래프의 최단접근점이 큰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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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플러중심에서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최단접근점이 클수록 작아짐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최단접근점이 클수록  인 지점에서의 주파수 값은 작아진

다. 따라서 실험조건에서 최단접근점의 길이를 수조실험 환경의 깊이인 3.5m

에서 프로파일의 높이와 수신기의 높이를 뺀 최대거리로 잡았다.

그림 29 최단접근점에 따라 달라지는 도플러 곡선

의 기울기

초기에 잡은 최단접근점과 도플러 중심의 시간이 5초일 때 그린 그래프는 

그림 30의 와 같고 도플러 중심의 시간이 무한이라 생각하였을 때의 그래

프는 와 같다. 이렇게 되면   인 지점에서 주파수의 차이가 7.23Hz가 나

게 되는데 수조동 실험조건에서 여유분을 두어 maxmin  로 잡아 스

펙트로그램에서 직접 신호를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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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maxmin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과정

수조동 실험에서 수신기들로부터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인 그림 24 ~ 그림 

27에서 여유분을 둔 주파수 추출 범위인 maxmin  로 추출한 스펙트

로그램 결과는 그림 31 ~ 그림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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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ase1에서 B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maxmin  범위로 추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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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ase1에서 A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maxmin  범위로 추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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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ase2에서 B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maxmin  범위로 추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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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Case2에서 C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maxmin  범위로 추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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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최대 Amplitude 값 추출

주파수의 범위를 정해 직접 신호를 추출한 그림 31 ~ 그림 34의 스펙트로

그램들로부터 최대 Amplitude 값을 추출하면 그림 35 ~ 그림 38과 같은 결

과가 나오며 2장의 소음원 위치 추정 알고리즘에 쓸 수 있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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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Case1에서 B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maxmin  범위로 추출한 뒤 최대 Amplitude를 추출한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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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Case1에서 A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maxmin  범위로 추출한 뒤 최대 Amplitude를 추출한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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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Case2에서 B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maxmin  범위로 추출한 뒤 최대 Amplitude를 추출한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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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Case2에서 C에서 계측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maxmin  범위로 추출한 뒤 최대 Amplitude를 추출한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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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효용성 확인

직접 신호를 뽑는 제안한 방법인 그림 28(b)의 효용성을 따져보았다. 즉, 

max와 min의 범위를 설정하였을 때 최대 Amplitude를 추출하면 범위 경계선

과 겹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39는 Case1의 수신기B에서 계측한 신호발생

기의 신호로서 ∆   이므로 최대 Amplitude값이 경계선과 ∆이하로 

차이나는 것들의 개수를 구하였다. 그림 39의 경우 총 10초간 219개의 점이 

찍혔는데 max에 겹친 최대 Amplitude값은 0개이고, min에 겹친 최대 

Amplitude값은 7개였다. 이 결과 직접 신호가 세게 수신될 경우, max와 min

의 범위에 겹칠 위험은 많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9 maxmin범위의 효용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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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음원 위치 추정 결과

최종적으로 실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장의 소음원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음원의 위치 추정을 해본 결과는 표 6과 그림 40과 같다. 실험환

경에서 소음원의 위치를 신호발생기로부터 (1.85m, 2.37m, 0.6m) 떨어진 곳

에 설치해 놓은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근접한 곳에서 추정함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40 실제 실험의 소음원 위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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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lation 

1 Case1(&) (1.6211, 2.6055, 0.4398)

2 Case2(&) (1.6211, 2.2916, 0.6292)

3 Case1() & Case2() (1.6211, 2.5418, 0.5482)

표 6 실제 실험의 소음원 위치 추정

5. 결론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물체의 신호는 항상 도플러 효과가 있기에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3차원 상에 위치한 소음원의 위치를 한 개의 신호발생기와 두 

개의 수중청음기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도플러 중심과 최단접근점인 CPA을 

찾음으로써 소음원을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3장에서는 모의실험

을 통해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판단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제실험을 통해 

다중경로 신호가 확인되었는데 스펙트로그램 내에서 직접 신호를 분리하여 소

음원의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원이 하나일 경우에 대하여 모의실험과 실제실험을 진행

하였는데 소음원이 여러 곳에 위치해 있어도 위치 추정 알고리즘은 서로의 소

음원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기에 여러 소음원이 위치해 있어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해상에서 운행하는 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두 개의 수중청음기만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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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5를 보면 신호대잡음비가 낮아지면 위치 추정 

오차값이 커짐을 볼 수 있어 신호대잡음비가 굉장히 낮아지면 낮은 분해능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운행상 발생하는 배에 있는 소음을 찾는 것이

다. 그러므로 신호대잡음비가 낮아지는 상황에 있으면 해상 상태에서의 소음

인 것인지 배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지 구별 되지 않기에 주변 소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신호대잡음비가 매우 낮을 때는 고려하지 않았

다. 또한 연구를 통해 내부소음원의 위치 추정뿐만 아니라 도플러 효과를 기

반으로 소나를 이용하여 항법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직접 

신호가 강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논문의 실제실험에서와 같이 규모가 제한

적인 곳에서 측정할 경우 스펙트로그램 결과값에서 확인하였듯 다중경로 신호

에 대한 신호처리 연구가 추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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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pler effect

Jungho Bae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a method to localize a noise source occuring 

in a marine vehicle in a 3D environment. Even when access to the 

noise source is limited for a marine vehicle, such as a ship or a 

submarine in operation, the signal received on a hydrophone located 

elsewhere contains Doppler effected noise by moving relativel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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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uggests noise localization algorithm in 3D based on Doppler 

effect by moving marine vehicle. Using a known source mounted on 

the vehicle, the noise source was estimated by reducing the range of 

Doppler center and closest point of approach via the least square 

method. The algorithm was verified through various simulations and 

experiment. It was shown that the noise could be localized in 3D 

based on Doppler effect by employing two fixed hydrophones located 

at the vehicle’s exterior points and a known reference signal 

generator located somewhere on the vehicle

keywords : Signal generator, Hydrophone, Doppler effect, Doppler 

center, Closest point of approach, Least squar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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