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할 경우 배

열의 설계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의 표적신호가 수

신이 되면 공간 에일리어싱이 발생하여 표적신호의 

방위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

구들이 현재까지 수행되어왔다.[2,3] 2012년 Abadi가 

설계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신호의 방

향을 추정하는 차주파수 빔형성 기법을 제안하였고, 

해상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하지만 차주파수 빔형

성 기법은 차주파수의 값에 따라 빔형성 결과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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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배열의 설계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의 표적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공간 에일리어싱에 의해 빔형성에 모호성

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Abadi가 차주파수 빔형성 기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차주파수 빔형성 기법은 차주

파수의 값에 따라 최소한의 대역폭이 필요한 제약조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의 특성과 라돈변

환을 이용하여 공간 에일리어싱이 발생하는 표적신호의 방위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대역을 가

지는 신호의 주파수 대역 내에서 방위추정의 모호성은 발생하지 않고, 표적의 방위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역을 

가지는 신호에만 적용이 가능한 제약조건이 있다. 광대역 신호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를 SAVEX15 (Shallow Water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2015)의 딱총새우 소음신호를 이용하여 차주파

수 빔형성 기법의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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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an array receives a signal with a frequency higher than the design frequency, there is an 

ambiguity in beamforming due to spatial aliasing.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badi proposed frequency-

difference beamforming. However, there is a constraint that the minimum frequency bandwidth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difference frequency.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find the direction of the 

target signal with spatial aliasing based on the frequency-wavenumber spectrum combined with Radon transform. 

The proposed method can estimate the direction of the target without ambiguities when the signal has 

nonnegligible bandwidth. We tested the algorithm by simulating a broadband signal and verified the results with 

the frequency-difference beamforming method using SAVEX15 (Shallow Water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2015)’s shrimp nois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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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모호성이 존재한다.[2]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의 특성을 

이용하여 배열센서의 설계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표적신호의 방향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

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중심 주파수를 포함한 신호

의 주파수 대역 내에서 주파수 성분이 달라져도 추

정된 방향이 일정하여 모호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

다.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은 1969년 Capon에 의해 처

음 고안되었고,[4]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은 분석한 

신호의 주파수 대역과 수신된 방향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배열센서의 

설계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표적의 방위를 추정하였다.[1,4-7] 

제안된 기법은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에서 줄무늬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표적신호의 방향을 추정한다. 배

열센서의 설계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

가 수신되었을 경우 공간 에일리어싱 효과에 의해 

줄무늬가 파수 축에서 전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스펙트럼 상에서 줄무늬가 전이되더라도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표적신호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8,9] 방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의학에서 이용

되는 라돈변환(Radon transform)을 이용하였는데, 라

돈변환은 의학에서 X-ray가 인체를 투과하여 나온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회전시키며 각 각도별 투영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다.[10-12]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파수 스펙트럼 결과에 라돈변환을 적용하였고, 각 

각도별로 회전시키며 스펙트럼 에너지를 투영하여 

각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배열센서의 간격이 넓어 발생되는 공간 

에일리어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여 기존에 제

안된 지연합 빔형성 기법 및 차주파수 빔형성 기법 

외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주파수-파

수 스펙트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CW(Con-

tinuous Wave)신호와 LFM(Linear Frequency Modulation)

신호를 이용하여 주파수-파수 스펙트럼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며, 공간 에일리어싱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의 현상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주파수-파수 스펙

트럼을 이용하여 표적신호의 방위추정을 위한 알고

리즘 소개 및 적용에 대해 설명한다. IV장에서는 공

간 에일리어싱이 일어나는 해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기법의 결과와 차주파수 빔형성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을 맺는다.

II. 주파수-파수 스펙트럼

본 연구에서 표적의 방위추정을 위해 주파수-파

수 스펙트럼을 이용한다. 표적에서 수신된 신호를 

와 같이 정의하고, r은 배열 센서의 위치 벡터, t

는 시간을 의미한다. ∙를 ∙의 푸리에변환 

함수로 정의할 때, 수신된 신호를 시간영역과 공간

영역에서 푸리에변환을 하면 Eq.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1)

Eq. (1)을 활용하여 수신된 신호의 주파수-파수 스펙

트럼을 도식화할 수 있다.

2.1 자유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

본 절에서는 CW신호와 LFM신호를 사용하여 주

파수-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호의 길이가 0.1 s이며, 3개의 서로 다른 중심주

파수(700 Hz, 500 Hz, 900 Hz)를 가지는 CW신호가 서

로 다른 방향(-60°, 10°, 70°)에서 수신되는 경우를 모

의하였다. 수신기는 수직 선배열센서를 사용하였

Fig. 1. Direction of CW signals and geometry of VLA 

(Vertical Lin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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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계주파수는 1 kHz, 총 센서 개수는 16개이며 각

각의 CW신호가 수신되는 방향과 수직 선배열센서

를 도식화 하면 Fig. 1과 같다.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을 

그리면 Fig. 2와 같다.

Fig. 2처럼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수

신신호의 주파수 성분 및 수신되는 방향을 알 수 있

는데, Fig. 2의 하얀색 실선이 나타내는 것은 신호가 

들어오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500 Hz는 

10°, 700 Hz는 70°, 900 Hz는 -60°에서 들어온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Fig. 2는 신호의 세기를 데시벨

(dB)로 환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동일한 선배열센서를 이용하여 LFM신호에도 적

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모의한 신호는 Fig. 3과 

같으며, 이는 10 Hz부터 4 kHz의 대역폭을 가지는 

LFM신호이고, Tukey윈도우가 적용되었다.

CW신호와 달리 LFM신호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에서는 하나의 방향(70°)에서 수신을 모의하였다. 수

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을 도

식화하면 Fig. 4와 같다.

Fig. 4에서 LFM신호의 경우 주파수-파수 스펙트럼

에서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설계주파수(1 kHz)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

(10 Hz ~ 4 kHz)을 갖는 신호이기 때문에 공간 에일리

어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스펙트럼 상에서 줄무늬

가 파수 축에서 전이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공

간 에일리어싱이란 배열센서의 설계주파수보다 높

은 주파수의 신호가 수신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며, 위 그림 Fig. 4의 상황에서 2 kHz의 주파수에 대한 

배열센서의 빔패턴을 도식화하면 Fig. 5와 같다.

Fig. 5에서 0°에서 주대엽(main lobe)이 형성되지만 

± 90°에서 grating lobe가 발생하여 배열센서가 신호를 

감지하는데 있어 모호성이 발생한다. 하지만 Fig. 4와 

Fig. 2. Frequency-wavenumber spectrum from 3-di-

rections CW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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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g. 3. LFM signal for free space simulation.

Fig. 4. Frequency-wavenumber spectrum from 1-di-

rection LFM signal. Fig. 5. Beam pattern in 2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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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에서 줄무늬의 기울기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수신신호의 방향은 추

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

여 설계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가진 신호의 

방향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논문

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광대역 신호에 적용이 가능하

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협대역 신호의 경우 주파수-

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줄무늬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위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 3장에서는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에서 방향

을 추정하는 라돈변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III. 라돈변환

라돈변환은 이미지 데이터를 각 각도별로 회전하

며 투영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다.[10-12]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에서 신호의 방향을 추정하기

위해 라돈변환을 사용하였다.

라돈변환은 Fig. 6과 같이 새로운 x축 x'에 투영하

여 y'과 평행한 선을 따라 적분한다.[14,15] Eq. (1)에 라

돈변환을 적용하면 Eq. (2)와 같으며, 는 라돈축으

로 설정한 주파수, ′은 라돈축으로 설정한 에서의 

이다. 적분할 주파수 대역은 , 이고, 은  

조향 각도 에 대응되는 주파수-파수 스펙트럼 상의 각

도를 의미한다. 단, Eq. (2)에서 tan

max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분을 수행한

다. 이는 의 최대값을 넘어가는 경우 스펙트럼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

수-파수 스펙트럼의 결과를 이용하여 라돈변환을 

수행하기 때문에 Fig. 6에서 , 축은 Figs. 2와 4의 주

파수-파수 스펙트럼에서 파수, 주파수 축을 의미한다.




′  






′
tan  sec 

.

(2)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에서 줄무늬가 기울어진 각

도는 신호가 수신되는 방향이 아니라 기울어진 기울

기에 해당하는 방향을 역산해야 신호가 수신되는 방

향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계주

파수를 이용하여 조향할 방향을 주파수-파수 스펙

트럼상의 기울어진 각도로 변환하여 그 기울기에 해

당하는 에너지를 적분하였다. Fig. 7은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에 라돈변환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이기 위

한 그림이며, 그림에서  
sin 




sin이다. 

여기서 는 파수, 는 조향각, 는 주파수, 는 음속

을 의미한다. 위 수식에 설계주파수()를 대

입하여 설계주파수에 해당하는  



sin

와 설계주파수를 통해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상의 

기울기()를 Eq.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rctan



  arctan
sin


 . (3)

Fig. 6. Projection data.[15]
Fig. 7. Applying Radon transform to frequency wave-

numbe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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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3)을 이용하여 조향할 각도를 주파수-파수 스펙

트럼 상에서의 기울기로 변환하여 라돈변환을 수행

하였다.

2.1절의 Fig. 3의 신호를 서로 다른 방향(-90°, 10°, 

70°)에서 수신하여 Fig. 4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파수-

파수 스펙트럼을 도식화하면 Fig. 8과 같다.

Fig. 8에 라돈변환을 적용하기 전에 라돈축을 설정

해야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2 kHz로 설정하였다. 라

돈축을 2 kHz로 설정하고 흰색 점선위의 각 지점에

서 여러 각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라돈변환을 수행하

여 시각화하게 되면 Fig. 9와 같다. Fig. 8을 -90°부터 

90°까지 1°씩 180회를 회전하며 에너지를 적분하고 

적분된 에너지를 통해 신호가 수신된 방향을 추정하

였다. Fig. 9의 색깔은 Fig. 8에서의 회전된 중심축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적분한 값을 dB로 변환한 것이

다. 또한 주파수 대역은 1.9 kHz부터 2.1 kHz의 200 Hz

대역만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줄무늬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추정하기 때문

에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에서 줄무늬가 파수축에서 

전이되면 각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어

렵다. 따라서 신호가 광대역이라 하더라도 줄무늬가 

전이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 내에서만 적용가능하다. 

라돈변환의 특성상 라돈축으로부터 특정 기울기를 

통해 적분하기 때문에 파수축에서 striation이 전이되

어 버리면 더 이상 그 기울기방향으로 적분할 에너

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적용해야 한다. Fig. 8의 경우 1 kHz부터 3 kHz까지

의 2 kHz대역까지 적용가능하고, Fig. 9의 경우 1.9 kHz

부터 2.1 kHz까지의 200 Hz대역만을 이용한 결과이다.

Fig. 9의 결과는 Fig. 8의 하얀색 점선을 따라 라돈

변환을 수행한 것이고, Fig. 8에서 2개의 줄무늬와 하

얀색 점선이 파수가 0인 지점에서 교차하고, 파수가 

약 2인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줄무늬와 교차한다. 교차

하는 지점에서 라돈변환을 -90°에서 90°까지 에너지

를 축적하면 Fig. 9에서 파수가 0인 지점에 2개의 각

도(-90°, 70°)가 나타나고, 파수가 약 2인 지점에 10°

의 방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주파

수 대역을 가진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 설계주파수

보다 높은 주파수의 신호일지라도 방위 추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IV. 해상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검증

II ․ III장의 알고리즘을 토대로 2015년 제주도 남서

해역에서 수행된 SAVEX15(Shallow Water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2015)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

증하였다. 사용한 데이터는 수직 선배열센서에 수신

된 딱총새우 신호를 이용하였고, 수신된 신호 및 스

펙트로그램은 Figs. 10과 11과 같다. 딱총새우의 경우 

직접경로와 해수면을 맞고 반사되어 들어온 경로의 

두 가지 경로로 수신되며, 본 논문에서는 직접경로

에 의한 신호만을 사용하였다. SAVEX15데이터에서 

딱총새우 신호는 Fig. 10에서처럼 직접경로와 해수

면 경로가 육안으로 구분이 되고, 신호의 길이(pulse 

Fig. 8. Frequency-wavenumber spectrum from 3-di-

rections LFM signal.

Fig. 9. The result of the Radon transform when the 

Radon domain is set to 2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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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가 짧아 직접경로와 해수면 경로를 따로 잘라

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Fig. 10의 직접경로에 의한 신호를 0 s

부터 0.04 s까지 잘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11은 

Fig. 10에서 직접경로의 신호 중 16번째 채널에 수신

된 신호의 스펙트로그램이고, 윈도우 사이즈는 0.002 s, 

스냅샷은 0.001 s 간격이다. 딱총새우의 대역폭이 약 

4 kHz에서 24 kHz인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VLA의 설계주파수가 200 Hz이기 때문에 딱총새우 

신호는 공간 에일리어싱이 발생한다. 하지만 제안된 

알고리즘은 공간 에일리어싱이 발생하더라도 줄무늬

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면 표적의 방위를 추정

할 수 있다. 딱총새우의 신호 길이가 0.04 s이고, 이를 

이용하여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을 도식화하면  Fig. 12와 

같다. SAVEX15 데이터의 샘플링 주파수는 100 kHz

이고, 선배열센서의 센서간 거리는 3.75 m, 분석에 사

용한 주파수 대역은 19.9 kHz에서 20.1 kHz이다.

Fig. 12의 주파수-파수 스펙트럼을 라돈변환하게

되면 Fig. 13의 결과가 도출되며, 이때, 라돈축은 20 

kHz를 사용하였다.

Fig. 12에서 라돈축인 20 kHz와 줄무늬가 교차하는 

부분이 파수가 약 0.4인 부분인데, Fig. 13에서 파수가 

약 0.4인 부분을 보면 신호가 수신된 방향에 가장 많

은 에너지가 중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딱총새우 신호의 방향이 약 47°임을 알 수 있다.

검증을 위해 앞서 이용한 신호를 -90°에서 90°까지 

1°간격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과 다른 두 가지

의 빔형성을 수행하였고, 빔형성에 사용한 주파수 

대역은 19.9 kHz부터 20.1 kHz까지 사용하였다. 두 가

지의 빔형성 기법은 CBF(Conventional BeamForming)

과 2012년 Abadi가 제안한 차주파수 빔형성 기법(FDBF, 

Frequency-Difference BeamForming)이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CBF기법은 주파수 대역에서 비상관 합을 통

Fig. 10. Shrimp signal in SAVEX15.

Fig. 11. Spectrogram of shrimp signal (ch #16, direct 

path).

Fig. 12. The frequency-wavenumber spectrum of the 

shrimp signal.

Fig. 13. The result of the Radon transform when the 

Radon domain is set to 2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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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과를 도출하는 incoherent CBF기법을 이용하였

다.[16] FDBF는 신호가 광대역 신호일 때, 적용 가능한 

빔포밍 기법으로 신호의 주파수 대역내의 주파수 성

분을 두 개 선택하여 선택된 주파수 성분의 차를 이

용하여 신호의 방향을 추정하는 빔형성 기법이다. 

그리고 FDBF은 선배열센서의 설계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을 가지는 신호가 수신되었을 경우 방위

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FDBF은 

Eq. (4)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Eq. (4)의 , 

가 모두 신호의 주파수 성분이어야 한다.[2] 이때, 는 

각주파수를 의미하며 와 같다.

 
 










×exp 
 

. (4)

Eq. (4)에서 b는 빔형성 결과이며, 는 수신된 

신호의 스펙트럼에서 주파수 성분이고, j는 센서 

번호를 의미한다. 는 시지연 정보이며, 조향각 와 

배열센서의 좌표벡터의 함수이다. Eq. (4)에서 

이 차주파수 값을 의미하며, Figs. 14와 15의 

결과에서는 차주파수 성분을 200 Hz로 설정하였다. 

CBF와 FDBF을 19.9 kHz부터 20.1 kHz까지 각 주파수

별로 수행하면 Fig. 14와 같다.

Fig. 14의 결과를 주파수 영역에서 incoherent sum을 

수행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빔형성 기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Fig. 15와 같다. CBF와 FDBF의 

경우 주파수 대역을 많이 사용할수록 방위추정의 정

확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3가

지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주파수 

대역(200 Hz)을 사용하였다.

Fig. 15에서 보다시피 CBF는 신호의 방향을 추정

할 수 없지만 FDBF과 제안된 빔형성 기법은 표적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FDBF는 차주파수의 

값에 따라 변화하는 모호성이 존재한다. Fig. 15의 FDBF

결과는 차주파수가 200 Hz에 대한 결과이고, 차주파

수를 변화시키면서 표적의 방위를 추정했을 때, Fig. 

16과 같이 차주파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하지만 제안된 기법은 라돈축을 이동해도 동일하

게 표적신호의 방위를 추정한다. 또한 라돈축을 신

호의 주파수대역 내에서 이동하며 결과를 평균 취했

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공간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파수 성분을 변화시키며 평균을 

취하기보다는 줄무늬의 굵기에 관한 연구를 추가적

Fig. 14. The result of CBF (upper) and FDBF (lower) 

in frequency domain.

Fig. 15. Comparison among CBF, FDBF and the pro-

posed algorithm.

d
B

Fig. 16. Comparison of results of frequency-differen-

ce beamforming according to difference frequency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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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여 공간분해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Fig. 15를 통해 제안된 기법은 FDBF보다 공간분해능

이 떨어지지만 모호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설계주파수가 낮은 배열센서를 이

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신호의 

방향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기법과 2012년 Abadi가 제안한 차주파수 빔형

성 기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간분해능은 차

주파수 빔형성 기법이 제안된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

을 보였다. 하지만 차주파수의 값이 다를 때, 차주파

수 빔형성 기법은 빔형성 결과가 달라지므로 방위 추

정에 모호성이 존재하는 단점을 가진다. 제안된 기법

은 주파수 대역을 다르게 설정하여도 방위 추정에 모

호성이 존재하지 않고, 차주파수 빔형성 기법과 동일

하게 광대역 신호에 적용 가능한 제약조건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배열센서의 설계주파수보다 높은 주

파수 대역을 갖는 신호의 방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

을 제안하고, 해상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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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1999년 ~ 2001년: 미국 Scripps 해양연구

소 Visiting Scientist

2009년 ~ 2010년: 미국 Scripps 해양연구

소 Visiting Scientist

1991년 ~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

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