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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수함수적 감쇄신호의 매개변수를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신호 모델링 기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맥놀이 주파수 성분을 갖으면서 과도기 형태 신호인 성덕대왕 신종의 음파(공중음파 및 지중음파)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 

발되었으며 선형예측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안된 방법은 일반적인 데이터 행렬 대신에 자기상관 유사행렬을 사용하 

였으며 SVD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한다. 성덕대왕 신종의 스펙트럼 및 감쇄계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안 

된 방법을 수집한 데이터에 적용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하여 고유주파수 신호의 감쇄계수 및 움통의 역할도 규명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ignal modeling method for estimating the parameters of transient signals. This method 

was motivated by aspiration to analyze the sound of King Songdok bell which is composed of exponentially damped sinu

soids with the beat frequency components. The proposed method makes use of the truncate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of an extended-order autocorrelation-like matrix based on linear prediction model. We apply the proposed algorithm 

to data set of King Songdok bell obtained from an experiment for estimating the damping factor of the acquired real signal 

Furthermore, the role of resonator is exmained on the basis of the result obtained by analyzing the sound of Kin응 Song

dok bell.

I. 서 론

지수함수적 감쇄 정현파의 매개변수 추정은 선형시스 

템 식별 U], 음성분석 [2] 및 과도기 형태 신호분석 [3]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로 주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성덕대왕 신호의 지중음파 및 공중음파의 

스펙트럼 및 감쇄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계기 

로 과도기형태신호의 매개변수를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더나아가 제안된 알고리즘 

을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 

로 종의 하부에 있는 움통(명동)의 역할까지도 규명한다.

한국 종의 하부에는 옛날부터 항아리를 놓거나 땅을 움 

푹하게 파서 움통을 만드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이 

움통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성덕 

대왕 신종의 음파가 과연 땅으로 전파되어 신종 명문에 

“… 밑으로 끝없는 황천까지 스며들어 보는 이는 신기하 

다하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황천까지 스며들도록 

움통을 만들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중음파신호의 실 

험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신종소리의 청음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중음파 신호의 실험데이터도 동시에 

수집하였다.

지중음파 및 공중음파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하는 정 

현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도기 형태(transient) 신호 

로써 이러한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이산퓨리어변환 

방법 이외에 다양한 스펙트럼 추정기술 둥올 사용할 수 

가 있다. 특히 성덕대왕신종 소리는 기본 톤 주파수 이외 

에 매우 많은 정현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쇄계수와 스펙트럼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높은 분 

해능을 나타내는 기법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톤 주파수 

를 추정할 수 있다. 이산퓨리어변환은 시간과 주파수영역 

으로부터 파형 혹은 함수를 고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로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과도기형태 신호의 감쇄특 

성 및 고분해능 성능을 제공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호 모델링 기법이 제 

안되어 왔으며 신호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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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이 개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퓨리어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성덕대 

왕신종 소리의 맥놀이 현상을 발생시키는 음향 모우드의 

고유주파수를 규명하였고, 성덕대왕신종 소리의 감쇄 특성 

및 움통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예측모델을 기본으 

로 자기상관 유사행렬과 SVD를 결합한 매개변수 추정방 

법을 제안한다.

제 II장에서는 성덕대왕신종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측 

정시스템 구성 및 측정방법을 소개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성덕대왕 신종 소리의 스펙트럼 및 맥놀이현상에 대한 

특성을 이산퓨리어 변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퓨리어 

변환의 한계성을 기술하였다. 제 IV장에서는 이러한 한계 

성을 극복하고 과도기형태 신호의 감쇄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신호 모델링 기법을 이론적으로 유도하였다. 제 V장 

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수집한 실제 데이터에 제안된 방 

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움통의 역할을 규명 

하였다.

II. 신호수집 시스템 구성 및 측정방법

지중음파 신호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 

하여 진동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가속도계와 

신호증폭기 (B&K 2644) 그리고 Digital Audio Tape (DAT) 

녹음기(SONY, PC 216Ax)를 사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종각에서 5m 떨어진 곳에서 4번 측정, 

25m 떨어진 곳에서 2번, 그리고 25m 거리에서 움통을 덮 

개로 막고 1번 측정하였고 매 측정시마다 약 18초~20초 

동안 녹취하였다. 7번의 측정기록 중에서 4번은 발자국 

소리등 지상에서의 진동소음이 섞여 있든지 혹은 측정시 

간이 짧은 관계로 분석대상 신호에서 제외시켰으며 3번의 

측정 데이터(5m 거리, 25m 거리, 움통 막고 25m 거리)를 

중심으로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속도계의 수신신 

호의 크기는 5m와 25m 거리에서 측정할 경우에 -149 

mV~ 140 mV (peak-to-peak) 이고 움통을 막고 25m 거리 

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一37 mV~41 mV (peak-to-peak)의 

크기를 가졌다. 수집한 데이터는 측정오차, 수신기 잡음 

및 외부로부터의 미약한 지진파 등으로 다양한 잡음이 섞 

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성덕대왕 신종이 위치한 곳 

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5〜25m)에 가속도계를 설 

치하였기 때문에 수집된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기중으로 전달되는 청음이 

가속도계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하여 가속도계 수신방 

향을 지표면에 수직인 지하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지표면 

과 완전히 밀착시켰다. 따라서 공중음파가 가속도계에 전 

달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공중음파를 녹음하기 위하여 측정 MIC(옴니 MIC), 8kHz 

이하에서만 증폭하는 증폭기와 Digital Audio Tape 녹음기 

(NT-1, SONY)를 측정장비로 사용하였다. 거리에 따른 청 

음의 특성과 움통이 청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종으로부터 5m, 10m, 15m 그리고 움통을 막고 15m 

떨어진 곳에 측정지점을 정하였으며 각각 2번씩 녹음하 

였다. 이때 녹음 시간은 지속되는 여음을 기록하기 위하여 

18초 혹은 20초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10m 

및 15m 거리에서 측정한 공중음파와 25m 거리에서 측정 

한 지중음파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지중 

및 공중음파 신호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DAT 녹음 

신호를 32768 Hz로 샘플링하여 PC 하드디스크에 수록하 

였으며 데시메이션 필터를 이용하여 샘플링 주파수를 2048 

Hz로 낮추었으며 이 신호를 이용하여 스펙트럼 및 감쇄 

계수등을 추정하였다.

III. 이산퓨리어변환을 이용한 스펙트럼 분석 및 맥 

놀이 현상

이산퓨리어변환은 고속퓨리어변환 알고리듬이 개발된 이 

후 신호와 시스템의 스펙트럼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그러한 스펙 

트럼 기술을 보다 잘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FFT기술은 전기통신, 

레이다, 소나, 모니터링 시스템, 진동분석, 강우량 예측, 

지질탐사 및 비파괴검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고전적인 스펙트럼 추정방법이다[4,5]. 

여 기 에서도 성 덕 대왕신종의 고유주파수와 맥놀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전적인 FFT 방법을 사용하였다.

스펙트럼 분석대상 신호는 0초에서 20초 구간을 선택 

하였다. 4초까지 수집된 신호는 과도기 형태 신호이며 어 

느 경우에나 비교적 고주파신호(100Hz 이상)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파수 성분이 내 

포되어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2768 Hz 샘플 

링 주파수를 갖는 수집된 신호는 차단주파수가 600 Hz인

Fourier 
Transform

（주파수）

「신호 모옐링을、 

이우한 

선형예W 방법

(주파수 리 
감绅게수)

그림 1. 데이터 획득/분석 시스템의 기능별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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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메이션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2048 HZ의 샘플링 

주파수로 감소되었으며 Hilbert 변환기를 통과시켜 복소 

신호로 만들었다. 복소신호의 스펙트럼 특성올 조汁하기 

위하여 20초간의 데이터 40960개의 복소데이터를 待리어 

변환시켰으며 zero padding을 이용하여 65536-point FFT 

를 수행하였다. 이 때 FFT의 주파수 분해능은 0.05 田로 

써 그림 2와 그림 3은 지중음파의 스펙트럼 특성을 그림 

4와 그림 5는 공중음파의 스펙트럼 특성을 보여주며 스 

펙트럼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1- 공중음파와 지중음파의 어떠한 측정데이터도 64 Hz 

부근에서 맥놀이 주파수를 갖는다.

(예, 64.0625 와 64.375 Hz, 64.0312와 64.375 Hz 등)

2. 스펙트럼 분석으로부터 64 Hz, 168 Hz, 189 Hz, 282 

Hz, 347 Hz, 353 Hz 대에서 다른 주파수대에 비해 

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168 Hz 대역 

에 종소리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

3. 움통을 막고 25m 거리에서 측정한 경우에 시중음 

파는 첨두 주파수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약 5 dB 

정도 작아지며 이는 움통의 역할이 음파를 지중으 

로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구조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각 주파수 신호의 감쇄계수를 비교분 

석함으로써 움통의 역할이 V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명된다.

4. 공중음파와 지중음파의 스펙트럼 특성에서 기본 고 

유'주파수는 물론 제 2, 제 3 첨두주파수도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68 Hz 신호는 타종 직후 다른 주파수 성분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첨두 주파수로서 

기본 톤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단순히 FFT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분석할 경우에 모든 주파수 성분을 갖는 신 

호로부터 과연 어떤 음향모우드가 가장 지배적으로 맥놀 

이 현상을 발생시키며, 어떤 주파수신호가 오래 지속되는 

가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64 Hz, 168 Hz 및 

282 Hz 주파수에서 지중음파와 공중음파 신호들의 파형 

이 시간영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맥놀이 현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덕대왕신 

종 소리의 신호분석 시스템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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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5m 떨어친 곳에서 측정한 지중음파 (fs = 2048 Hz)

a) 신호파형 b) 신호의 스펙트럼

c) 64 Hz, 168 Hz, 189 Hz, 282 Hz 부근에서의 스펙트럼 

그림 3. 25m 떨어진 곳에서 움동을 덮고 측정한 지중음파 ( 七 =

2048 Hz)
a) 신호파형 b) 신호의 스풱트럼

c) 64 Hz, 168 Hz, 189 Hz, 282 Hz 부근에서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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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g. Frequency range:
-201------------------ 1一一r----------l-

-30I - J

186.0191.0

Zooming. Frequency range: 63,0-66.0 Zooming. Frequency range: 167.0-170 0

191

Zooming. Frequency range: 280.0-263.0 Zooming, Frequency range: 1880191.0 Zooming. Frequency range: 280.0-283.0

Z1 림 4. 15m 떨어진 곳에서 움통을 덮고 측정한 지중음파 ( fs =

2048 Hz)
a) 신호파형 b) 신호의 스펙트럼

c) 64 Hz, 168 Hz, 189 Hz, 282 Hz 부근에서의 스펙트럼 

그림 5. 15m 떨어진 곳에서 움통을 덮고 측정한 공중음파 ( fs =

2048 Hz)
a) 신호파형 b) 신호의 스펙트럼

c) 64 Hz, 168 Hz, 189 Hz, 282 Hz 부근에서의 스펙트럼

그림 1에 표시한 바와 같이 여러개의 주파수 성분을 갖 

는 신호를 대역폭(3 dB 대역폭 = 2 Hz)이 매우 좁은 대 

역통과 필터를 통과시킨 출력신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출력은 단일 주파수를 갖는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의 시간영역에서의 특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1은 공중음파와 지중음파의 맥놀이 주파수 비교 

표로써 맥놀이 주파수는 64 Hz 부근에서 약 0.3025 〜 

0.3438 Hz 로써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림 6은 중심주파수가 64 Hz이고 대역폭이 2 Hz인 대역 

통과필터의 주파수웅답 특성과 대 역통과필터 출력신호의 

스펙트럼을 표시한다. 64 Hz, 168 Hz 그리고 282 Hz에 

서의 지중음파와 공중음파의 신호파형을 그람 7과 그림 

8에 각각 표시하였다. 그림 7과 그림 8로부터 64 Hz에서 

신호크기는 작으나 맥놀이 현상을 갖으면서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반면에 168 Hz에서는 타종 직후 신호에너 

지는 매우 크지만 급격하게 감쇄하면서 맥놀이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64 田가 성덕대 

왕신종의 고유주파수라고 유추할 수 있다. 282 Hz 부근 

에서는 타종후 4초 이내에 급격하게 감쇄하고 타종후 바

표 1. 공중음파와 지중음파의 맥놀이 주파수 비교

방법

주파

5m, 5m 10m, 25m 움통 막은 상태

공중음파 지중음파 공중음파 지중음파 공중음파 지중옴파

고유주파수(Hz) 64.375 64.375 64.375 64.375 64.375 64.0312

첨두주파수/z) 168.375 168.3438 168.4375 168.3488 168.375 168.3438

(64Hz 부근) 

맥놀이 주파수

(Hz)
0.312 0.3025 0.3125 0.3438 0.3125 0.3488

로 약간의 맥놀이 현상이 발생하다가 곧 신호가 사라짐 

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시간에 

따른 전력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250 msec 간격으로 전 

력을 측정한 결고k 시간에 따른 전력변화가 맥놀이 현상 

의 변화율과 거의 똑같이 변화하는데 이는 청음신호레벨 

의 크기에 따라 우리 귀에 크고 작게 저음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7과 그림 8로부터 성덕대왕신종 소리는 시간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하는 과도기형태 신호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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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고전적인 퓨리어변환 방법으로는 이러한 과도기 

형태 신호의 주파수와 감쇄계수를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 

렵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6]. 이러한 이산퓨 

리어변환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산호 모델 

링 방법을 다음절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하여 제안하고 성 

덕대왕신종 소리에 적용하여 움통의 역할을 규명하도록 

한다.

그림 7. 25m 거리에서 측정한 지중음파의 주파수별 신호파형

(a) 64 Hz (b) 168 Hz (c) 282 Hz

(b)

그림 6. FIR 대역통과필터 특성 (fs - 2048 Hz, 3dB 대역폭 -

2 Hz, 필터차수 - 920)
(a) 대역통과필터 주파수 응답

(b) 대역통과필터의 출력 스펙트럼

Emilrw Jong Tinw-or»ph(Ai3.DAT). Bandpass Freq. <167.5 - 169.5>Hz

(C)

(b)

그림 8. 10m 거리에서 측정한 공중음파의 주파수별 신호파형 

(a) 64 Hz (b) 168 Hz (c) 282 Hz

IV. 신호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스펙트럼 및 감쇄계 

수 분석

성덕대왕산종 소리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하는 과도기 

형태 신호로써 신호모델링을 이용한 매개변수(예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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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감쇄계수, 진폭 등) 추정방법을 통하여 신호의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다. 이와같은 종류의 신호는 선형시스템 혹은 

과도기 상태 분석 등과 같은 많은 응용분야에서 중요한 

연구테마로 주목되어 왔다. 성덕대왕신종의 음파는 강한 

신호와 약한 신호가 섞여 있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하는 

정현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펙트럼 영역에서 많 

은 신호로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밀집된 신호환경하에서 

는 데이터 모델링 및 파라미터 추정이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신호의 감쇄계수를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기상관 유사행렬과 Truncated SVD를 이용한 모델 

매개변수 추정 알고리듬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비선형 최적화 방법

성덕대왕신종을 타종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그림 1과 같 

이 샘플링되어 복소신호로서 컴퓨터에 저장된다. 복소신호 

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아(가)" + w(«)
(1)

=x(n) + w(n) for n= 1, 2, N

여기서 zk = exp(zl*  + ja>k) for k=l, 2, M이고, 아

는 복소 진폭값을 나타낸다. 사는 감쇄계수를 나타내며, 

钏은 라디안값으로 표현되는 극점의 주파수이다. w(n)는 

측정오차 혹은 수신기 잡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성 

백색잡음으로 가정한다. 신호개수 M은 알려져 있는 경우 

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차수결정 알고리듬을 이용하 

여 추정이 가능하다[7,8]. 식(1)을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 = S(人，<")a + w (2)

여기서 S(人, <») = [ s(&,s), s(，板,(如)sUm,sm)]vC NxM 

sQ„<z),) = [eu+*), /lemscN

a= S, a-i, •••, aM]' 

a>= [a>}, a>2, ■■■, aiM]' 

>1 =[/<!, A2, •••, Aul'

행렬 S의 열벡터 s는 두 개의 비선형 매개변수 人와 

3의 함수이다. a의 각 원소는 선형 매개변수이므로 일 

단 人와 3를 추정한다면 a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 = [S*Sr 1S，y ⑶

여기서 “*”는 복소전치행렬이다.

식⑶을 식⑵에 대입하면 (入 3)의 추정값은 다음과 

같은 최대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A, to) — arg max y*S[  S,S]-1 S'y ⑷

여기서 S[S*S 「'S* 는 S의 열벡터에 의하여 확장 

(span)되는 부공간에 대한 직교투영행렬로서 (入 3)의 함 

수이다. 즉 식(4)를 만족하는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서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비선형 최적화 방법인 반복적 

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매 

우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선형예측 모델을 기본으로 한 신호의 매개변수 

추정 알고리듬이 연구되어 왔다.

4.2 자기상관 유사행렬 방법

A. 자기상관 유사행렬

모델링은 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응용 예이다. 만족스러운 모델링은 가정한 모델이 분석대 

상 데이터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에 달려있다.

식(1)과 같이 복소지수함수적 정현파의 합으로 구성된 

신호는 식(5)와 같이 선형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표현되어 

진다 [8].

丫[.耻=*  +阳」註=e (5)

여기서, L은 신호개수 M 보다 큰 확장 차수이며 aL 

은 L 차원 계수벡터이다.

[次L+l) y(L) - XD1
Y[ = y(L + 2) y(L + l) •■- y(2) ⑹

y(L+ i) y(L+1- 1) ••- y(t)

식(5)에서 Xl는 잡음이 없는 경우의 tx(L+l) 데이터 

행렬과 유사하다. 斑는 잡음 데이터 w(n)으로 구성된 t 

x(L+l) 잡음행렬이다. e는 txl 모델오차벡터이다. 일 

반적으로 모델오차벡터 e가。에 가깝게 되는 그때의 계 

수벡터 曲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수벡터 或를 추 

정하기 위하여 최소제곱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잡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두 주파咛 성분이 가깝게 인 

접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행렬 방법의 성능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행렬 Yl 비해 상대적으로 잡 

음의 효과를 최소화시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 

상관유사행렬을 사용한다. 잡음 데이터를 더하므로서 다 

음과 같은 행릴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RyL aL = [ Ru. + RwlA aL= e ⑺

여기서 e은 모델오차벡터, R* 은 이상적인 자기상관 

유사행렬, Rm은 잡음의 자기상관유사행렬이며 Ryl과 R»l 

은 식(8)과 같이 표현된다. 직관척으로 모든 데이터의 길 

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 잡음행렬 R、u은 자기상관 

추정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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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L-Vl)y'(k) * 者 …* 狄龙+l)y* 以)

1 N— 7, — 2 1 jv—/ —2 1 N-L-- ?
卡爲；y(*+Z  + 2)y*(*)  * 冬 y(k+ L+l)y'(h) ■■- * 冬 y(k+2')y'(k)

>3+L+f)y*(*) + "X'y(*+L + /T)y*(*) •- -点“言'y(*+£)y*(*)

* «X^+L+l)w*(A) * w(k+ L) • 1 A'-iL.-1
-孑播i点+1)以静)

RwL =

1 N-jL-2
f ”乂左+L + 2)a广(&) -寿 u^k-V L+\} -

1 N-丄[2
•孑泊切(奸2)疚(舫

(8)

~소 w(k^~ L+ /) w*(k) ~牌 w(^~h L+ t — 1) tv*  (k) ,
1 N-I.~ t

•前E］叫以+t)以(左)

rw(L+l) rw(,D ... rw(l)

rw(L + 2) rw(L+\) ... rw(2)
RuiL —

rw(L+ f)，项(Z，+t-l) ... rw(f)

as N f <x>

잡음 w(n)은 백색잡음이라 가정하고 九(0)는 Rwl에서 

제외된다. 잡음행렬 Rwi의 모든 값은 이론적으로 0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잡음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로 생각할 

수 있으며 데이터 개수가 충분히 많을수록 의

관계식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정된 데이 

터를 이용하여 주정하기 때문에 잡음상관 행렬 주정값은 

완전히 0 행렬이 될 수 없으나 데이터행렬 보다는 자기 

상관 유사행렬을 사용할 경우에 훨씬 잡음을 많이 감소 

시킬 수 있다.

B. Truncated SVD 방법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하는 정현파 신호의 인접 주파수 

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선형예측 방 

정식을 기초로 한 Sing니ar Value DecompositionsVD)을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5,6].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Truncated SVD는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키는 효 

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형시스템의 방정식에 대한 변수 

를 구하는데 보다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더나아가 SVD 

방법은 데이터 신호의 실제 차수를 비교적 정확히 추정 

할 수 있으며 잡음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시간 네 

이터의 주파수가 가깝게 인접해 있는 경우 truncated SVD 

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지수함수와 관련 

된 대수학적인 성질을 이용한다.

SVD 표현식에서 식(7)의 자기상관 유사행렬 행렬 R>l 

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yL = H 아 하 / ⑼

여기서 a* 는 singular 값이고, “*와  까는 left singular 

벡터와 right singular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잡음이 없는 

경우에는 RyL의 (L—M + 1)개 singular 값은 0이 되지만 

잡음이 개입되어있는 경우에는 RyL의 차수는 (L+1)이 된 

다 즉 RyL 晚를。으로 만들어 주는 계수 벡터 az.은 존 

재하지 않는다. 식 (7)의 해를 푸는 방법으로는 고전적인 

최소제곱 방법, Data Least Squares 및 Total Least Squ

ares (TLS)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 

법은 SVD의 대수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계수벡터를 구할 

수 있으며 특히 TLS 방법은 Minimum-Norm 방법 [6] 및 

Near Nullspace Method[5] 와 같은 결과를 갖는다. 본 논 

문에서는 Minimum-Norm 방법을 이용하여 계수벡터 “匕를 

추정한다. Ryi의 singular 값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M개 

의 singular 값을 취하고 나머지를 0으로 설정하여 R* 을 

근사화할 경우에 순방향 예측계수 벡터 “匕는 (L-M+1) 

개의 right singular 벡터 冰에 의해 확장되는 R优의 영 

공간에 속한다. 즉

R 册=而 t)k

R^aL = 0 (10)

也后 span( vy+i, vM+2.…，vL+l } (11)

식(10)을 만족하는 선형예측 계수벡터 做.은 무한개가 

존재하므로 유일한 최적 계수벡터를 결정하기 위하여 

/gom이 최소인 “丄을 선택한다[6].

aL =
“1 一卩材卩5旳 

1一旳匕”皿旳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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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L+1)x(£ + 1)

*，= [ "i : v2 --:皿]w C(L+1)xA,

V(L-„+!)=[ 5 = ""+2 : - : 

Ml = [1, 0, 0, •••, o]e CL + 1

순방향 예측 계수벡터 4匕의 해는 복소 정현파의 극점, 

즉 주파수와 감쇄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에 주어진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XL(z) = 1 + + + —F aLzL
(13) 

=山](1 -2*2"')

식 (13)로부터 L 개의 근으로부터 신호에 해당하는 M 

개의 극점을 추출할 수 있으며 각 신호의 매개변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1)에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가능하다.

V. 성덕대왕 신종 데이터 모델링 및 감쇄계수 추정

실험으로부터 수집한 성덕대왕신종 데이터의 주파수와 

감쇄계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제안된 자기상관 유사행렬을 추 

정하기 위하여 데시메이션 필터를 이용하여 샘플링 주파 

수를 2048Hz로 감소시켰다. 실험데이터는 1초에서 3초까 

지 2초간 데이터 4096개를 사용하였다. 측정데이터는 식 

(6)과 같이 지수함수 모델을 기본으로 한 선형예측 데이 

터 행렬로 표현되었으며 식(8)에 주어진 행렬을 이용하여 

자기상관 유사행렬을 추정하였다. 실측 데이터는 매우 다 

양한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대상 주파수신호의 감쇄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대 

역통과 필터를 통과시켰다. 대역통과필터는 대역폭이 가iz 

이고 필터차수가 920인 디지털 FIR 필터이며 필터 출력 

신호는 단일 주파수 성분만이 포함된 협대역 신호이다. 

출력신호의 감쇄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t=100, L=50을 

선정하였고, 자기상관 유사행렬의 크기는 100X51 이며 tr

uncated SVD를 이용하기 위하여 행렬의 차수는 1로 가 

정하였다. 표 2는 공중음파와 지중음파의 주파수와 감쇄 

계수를 비교한 표이고 그림 9와 그림 10은 측정 데이터 

의 종류에 따른 주파수 성분별 감쇄계수를 보여준다. 그

표 2. 성덕대왕신종 데이터의 주파수 및 감쇄계수 추정

JO
-

-

은5

트0

지중윰파

64 Hz 168 Hz 189 Hz

Frequency

一•■一DAT3 (5m) Y-0AT5 (25m) 0AT7 (25m. 욤홍 덮음)

그림 9. 성덕대왕 신종의 지중음파 감쇄계수

1.2

」。1°
",

丄
a

L

二으

看
°

0.8

0.6

0.4

0.2

0

공중음파

189 Hz168 Hz 

Frequency

-y—ATI (5m) -«-AT3 (10m) -*-AT4 (15m) 一X-AT5 (15m. 음통 덮음)

그림 10. 성덕대왕 신종의 공중음파 감쇄계수

림 9와 그림 10로부터 지중음파와 공중음파 모두 주파수 

가 커짐에 따라 감쇄계수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공중음파 

인 경우 15m 거리에서 측정한 신호의 64 Hz 성분의 감 

쇄계수는 一0.0579로入」시정수가 20초인 반면에 보다 가 

까운 5m거리에서 측정한 계수는 —0.1743 (시정수 6초) 

으로써 감쇄계수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먼거리에서 들 

었을 경우에 성덕대왕신종 소리가 보다 길게 여음을 남 

기고 훨씬 좋은 청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이는 원거리에서 측정한 신호의 감쇄계수가 더 작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그 원인을 计명할 수 있 

\ 데이터

'、측정

X 치

주파수、

공중음파 지중음파

5 m 10 m 15 m 15 m (움통 막음) 5 m 25 m 25 m (움통 막음)

주파수 감쇄 계수 주파수 감쇄 계수 주파수 감쇄계수 주파수 감쇄 계수 주파수 감쇄계수 주파수 감쇄 계수 주파수 감쇄 계수

64 Hz대 64.216 -0.1743 64.29 -0.02297 64.383 -0.0579 64.234 -0.2516 64.363 -0.1480 64.331 -0.2228 64.128 -0.3041

168 Hz 대 168.37 -0.2836 168.44 -0.2513 168.44 -0.4557 168,37 -0.2340 168.36 -0.2266 168.39 -0.6133 168.36 -0.4393

189 Hz 대 189.10 -0.9658 189.10 -0.7554 189.12 -0.7573 189.1 -0.7454 189.16 -0.7346 189.3 -1.4081 189.13 -1.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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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지중음파인 경우 먼거리에서 측정할수록 감쇄 

계수가 커진다. 이는 지구의 특성상 전달에너지가 감소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10로부터 움통을 막았을 경 

우에 64 Hz 주파수 성분의 공중음파의 감쇄계수는 약 

12.7 dB （=2이og -으 ） 정도 커지는 반면에 168 Hz 및

189 Hz 등 고주파 성분의 감쇄계수는 오히려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움통의 구조는 64 田의 

고유주파수에 잘 공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즉, 움통을 막음으로써 각 신호 성분들이 서 

로 상쇄되어 저음신호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느낌을 

주고 높은 주파수 성분의 감쇄계수가 작아짐으로써 오히 

려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측 

되며 실제로 청음특성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갈려져 

있다. 그림 9로부터 움통을 막았을 경우에 지중음파의 64 

Hz 주파수성분의 감쇄계수는 약 3.7 dB 정도 （201og 

슥嚐察） 커지는 반면에 168 Hz와 189 Hz에서는 오히 

U.ZZZo
려 감쇄계수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듬을 성덕대왕 신종소리에 적용하여 신호의 감쇄 

계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움통의 역할이 고유주파수인 64 

Hz에서 잘 공진하고 고주파 성분에 대해서는 오言려 감 

쇄하는 감쇄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VI. 결 론

과도기형태신호의 감쇄계수를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 

한 신호모델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자기상관 

유사행렬을 추정한 다음 Truncated SVD를 이용하어 모델 

의 계수벡터를 구하는 방법으로써 성덕대왕 신종소리의 

감쇄계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디. 감쇄 

계수 특성으로부터 움통은 64 Hz의 고유 주파수에서 공 

진이 잘 되고 성덕대왕 신종의 명문대로 지중으로 에너 

지가 잘 전달 되도록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고 

주파 신호를 오히려 감쇄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맥놀이 현상의 주된 진동모드는 64 Hz 주파수 신호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성덕대왕 신종 데 

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고 

감쇄계수로부터 음파특성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제안된 방식의 성능을 

기존방식과 비교분석하여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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