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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간영역 해석 기법의 하나인 전달선로행렬 모델링을 이용하여 수중물체 이동시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를 구현하

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중물체가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입력 신호의 위치를 수중물체의 이

동속도에 맞추어 매 시각 마다 신호를 입력한 결과, 최대 2.47%의 아주 작은 오차 범위에서 도플러 효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또한, 수중물체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입력 신호의 입력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의해 이론치와 비교하여 

최대 0.63% 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신뢰할 수 있는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We do research on the simulation of Doppler effect from a target's moving under the sea by Transmission Line 
Matrix modeling which is one of numerical methods on time domain. To implement the effect, the input signal was 
entered at a moving node according to a moving target's moving speed. The result had maximum 2.47% error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value. And from simulation results with speed control of a moving target, we could also 
obtain resonable results within 0.63% error range.

키워드 : 전달선로행렬 모델링, 도플러 효과, 이동체, 업/다운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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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파를 이용한 수중에서의 음파 전달 경로는 수중의 

수직 온도 분포에 따른 음속 변화, 해저 및 수면에서 반

사, 시변해양환경변화 등에 의해 특징적인 전달 경로를 

나타낸다[1-3]. 송신기 및 수신기가 고정되어 있고, 수
중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경우, 수중음향통신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나 무인 수중 잠수정, 자율 수중 

잠수정과 같이 송신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선

과의 통신 및 제어를 위해 수중음향통신채널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수중물체가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한 시변 상황을 시간영역 해석 기법의 하나

인 전달선로행렬 모델링(Transmission Line Matrix 
modeling, TLM modeling)[4-6]에 의해 구현하고자 하

였다. TLM 모델링에 의한 물체의 이동에 관한 연구로

는 논문[4]의 수신기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과 논문[5] 
에 흐름이 있는 필드에서의 계산 등이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신기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시도하였으며,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론치와의 비

교를 통해 수중물체의 이동시의 음파 전달 모델링의 가

능성을 살펴보았다. 

Ⅱ. 전달선로행렬 모델링

수중물체의 모델링에 앞서 전달선로행렬 모델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Huygens 원리에 바탕

을 두고 있는 TLM 모델링은 파의 산란을 이용한 시간 

영역 해석기법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L-C로 구

성된 2차원 기본 요소로 분할하고, 이 기본 요소의 회로 

방정식과 파동방정식을 대응시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림 1은 해석 대상을 길이 ∆의 요소로 분할한 예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2는 2차원 기본 요소를 나타낸 것

이다. 
음압에 대한 파동 방정식 및 그림 2의 전압에 대한 회

로 방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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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는 각각 음압, 매질밀도, 체적탄성

률, 전압을 나타낸다. 또한, 식 (1)～(2)로부터 전기계와 

음향계의 대응 관계 및 매질의 전파속도는

≡ ≡ ≡
≡   

               (3)

   (4)

로 주어진다. 여기서, 는 자유공간에서의 매질의 전

파속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파동의 

전달 문제를 전기적 등가회로로 변환해서 해석할 수 있

게 된다.

l





그림 1. 해석 대상의 요소 분할

Fig. 1 Primary element for an object

그림 2. 2차원 기본 요소

Fig. 2 Two-dimensional primary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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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파의 전파 및 반사에 대해 알아보면, 그림 2
의 회로로 구성된 모델에서 각 선분에 입력된 파는 임

피던스의 차이에 의해 전파 및 반사가 일어나는 데 이

에 필요한 것이 반사계수의 계산이다. 기본 요소의 특

성 임피던스를 라 하면, 각 선분의 입력 임피던스는 

이고, 출력 임피던스는 나머지 세 선분의 병렬연결이므

로 이 되어 반사계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이로 부터 파의 전파 및 반사에 대한 산란 알고리즘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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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시각 에서의 절점의 전압, 은 시각 

에서 선분 에서의 입력 펄스,   은 시각 에

서의 선분 으로의 반사 펄스에 해당된다. 즉, 임의의 

시각 에서 임의의 절점으로 입력된 펄스 는 다음 시

각 에서의 반사파 의 계산에 사용되며, 이 반사

파는 각 인접 요소의 입력 펄스로 사용된다. 그 과정을 

그림 3에 나타내었고,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의 모든 요

소에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음파의 전달 시뮬레이

션이 가능하게 된다[5-7]. 

시각         시각 

그림 3. 기본 요소에서의 파의 산란

Fig. 3 Impulse scattering at the element node

Ⅲ. 수치 시뮬레이션 및 고찰

3.1.  수중물체의 이동이 없는 경우

전달선로행렬 모델링의 경우, 기본 요소의 길이 

로 분할되어 있는 이산 시스템이므로, 시간 스텝 도 

이 기본 요소에 맞추어 진행하게 된다. 먼저 이동이 없

는 상태에서 전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

은 계산 모델을 도입하였다. 가로 및 세로의 크기는 각

각 ×이고, 좌우경계에서는 반사가 전혀 

없고, 상하경계에서는 전반사인 준1차원(pseudo one 
dimensional) 무한공간으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그림 4. 해석 모델

Fig. 4 A simulation model

(a) (b)

(c) (d)

그림 5. 수중물체의 이동이 없는 경우의 송수신 신호

Fig. 5 Transmitted and received signal when a vehicle is 
not moving under the sea

송신기 O의 위치는 계산 영역의 정중간인  

에 위치해 있으며, 수신기의 위치는 O로부터 동일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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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큼 좌우로 떨어져 있는 A, B 두 곳으로 하

였다. 수신기 A, B가 송신기 O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동일한 신호가 수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신기 A에서 수신한 신호와 그 스펙트럼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수신 신호 (b)는 약  ×   
만큼의 시간 지연이 있으며 음파 전파 과정에서 시간 

신호에서는 약간의 왜곡이 발생하였지만 송신 신호와 

매우 유사한 신호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파 

전달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수중물체의 이동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수중 물체의 이동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수중 물체가 이동하면서 신

호를 전송하게 되면 도플러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는 수신측에서의 반송 주파수의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림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매질의 전송 속도가 인 환

경에서 수중물체가 속도 로 진행하게 되면 그 주파수 

변이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4, 8-9].

 


                (8)

 


                (9)

  

(a) (b)

그림 6. 도플러 현상

Fig. 6 Doppler effect

여기서 는 송신 신호의 주파수, 과 는 각각 

물체가 수신기 쪽으로 다가오는 경우와 수신기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나타낸다. 
TLM 모델링에서 이러한 도플러 현상을 구현하기 위

하여 송신기 O를 A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모의하였

다. 수신기 A의 위치에서는 수중물체가 다가오는 방향

이므로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고, B의 위치에서는 그 반

대 방향이므로 주파수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먼저 이산 시스템인 관계로 매  마다 로 이동하

는 것으로 하였고, 이동에 의한 불연속점 문제를 보상

하기 위해 차단주파수 0.2의 저역통과필터를 통과시

켰다. 그림 7의 (a), (b)에 시간 신호와 (c), (d)에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예상한 대로 수신기 A에서의 

시간 신호의 시간폭이 그림 3(a)에 비해 좁아져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주파수(c) 성분은 원 신호의 주파수보다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신기 B의 신호는 A
의 신호와 정반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식 (8)～(9)에 

의한 이론치와 비교를 표 1에 나타내었는데 오차가 최

대 2.47%로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입력 신호의 

위치를 바꾸며 신호를 입력하는 시도가 도플러 효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a) (b)

(c) (d)

그림 7. 송수신 신호 ( )
Fig. 7 Transmitted and received signal when a vehicle 
is moving under the sea ( )

표 1. TLM 모델링 결과와 이론치 비교( )
Table. 1 Comparison with results from TLM modeling and 
theoretical value at  

위   치 A B
중심 주파수 1st 2nd 1st 2nd
TLM (Hz) 2,010 3,956 347 694 
이론치 (Hz) 2,023 4,056 347 696 
오차 (%) 0.67% 2.47% 0.0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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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중 이동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고려

하고자 한다. 그림 7의 결과로 주어진 매 시간 스텝  
마다 로 송신기를 이동시키는 것은 실제 환경에서는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

내므로 실제 수중물체의 이동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수중 물체의 이동을 시간 스텝  보다 늦게 하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산 시스템이므로 기본 요소의 절점

에만 송신 신호의 값을 대입해야 하고, 인접한 두 절점

의 중간 위치에서 신호를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간 스텝 와 기본 요소 크기 의 관계를 고려하

여야 한다. 속도를 2배, 4배 늦추기 위해 시간 스텝 ,  
 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신호 입력에 변화를 주

기 위해 표2와 같은 것을 고안하였다. 여기서 , 는 각

각 송신기의 위치, 이산 시각에 해당된다. 

표 2. 송신기의 이동속도 조절

Table. 2 Regulation of a transmitter's moving speed

     입력된 신호

1
 a a
 b b
 c c

2

 a a
 0 0
 b b
 0 0 0
 c c

4

 a a
 0 0
 0 0
 0 0
 b b
 0 0
 0 0
 0 0
 c c

표 2에서 송신 신호가   이고,   

인 경우, 송신기의 위치가 1증가할 때 마다 신호가 입력

되므로 입력 신호는 송신 신호와 동일한 간격, 동일한 

신호로 주어지게 된다.   인 경우, 송신기

의 위치가 씩 증가할 때 마다 신호가 입력되어야 하

지만, 이산 시스템인 관계로 신호의 입력은 항상 절점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절점 의 다음 절점은 이

므로 정수배가 되는 가 되는 시점에 입력이 되어야 

하므로         인 신호를 입력한 것이 되

고,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원래 신호를 4배 업 샘플링

(up sampling)[10]된 것과 같다. 주파수 분석할 때는 반

대로 4배 다운 샘플링(down sampling)을 하여야 주파수

의 간격이 원 신호의 주파수 간격과 같아지게 된다.

(a) (b)

(c) (d)

그림 8. 송수신 신호 ( )
Fig. 8 Transmitted and received signal when a vehicle is 
moving under the sea ( )

(a) (b)

(c) (d)

그림 9. 송수신 신호 ( )
Fig. 9 Transmitted and received signal when a vehicle is 
moving under the sea ( )

이러한 구현 방법을 바탕으로   , 

인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8과 9에 각각 나타내

었다. 각각의 그림에서 (a)와 (b)는 각각 위치 A, B에서

의 수신 신호, (c)와  (d)는 각각 주파수 스펙트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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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표 3과 4에 이론치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으

며 전체적으로 오차가 0.63% 이내로 거의 차이가 없음

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구현 방법이 수중물체의 이동 속

도를 제어할 수 있고, 도플러 효과를 얻기에 충분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TLM 모델링 결과와 이론치 비교( )
Table. 3 Comparison with results from TLM modeling and 
theoretical value at  

위   치 A B
중심주파수 1st 2nd 1st 2nd
TLM (Hz) 2,860 5,772 491 982 
이론치 (Hz) 2,861 5,736 491 984 
오차 (%) 0.04% 0.63% 0.00% 0.25%

표 4. TLM 모델링 결과와 이론치 비교( )
Table. 4 Comparison with results from TLM modeling and 
theoretical value at  

　위   치 A B
중심주파수 1st 2nd 1st 2nd
TLM (Hz) 1,296 2,592 619 1238 
이론치 (Hz) 1,296 2,599 619 1241 
오차 (%) 0.01% 0.25% 0.05% 0.26%

Ⅳ. 결  론 

수중물체가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한 시변 상황을 

TLM 모델링에 의해 구현하고자 입력 신호의 위치를 움

직여 가며 매 시각 마다 신호를 입력한 결과, 아주 작은 

오차 범위에서 도플러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수
중물체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디지털신호처리 

기술인 업/다운 샘플링을 통해   , 인 

경우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행한 결과, 이론치와 

비교하여 0.63% 이내로 거의 오차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구현한 방법이 수중

물체의 이동 속도에 의한 도플러 효과를 얻기에 충분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중물체의 이동을 동반하

는 수중 음파전달 시뮬레이션 응용에도 충분히 적용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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