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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표적의 레이더 반사 신호에서

제트엔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자동화 알고리즘

Automatic Algorithm for Extracting the Jet Engine Information            
 from Radar Target Signatures of Aircraft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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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트엔진변조(Jet Engine Modulation: JEM) 식별기법은 제트엔진의 주기적인 회전에 의해 변조되는 레이더 반사 신호
로부터 제트엔진의 종류를 식별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JEM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제트엔진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자동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복소 신호의 경험적인 모드 분리법(Complex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CE-
MD)을 거친 JEM 신호의 자기상관도로부터 제트엔진의 회전 주기를 산출한다. 그 후 DM(Divisor-Multiplier) 규칙 및
'Scoring' 개념을 JEM 스펙트럼 해석에 도입하여 최종적인 날개개수를 추정한다. 시뮬레이션 및 측정 JEM 신호로의 적용
결과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정확하고 자동적인 제트엔진 정보 추출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Abstract

Jet engine modulation(JEM) is a technique used to identify the jet engine type from the radar target signature modulated by periodic 
rotation of the jet engine mounted on the aircraft target. As a new approach of JEM, this paper proposes an automatic algorithm for 
extracting the jet engine information. First, the rotation period of the jet engine is yielded from auto-correlation of the JEM signal pre-
processed by complex empirical mode decomposition(CEMD). Then, the final blade number is estimated by introducing the DM(Di-
visor-Multiplier) rule and the 'Scoring' concept into JEM spectral analysis. Application results of the simulated and measured JEM sig-
nals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effective in accurate and automatic extraction of the jet engin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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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트엔진 변조(Jet Engine Modulation: JEM) 식별기법은

항공기 표적에 장착된 제트엔진의 주기적인 회전에 의해

변조되는 레이더 신호로부터 제트엔진 및 이를 장착한

항공기의종류를식별하는기법[1],[2]이다. JEM은 SAR(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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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ic Aperture Radar) 및 ISAR(Inverse SAR) 영상처럼 표
적의 형태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신
호의 주기성을 바탕으로 장착 엔진의 날개개수와 같은

세부적인 표적의 특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전 JEM 연구에서는 주파수 스펙트럼 만을 이용하거

나[1], 보다 진보된 방법으로서 획득한 JEM 신호에 시간축
의 자기상관도 및 주파수 축의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제

트엔진의 회전주기 및 날개개수 등과 같은 주요 특성을

추출한 바 있다[3],[4].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제트엔진의 회전속도를 구하기 위
해 자기상관도의첨두치(peak)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JEM 
신호의 다양성으로 인해 적절한 탐지 임계값 선택의 문

제 및 첨두치탐지의 오류 가능성이발생한다. 둘째, 회전
속도 추정 후의 JEM 스펙트럼 해석과정에서, 실제 날개
개수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을 포함시키기 위한 추출

순위에 따라 원하는 성분을 추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실제 날개개수가 42인데, 날개개수 후보군 중에
21이 있다면, 하모닉 룰에 의해 21개를 날개개수로 판정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추출 결과에 대해
하모닉 규칙을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지, 혹은 각 차수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날개개수가 도출될 수 있다. 즉, 최대 진
폭을 가지는 날개개수가 96인 경우, 1/2 하모닉으로는 48, 
1/4 하모닉으로는 24, 1/6 하모닉으로는 16의 날개개수가
도출되므로, 알고리즘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JEM 신호로부터 보다 더 정확하

게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제트엔진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자동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시간 축 분석에서는
원 신호를 analytic 형태[5]로 변환하고, 이를 복소 신호의
경험적인 모드 분리법(Complex Empirical Mode Decompo-
siton: CEMD)[6]에 적용하여 여러 기본 성분인 고유 모드

함수(Intrinsic Mode Function: IMF)로 분리한다. 그 후 자
기상관도의 bias에 해당하는 평균을 최소화시키는 IMF의
조합을 통하여 첨두치 탐지오류를 감소시킨다. 또한, 주
파수축에서는 DM(Divisor-Multiplier) 규칙을 이용하여날
개개수의 후보군을 산출하고, 각 후보군의 점수를 부여하
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스

펙트럼 해석 및 정보 추출을 수행한다. Ⅱ절과 Ⅲ절에서

는 제트엔진의 회전주기 및 JEM 신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트엔진의 1단 날개개수를 추정하기 위한 기법
을 다룬다. Ⅳ절에서는 시뮬레이션 및 측정 JEM 신호를
이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Ⅴ절에
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제트엔진 회전주기 추정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먼저 제트엔진의 회전주기(spool rate)를
추정한다. JEM 신호는 제트엔진 구조의 복잡한 산란과정
을 거치므로, 시간 축의 신호보다는 자기상관도와 그 외
응용알고리즘을 이용하도록 한다. 전체 회전주기 추정과
정은 그림 1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1 CEMD를 이용한 Analytic 신호의 분리(1단계)

JEM 신호 s(t)의 스펙트럼은 그림 2의 좌측과 같이 정
지한 제트엔진 몸체 혹은 항공기 몸체의 산란성분인 0-도
플러를 중심으로, 회전날개에서 기인한 복잡한 선 스펙트
럼을 가진다[1]～[4]. 그림 2의 우측에는 s(t)의 analytic 형태
[5]인 sa(t)의 스펙트럼을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이 산출

된다.
  

       
      (1)

  
여기서 H[․]는 힐버트 변환이다. 그림 2로부터, sa(t)는
신호의 양의 측파대(sideband)의 신호 성분만 고려하여

s(t)의 주파수 성분 구성을 단순화하는 한편, 남은 성분을
증폭하여 JEM 1회전 주파수를 결정하는 각 선 스펙트럼

그림 1. 회전주기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
Fig. 1. Algorithm for estimating the spoo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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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t)(좌측) 및 sa(t)(우측)의 스펙트럼
Fig. 2. Spectra of s(t)(left) and sa(t)(right).
 

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EMD[6]는 analytic 신호 sa(t)로부터 시간-실수-허수축

의 3차원 공간에서 빨리 회전하는 순서대로 sa(t)를 구성
하는 단위성분, 즉 IMF를 분리하며, 각 IMF는 단일 회전
성분을 대표한다. CEMD가 IMF를 산출하는 과정은 참고
문헌 [6]의 그림 1에 직관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2-2 자기상관도의 최소평균을 위한 IMF 조합(2단계)

2단계에서는 산출된 IMF를 이용하여 신호 자기상관도
파형의 첨두치를 효과적으로 자동탐지할 수 있는 IMF의
조합을 찾아나간다. 이때 그림 1의 rn(t)는 다음과 같이
IMF의 회전속도 순으로 조합된 신호이다. 

  

  
  



 (2)
  

여기서 ci(t)는 i번째로 산출된 IMF이다. 식 (2)로 얻은 각
각의 rn(t)의 자기상관도를 구하고, 이들 중 평균이 최소화
되는 rn(t)를 정한다. 
이러한 조합의 근거는그림 3에나타낸바와같이 자기

상관도의 bias를 결정하는 평균이 낮을수록 제트엔진 회
전주기에 해당하는 첨두치가 주위 첨두치보다 두드러지

게 되고, 이를 통해 첨두치를 자동탐지하기 위한 임계값
의 선택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2-3 자기상관도 파형에서의 첨두치 탐지(3단계)

자기상관도의 평균이 충분히 낮아져서 회전주기에 해

그림 3. 낮은 평균(좌측) 및 높은 평균(우측)의 자기상관도
Fig. 3. Auto-correlation with low mean(left) and high mean 

(right). 

 

그림 4. 선정된 rn(t)의 자기상관도에서 첨두치의 탐지
Fig. 4. Peak detection from auto-correlation of selected rn(t).
 
당하는 첨두치들이 뚜렷해지고, 일정한 시간주기로 나열
되었다면, 3단계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이들을 자동적으
로 추출한다. 첨두치 판별을 위한 초기 임계값(threshold, 
thre)은 선정된 rn(t) 자기상관도의 최대 및 최소값의 차이
로 주어진다. 이러한 임계값을 반복적으로 낮추면서(—1 
%) 탐지되는 첨두치를 늘려간다. 이 때 ‘SD’ 조건을 만족
시키면 반복과정을 멈춘다. SD(Sample Deviation)란 추출
된 첨두치 후보 간의 급격한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

로서, 후보 간 변화율이 경험적으로 설정된 변화율(5 %)
보다 큰 경우, 회전주기에 의한 첨두치가 아닌 것으로 판
단하여 반복과정을 중단한다. 이렇게 구한 모든 첨두치
간의 시간 간격을 구하여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시간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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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종적인 제트엔진 날개의 회전주기로 판정하게 된다.

Ⅲ. 제트엔진 날개개수 추정 알고리즘

JEM 스펙트럼은 제트엔진 구조의 다중 산란으로 인해
복잡한 선 스펙트럼을 가지므로 주파수 축에서 정보를

자동적으로 추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는 DM 규칙을 이용하여 날개개수의 후보군을 산출하고, 
‘Scoring’ 개념을 도입하여 최대점수를 갖는 후보를 JEM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단 날개의 수로 판정한다. 

3-1 DM 규칙을 이용한 날개개수 후보군 추출

그림 5에는 DM 규칙을 이용한 날개개수 후보군 추출
과정을 나타내었다. 각 과정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JEM 스펙트럼의 주파수 범위를 Ⅱ절에서 추정된 1
회전 주파수 fR로 나누어 준 후, 이를 반올림하여 날
개개수 축 신호(blade domain data)로 변환한다. 이
신호는 실수 주파수가 아닌 정수 날개개수 축을 따

라 분포한다. 
2. 통상적인 제트엔진 1단 날개개수의 범위[7]를 고려, 
—100～—15 및 15～100 범위의 성분만을 추출한다.

3. 1번 과정의 반올림 연산에 의해 형성된 중복된 성분

그림 5. DM 규칙을 이용한 날개개수 후보군 추출
Fig. 5. Extraction of blade number candidates using DM 

rule.

  을 제거한다. 즉, 동일 날개개수에 2개 이상의 신호
성분이 중복된다면, 최대크기를 갖는 성분만을 남겨
둔다. 

4. 날개개수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은 통상 JEM 스펙
트럼에서 큰 진폭을 가진다. 이렇게 실질적인 영향
을 주는 선 스펙트럼을 진폭 크기 순으로 20 순위를
추출한다.

5. DM 규칙을 통해 날개개수의 1차 후보군을 등록한
다. DM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최대 진폭을 갖는 날개개수 성분 N은 1단 날개
에서 기인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N은 실제 날개개수의 하모닉일 수 있으므로 N 
의 약수(절대 값 15 이상)를 1차 후보군으로 등
록한다. 

③ N의 정수배가실제날개개수일 수있으므로 N의
정수배(20배 이하)를 1차 후보군으로 등록한다. 

예를 들어, 최대 진폭을 갖는 날개개수가 42라면 N
이 42이고, 42의 15이상의 약수인 ±21, ±42와 42의
정수 배수인 ±84, ±126, …가 날개개수 1차 후보군으
로 등록된다.

6. DM 규칙으로 구한 1차 날개개수 후보군이 실질적
인 20순위 날개개수 추출 결과에 포함되는지 대조

  한다.
7. 대조결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성분
만 최종 날개개수 후보(Blade Number Candidates: 
BNC)로 지정한다. 이 때 BNC(i)는 BNC의 i번째 인
자이다.

8. 최종후보 BNC가 1개(n(BNC)=1)일 경우, 이를 곧바
로 최종 날개개수로 판정한다. 그러나 2개 이상일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 절에서 기술되는 후보들 간
의 점수 부여(scoring)를 통해 최종 날개개수를 판정
한다. 이렇게 후보군을 산출 및 비교하는 접근법은
JEM 선 스펙트럼의 상대적인 진폭만을 이용하여, 
하모닉 규칙에 의해 1차적으로 날개개수를 판정하
는 기존의 알고리즘[3],[4]과는 큰 차이점을 갖는다.  

3-2 ‘Scoring’ 개념을 적용한 최종 날개개수의 추정

그림 6에는 각후보에 'Scoring' 개념을 적용한날개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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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coring’ 개념을 적용한 최종 날개개수 추정
Fig. 6. Estimation of the final blade number with the ‘Sco-

ring’ concept.
 
의 추정 과정을 나타냈다. 각각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JEM 스펙트럼을 날개개수 축 신호로 변환한다.
2. 날개개수 축 신호의 —15～15 범위의 신호 성분을
제거한다. 이는 날개개수와 무관한 0-도플러 인근의
성분제거 및그외의범위에대한 JEM 스펙트럼특
유의 하모닉 형상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3. 날개개수 축 신호의 중복된 성분을 제거한다. 
4. 기본 하모닉 첨두치(Default Harmonic Peaks: DHP)의
초기 값을 15개로 지정하여 다음 순서에 이용한다.

5. 날개개수 축 신호에 대하여 첨두치 탐색을 통해 앞
서 정한 15개의 하모닉 첨두치를 추출한다. 이러한
과정이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갖는 차이점은 JEM 
스펙트럼상대적진폭뿐아니라, 하모닉형상도고려
한다는 점이다. 이 때 DHP는 첨두치 탐지의 임계값
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며, 추출된 하모닉 첨두치에
위치한 날개개수는 HP(Harmonic Peak)에 저장된다.

6. 앞 절의 날개개수 후보군(BNC)과 HP와의 비교 및
hpi=HP/BNC(i) 연산을 통해 각 BNC(i)에 대한 하모
닉 차수를 구한다. 이 때 hpi에는 정수 및 실수가 포

함된다.
7. hpi의 인자 중 정수의 개수를 판별하여, BNC(i)별로

NI(No. of Integers)에 저장한다. hpi의 인자가 정수이

면, 탐지된 첨두치에서의 날개개수가 i번째 날개개
수 후보 BNC(i)의 정수 하모닉이라는 의미가 된다.

8. 모든 NI(i)중 적어도 하나가 5 이상이 되는 경우, 충
분한 첨두치 탐색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모든 NI(i)가 5 미만일 경우, DHP를 점진적으로 늘
려 날개개수 축 신호에 대한 첨두치 탐색을 반복 실

시한다.
9. hpi를 이용하여 각 BNC(i)별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
는 경험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이 주어지며, 이산
사건(정수의 개수)의 경우는 0.5점을 기본 단위(step)
로 부여한다.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scoring criteria)
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하모닉 개수: 날개개수 축의 1차 하모닉은 실
제 날개개수와 직결되는 성분으로서 날개개수판

정의 직접 지표가 된다. 이에 hpi 중 —1, +1 개수
를 구하여 각 +1점을 부여한다. 

② 2차 이상 하모닉 개수: 2차 이상의 하모닉 또한
BNC(i)에서 기인한 성분이므로, 실제 날개개수일
가능성이있다. 이에 hpi 중 —1, +1외의 정수개수
를 구하여 각 +0.5점을 부여한다. 

③ 단위 분수의 개수: 단위 분수는 현재 분석 중인
BNC(i)의 약수로 나누어지는 더 유력한 날개 후
보의 존재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실제 날개 수
의점수를 상대적으로증가시키기 위해 hpi 중 단

위분수의 수를 구하여 각 —0.5점을 부여한다.
④ 균일성(uniformity): BNC 중에는 실제 날개개수와
이것의 약수가 포함될 수 있으며, 후자를 걸러내
기 위해 hpi 중 정수의 집합을 조사하여 이들의
최대 공약수가 1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1보다
큰 경우, BNC(i)가 실제 날개의 약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균일성 점수 U(i)를 0으로 부여한다. 최
대공약수가 1이면, 하모닉 차수(정수)의 홀/짝 균
일성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별하여 U(i)를부여한
다.

  - A : hpi인자 중 짝수, B : hpi인자 중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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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B: U(i)=B/A  ii) A<B: U(i)=A/B
    iii) A 또는 B=0: U(i)=0
⑤ 상대적 스펙트럼 진폭: 실제 날개개수 및 그것의
하모닉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진폭을 갖는다. 그
러나 날개개수 결정의 절대적 지표가 아니므로

상대적인 기여도를 산출하며, 점수에 반영되는

비율도 낮다. 각 후보 BNC(i)의 정규화 스펙트럼
진폭의 dB 값을 dBS(i)라고 한다면, 각 후보의 스
펙트럼 진폭 기여에 따른 점수 SP(i)는 다음과 같
이 산출된다.

 

SP 


 
  

BNC

  (3)

  
이상의 점수 부여를 통해 각 BNC(i)의 점수를 계산하

고, 최대점수를 가지는 BNC를 날개개수로 판정한다.

Ⅳ. 알고리즘 적용결과

4-1 시뮬레이션 JEM 신호로의 적용 및 정보추출

제안된 자동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본 절에서
는 사실적인 제트엔진 CAD 모델로부터 획득한 신호[8]를

제트엔진 정보 추출 과정에 이용하였다. 표 1에는 전자기
시뮬레이션 변수 및 제트엔진 정보를 정리하였다.
먼저 Ⅱ절에서 기술한 제트엔진 회전주기의 추정과정

을 적용한다. 그림 7에는 각각 원 JEM 신호를 analytical 
형태로 변환한 후의 자기상관도(좌) 및 CEMD후 IMF를
조합한 rn(t)의 자기상관도(우)를 나타냈다. 좌측의 경우, 
높은 자기상관도의 평균(0.719)으로 인해 회전주기에 해
당하는 첨두치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우측의 경우
적은 평균(0.078)에 의해 첨두치가 명료해지며, 자동적인
첨두치 탐지도 용이해진다. 첨두치의 시간 간격으로부터
산출된 제트엔진의 회전주기는 10 ms로서, 초기 시뮬레
이션 변수 100 Hz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Ⅲ절에서 기술된 날개개수 추정 기법을 적용

한다. 그림 8에는 날개개수 후보군의 산출 과정을 나타내
었다. ±15～±100 범위의 날개개수 축 신호에서 최대진폭
이—46에 존재하므로(그림 8 좌측) DM 규칙에 의한 1차
후보군은 ±23, ±46, …이다. 이를 20순위 선 스펙트럼 추

표 1. 시뮬레이션 변수 및 제트엔진 모델의 정보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and information on the jet  

engine model.

전자기 해석법 Shooting and bouncing rays(SBR)
중심주파수(PRF) 10 GHz, 80 kHz
관측시간(dwell time) 20 ms(주파수 해상도=50 Hz)

입사각도 50°
회전속도(1회전 주파수) 6000 rpm(100 Hz)
제트엔진 및 탑재항공기 AE3007, Global Hawk
날개개수(1단～3단) 23, 29, 35

신호획득을 위한

제트엔진 CAD 모델

그림 7. CEMD 적용 전(좌) 후(우)의 자기상관도 비교
Fig. 7. Comparison of auto-correlation between berfore/after 

applying CEMD.

 

그림 8. 시뮬레이션 신호의 날개개수 후보군(BNC) 추출
Fig. 8. Extraction of BNC for the simulated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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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하모닉 첨두치('×'로 표시)의 추출결과
Fig. 9. Extraction result of harmonic peaks(denoted by '×').
 

표 2. 각 BNC(i)의 점수 결과(시뮬레이션 신호)
Table 2. Scoring result of each BNC(i)(simulated signal).

HP/BNC(i)=hpi —23(i=1) —46(i=2) —92(i=3)
1차 하모닉 개수 2 1 2

2차 이상 하모닉 개수 10 3 0
단위분수 개수 0 2 1
균일성 점수 4/8=0.50 2/2=1.00 0/2=0.0

상대 스펙트럼 점수 0.019 0.957 0.024
총 합계 7.519 3.457 1.524

 
출 결과(그림 8 우측)와 대조하면, 날개개수의 최종 후보
는 각각 BNC(1) =—23, BNC(2)=—46, BNC(3)=—92가
된다.
그림 9에는—15～15 범위의 성분을 제거한 신호에 대

한 하모닉 첨두치 탐색 결과(HP)를 나타내었다. HP를 각
각의 BNC(i)로 나누어 hp1, hp2, hp3으로 저장한다. 표 2는
이들로부터 각 후보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결과를 나타

내며,  |BNC(1)|=23이 가장 큰 점수(7.519)를 갖는다. 이는
실제 제트엔진 모델의 1단 날개개수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2 측정 JEM 신호로의 적용 및 제트엔진 정보추출

본 절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실제구조와 유사하게 제작된 제트엔진 모델로
부터의 측정신호[3]를 이용하였다. 표 3은 측정변수 및 제
작된 제트엔진의 정보를 나타낸다. 
먼저 제트엔진의 회전주기를 추정한다. 그림 10에 각

표 3. 측정변수 및 제작된 제트엔진 모델의 정보

Table 3. Measurement parameters and information on the 
fabricated jet engine model.

측정 시스템 레이더 반사신호 계측 레이더

중심주파수(PRF) 10 GHz, 1.8 kHz
입사각도 60°

회전속도(1회전 주파수) 60.1 rpm(1.002 Hz)
날개개수(1단～3단) 17, 29, 41

제작된 제트엔진 모델의

회전부(좌) 및 외벽을
장착한 전체구조(우)

그림 10. CEMD 적용 전(좌) 후(우)의 자기상관도 비교
Fig. 10. Comparison of auto-correlation between berfore/ 

after applying CEMD.

 
각 analytical 형태 JEM 신호의 자기상관도(좌) 및 CEMD
후 IMF를 조합한 rn(t)의 자기상관도(우)를 나타냈다. 자
기상관도(좌)는 CEMD 적용 전 결과로서, 엔진 내외벽 및
각 단의 반사 신호, 그리고 각 날개의 인터모듈레이션의
하모닉이 모두 고려되므로, 그림 7 시뮬레이션 제원의 자
기상관도 파형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
균(0.859)을 갖는 좌측 파형에 비해, 평균이 크게 감소한
(0.212) 우측의 파형이 자동적인 첨두치탐지 및 회전주기
추정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시간 간격으로부터 산출된
1회전 주파수는 약 1.064 Hz로, 실제 모터 회전속도의 오
차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변수와의 오차가 5.68 %이므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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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측정 신호의 날개개수 후보군(BNC) 추출
Fig. 11. Extraction of BNC for the measured signal.

 

그림 12. 하모닉 첨두치('×'로 표시)의 추출 결과
Fig. 12. Extraction result of harmonic peaks(denoted by '×').
 

표 4. 각 BNC(i)의 점수 결과(측정 신호)
Table 4. Scoring result of each BNC(i)(measured signal).

HP/BNC(i)=hpi —17(i=1) —34(i=2) —68(i=3)
1차 하모닉 개수 1 2 1

2차 이상 하모닉 개수 8 4 1
단위분수 개수 0 1 3
균일성 점수 3/6=0.50 2/4=0.50 1/1=1.00

상대 스펙트럼 점수 0.344 0.370 0.286
총 합계 5.844 4.370 1.286

  

다음으로 날개개수를 추정한다. 그림 11에는 날개개수
후보군의 산출 과정을 나타내었다. ±15～±100 범위의 날
개개수 축 신호에서 최대 진폭이—34에 존재하므로(그림
11 좌측) DM 규칙에 의한 1차 후보군은 ±17, ±34, ±68, …
이다. 이를 20순위 선 스펙트럼 추출 결과(그림 11 우측)

와 대조하면, 날개개수의 최종 후보는 각각 BNC(1)=—17, 
BNC (2)=—34, BNC(3)=68이 된다.
그림 12는—15～15 범위의 성분을 제거한 신호에 대한

하모닉 첨두치 탐색 결과(HP)를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구
한 hp1, hp2, hp3로부터 표 4와같이 각후보에대한 점수를
산출한다.  |BNC(1)|=17이 가장 큰 점수(5.844)를 가지며, 
이는 실제 1단 날개개수와 일치한다. 
이상의 적용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자동화

알고리즘이 제트엔진의 주요정보, 즉 날개 주기 및 날개
개수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표적으로부터 들어오는 레이더

반사 신호로부터 제트엔진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추출하

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추정방법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 제시된 기법은 CEMD를 적용하여 효과적으
로 날개주기를 추정하고, DM 규칙 및 ‘Scoring’ 개념을
도입하여 날개개수의 후보로부터 실제개수를 추정하므

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추출이 가능하다. 추후에는 보
다 다양한 신호에 적용함으로써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효

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
서 수행된 연구는 JEM 분석의 연구사례를 늘리는 한편, 
제트엔진 특성 추출의 자동화가 가능하므로 실시간 레이

더표적인식기법으로의적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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