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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hodology is proposed to estimate a trajectory of a flying target and its velocity using the time and 

frequency analysis of the acoustic signal. The measurement of sound emitted from a flying acoustic source with a 

microphone above a ground shall receive both direct and ground-reflected sound waves. For certain frequency 

contents, the destructive interference happens in received signal waveform reflected path lengths are in multiple 

integers of direct path length. This phenomenon is referred to as the acoustical mirror effect and it can be 

observed in a spectrogram plot. The spectrogram of acoustic measurement for a flying vehicle measurement shows 

several orders of destructive interference curves. The first or second order of curve is used to find the best 

approximate path by using nonlinear least-square method. Simulated acoustic signal is generated for the condition 

of known geometric of a sensor and a source in flight. The estimation based on cepstrogram analysis provides 

more accurate estimate than spectrogram.

Key Words : Flight Trajectory Estimation(비행 궤  추정), Ground-Reflect Effect(지면반사 효과), Time-Frequency Signal 

Analysis(시간-주 수 신호분석), Time-Delayed Time Analysis(시간-지연시간 신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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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수의 상쇄간섭 주 수
  : 측되는 상쇄간섭 주 수

 : 마이크로폰의 높이

 : 상쇄 간섭 주 수의 차수

 : 소음원의 이동 시간

 : 시간 t 에 방사된 음 의 센서 도달 시간

 : 소음원이 CPA에 치할 때의 소음 방출 시각

  : 소음원의 이동속도

  : 기 값 라미터

 : 이동하는 소음원이 마이크로폰과 최단 경로를 

이루는 지 (the closest point of approach)

  : 지연시간을 이용한 최소자승법

  : 지연시간
  : 측되는 지연시간

 : 소음원의 높이

  : 상쇄간섭 주 수를 이용한 최소자승법

  : 시각 에 발생한 음 가 달되는 최단 경로

  : 시각 에 발생한 음 가 지면에 반사된 경로

  : 시각 의 소음원과 원  사이의 최단경로

1. 서 론

  기 의 비행하는 물체에서 방사되는 소음을 일정

한 높이에 치한 단일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하면 Fig. 

1과 같이 최단 경로로 되어 측정되는 음압 신호와 

지면에 반사되어 측정되는 음압 신호가 측정된다. 이 

때 지면에 반사되어 되는 경로의 길이는 최단 경

로로 되는 경로의 길이 보다 길고, 두 경로의 길

이 차이로 인하여 측정된 신호의 상 변화가 발생된

다. 이러한 상 변화는 시간-주 수 분포인 스펙트로

그램에서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며, 비행체가 이동하

는 속도, 고도, 소음의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을 

나타낸다[1].

  Fig. 2는 비행체가 일정한 고도  속도로 날아가며 

역 소음과 정  소음을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시뮬 이션 된 신호의 스펙트로그램이다. 백색 소음 

신호와 3 kHz 정  소음 신호를 합하 으며, 스펙

트로그램에서 역 소음 신호에서는 지면반사 효과

를, 정  신호에서는 도 러 효과를 확인할 수 있

다. 역 소음 신호에서는 마이크로폰에서 먼 곳에

서는 높은 주 수를 나타내고 가까워지면서 상 으

로 낮아지다가 다시 멀어지면서 높은 주 수를 나타

내는 ‘U’자 형태의 상쇄 간섭 패턴을 볼 수 있다. 

로펠러 추진기 이나 로터를 가진 비행체의 경우 도

러 효과로 인하여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먼 곳에서는 

높은 주 수를 가지며 가까워지면서 멀어지면 낮은 

주 수를 나타내며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 Concept of acoustical mirror effect

  Fig. 2. Spectrogram of flight acoustic point source 

(3 kHz sinusoidal noise + pink noise)

  이와 같은 공간상의 이동하는 소음원에 한 음압 

신호의 스펙트로그램에서 확인되는 특정 패턴을 이용

하면 이동하는 비행체의 고도  속도와 같은 비행 

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2]. 비행 궤  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음압 신호의 스펙트로그램에서 얻

어지는 패턴의 곡선을 이용하여 비행 궤  라미터

를 추정하는 스펙트로그램-최소자승법 방법과, 음압 신

호의 캡스트럼을 이용하여 원 신호와 지면 반사에 의

하여 발생되는 신호 사이의 지연시간을 계산하여 비

행 라미터를 추정하는 캡스트로그램-최소자승법 방

법이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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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 측정된 음압 신호의 경우 신

호  잡음 비(SNR)의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

행 라미터의 추정에서 각각의 신호 분석 방법에 따

라 정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신호 분석 방법에 따른 실제 환경에서의 용 

가능성  정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일정한 

고도에서 일직선으로 등가속 운동을 하는 모델을 바

탕으로 시뮬 이션을 하 고, 이를 검증하기 하여 

모형 로켓 모터를 이용하여 모사 실험을 진행하 다. 

한 시뮬 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 모두 스펙트로그

램-최소자승법 방법과, 캡스트로그램-최소자승법 방

법을 이용하여 비행 라미터를 추정하고 비교해 보

았다.

2. 지면 반사 모델

2.1 지면 반사 신호 모델링

  Fig. 3은 이동하는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음압 신호

가 마이크로폰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와 지면에 반사

되어 도달하는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공간상에서 

방사되는 소음을 지면 에 일정한 높이 로 설치된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하면 최단 경로로 되

어 측정되는 음압 신호 와 지면에 의해서 반사

되어 측정되는 음압 신호   두 가지 신호가 측정

되며, 소음원과 마이크로폰 사이의 기하학  계에 

따라서 각 경로의 길이는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3)

  이 때 는 원  까지 도달하는 경로의 길이이

고 는 시간 일 때 음압 신호가 소음원에서 방출되

어  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방출시간이다. 

를 음압 신호의 시간이라고 할 때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식 (3)을 입하여 에 한 이차방정

식의 해를 구하여 정리하면 를 식 (5)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Fig. 3. Geometry of acoustical mirror effect

   (4)

  
 

×   
(5)

2.2 상쇄 간섭 주 수 모델링

  공간상에서 이동하는 소음원을 일정한 높이 로 설

치된 하나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하면 최단경

로와 지면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경로 두 가지 경로로 

측정된다. 이 때 최단 경로와 지면 반사 경로에 의한 

상 차이가 에서 두 신호가 상쇄 간섭을 일

으켜 주 수가 상쇄되어 낮아지는 상이 발생한다[3]. 

이와 같은 경로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쇄 간섭 

상은 이동하는 소음원의 궤 과 속도에 따라서 고

유한 패턴을 나타내는데, 실제와 같은 모델링을 해

서는 실제 소음원의 방사 패턴, 소음 특성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동하는 소음원

에 의해 발생되는 지면 반사효과를 이용하여 궤  

라미터를 추정하는 연구로서 기본 인  소음원을 가

정하고 이동 속도에 한 도 러 효과를 고려하는 모

델을 용하 다.

  최단 경로의 길이를  , 지면 반사 경로의 길이

를 라고 하면 이들의 경로 차이를 이용하여 상

쇄 간섭 주 수 를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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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원의 높이 와 마이크로폰의 높이 를 ≫

라고 가정하고 일차 근사 방법을 이용하여 개하면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두 경로의 시간차이와 

상각의 계에 따라서 식 (8)로 표  할 수 있다.

≅  (6)




   (7)

≅
 

   (8)

  따라서 식 (8)에 식 (5)를 입하여 지면 반사효과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쇄 간섭 주 수 를 근사하면

≅
 








 




 



×      
(9)

  여기에서  , , , 는 비행 궤  라미터를 계

산하기 한 변수들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2.3 지연시간 모델링

  일정한 높이 에 설치된 한 개의 마이크로폰을 이

용하여 음 를 측정하면 경로 차이에 의해 센서에 도

달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이 때 발생되는 시

간 차이에 의한 음 의 상쇄 간섭 상을 분석하면 시

간-지연시간 분포인 캡스트로그램에서 일정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한 패턴을 바탕으로 비행체의 

비행 라미터를 추정 할 수 있다[2]. 캡스트럼은 기존

의 스펙트럼 신호의 로그 값의 역푸리에 변환으로서 

지연시간 는 주기시간으로 정의되며 식 (10)과 같이 

나타낸다. 이 때 는 푸리에 변환을 나타낸다[5].

 log (10)

  두 경로의 마이크로폰까지 도달 시간의 차이를 

라고 할 때, Fig. 3의 지면 반사 모델에서 최단 경로 

길이인 와 지면 반사 경로의 길이   그리

고 공기 에서의 소리의 속도 를 이용하여 식 (1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일차 근사 방법을 이용하

여 식 (12)로 근사할 수 있다.

    (11)

≅  (12)

  따라서 식 (12)에 식 (5)를 입하여 지면 반사효과

에 의하여 발생되는 신호의 지연시간 를 식 (13)

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
    


 

 


(13)

  여기에서  , , , 는 비행 궤  라미터를 계

산하기 한 변수들로 앞서 기술한 수식과 동일하게 표

된다.

3. 비행 궤  라미터 추정방법

  이동하는 소음원에서 직 , 는 지면에 반사되어 

된 신호를 주 수 역이나 시간 역에서 분석

하여 비선형 최소 자승법 방법을 이용하면 비행체의 

비행 궤  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3]. 우선 측정된 

음압 신호의 스펙트로그램 는 캡스트로그램으로부

터 기 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기 값 라미터를 2

장에서 모델링 된 수식에 입하여 이동하는 소음원

으로부터 측정된 스펙트로그램의 상쇄 간섭 주 수 

곡선 는 캡스트로그램의 지연시간 곡선과 일치하게 

되는 최종 비행 라미터를 비선형 최소자승법을 이

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3.1 비행 라미터 기 값 설정

  비행 궤  라미터 추정을 한 기 값 설정은 

실험으로 측정된 음압 신호를 이용하여 구하며, 기 

값 라미터는 벡터 
  

 
  

 로 나타낼 수 

있고 
  

 
  

 는 측정된 음압 신호의 스펙

트로그램 는 캡스트로그램의 특정 패턴으로부터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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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곡선 를 이용하여 다음 계산과정으로 추정

할 수 있다[3].

  여기에서 


, 

는 측정된 신호의 스펙트로그램 

 캡스트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의 곡선 

의 기울기이다.

3.1.1 스펙트로그램 분석 방법의 기 값 계산

 





 













 

 
 






  

 






3.1.2 캡스트로그램 분석 방법의 기 값 계산

  



 













 

 






  

 






  기 값 계산에서 
는 이 최소값을 가질 때의 

시간 이며, 은 상쇄 간섭 주 수의 차수를 나타내

며, 본 연구에서는 신호  잡음 비를 고려하여  = 

2까지 계산하 다.

3.2 비선형 최소 자승법(Non-linear square 

method)을 이용한 비행 라미터 추정

  주어진 음압 신호에서 스펙트로그램의 상쇄 간섭 주

수 는 캡스트로그램의 지연시간을 계산하면, 비선

형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비행체의 비행 

궤  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스펙트로그램의 상

쇄 간섭 주 수와 3.1장에서 계산된 비행 라미터 

기 값 
  

 
  
 를 이용하여 비행 라미터

를 추정하는 비선형 최소자승법은 다음 식 (14)으로 

표 되며, 는 실험에서 측정되는 데이터 는 주

어진 음압 신호의 데이터이고, 는 2장에서 언

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구해지는 상쇄 간섭 주 수 

이다.

 

  









  

 (14)

  캡스트로그램의 지연시간을 이용하여 비행 라미

터를 추정하는 비선형 최소자승법은 식 (15)에 의하여 

계산되며, 는 실험에서 측정되는 데이터 는 주

어진 음압 신호의 데이터로서 시간 t 에서의 지연시간

을 나타낸다. 는 2장에서 언 한 지연시간 모델

링을 통해 상되는 지연시간을 나타낸다.

  




 

 (15)

  따라서 식 (14)과 식 (15)를 이용하여 최종 라미터 

     
를 구할 수 있고, 식 (16)을 이용하여 

비행 속도  , 비행 고도 , 그리고 비행경로와 마이

크로폰 사이의 최단거리 를 추정할 수 있다.

  

  

    (16)

4. 지면 반사 모델을 이용한 시뮬 이션  결과

  2장에서 모델링 된 상쇄 간섭 주 수 모델과 지연시

간 모델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소음원의 비행 궤  

라미터를 추정해보았다. 이동하는 소음원 모델에서는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도 러 효과, 주변 환경에 의한 

반사 항, 기 환경에 의하여 발생되는 방사 특성변

화 등을 고려하여야 실제 상과 일치하는 측이 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50 m/s의 일정한 속도와 2 m

의 일정한 고도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연속 으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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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ed time-pressure data

Fig. 5. Spectrum of simulation results

Fig. 6. Simulated spectrogram data

Fig. 7. Estimated result using spectrogram data

Fig. 8. Simulated cepstrogram data

 

Fig. 9. Estimated result using cepstrogram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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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stimation result of simulated data

Velocity Altitude 

Simulated data 50 m/s 2 m 10 m

Spectrogram 53 m/s 2.1 m 10.7 m

Cepstrogram 49.9 m/s 2.1 m 10.1 m

색잡음을 방사하는 비행체를 가정하 고, 마이크로폰

의 치는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를 가질 경우 나타나

는 반사 신호에 한 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원

으로부터 x-y 평면상의 (40, 10)의 치에 2 m의 높이

로 있다고 가정하 다. 다음 Fig. 4 ～ 9는 시뮬 이션 

조건에 따라 계산된 결과로서 이동하는 소음원에 

하여 3장에 기술된 비행 라미터 추정 방법을 사용

하 고, 추정된 비행 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시뮬 이션으로 만들어진 음압신호를 바탕으로 이동

하는 소음원의 비행 라미터를 추정해 본 결과 스펙

트로그램 분석방법의 경우 속도는 53 m/s로 5.6 %의 

오차를 보 고, 고도는 2.1 m로 5 %의 오차를 나타내

었으며 비행경로와의 최단거리는 10.7 m로 7 %의 오

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캡스트로그램 분석

방법의 경우 상 으로 낮은 오차인 0.2 %, 5 %, 1 

%의 오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가지 분

석 방법의 추정 값이 다르고 오차가 다른 이유는 시뮬

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음압 신호의 스펙트로그램  

캡스트로그램 상에서 특정 패턴을 추출하는데 발생되

는 오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Fig. 10의 (a)와 같은 

스펙트로그램의 경우 U자 형태의 특정 패턴을 최소자

승법을 이용하여 최소화를 시키기 해 하나의 곡선으

로 추출해야하지만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구간이 넓은 

Fig. 10. (a) Test field (b) Measurement setup and DAQ 

system

범 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곡선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반면 Fig. 10의 (a)와 같은 캡스트로그램 방법

의 경우 스펙트로그램에서 보다 좁은 형태의 정확한 

곡선을 추출해 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추정 결과

를 나타낸다.

5. 모형 로켓 모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이동하는 소음원에 한 비행 궤  라미터 추정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충남 학교 종합운동장에서

모형 로켓 모터를 이용하여 비행 궤 을 모사하여 실

험을 수행하 다. 임의의 이동하는 소음원을 가정하기 

하여 모형 로켓 모터가 사용되었고, 시작 에서 수

평으로 80 m를 선형 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동 궤

의 시작 에서 40 m 떨어진 지 의 수직으로 10 m 지

에서 지면으로부터 2 m의 높이에 마이크로폰을 이

용하여 모형 로켓 모터의 음압 신호를 측정하 다.

  임의의 이동하는 소음원으로 사용된 모형 로켓 모

터는 무게 25 g, 최 추력 약 15 N으로 화 이후 약 

2  간 연소되며 정지된 상태에서 마이크로폰을 이용

하여 측정된 결과는 Fig. 11, 12와 같고, 역 성분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 다.

  실험 결과 모형 로켓 모터는 약 2 간 연소하며 80 

m를 이동하 고, 평균 속도는 53.2 m/s로 측정되었고, 

모형 로켓의 이동 치와 속도는 궤 에 설치된 치 

센서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Table 2는 포토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된 각 구간별 로켓의 이동거리  시간

을 나타내는데, 모든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이 일어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실험에서 사

용한 모델 로켓 모터가 일정하게 연소되지 않았고 80 

m를 이동하는데 사용된 가이드라인이 치에 따라 처

짐이 발생되어 등속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추정 값과의 비교에는 체 구간에 한 평균 

속도를 용하여 비교하 다.

  Fig. 17의 스펙트로그램 결과에서는 시뮬 이션에서 

상되었던 지면 반사효과로 인한 ‘U’자 형태의 패턴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시뮬 이션 결과에 비하여 흐릿

한 패턴이 확인된다. 이는 실제 측정 환경에서 발생되

는 각종 소음  음 가 달되면서 발생되는 손실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스펙트로그램에서 추출된 ‘U’자 

형태의 곡선을 스펙트로그램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비

행 라미터를 추정해 본 결과 속도는 55.2 m/s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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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atic Model rocket time-pressure data 

Fig. 12. Spectrum of static model rocket

Fig. 13. Experimented time-pressure data

Fig. 14. Spectrum of experiment results 

Fig. 15. Experimented spectrogram data

Fig. 16. Estimated result using spectrogram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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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xperimented cepstrogram data

Fig. 18. Estimated result using cepstrogram data

Table 2. Measured velocity of model rocket

Position Time Velocity

0 m 0.1 s 0 m/s

20 m 0.6 s 36.1 m/s

40 m 0.9 s 60.6 m/s

60 m 1.3 s 61.1 m/s

80 m 1.6 s 55.0 m/s

Averaged velocity 53.2 m/s

Table 3. Estimation result of experimental data

Velocity Altitude 

Measured data 53.2 m/s 2 m 10 m

Spectrogram 55.2 m/s 2.7 m 13.8 m

Cepstrogram 54.0 m/s 2.3 m 10.1 m

제 측정된 평균속도에 비하여 3.7 %의 오차를 나타내

었다. 고도의 경우 2.7 m로 35 %의 오차를 보 으며, 

비행경로와 마이크로폰 사이의 최단거리는 13.8 m로 

오차는 38 %로 측정되었다.

  Fig. 12의 캡스트로그램 결과의 경우 시뮬 이션에

서 상되었던 패턴과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확인하

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본 결과 속도는 54 m/s로 

1.5 %의 오차를, 고도는 2.3 m로 15 %의 오차를 보

으며 최단거리는 10.1 m로 1 %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시뮬 이션과 실험을 통한 비행 궤  라미터 추

정 결과에서 스펙트로그램 방법의 추정 오차가 캡스

트로그램 방법의 추정 오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 원

인은 소음원에서 마이크로폰까지 직  들어오는 신호

와 지면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신호의 경로차이로 발

생되는 상쇄 간섭 패턴을 이용하는 스펙트로그램 방

법의 경우 외부 잡음 환경  음  달 손실에 따라 

뚜렷한 ‘U’자 형태의 패턴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캡스트로그램 방법의 경우 동일한 잡음 환경

에서 측정된 신호의 두 가지 경로에 따른 지연 시간

을 이용하여 특정 패턴을 얻게 되며, 주 수 상쇄 간

섭을 이용하는 스펙트로그램보다 정확하고 뚜렷한 특

정 패턴을 얻을 수 있고, 보다 정확한 라미터를 추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결 론

  본 연구는 공간상의 일정한 높이  등속도로 이동

하는 소음원의 비행 궤  라미터를 지면에서 일정

한 높이에 치한 단일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

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신호처리 방법인 스펙트로그

램 방법과 캡스트로그램 방법을 이용하여 비행 궤  

라미터를 추정했다. 한 두 가지 신호처리 방법에 

따른 시뮬 이션과 모델 로켓 모터를 이용한 모사 실

험을 통하여 추정된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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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모델링을 통한 시뮬 이션과 이를 검증하기 

하여 실시한 모델 로켓 모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비

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호  잡음 비(SNR)가 

좋지 않은 실제 실험 환경에서 측정된 신호를 이용하

여 비행 궤  라미터를 추정할 경우 캡스트로그램을 

이용한 추정 방법이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한 추정 방법

보다 더 낮은 오차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주 수의 

상쇄 간섭 패턴을 이용하는 스펙트로그램 방법의 경우 

측정 신호의 지연시간을 분석하는 캡스트로그램 방법

에 비하여 잡음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즉 지면 

반사 효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스펙트로그램과 캡스트

로그램의 특정 패턴 곡선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면 실제 이동하는 소음원의 비행 궤  라미터를 보

다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있다. 한 측정 환경의 지형 

조건  기상 조건 그리고 주변 소음에 따른 향을 

보정해 으로서 추정 값의 오차를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반사 효과를 이용하여 일정한 

고도와 등속도 운동을 하는 소음원의 비행 궤  라

미터의 추정이 가능했다. 추후 연구 모델에서는 본 연

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상승  가속도 모델에 한 

시뮬 이션  실험 인 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2014년도 국방과학연구소 개별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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