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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는 초음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유속의 측정 및 교란 정

도를 분석한다. 따라서 수신되는 각 공간 영역에 대한  속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수신 펄스 신호에 대한 자기 상

관 함수나 FFT(Fast Fourier Transform) 스펙트럼을 추정한다. 그러나 자기 상관 함수 추정은 수신되는 반사 신호가 

가우시안 형태의 대칭적인 도플러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 되지 않는 경우 추정치

에서의 큰 편향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속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 신호 획득시간이 짧아  유속을 측정

하기 위한 자기 상관 함수 나 FFT 스펙트럼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사 신호가 대칭형 또는 

비대칭형 가우시안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반사 획득 신호인 경우에도  정확한 유속 추정이 

가능한 AR(Autoregressive) 스펙트럼 첨두치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방법에 비하여 

그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방법의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모의 신호들을 구현하였으

며 그 결과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ABSTRACT 

An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ADCP) measures the current velocity and analyzes the degree of turbulence 
using Doppler effects of ultrasonic waves. Therefore, the autocorrelation or FFT spectrum estimates are obtained for 
extraction of current velocity in each spatial region. However, if the correlation method does not satisfy the assumption 
that the return signal spectra are symmetric Gaussian, the large bias errors can occur. Also,  the accurate estimation of 
autocorrelation or FFT spectrum is difficult due to the short acquisition interval when the rapid changes of current 
velocity occur. Thus, in this paper, the estimation method of the autoregressive spectrum peak is suggested for the 
accurate current velocity measurement of both symmetric and asymmetric spectra. It is shown that estimation quality 
can be improved using the suggested method comparing with the conventional methods. Many return signals under the 
various environment are simulated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valuation of the suggest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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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바다나 하천 등에서의 영역별 유속을 측정하기 위하

여 초음파 송수신 도플러 측정 장치인 ADCP 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ADCP를 이용한 측정치는 기

존의 기계적인 방식의 측정치와 유사한 정확도를 가지

면서도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의 유속 측정값을 편리하

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해류 또는 하천

의 유속이나 교란 (turbulence)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

적으로 ADCP 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1,2].  

ADCP 에서는 핑(ping)이라 불리는 초음파 송신신

호를 송출하게 되며 이러한  초음파 신호의 물속에서

의 반사 신호 즉 수신 도플러 주파수를 추출함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유속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도플러 

주파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

고 있는 방식은 수신 신호들 간의 자기 상관 함수

(autocorrelation function)나 FFT 스펙트럼을 추정하여 

도플러 주파수를 얻는 방법이다[3].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상관 함수 추정의 경우 수신 

도플러 신호가 대칭적인 가우시안 형태가 아닌 비대칭

적인 도플러 스펙트럼을 보이는 경우 큰 편향오차(bias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FFT 스펙트럼 추정의 경

우 수신 신호 획득구간이 짧을 경우 스펙트럼 해상도 

및  윈도잉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   

이러한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상관 

함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

간동안의 수신데이터의 획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

러나 시간에 따른 영역별 유속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

는 경우에는 이러한 획득신호 구간을 충분히 길게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SNR 값이 낮아지게 되고 결과

적으로 도플러 추정치 즉 유속 추정치의 정확도가 심각

하게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함으

로서 유속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파라미터 추

정 방식인 AR(Autoregressive) 스펙트럼 추정방식을 적

용하여 첨두치(peak)에서의 도플러 스펙트럼 주파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짧은 획득 수신신호 

구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유속 측정에서의 

정확도 및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

대칭 수신 스펙트럼이나 낮은 SNR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유속 측정 값 들을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2장 및 3장에서는 간략하게 기존의 방법과 

적용하고자하는 AR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였

다. 4장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ADCP 

모의 수신신호 스펙트럼 구현 방법을 설명하고 5장에서

는 모의수신  신호들을 이용한 추정 결과들을 비교, 분

석하였다. 마지막장에서는 고찰한 내용들을 전체적으

로 요약하고 정리하여 결언을 도출하였다.        

    

                       

Ⅱ. 자기 상관 함수 및 FFT 추정 방법  

자기상관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림 1과 같이 표시되는 핑 또는 펄스라 불리는 두 개의 

신호들을 일정한 시간 간격, Ts 만큼 이격시킨 후 송출

하여 수신되는 펄스, v 및 켤레 복소수 신호, v* 들을 사

용한다. 따라서 자기 상관 함수, ( )sR T 의 추정 값,  
( )sR T


는 다음과 같다[5,6].

1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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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식(1)에서의  L 값, 즉 수신  

신호 쌍들의 개수가 가능한 많아야한다. 그림 1에서 보

는 것처럼 펄스 내 간격 과 펄스 쌍(pair)들과의 간격은 

각각  Ts  및 T 로 표시하였으며 i 는 0,1,2...의 정수 값을 

의미한다. 펄스 쌍내의 간격과 펄스 쌍들 간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인접 펄스들, 즉 일정한 펄스 반복주기

로 송신된 신호들을 수신하여 추정할 수 있다.    

Fig. 1 Estimation of autocorrelation using the pulse pair 

이렇게 얻어진 추정 값을 이용하면 유속 추정치는 다

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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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의 λ는 파장을 arg 는 자기 상관 추정 함수

의 위상을 각각 나타낸다. 수신 신호가 비대칭형 스펙

트럼이면서 분산이 심한 경우 심각한 편향 오차가(bias 

error) 발생 할 수 있다[6].

FFT 전력 스펙트럼 추정 방법은 수신 신호를 FFT 변

환하여 도플러 전력 스펙트럼을 얻은 후 다음과 같이 

도플러 주파수, 즉 평균 유속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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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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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
N

i

uS u
u

S u












                                 (3)

식 (3)에서의 S(u) 는 유속 전력 스펙트럼을 의미한

다. 이러한 추정 방법도 데이터 획득구간 제한에 따른 

해상도나 윈도잉 문제로 인한 스펙트럼 왜곡 때문에 유

속 추정치에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Ⅲ. AR 스펙트럼 첨두치 추정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플러 스펙트럼의 비대

칭성 및 상대적으로 짧은 데이터 획득시간으로 인한 해

상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파라미터 스펙트럼 추정 

방식인 AR 방법을 적용하였다. 파라미터 추정을 통한 

AR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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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 (4)에서 ˆw  는 잡음 분산의 추정치를 나타내며 T 

는 샘플링 간격을 p 는 모델 차수를 각각 나타낸다. 여

기서  p는 일반적으로 샘플링 된 신호 개수를 나타내는 

N 보다는 작으므로 N-p 개의 순방향(forward) 및 역방

향(backward)에 대한 각각의 선형 예측오차의 자승 값

들의 평균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파라미

터 값들을 추정할 수 있다. 

2 fb
pfb

p p
p

 
  
 

R a
0

                                 (5)

식 (5)에서의 
fb
pa 는 추정 파라미터 â 이며 

fb
p 는 선

형 예측오차의 자승 값들의 평균으로 표시되는 잡음 분

산 추정 값, ˆw 을 각각 표시하며 p0 는 p 개의 행(row)

을 갖는 값이 0인 열(column) 벡터를 표시한다. 여기서  

pR  는 다음과 같은 행렬 요소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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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수신 데이터 x* 는 켤레 복소수(complex 

conjugate)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 (5)의 해를 구하여 얻

어지는 AR 스펙트럼 추정 방식을 modified covariance 

방법이라고 하며 주파수 추정에서의 편향 오차나 스펙

트럼의 분리(spectral line splitting) 현상 같은 문제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8].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modified covariance 방법[8]

을 적용하여 수신되는 도플러 신호의 AR 스펙트럼 추

정치의 최대 값, 즉 첨두치 도플러 주파수에 대응하는 

유속 정보를 나타내었다. 표시하고자 하는  해당 영역

에서의 유속 정보를 표시하는 도플러 스펙트럼이 대칭

형 또는 비대칭형 첨두치를 보일 수 있으나 첨두치에 

대응하는 도플러 주파수들, 즉 유속 정보들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속 측정 방법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수신 신호들을 분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모의 수신 신호들을 구현, 발

생시키기 위한 방법을 다음 장에서 기술하였다.       

Ⅳ. 수신 모의신호 모델 및 구현  

일정한 공간영역으로부터 초음파에 의해 반사되어 

나타나는 수신 도플러 신호는 해당 거리 방(range cell)

에서의 미세 입자들에 의한 반사파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거리 방에서의 유속 도플러는 중심

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가우시안 형태

의 스펙트럼을 가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적합하다. 그

러나 국지적인 교란정도가 심한 경우 비대칭형 가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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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나 다중 첨두치를 갖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현상들이 포함되도록 모의신호 구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비대칭 가우시안 또는 다중 첨

두치를 갖는 전력 도플러 스펙트럼을 다음과 같이 수학

적으로 모델링하여 나타내었다.

1

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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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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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식 (7)에서 pi 는 스펙트럼 폭의 비로서 비대칭성 정

도를 표시하는 skewness 를 나타내며 전체를 정규화 된 

도플러 신호로 나타내기 위하여 크기 Ai 의 합은 1이 되

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두 개 이상의 첨두치가 나

타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성능분석을 위한 파라미

터 설정에서는 첨두치가 하나인, 즉 M 의 값을 1로 하

여 대칭 및 비대칭 도플러 모의신호를 구현 하였다.   

이제 이와 같은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도플러 신호를 

이용하여 시간영역에서의 실제 수신 신호 데이터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잡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배경잡음인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을 포함시켰다. AWGN 의 전력을 

1로 정규화 한다면 SNR(dB) 에 따라 식(7)의 신호전력 

모델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력크기 조정 상

수, CS 를 곱하여 표시할 수 있다.

( /10)10 SNR

nk
k

CS
S


                               (8)

식 (8)에서의 분모는 신호전력 샘플의 합을 의미한

다. 또한 이러한 AWGN 을 포함한 수신 신호들은 일반

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된 신호의 합으로서 그 

크기(amplitude)는 확률적으로 Rayleigh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전력신호 Pk는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 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로 나타날 것이다. 

1
( ) exp

( ) ( )
k

k
nk k nk k

P
p P

S N S N

 
    

                (9)

식 (9) 와 같은 분포를 갖는 전력 샘플을 0과 1사이의 

균일분포를 갖는 랜덤변수 Uk를 이용하여 나타내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확률 관계식을 이용한다.

( ) ( )k k k kp P dP p U dU                         (10)

식 (10)의 좌변을  0부터 Pk 까지 우변은 0부터 Uk 까

지 각각 적분하면 전력 값, Pk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ln( ) ( )k k nk kP U S N                       (11)

식 (11)로부터 얻어진 도플러 전력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수신 단에 나타나는 시간 영역에서의 I(inphase) 

및 Q(quadrature phase) 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은 역 푸리어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ation)

을 수행하였다.

1

( ) ( ) ( ) exp( 2 / )
N

k k
k

I i jQ i B jC j ki N


       (12)

식 (12)에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실수부 및 허수부를 

나타내는 Bk 와 Ck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2 )

sin(2 )

k k k

k k k

B P y

C P y








                         (13)

식 (13)에서의 yk 는 0에서 1사이의 균일 분포

(uniform distribution)를  갖는 랜덤변수를 표시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의구현 방법에 대한 과정을 그림 

2에 간략하게 블록도로 나타내었다. 이를 이용하면 모

의구현 변수들을 변화시킴으로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수신 신호 스펙트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Fig. 2 A block diagram of the simulation procedure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9 : 1818~1825 Sep. 2017

1822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수신 신호

들을 모의 구현하여 제안된 방법과 기존 방법들에 의한 

유속 측정값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Ⅴ. 결과 분석 및 고찰
 

앞장에서 기술한 바처럼 유속의 흐름이 시시각각 바

뀌는 경우에는 반사 도플러 신호의 획득시간이 제한적

이다. 따라서 FFT 방법이나 자기상관 함수 추정치의 정

확도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다. 그림 4의 경우는 신호 

획득 구간 , 즉 관찰 가능한 시간을 그림 3의 모의 수신 

신호 스펙트럼에 비하여 1/16 로 줄였을 때 수신되는 신

호의 FFT 전력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의 경

우 원래의 스펙트럼인 그림 3과 비교하여 보면 데이터 

획득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윈도잉 효과 때문에 유속 

스펙트럼의 해상도 저하 및 부엽에 의한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4과 같은 조건에서 AR 유속 스펙트럼 

추정 값을 구하여 그림 5에 표시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 획득 시간이 제한 된 

경우에도 높은 스펙트럼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그림 3

에 표시된 모의 유속 스펙트럼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속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면 유속 

측정 갱신 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이를 극복하고 

유속 측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러한 AR 스

펙트럼 추정 방법을 적용한 후 첨두치 유속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유속 정보 갱신이 필요한 경우 

각 거리 영역 별로 모의 구현한 수신신호들에 대한 유

속 추정치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세 가지 방법, 

즉 기존의 자기상관 함수 추정 방법, FFT 추정 방법 및 

제안한 AR 유속 스펙트럼 첨두치 추정 방식들에 대한 

결과 값들을 모의 구현한 실제 유속 값과 비교하여 표

시하였다. 여기서는 50개의 거리 방(range cell) 영역에 

대하여 제안한 방법 및 기존 방법들을 각각 적용하여 

유속 추정치들과 실제 유속 값들을  표시 한 것이다. 결

과 그림 6,7 및 8의 경우는 대칭형 스펙트럼 모델을 그

림 9는 비대칭형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림 6은  SNR 값이 -5dB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유속 스펙트럼인 경우이다. 그림 6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방법들인 FFT 또는 상관 함수 

추정에 의한 유속 추정치들에 비하여 제안한 AR 첨두

치 추정 방법에 의한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6의 경우와 같이  SNR 이 낮은 

경우 데이터 획득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유속 스펙트럼

의 왜곡 및 해상도 문제 때문에 FFT 추정치들이 가장 

부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7은 SNR이 0dB 인 경우의 추정치들을 실제 유

속 값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SNR 값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방법인 상관 함수에 의한 유속 추정치의 정

확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7에

서 보는 것처럼 FFT 추정치의 정확도 개선 정도는 그다

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안한 AR 

첨두치 추정 방법은 SNR 값에 거의 무관하게  매우 정

확한 추정치들을 나타나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SNR 값이 10dB 인 경우 즉, SNR 이 비교적 높

게 유지되는 경우의 추정치들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의  결과를 보면 상관 함수 추정 방법도 SNR 값

이 높아짐에 따라 비교적 정확한 추정치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8의 FFT 유속 추정

치들은 그림 6의 결과에 비하여 정확도가 많이 개선되

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8에서도 제안 

방법인 AR-첨두치(Peak) 추정 방법은 SNR 값과 거의 

상관없이 일관되게 매우 정확한 추정치 값들이 나타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빠르게 변화

하는 유속 측정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데이터 획득시간

의 문제 때문에 FFT 추정치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존 방법 중의 하나인 

상관 함수 추정 방법은 SNR 값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추정치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의 결과 그림들에서 언급한 상관 함수 추정치

의 경우는 유속 스펙트럼의 대칭성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오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대칭형 유속 

스펙트럼에 대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9에서는 SNR 값이 –5dB 로 낮게 나타나는 환

경에서 상대적으로 유속 스펙트럼이 더 넓게 나타나면

서 대칭형이 아닌 경우, 즉 평균 유속을 중심으로 양쪽

의 표준편차가  각각 0.08m/sec 와 0.16m/sec 로 분산 값

이  4배 차이가 나는 경우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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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imulated return Doppler current velocity with 
unequal peak points (SNR=15dB)

Fig. 4 FFT spectrum estimation for the acquisition 
period reduced by 1/16 of the original one 

Fig. 5 AR spectrum estimation obtained from Fig. 4 

Fig. 6 Current velocity estimation obtained from the 
return signal with SNR of –5dB using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methods

Fig. 7 Current velocity estimation obtained from the 
return signal with SNR of 0dB using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methods

예상한 바와 같이 비대칭형 유속 스펙트럼의 특징 때

문에 일어나는 편향오차로 상관 함수에 의한 추정치가 

그림 6에 비하여 더 부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FT 의 경우는 추정치 자체의 정확도가 많이 떨

어져서 비교의 의미가 거의 없다. 그림 9의 결과에서 보

는 것처럼 제안된 AR-첨두치 방식의 추정 값도 그림 6

에 비하여 정확도가 나빠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속 스

펙트럼이 분산되면서 정확한 첨두치 추정에 약간의 오

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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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urrent velocity estimation obtained from the 
return signal with SNR of 10dB using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methods

 

Fig. 9 Current velocity estimation obtained from the 
asymmetric broad return signal with SNR of -5dB using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methods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다른 방법에 비하여 더 정확한 

유속 추정치들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 그림들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제안된 AR-첨두

치 추정 방식을 이용하면  SNR 비가 낮은 환경에서도 

대칭형 또는 분산이 큰 비대칭형 유속 신호,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신뢰성을 갖는 유속 추정치들을 얻

을 수 있다. 빠른 유속 변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유

속신호의 획득시간을 짧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낮은 

SNR 비로 인한 추정치 오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의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FFT 추정치의 경우 SNR 값이 10dB 

정도 이상으로 높지 않으면 추정치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DCP에서의 정확한 유속 측정을 위

한 유속 추정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유속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속 측정이 빠른 시간 내

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신 신호의 획득시간이 제한된

다. 따라서 기존의 추정 방법들이 어느 정도의 성능 열

화를 보이는지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 할 

수 있는 AR-첨두치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 

결과 그림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칭형인 유속 스

펙트럼 신호와 비대칭형이면서 분산이 상대적으로 큰 

유속 신호들을 SNR 값에 따라 모의 구현 하였으며 성

능 비교를 위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제안된 방법을 이용

하여 얻어진 유속 추정치들 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차이

를 비교하였다. 기존의 기법 중 상관 함수를 이용한 추

정방법의 경우 대칭형 유속 신호인 경우 SNR이 0dB 정

도 이상이라면 추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SNR이 10dB 정도 이상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안한 AR-첨두치 추정 방법

의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FFT 추정치의 경우는 

낮은 SNR 에서는 물론 10dB 정도의 높은 SNR에서도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대적으

로 분산이 크고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유속 스펙트럼 

신호의 경우에는 결과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

관 함수 추정에서의 편향오차로 인하여  추정치의 정확

도가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인 AR-첨

두치 추정도 대칭형 유속 신호인 경우에 비하여 정확도

가 나빠짐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비대칭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산이 큰 유속 스펙트럼 신호들이라 첨두

치 추정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결과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낮은 SNR 환경

에서 기존 방법에 비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속 측정이 빠르게 이루어져

야 하는 경우에도 SNR이 매우 높게 유지될 수 있는 특

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의 FFT 추정치는 짧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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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시간 문제 때문에 그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확

인하였다. 

앞의 결과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빠른 

유속 측정이 필요한 경우, 즉 유속 정보의 갱신이 빠르

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호 획득시

간의 제한으로 상대적으로 SNR 값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AR-첨두

치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유속을 측정하면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값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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