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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천해 상에서 목표물로부터 방사되어 견인 

이동되는 하이드로폰을 통하여 입사되는 광대역 신호에 

대 한 DOA (Direction-Of-Arrival) 주정방법을 제안한다. 

견인 배열 어레이를 이용하는 경우 고정된 위치의 배열 

하이드로폰을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움직임에 의한 

도플러 주파수 천이 값이 발생하며 배열 상에 입사되는 

광대역 신호는 각 주파수성 분에 따라 서 로 다른 고유 

벡터 영역을 갖게된다. 따라서 주파수 성분별로 처리하 

여 평균 공간 스펙트럼을 구하여 입사각을 추정하는 기 

존의 Incoherent 처리 기법은 심각한 주정 오차를 발생시 

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주파수 성분에 대 한 고유한 벡터영 역들을 Coherent 
변환과정 을 거 쳐서 통합된 벡터영 역 으로 변환하여 공간 

스펙트럼을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입사각을 추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Coherent 처리기법을 이용한 

입사각 추정상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천이 값이 주파수 성분 값에 따라 서로 다른 점을 고려 

할 때, 입사 신호의 단순히 특정 주파수 성분만을 사용 

하여 DOA를 추정하는 것은 심각한 bias 문제를 야기 

시킨다. 특히 광대역 신호가 입사되는 경우 센서 출력 

신호들에 대한 상호 스펙트럼 밀도 행렬을 구성하는 고 

유 벡터 성분들은 주파수 성분 값에 따라 변화하게 되 

며 결과적으로 추정되는 공간 스펙트럼 형태가 다르게 

된다. 따라서, 벡터영역을 이용하여 추정되는 입사각은 

각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고정된 하이드로폰 배열을 이용한 CSM, 
TCT 등과 같은 광대 역 Coherent 입사각 추정 기법 들이 

소개된 바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견인되어 움직이 

는 하이드로폰 배열을 통하여 입사되는 광대역 신호의 

DOA를 Coherent하게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 

다. 이에 견인 하이드로폰 배열을 이용하여 광대역 신 

호의 DOA를 추정하는 기존의 Incoherent 방법과 변환된 

벡터영역을 이용한 Coherent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비교하고, 두 방법간의 성능에 대해 고찰한다.

1. 서론

수중에서의 하이드로폰 배열을 이용한 목표물의 방사 

신호에 대한 DOA추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방법들이 수중에서 목표물이 방사하는 신 

호를 단순한 주기성을 지니는 협대역 신호로 가정하여 

DOA를 추정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 목표물이 방사하는 

신호는 엔진실의 기계 음이나 터빈에서 발생하는 

20~40아肚정도의 대역을 가지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1], 이러한 광대역 신호는 배열의 이동에 따른 도플러

2. 광대역 입사 신호에 대한 하이드로폰 출력 모델링

수중 환경 하에서 등속도로 직진하는 N 개의 하이드 

로폰으로 구성된 균일 선형 분포 하이드로폰 배열 상에 

단일 목표물에 의해 생성된 광대역 특성을 지니는 방사 

신호가 입사되는 경우, « 번째 센서의 표본화된 신호 

출력은 다음과 같다.

X”(凶)=/ls((l -土 sin歹加—(" sin。) + w„(
C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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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는 입사신호의 전력, s(边 t), z=l,2, •••〃는 

4 시간 간격으로 표본화 된 광대역 신호를 나타내고, 

c는 수중 환경에서의 전파속도, 〃는 견인 하이드로폰 

배열의 이동속도를 나타내며, 는 하이드로폰 사이의 

간격. 。는 하이드로폰 배열 상으로 입사되는 광대역 

신호의 입사각을 나타낸다. 또한 식 (3.1) 에서

는 견인 하이드로폰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 

하는 도플러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糾，(2山)는 如번째 

하이드로폰에서 발생하는 백색 가우시안 특성을 갖는 

첨가 잡음신호이다. 그림3.1 은 등속도로 움직이는 하이 

드로폰 배열에서 신호를 취득하고 표본화하는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3.1 신호취득 및 표본화 과정

그림 3.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호의 취득 및 표본화 

과정은 하이드로폰 배열의 등속 직선 이동과 함께 이루 

어지며, n 번째 견인 하이드로폰 상에 입사되는 방사 

신호 s(t)의 i 번째 표본화된 스냅 샷 샘플은 플랫폼의 

움직임에 의하여 기준 센서로부터 (uizk+(%-i)3)의 

위치에서 샘플링 된 값과 동일하며 각 하이드로폰의 출 

력신호를 주파수상으로 변환할 경우 도플러 주파수 천 

이, 4/■产 ^sinO, 가 발생한다.

취득된 신호의 주파수 성분 분석을 위하여 표본화 과 

정을 거친 후 DFT를 수행하게 되면, 식(3.1)은 주파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d)Mjgs(^)exp(dsin©+

(3.2)

여기서,a= l-$sin。이며 S(心는 m번째 협대역에 

서의 방사 신호에 대한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고. 

以侬赤)는 m번째 협대역에서의 잡음신호에 대한 주파 

수 성분을 나타낸다.

광대역 특성을 갖는 하이드로폰 입사신호는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후 식 (3.2)와 같은 협대역 형태로 표현되 

며 주파수 영역 상에서 특정 주파수 성분 °”에 대한 

센서출력들간의 스펙트럼 밀도 행렬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3.3）

여 기서, X*(a>，”) =【Xl*(0”) X2 ••- XN

며 K 는 임의의 센서 출력을 FFT를 적용하여 주파수 

영역 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2M 표본들로 구성된 전체 

블록들의 수이며 ASQ는 입사되는 신호들의 방향벡 

터들로 구성된 행렬이며 R。”)는 방사 신호원 성분들 

간의 상호 스펙트럼 밀도 행렬이다.

4. 견인 하이드로폰 배열을 이용한 광대역 신호 DOA 
추정 기 법

1) Incoherent 추정 기법

Incoherent 추정 기법은 2M-points FFT를 통해 생성 된 

각각의 心개의 협대역 주파수 성분에 대하여 각각 

DOA를 추정하여 M개의 DOA 추정 스펙트럼을 평균화 

하는 방법을 말한다［3］. 이때 입사신호의 개수가 q 이 

고、특정 주파수 3”에 대하여 식 (3.3)으로부터 주정된 

상호 스펙트럼 밀도 행렬을 구성하는 잡음 부 영역 상 

의 고유벡터 성분들을 ｛角怎")｝丄"［라고 하면, 고 해 

상도를 갖는 MUSIC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 스펙트럼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4］.

1P MUSIC（ S»） = —효二 - .

여기서, <7는 입사신호의 개수이고, m번째 주파수 성분 

에서의 조절 벡터 a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匸］■.

仇）=[l e 花si씨 (기오］」M s”씨 ］ 了 (4 2)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서 획득한 공간 스펙트럼에 대 

하여 Incoherent 방법을 적용하면, 식(4.3)고卜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孙3)=方，£pmus,c(S”) (4.3)

2) Coherent 추정 기법

Coherent 추정기법은 각 센서 신호 성분을 2〃-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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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T를 통하여 추출된 Af개의 주파수성분들이 갖는 고 

유한 방향벡터 성분들을 변환과정을 통하여 특정 주파 

수성분, 즉, (如에 대응하는 방향벡터로 천이 시킴으로 

써 얻게되는 변환된 센서출력 신호성분들의 상호 스펙 

트럼 밀도 행렬을 이용하여 입사각을 추정하는 기법이 

다. 이때 변환행렬 는 다음의 관계를 만족하도

록 설정된다.

7丫3，”)，4(。，*)=」4(a>0) (4.4)

이러한 변환 행렬 TXsQ을 사용하여 얻게되는 새로 

운 센서 출력 신호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匕血板)=7瞞，(4.5)

변환된 센서출력신호들로 구성되는 평균화된 상호 스 

폑트럼 밀도 행렬은 다음과 같다.

상도와 분해능을 가질 수 있다.

Coherent 추정기법에서 사용되는 천이행렬 7M”)은 

식(4.4)를 만족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2]. 여기서, 

。는 초기 각을 나타내고, h 은 초기 각의 수, (“)는 

h 만큼의 행을 포함하는 행렬 상단부를 (/)은 N—h만 

큼의 행을 포함하는 행렬 하단부를 나타낸다.

M니 ；；： £] (城

邛=A 絆(/。)[ A %(/，，，)] t (4.7.1)

T12 — 0 (4.7,2)

T2l = A ^(/0)[ A『(/，，，)] ~l-A Vs，)[ A 絆(/，，，)「*4.7.3)

Wf (4.7.4)

따라서, /!%(/■„»)는 hxh 크기를 가지고.

A생g aWJ，”)은 〈N-鬲邓 의 크기를 갖는다.

爲=关宣言旳K

= A(a>0)[ 彥； R(s시/4*(妃 +尤言

=i, 7瞞，)社

T(Sn)

(4.6)

여기서, 평균화된 스펙트럼 밀도 행렬을 사용함으로 

써 단일 신호원에서 방사된 신호성분이 여러 경로를 거 

쳐서 입사되는 경우 발생하는 신호원 성분들의 상호 스 

펙트럼 밀도행렬의 singula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림 4.1 Coherent 추 정 기 법

그림 4.1 은 Coherent 방법의 개괄적인 과정을 나타낸 

다. Coherent 추정 기법은 일반적 인 beamformer를 통해 

초기 각을 얻어낸 후 이들을 사용하여 변환행렬을 구성 

하고 실제 센서 출력 신호들에 적용하여 얻게되는 새로 

운 센서 출력들간의 상호 스펙트럼 밀도 행렬을 식(4.6) 
을 통하여 추정한다. 이때, 추정된 상관행렬을 MUSIC 
등의 고해상도 DOA추정 기법에 적용하여 DOA를 얻어 

낼 수 있다. 추정된 DOA를 다시 초기 각으로 하여 천 

이행 렬을 재구성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더 욱 향상된 해

5.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직선 이동 

하는 견인 하이드로폰 배열을 이용하여 배열 내에 입사 

하는 광대역 신호의 DOA를 추정하는 Incoherent 방법 

을 Coherent 방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견인함의 이동속도를 5 knots, 하이드로폰간의 간격을 

L28m로 하고, 단일 목표물로부터 80-120 Hz 대역 내에 

서 발생된 광대역 신호가 다중경로를 통하여 5dB 신 

호 SNR을 가지고 一5°, 12° 방향에서 입사하는 경우, 

Incoherent 추정 기법과 MUSIC을 적 용한 Coherent 추정 

기법을 사용하였을 때, 각각의 결과는 그림 5.1 과 같다

그림 5.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대역 신호 DOA 추정 

에 Coherent 추정기법을 사용하였을 때가 성능면이나 

해상도면에서 Incoherent 추정기법을 적용했을 때 보다 

신호 대 잡음 비 면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심 주파수에 해당하는 DOA를 

광대역 신호에 대해 Incoherent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경우 그림 5.1 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 경로로 

입사하는 신호의 DOA를 추정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5.1 은 신호 SNR이 5dB일 때 각 방 

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D0A의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2는 신호 SNR을 10dB로 하였을 때의 결과이 

다. 그림 5.1 의 5dB 신호 SNR 에 대한 결과보다 

Incoherent 방법은 뚜렷한 성능향상을 보이지만, 그림 

5.1 에서와 마찬가지로 Coherent 추정기법의 결과가 

Incoherent 추정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보다 더 나은 결 

과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2는 신호 SNR이 

10dB일 때, 각 추정방법에 의해 추정된 DOA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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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견 인 하이 드로폰 배 열을 이 용한 광대역 신 

호의 DOA 추정기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광대역 신호 

의 DOA 를 추정하기 위해 고정배열에 적용되었던 

Incoherent 추정 기 법 및 Coherent 추정 기법을 도플러효과 

를 고려한 견인 이동 하이드로폰 배열에 적용하여 시뮬 

레이션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중 주파수 천이를 이용 

한 Coherent 주정 기 법 이 Incoherent 주정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고정 

배열을 견인 하이드로폰 배열에 적용하여 차후 

Synthetic Aperture Array SONAR에 응용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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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추정기법 성능비교 ［신호SNR: 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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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각 추정방법 에 따른 DOA's ［신 호SNR: 5dB］

DOA's
Estimation Method Estimated DOA's [deg]

True angles -5.0000 12.0000
On the center freq 0.2749 -
Incoherent method -2.8742 8.2226
Coherent method -5.1736 il.9217

广틸H

辨 M

표 5.2 각 추정방법에 따른 DOA怎 ［신호SNR:10d비

DOA's
Estimation Method Estimated DOA's [deg]

True angles -5.0000 12.0000
On the center freq -4.0739 10.9720
Incoherent method -4.5237 10.8220
Coherent method -4.9736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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