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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함정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소음은 일반적으로 

유체 내 프로펠러의 회전 속력이 빨라져 프로펠러 주

위의 압력 변화가 커질 경우에 발생한다[1]. 이렇게 발

생된 캐비테이션 소음은 함정의 수중방사소음을 증가

* Corresponding author, E-mail: icarusswings@add.re.kr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시켜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함

정 식별의 기본 단서를 제공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CIS, Cavitation Inception Speed)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수중음향신호를 이용하여 캐비테이션 발생

유무 또는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는 속도에 따른 음압준위(SPL, Sound Pressure Level) 

변화 분석, 데몬 신호처리 기법(DEMON, Det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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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vitation is a phenomenon caused by vapour cavities that is produced in rapid pressure changes. When the 

cavitation happened, the sound pressure level of a underwater radiated noise is increased rapidly. As a result, it 

can increase the probability of the identification or classification of a our warship’s acoustic signature by an 

enemy ship.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hard to precisely detect the occurrence of a cavitation noise.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recent improvements in terms of the cavitation noise measurement by using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and DEMON(Detection of Envelope Modulation on Noise) signal processing. Then, 

we present that the suggested scheme is more suitable for detecting the cavitation than existing algorithms.

Key Words : Cavitation Noise(공동 소음), Cavitation Inception Speed(캐비테이션 초생 속도), DEMON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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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lope Modulation On Noise) 등이 있다[2].

  먼저 속도에 따른 음압준위 변화 분석은 캐비테이

션 현상 발생시 고주파수 대역의 수중방사소음 크기

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3]. 그러나 이 방법은 

에너지의 변화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주파수 대역에 

다른 음원이 존재할 경우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한

계점이 있다.

  데몬 신호처리 기법은 수신된 수중음향신호에서 포

락선을 검출하여 캐비테이션 발생 유무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데몬 신호처리 기법의 순서도는 

Fig. 1과 같다[4]. 이 기법은 포락선 검출 전 입력신호

에 대역 통과 필터(band-pass filter)를 적용하여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잘못

된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또한 공동에서 발생된 

광대역 소음의 변조율이 낮은 경우 또는 비공동 소음

(non-cavitation noise)이 진폭변조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데몬 신호처리 기법만을 활용해 캐비테이션 발생 유

무를 판별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역 분할 처리 후 

데몬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방법[5], 자기상관함수를 이

용한 데몬 신호처리 기법[6], 토널 신호 성분을 추출하

여 토널 신호 간섭을 줄이는 데몬 신호처리 기법[7], 

고차 스펙트럼(high-order spectrum)을 변형한 3/2-D 스

펙트럼 신호처리 기법[8] 등이 연구되었다. 이 방법들

은 잡음을 억제시키거나 분리시킴으로써 신호 내에 

존재하는 변조성분의 인식율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

만, 광대역 캐비테이션 소음이 진폭변조를 일으킬 경

우에만 캐비테이션 발생 유무 식별이 가능하다는 한

계를 가진다.

Fig. 1. Algorithm of DEMON signal processing

  본 논문에서는 캐비테이션 발생 유무 및 캐비테이

션 초생 속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데몬 신호처리 기법 

적용 전에 연속 웨이브렛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 

form)을 수행함으로써 공동(cavity)으로 인한 광대역 소

음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 및 주파수 대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후 앞의 과정에서 확인된 광대역 

소음의 발생 시점 및 발생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소음만을 추출하여 데몬 신호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이는 광대역 소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진폭변조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존의 데몬 

신호처리 기법들에 비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연속 웨이브렛 변환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3장에서 연속 웨이브렛 변환을 이

용한 캐비테이션 소음 검출기법을 제안한 후 실제 해

상실험을 통하여 제안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2. 연속 웨이브렛 변환

  시간에 따라 신호의 물리적 특성이 변화하는 비정상

신호(non-stationary signal)의 경우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으로는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

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정상신호 해석을 

위하여 국소 푸리에 변환(STFT, Short-time Fourier 

transform), 가버 변환(Gabor Transform), 연속 웨이브렛 

변환 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9].

  이중에서 웨이브렛 변환은 웨이브렛이라 불리는 함

수를 이용하여 입력신호가 내포한 모든 스케일 성분

을 하나의 시간―스케일 공간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웨이브렛 변환은 크게 이산 웨이브렛 변환과 연속 웨

이브렛 변환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연속 웨이브렛 

변환은 뛰어난 스케일 분해능으로 인하여 신호 해석

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연속 웨이브렛 변환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0].

   
∞

∞

 
   (1)

여기서 첨자 * 는 켤레 연산자를, 는 입력신호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웨이브렛 패밀리를 나타

내며 식 (2)와 같이 웨이브렛 변환에 이용되는 웨이브

렛 모함수 에 압축계수(contraction coefficient) 

와 전이계수(transition cofficient) 를 합성함으로 이루

어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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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압축계수 는 웨이브

렛 모함수의 크기를 변경하며 전이계수 는 웨이브렛 

모함수를 시간 축에서 이동시킨다. 따라서 웨이브렛 

변환은 푸리에 변환과는 달리 다양한 스케일 성분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Fig. 2는 50 Hz 정현파 신호, 100 Hz 캐리어 신호를 

5 Hz 정현파로 변조한 신호, 그리고 0.5초 순간의 임

펄스 신호로 구성된 멀티 스케일 신호를 푸리에 변환, 

국소 푸리에 변환, 연속 웨이브렛 변환시킨 결과이다. 

이 때 분석간 비교를 위하여 연속 웨이브렛 변환 결

과를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내었다.

  Fig. 2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푸리에 변환은 정

현파 신호와 변조 신호를 구별하기 어렵고, 시간에 따

라 주파수 특성이 변하는 신호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

지 못한다. 창 크기(window size)가 0.05초인 국소 푸

리에 변환 결과에서는 50 Hz, 100 Hz 주파수 성분뿐

만 아니라 임펄스 신호로 인한 광대역 신호가 짧은 

시간동안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변조 신호와 정

현파 신호를 구분하기 힘들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

성 원리(Heisenberg uncertainty principle)에 따라 시간 

해상도와 주파수 해상도를 동시에 높일 수 없다[11]. 

Haar 웨이브렛 모함수[12]를 이용한 연속 웨이브렛 변

환 결과에서는 정현파 신호와 임펄스 신호 모두 높은 

해상도를 가지며, 변조 신호 또한 그래프에서 주파수 

특성이 주기적으로 변함으로 다른 신호와 구분이 가

능하다.

3. 연속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한 캐비테이션 검출기법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주위에 베르누이 힘(Bernoulli 

force)이 강하게 인가될 때 프로펠러 날개의 끝(tip) 또

는 표면(surface) 부분에서 압력 강하로 인하여 공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공동은 아주 짧은 순간에 파

열되면서 강한 임펄스성 소음을 발생시키므로, 다수의 

공동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은 시간 영역에서 연속적인 

임펄스 열(impulse train)로, 주파수 영역에서 연속적인 

광대역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공동

에 의한 광대역 소음을 라 하면 캐비테이션 소

음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

(a) Time-domain signal

        

(b) The result of fourier transform

(c) The result of short-time fourier transform

 

(d) The result of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Fig. 2. Results according to signal trans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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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3)

여기서 은 광대역 캐비테이션 소음에 변조된 토널 

신호의 총 수를 나타내며, cos는 함정 

내 기계류 장비에서 발생하는 번째 토널 신호를 나

타낸다. 일반적으로 캐비테이션 소음은 프로펠러 주위

에서 발생하므로 토널 성분은 PSR(propeller shaft rate)

의 배음(harmonics)으로 나타난다.

  식 (3)에서 볼 수 있듯이, 캐비테이션 소음은 공동

이 파열하면서 발생하는 광대역 신호와 함정 자체 토

널 신호가 이 광대역 신호에 의해 진폭변조된 신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존 분석 기법에서는 공동에 의한 광대역 소음을 

검출하기 위하여 속도에 따른 음압준위 변화를 분석

하였고, 변조된 캐비테이션 소음을 식별하기 위하여 

데몬 신호처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음압준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은 외부소음 및 해상환경의 영향

을 많이 받아 정확한 분석이 어렵고, 데몬 신호처리 

분석 또한 비공동 소음과 구별이 힘들다는 단점을 가

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속 웨이브렛 변환을 이

용하여 광대역 캐비테이션 소음 발생 유무를 확인한 

후, 발생 시점 및 발생 주파수 대역만을 데몬 신호처

리 분석을 수행함으로 보다 정확한 캐비테이션 분석

을 가능하게 하였다.

3.1 해상실험환경 및 시험장비

  해상실험구역은 수심 1000 m 이상, 파고 1.0 m 이하

구역 중 10 mile 권 안에 통행선박이 없는 곳을 선정

하였다. 그리고 Fig. 3과 같이 GPS와 통신시스템이 장

착된 부이에 하이드로폰을 연결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Fig. 3. Concept of underwater radiated noise 

measurement

직선 기동 중인 함정의 수중방사소음을 측정하였다. 

이 때 수중방사소음 측정을 위하여 B&K 8106 하이드

로폰과 ADS1672 ADC Chip을 이용하였고, 부이와 함

정 간 수중거리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두 대

의 DGPS(A325)와 통신장비(WLg-xROAD/N)를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부이와 함정 사이의 정확한 시간 동

기화를 위해 SA.45s CSAC 원자 클락 두 개를 이용하

였다.

3.2 웨이브렛을 이용한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 분석

  먼저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 검출을 위하여 위 실험

환경에서 함속을 10, 11, 12, 13, 15, 20 knot로 바꾸어

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속 웨이브렛 변환시에는 실제 시스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Haar 웨이브렛을 웨이브렛 모함수로 

사용하였다[12]. 또한 기계류 장비 소음의 유입을 줄이

기 위하여 2 kHz ~ 30 kHz 대역의 신호를 분석하였

으며, 짧은 시간동안 발생하는 그룹성 임펄스 신호를 

식별하기 위하여 함정과 하이드로폰 간의 거리가 가

장 근접하는 시점의 1초 신호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Fig. 4와 같이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내었

으며, 소음의 세기는 청색에서 적색으로 갈수록 강해

지게 표시하였다.

  Fig. 4 (a)~(b)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 11 

knot에서는 2 kHz 이상 대역에서는 광대역 방사소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Fig. 4 (b)의 0.5초 부근

에서 임펄스성 광대역 소음이 하나 확인되는데, 이 소

음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도 않고 주파수 대역도 낮기 

때문에 일시적인 천이소음으로 판단된다. 그 후 Fig. 4 

(c)~(d)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2 knot 속력에서부

터 약 2 kHz ~ 15 kHz 대역에서 수직선처럼 표시되는 

임펄스성 광대역 신호가 그룹성으로 나타나며, 13 knot

에서 25 kHz 대역 이하 고주파수 대역까지 광대역 소

음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동이 발생 시점에서의 신

호특성과 동일함으로 12 knot 부근에서 공동에 의한 

광대역 소음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Fig. 

4 (e)~(f) 그래프에서 15 knot 이상 속력에서 광대역 소

음의 주파수 대역은 줄어들지만 소음의 세기는 기하급

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함속이 

빨라질수록 추진기에서 생성되는 공동의 크기가 점점 

커짐으로 공동 파열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 대역이 

비교적 낮아지는 현상으로 사료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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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웨이브렛을 이용한 진폭변조 발생 유무 분석

  이 장에서는 공동에 의한 광대역 소음이 발생할 경

우 진폭변조 발생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

한다.

  기계류 소음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 토널 신호

로 주로 나타나며, 2 kHz 이상 고주파수 대역에서 발

생하기 어렵다. 또한 유체소음 역시 함속이 증가함에 

따라 고주파수 대역의 소음의 세기가 비교적 선형적

으로 증가함으로 특정 속도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신

호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는 캐비테이션의 영향으

로 추정한다[3]. 따라서 함속이 증가될 때 신호의 세기

가 급격히 높아지는 대역의 진폭변조 전 원신호가 

PSR의 배음과 일치한다면 이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 10 knot

      

(d) 13 k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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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of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according to ship’s speed(10, 11, 12, 13, 15, 20 k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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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The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for 

five second(13 knot)

 (a) The DEMON signal processing result at 13 knot 

(10 kHz ~ 20 kHz)

 (b) The DEMON signal processing result at 13 knot 

(20 kHz ~ 30 kHz)

Fig. 6. Results of DEMON signal processing according 

to frequency bandwidth(13 knot)

  먼저 Fig. 5은 Fig. 4 (d)의 신호를 5초 동안 연속 웨

이브렛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약 2 

kHz ~ 20 kHz 대역의 신호가 일정시간마다 주기적으

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ig. 5의 그

래프만으로는 진폭변조 유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진폭변조 전 원신호의 기본 주파수나 조화성분 유무

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

확한 캐비테이션 분석을 위하여 연속 웨이브렛 변환 

결과에서 공동으로 인하여 소음이 증가하는 시점과 그 

때의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여 데몬 신호처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다른 외부 천이소음의 영향을 줄이

기 위하여 10 kHz 이상 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데몬 

신호처리 분석 결과는 실제 해군 함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의 시간 및 

주파수 값은 표시하지 않았다.

  Fig. 6 (a)와 Fig. 6 (b)는 Fig. 5의 신호를 10 kHz ~ 

20 kHz 대역과 20 kHz ~ 30 kHz 대역에서 각각 데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연속 웨이브렛 변환 결과

에서 임펄스성 광대역 소음이 강하게 발생하는 10 kHz 

~ 20 kHz 대역의 신호를 사용한 Fig. 6 (a)에서는 의 

배수에서 확인되는 성분이 PSR, BR(Blade Rate) 등 변

조 전 원신호 정보를 정확히 일치하는 반면 Fig. 6의 

그래프에서 신호를 확인하기 힘든 20 kHz ~ 30 kHz 

대역을 분석한 Fig. 6 (b)에서는 데몬 분석 그래프에 표

시되는 신호가 없어 원신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 즉 잘못된 주파수 대역 선정시 잘못된 데몬 분

석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

여 본 논문에서는 데몬 신호처리 분석 전 연속 웨이브

렛 변환을 거침으로 광대역 캐비테이션 소음이 발생하

는 지점에서의 변조 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 PRAIRIE 시스템 작동시 캐비테이션 소음 분석

  현재 해군 함정에서는 캐비테이션 소음 억제를 목표

로 함정 프로펠러 가장자리에서 공기방울을 분출시키

는 PRAIRIE(Propeller Air Induced Emission)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캐비테

이션 초생 속도 분석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PRAIRIE 

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10, 11, 12, 13, 15, 20 knot 실험

을 진행하였다.

  Fig. 7은 PRAIRIE 시스템 작동시 속력별 연속 웨이

브렛 변환 결과를 나타낸다. Fig. 7 (a)~(b)에서 볼 수 

있듯이,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 이하에서도 7 kHz 이하 

대역에서 광대역 소음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PRAIRIE 시스템에서 분출하는 공기방울이 파열

하면서 발생되는 광대역 신호로 추정된다. 그리고 Fig. 

7 (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2 knot에서 PRAIRIE 시

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2 kHz ~ 7 kHz 대역의 광대역 

신호 세기가 강해진 반면 Fig. 4 (c)의 그래프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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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z ~ 15 kHz의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던 광대역 소

음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PRAIRIE 시스템 사용 유

무에 따른 변화로 인식된다[13]. 그러나 Fig. 7 (d)~(f)의 

그래프와 같이 13 knot 이상 속력에서 PRAIRIE 시스

템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Fig. 4 (d)~(f)와 유사한 결과

를 얻었다. 특히 13 knot에서 PRAIRIE 시스템 작동시 

2 kHz ~ 25 kHz 대역의 임펄스 소음이 급격히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RAIRIE 시스템

(a) 10 knot

      

(d) 13 knot

(b) 11 knot

      

(e) 15 knot

(c) 12 knot

      

(f) 20 knot

  Fig. 7.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s according to ship’s speed during the operation of PRAIRIE system 

(10, 11, 12, 13, 15, 20 k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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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DEMON signal processing result at 12 knot 

(7 kHz ~ 30 kHz)

 (b) The DEMON signal processing result at 13 knot 

(7 kHz ~ 30 kHz)

 (c) The DEMON signal processing result at 15 knot 

(7 kHz ~ 18 kHz)

 (d) The DEMON signal processing result at 20 knot 

(7 kHz ~ 20 kHz)

  Fig. 8. Results of DEMON signal processing using 

suggested algorithms

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진폭 변조가 강하게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PRAIRIE 시스템 사

용시 광대역 캐비테이션 소음은 12 knot 이상 13 knot 

이하에서 처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Fig. 8은 캐비테이션 발생 후 12, 13, 15, 20 knot에서

의 데몬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이 때 PRAIRIE 시스템

에서 나오는 공기방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데몬 

분석의 주파수 영역(7 kHz) 이상, 연속 웨이브렛 분석

에서 표시되는 최대 주파수 영역(13 knot ~ 30 kHz, 15 

knot ~ 18 kHz, 20 knot ~ 20 kHz) 이하 대역을 선정하

였다. 또한 캐비테이션 발생 전후의 비교를 위하여 12 

knot 기동시 데몬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고 이때의 

주파수 대역은 13 knot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 결

과, 12 knot를 제외한 데몬 신호처리 결과에서 나타나

는 신호와 추진기의 RPM(Revolution Per Minute) 정보

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즉, PRAIRE 시스템 사용시에

도 제안 기법을 이용하여 캐비테이션 발생유무 및 캐

비테이션 초생 속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속 웨이브렛 분석을 통하여 광대역 

소음 분석 후 데몬 신호처리를 수행함으로 특정 주파

수 대역의 에너지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

는 주파수 특성을 분석함으로 공동으로 인하여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임펄스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캐비테이션 발생 지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데몬 신호처리 과정시 분석 시점에 대한 기준점을 제

공함으로 데몬 분석시 오검출을 줄일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함정 캐비테이션의 발생유무 및 캐비테

이션 초생 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연속 웨이브렛 변환

과 데몬 신호처리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제안 기법은 데몬 신호처리 분석 전 연속 웨이브

렛 분석을 이용하여 속도에 따른 음압준위 변화를 분

석할 뿐만 아니라 음압에 변화에 따라 공동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그룹성 임펄스 신호를 식별함으로 공동

에 의한 광대역 캐비테이션 발생 시점을 유추할 있었

다. 또한 이 시점에서 진폭변조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

여 데몬 신호처리 분석을 시행함으로 진폭변조 전 원

신호의 기본 주파수와 조화성분 발생 유무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 후 실제 해상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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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해군 함정에 구축된 

PRAIRIE 시스템 사용시에도 제안 기법을 이용하여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를 검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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