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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중 방사 소음의 주요 요인으로 선박의 추진기관

인 프로펠러에서 유발되는 명음 소음이 있다. 명음 
소음은 프로펠러 깃의 고유 주파수와 깃의 뒷전에서

발생하는 와류 흘림 주파수 사이의 공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깃  뒷전을  가공하

여 와류 흘림 주파수를 달라지게 유도하는 것으로 
명음  소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  하지만  추

진 효율의 저감 없이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

확한 소음 발생 위치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는 프로펠러에서 명음 소음의 발생 위치를

를 추적할 수 있는 측정 기법을 개발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기초 과정으로 수중에 있는 특정 소음원

의 위치 규명에서 주위 유동에 의한 도플러 효과의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2. 수중 소음원 위치 추적 알고리즘 

2.1 TDOA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 

 
Fig. 1 Coordinate system of TDOA algorithm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알고리즘은 발신 

신호로부터 측정되는 각각의 수신 신호의 위상 차이

의  관계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  소음원

과 측정 센서 사이의 위치 차이에 따른 관계(Fig.1)
와, 음속과 측정된 도달지연시간(τ ij)의 관계를 식(1)
과 같이 적용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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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서는 계산 과정을 쉽게 유도하기 위하

여 테일러 급수 정리를 이용하여 선형화된 연립방정

식 형태로 해를 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최소자승법

으로 계산 오차가 10-6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수중

에서의 음속(c0)은 증류수에서 음속을 구하는 실험식,
식(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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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동장에서의 도플러 효과 
 

 
Fig. 2 Sound propagation path in a moving stream 

 
유동장 내의 고정된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음파

는 유동 방향에 관계하여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측정 센서와의 위치 관계에 의하여 Fig.2
와 같이 음파의 전달 경로가 변하며, 식(4),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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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식(6)으로부

터 도플러 효과에 의한 주파수 변화를 예측 할 수

있다. 
 

)sin1cossin(cos 2221   MM    (4) 
 

1coscos 222 


MMM

R
R       (5) 

 




cos1 M

f
fd                         (6) 

 

3. 검증 실험 수행 

3.1 견인 수조 실험 
TDOA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양시스템안

전연구소의 견인 수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견인

수조의 시험부는 폭 16m, 길이 200m, 깊이 7m 이다.
 실험 장치는 프로젝터에서 특정 주파수의 음원을 
발생시켜 소음원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6 개로 구

성된 하이드로폰 어레이를 사용하여 소음원 위치를 
확인하도록 구성하였다. 소음원 역할을 하는 프로젝

터는 원형 궤적에서 60°, 180°, 300°에 대한 정지된 
위치에  고정하여  그 위치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  측

정 장치는 수심 약 2.7m 지점에 위치한다. 
 

 
Fig. 3 Towing Tank in MOERI 

 

  
Fig. 4 Experimental apparatus for TDOA algorithm 

3.2 실험 결과 
소음원의 위치 추적을 위한 TDOA 알고리즘에서

는 도달지연시간의 계산 오차가 위치를 추정하는 결

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실험을  통한  도달지연

시간 계산 결과와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값을 비교

하여보았다. 정지 상태와 유속이 있는 경우 모두 시

뮬레이션 값과 거의 같은 오차 범위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증가하는  유속에  대하여  동일한  도달지연시

간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경험식으로 예측한 음속이

약 1479m/s 로 실험에서의 유동에 비하면 매우 큰 값

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된다. 
 

 
Fig. 5 Results of Source Localization 

 

4. 결  론 

수중 유동장에서의 소음원 위치를 추적하는 실험

에서 유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도플러 효과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  실험  결과의 분석에서 소음원  위치 추

정에 대한 오차는 소음원의 이동속도 차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즉, 수중에서의 음속이 유속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빠르기 때문에 TDOA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치 추

적에서 도플러 효과에 의한 오차가 거의 없음을 확

인 하였다.  
- 하지만 일반적인 선박의 운용 속도 영역이 약 1

0~30kts(5~15m/s)인 것을 고려하면 더 높은 속도 영

역에서의 도플러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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