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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2019년 기준 환경 분쟁 신청 4312건 중 소음·진동은 

85 %(3644건)를 차지할 정도로 밀접하고 빈번하게 발생

하는 환경문제 중의 하나이다(1). 특히 군 비행장에서 운

항하는 전투기 또는 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 

및 소송이 급증하여 소음 발생원인 규명 및 소음저감 대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군 사격장 및 군용 비행장에 대한 소음영향

도 조사 등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근거가 포함된 군 소

음 법(‘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인근 주민 거

주 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철도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상 방음벽의 소음저감 효과는 3.0 dB(A) ~ 5.2 dB(A)로 

나타났으며(2), 부산광역시의 도로변 방음벽에 대한 연구

결과 주간 평균 9.9 dB(A)의 소음차단 효과를 보고하였

다(3). 그리고 공명 원리를 이용한 슬롯형방음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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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높이에 따른 헬기 비행장 소음 저감효과 연구
A Study on The Noise Teduction Effects of Heliports  

by the Height of Noise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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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Noise Barrier(방음벽), Heliport(헬기장), Helicopter(헬기), Noise Meter(소음측정기)

ABSTRAC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oise occuring during helicopter operation, in this study, repre-
sentative military heliports with noise barriers were selected and the noise was measured with respect 
to the direction (front, rear, and side) and distance. Furthermore, to measure the effect of noise on 
nearby households and calculate the effectiveness of the noise barrier, the noise at different distances 
and the noise caused by the different starting procedures for helicopters were measured and analyzed. 
Through this study,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noise from helicopters operated by the military 
and the effect of the noise barrier were obtained. Noise barriers installed higher than the helicopter's 
fuselage exhibited a noise-reducing effect when the helicopter was operated on the ground. However, 
this noise reduction effect was insignificant when the helicopter was midair, preparing for ope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optimal height of a noise barrier for effectively reducing the noise of a 
heliport could be determined.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ward changes in operational 
procedures, such as in adjusting the flight height and preparation time for helicopter take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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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약 25 dB ~ 35 dB의 잔향실 내부의 스피커 소음의 

저감 성능을 보인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등(4) 민간부문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군 차원에서의 연구는 

부대출입의 제한, 군사작전 활동의 기밀성 등으로 부족

한 상태이다. 또한 군은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을 통하여 각종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

으나(2018년 기준 222개소 계획) 설치 후에도 소음민원

이 제기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방음벽의 방음

차단 효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군 헬기 비행장의 위치별 소음을 주

파수별, 거리별, 방향별로 다양하게 측정하여 방음벽

의 소음완화 효과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도출하는 한

편 소음예측프로그램인 SoundPLAN의 예측 값과 비

교하여, 방음벽 높이에 따른 헬기 비행장 소음저감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연구지역 및 방법

2.1 연구지역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A 헬기 비행장과 경기도 B 
헬기 비행장에서 소음을 측정하였다. A, B 헬기 비행

장은 각각 2013년, 2016년 방음벽이 만들어지기 전 

'비행장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

여 소음을 측정한 바 있다. 각 헬기 비행장에서 사용

하는 방음벽의 종류 및 제원은 Table 1과 같으며(5,6), 
Fig. 1은 실제 비행장의 방음벽을 촬영한 사진이다.

2.2 대상 헬기 기종

측정 헬기 기종은 A 헬기 비행장에서는 KUH-1 
(수리온)을, B 헬기 비행장에서는 KUH-1(수리온)
과 AH-1S(코브라)를 사용하였다. 헬기 동체의 높

이는 대략적으로 KUH-1(수리온)은 4.5 m 그리고

AH-1S(코브라)는 4.1 m이다.

2.3 실험 방법

소음측정은 Table 2와 같이 헬기 비행장마다 사전

Table 1 Noise barrier type and specifications

Place Category Material Height [m] Length [m]

A heliport Reflective Metal 4.5 m 795 m 

B heliport Absorbing Wood 8.0 m 532 m

Table 2 Schedule of noise measurement

Date Place Helicopter Purpose of measurement

2019.07.00. A heliport - Background noise

2019.07.00. A heliport KUH-1 
․ Helicopter  noise 
by direction
․ The effect of noise 
barrier

2019.08.00. B heliport - Background noise

2019.09.00. B heliport KUH-1
AH-1S 

The effect of noise 
barrier

2019.11.00. B heliport AH-1S The effect of noise 
barrier

(a) A heiport

(b) B heliport

Fig. 1 Photos of noise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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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licopter and noise meter location

HP-A1
(A heliport,

date :
2019.7.00)

Distance
(from noise
barrier, m)

Distance
(from

helicopter, m)

① Helicopter 53 -
② Forward - 30
③ Sideward - 30
④ Rearward - 30
⑤ Outside

of noise barrier 38 91

⑥ Inside of noise
barrier A 38 15

⑦ Inside of noise
barrier B - 91

⑧ OO Company - 247
⑨ OO School - 536

HP-B1
(B heliport,

date :
2019.9.00)

Distance
(from noise
barrier, m)

Distance
(from 

helicopter, m)

① Helicopter 50 -

② Forward - 30

③ Sideward - 30

④ Rearward - 30

⑤ Outside
of noise barrier 125 175

⑥ Inside
of noise barrier - 175

⑦ OO Town hall - 192

⑧ OO House - 294

HP-B2
(B heliport,

date :
2019.11.00)

Distance
(from 

helicopter, m)

① Helicopter -

② Inside of noise barrier 1 70

③ Inside of noise barrier 2 100

④ Inside of noise barrier 3 150

⑤ Inside of noise barrier 4 200

⑥ Outside of noise barrier 1 70

⑦ Outside of noise barrier 2 100

⑧ Outside of noise barrier 3 150

⑨ Outside of noise barrier 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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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와 실제 측정으로 구분하여 5일간 진행하였으며, 
사전답사 일에는 소음측정기 위치선정 및 배경소음을 

측정하였다. B 헬기 비행장은 당일 측정시간 전・후

로 다른 비행이 계획되어 있어 배경소음의 측정이 불

가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실제 측정일(9월 초순) 이전 

연구팀이 측정 가능한 일자인 8월에 배경소음을 측정

하였다. 8월 사전답사 간 도로소음에 대한 영향은 적

은 것으로 판단하여 비행장 주변 배경소음으로 활용

하였다. 
실험에서는 소음측정기 3대를 동시에 운용하였으

며, 소음측정기 위치는 Table 3과 같다. A 헬기 비행

장에서의 7월 측정지점(이하 HP-A1)과 B 헬기 비행

장에서의 8월 측정지점(이하 HP-B1)은 공통적으로 

헬기의 전・후・측면을 동시에 측정 후, 헬기로부터 

동일거리에 떨어진 두 개의 지점(방음벽 유무) 측정, 
마지막으로 방음벽 외부 지점 3개소를 측정하였다. B 
헬기 비행장에서의 11월 측정(이하 HP-B2)은 헬기로

부터 이격된 거리별(70 m, 100 m, 150 m, 200 m) 지
점을 방음벽 내・외부별로 측정하였다. 단 200 m 지

점은 헬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소음측정기 1대만 

이동시켜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15호 

(2018. 4. 27)의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을 준용하여 

소음을 측정하였다. 측정기기는 정밀급 소음측정기 

NL-52(RION, 일본)를 사용하였으며, 이 측정기는 국

제표준 Class1 급으로 장기간(1000시간)의 소음모니터링

이 가능하다. 주파수는 20 Hz ∼20 kHz 범위, 소음은 25
dB(A) ∼141 dB(A)의 넓은 측정 범위를 가지고 있다.

소음측정기는 바람이나 외력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

록 견고히 소음발생지역을 향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지

역의 경우 소음측정기 주위 3.5 m 이내에 장애물이 없

는 지점에, 주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였다. 

등가소음도()는 1초 간격으로 5분간 측정하여 

전·후 1분을 제외하고 3분 동안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식 (1)에 따라 구하였다. 측정 당시 헬기 이륙 전 단계

별 시간을 5분으로 측정하였으나, 정확한 단계별 구분

이 제한되어 대표적인 값을 얻고자 전・후 측정값의 1
분씩을 제외하였다. 

  log



× ⋯

×  (1)

여기서는 등가소음도 ∼는 1초 간격으로 측정

한 1 ∼ n회 소음도이다.
이번 연구에서 소음의 단위로 WECPNL보다는 등

가소음도를 사용하였으며, 이유는 헬기장 주변의 민

가 소음 피해는 하루의 전체 평균 헬기 소음보다는 

단일 비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방음벽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WECPNL보다는 등가소음

도를 통한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헬기의 방향별 소음측정 결과

헬기 소음원은 방향별로 A, B 헬기 비행장에서 

KUH-1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HP-A1). 헬기는 지상

에서 최대출력인 full open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안

전거리 유지를 위해 전·후·측방 동일하게 30 m 거리

에 소음측정기를 헬기방향으로 삼각대 위에 부착하여 

5분 동안 측정하였다.
방향별 소음측정결과는 Fig. 2와 같다, 헬기 소음은 

방향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풍

향, 풍속 등 외부요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기

도 하였다.
30 m 이격된 거리에서 allpass 주파수를 기준으로 A 

헬기 비행장에서 KUH-1의 소음은 전방 94.7 dB(A), 
후방 90.1 dB(A), 측방 95.3 dB(A) 분포를 보였으며, 
B 헬기 비행장에서 KUH-1의 소음은 전방 97.0 dB(A), 
후방 89.3 dB(A), 측방 95.2 dB(A) 분포를 보였다.

Fig. 2 Noise measurement result by helicopter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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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헬기의 거리별 소음측정 결과

헬기의 거리별 소음측정은 B 헬기 비행장에서 

AH-1S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HP-B2). 소음측정기 

위치는 방음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과 방음벽의 소

음차단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각각 헬기로부

터 70 m, 100 m, 150 m 이격된 곳에 배치하였으며, 
헬기는 이륙 전 시험 단계인 idle(지상시동단계), full 
open(지상최대출력), hovering(약 7 m 높이에서 제자리 

비행), O.G.E.(약 15 m 높이에서 제자리 비행) 총 

4단계에서 각각 5분간 측정하였다.
거리에 따른 소음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소음

은 헬기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방음벽으로 차단 된 곳은 70 m 이격된 거리

에서도 60 dB(A)보다 적은 소음을 보였다. 
방음벽의 소음저감 효과는 Fig. 3과 같이 idle, full 

open, hovering 단계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크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O.G.E.단계에서는 방음벽에 

제일 근접한 70 m 지점을 제외하고 소음차단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3.3 비행장 외부 소음 측정 결과

비행장 외부 소음측정은 A 헬기 비행장에서는 

KUH-1을 운용하여 방음벽 외부, OO기업체, OO학교 

3곳에서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B 헬기 비행장에서는 

KUH-1을 운용하여 OO마을회관과 OO단독주택에서 

동시에 측정하였다. 소음은 이륙 전 시험 단계인 idle, 
full open, hovering, O.G.E. 총 4단계에서 각각 3분

간 측정하였다.
A 헬기 비행장은 특히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에도 

헬기관련 소음 민원이 지속 발생한 지역이다. 91 m 

Table 4 Noise measurement by distance from 
helicopter [dB(A)] (without noise barrier / 
with noise barrier)

Step 70 m 100 m 150 m

Idle 72.3 / 53.6 68.0 / 50.0 63.2 / 49.8

Full open 85.2 / 68.7 81.0 / 65.0 73.2 / 62.9

Hovering 91.5 / 74.9 87.5 / 70.4 82.9 / 67.8

O.G.E. 93.1 / 75.9 89.5 / 82.3 86.0 / 81.2

지점과 247 m 지점은 방음벽 너머의 민가지역으로 

헬기 비행 시 직접적인 소음의 영향을 받는 곳이며 

또한 왕복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지점으로 헬기의 

이륙단계 중 어떤 단계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정을 하였다. Table 5와

Fig. 3 Noise measurement by distance from helicopter

Table 5 Average level of outside noise of the A 
heliport [dB(A)]

      Measuring point
       (distance from 

helicopter)
 Step          

Outside
of noise 
barrier
(91 m)

OO 
Company
(247 m)

OO
School
(536 m)

 Background noise 74.0 75.9 40.1

KUH-1

Idle 72.3 73.5 67.1

Full open 77.5 71.9 59.4

Hovering 81.6 74.9 70.1

O.G.E. 87.2 80.8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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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7월 00일에 측정한 배경소음이 OO학교를 제외

하고 74.0 dB(A) ∼ 75.9 dB(A)에 달하여 소음측정기 

주변의 도로소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7월 

00일에 KUH-1을 측정한 결과 O.G.E.단계에 모든 지

점에서 소음도가 배경소음을 초과하였다.
B 헬기 비행장에서는 Table 6과 같이 8월 00일에 

측정한 배경소음도가 51.5 dB(A) ∼ 52.5 dB(A)를 보

이며, 9월 00일에 KUH-1을 측정한 결과는 모든 지

점에서 소음도가 이륙 전 시험단계가 진행될수록 대

부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3.4 헬기 이륙준비 형태별 소음저감 효과

헬기 이륙준비 형태별 소음감쇠도는 A 헬기 비행장

에서는 KUH-1을 운용하여 방음벽 내부와 외부에서 

91 m 동일간격으로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B 헬기 비

행장에서는 앞의 방식과 동일하게 KUH-1 운용 175
m, AH-1S 운용 150 m 간격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헬
기는 이륙 전 시험 단계인 idle, full open, hovering, 
O.G.E. 총 4단계에서 각각 5분간 측정하였으며, 소음

감쇠도는 방음벽 내부의 소음도와 외부의 소음도의 

차이로 산정하였다. 
A 헬기 비행장에서 방음벽에 의한 KUH-1의 소음 

저감 효과는 Fig. 4와 Table 7과 같이 –18.2 dB(A) ∼
3.1 dB(A)으로 거의 보이지 않았다. A 헬기 비행장의 

방음벽의 높이(4.5 m)가 측정한 헬기의 main lotor 높
이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배경

소음 자체가 높게 측정되어 저감 효과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Average level of outside noise of the B 
heliport [dB(A)]

      Measuring point
       (distance from 

helicopter)
 Step          

OO town 
hall

(192 m)
OO house

(294 m)

Background noise 51.5 52.5

KUH-1

Idle 52.9 56.6

Full open 62.0 56.3

Hovering 69.6 68.7

O.G.E. 69.4 69.7

B 헬기 비행장에서는 9월과 11월 측정 결과 모두 

방음벽에 의한 소음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9월에는 

8.0 dB(A) ∼ 18.2 dB(A)의 소음저감효과를, 11월에

는 4.8 dB(A) ~ 15.0 dB(A)의 소음저감효과를 보였다.

3.5 SoundPLAN 프로그램을 활용한 소음지도 

작성

이 연구에서는 실제 소음측정 결과를 입력하여 헬

Fig. 4 The degree of noise attenuation according to 
the helicopter take-off stage

Table 7 The degree of noise attenuation according to 
the helicopter takeoff stage [dB(A)]

            Step
Helicopter

Idle Full open Hovering O.G.E.

HP-A1
KUH-1

-18.2 3.1 0.3 -2.0

HP-B1 14.6 18.2 16.5 8.0

HP-B2 AH-1S 13.5 10.4 15.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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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비행장 주변 소음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용예

측 프로그램인 SoundPLAN ver 8.2(SoundPLAN, 독
일)를 사용하였다. SoundPLAN 프로그램은 소음의 

수치와 분포를 계산하여 계절적인 변화나 시간적인 

변화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주는 지도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방음벽에 대한 감쇠 

효과도 구현할 수 있다.
장소는 방음벽의 감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B 

헬기 비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oundPLAN에 사

용되는 수치지형도 v1.0(1:5000)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DXF파일을 다운로

드 받아 사용하였다.
 수치지형도 파일에는 등고선, 건물, 도로 등 기본 

지형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나, 헬기 비행장(부대) 내부 

건물 전체 및 방음벽 정보, 일반 건물 높이 정보가 포

함되어 있지 않아 실측값을 프로그램에 수기입력 하

였다. Fig. 5와 같이 수치지형도를 SoundPLAN 프로

그램에서 실행시키면 2D로 나타나지만, 입력된 정보

에 의하여 3D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SoundPLAN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소음

이 주파수별 수치로 저장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위치

를 입력하여 소음지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프로

그램 내 헬기소음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

으므로, 이 연구에서 측정한 실제 소음측정값을 입력

하였다. 소음원과 소음측정기간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실제 소음도를 산출하였으며, 헬기로터가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원을 중심으로 구형으로 

전파됨을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oundPL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음지도를 그렸으며, 실제 소음 측정치와 프로그램 

예상치를 비교·분석하였고, AH-1S를 소음원으로 하

여 기존 방음벽(8 m)과 가상으로 방음벽 높이를 달리 

했을 때(11 m, 15 m)의 소음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소음원은 AH-1S으로부터 30 m 이격하여 측방에서 

측정한 측정값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음원으로 표현되었다. 소음원의 주

파수별 값, 소음원 높이, 소음전파형태, 소음측정기 

산출 거리, 방음벽 반사손실, 흡음계수, 반사계수, 건

물 반사손실에 대한 SoundPLAN 프로그램 입력값은 

Table 8과 같다.
Tables 9, 10은 11월 00일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실제 측정한 AH-1S의 방음벽 내·외부의 거리별(70 m, 
100 m, 150 m, 200 m) 측정값과 SoundPLAN 프로그

램에 AH-1S 기종의 소음도를 입력 후 산출된 예측 값

을 비교하였다. 거리별, 단계별 각각의 예측 값과 측정

값의 차이에 대한 평균, 구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이 연구에서 프로그램이 입력한 조건에 대하여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방음벽 내부에서는 Table 9와 같이 full open, O.G.E. 

단계의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측정값이 예측값보다 높

게 측정되었으며, 동일단계의 거리별 차이를 분석한 결

과, 70 m에서 200 m로 멀어질수록 실측값과 모델링 값

의 차이 절대값 평균이 4.8 dB(A)에서 1.6 dB(A)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방음벽 외부에서는 Table 10과 같이 idle, hovering 

단계일 때 100 m 이격된 지점을 제외하고 측정값이 

예측 값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동일단계의 거리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70 m에서 200 m로 멀어질수록 

(a) Digital topographic map (b) 3D map

Fig. 5 B Helipor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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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값과 모델링 값의 차이 절대값 평균이 2.1 dB(A)
에서 7.0 dB(A)로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일거리에서의의 이륙 단계별 차이를 분석한 결

과, idle단계에서 O.G.E.단계로 진행될수록 실측값과 

모델링 값 차이 절대값 평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다. 모델링 결과 제자리 비행 고도와 소음원과의 이

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여 모델링 시 

값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Value applied to the SoundPLAN program

Sum 16 Hz 31 Hz 63 Hz 125 Hz 250 Hz 500 Hz 1 kHz 2 kHz 4 kHz 8 kHz 16 kHz

dB(A) 119.24 4.44 39.02 65.77 88.79 104.53 113.54 114.23 112.70 109.18 106.96 76.30

Height above terrain [m] Measurement surface type Measurement distance [m]

AH-1H 4.16 Full sphere 30

Reflection loss [dB] Absorption coeff. Reflection coeff.

Noise 
barrier 1.0 (*Building) 0.206 0.794

Table 9 Difference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values   for each distance inside the noise barrier [dB(A)] 
(measured values/predicted values)

                Distance
   Step 70 m 100 m 150 m 200 m D*

Idle 72.3 / 67.6 68.0 / 64.4 63.2 / 63.0 60.0 / 59.2 0.2 ∼ 4.7
(2.3)

Full open 85.2 / 80.9 81.0 / 77.2 73.2 / 74.6 69.1 / 70.5 1.4 ∼ 4.3
(2.7)

Hovering 91.5 / 84.9 87.5 / 81.6 82.9 / 78.5 73.9 / 74.4 0.5 ∼ 6.6
(4.4)

O.G.E. 93.1 / 89.4 89.5 / 85.8 86.0 / 83.2 83.5 / 79.0 2.8 ∼ 3.7
(3.4)

D* 3.7 ∼ 6.6 
(4.8)

3.6 ∼ 5.9
(4.3)

0.2 ∼ 4.4
(2.2)

0.5 ∼ 1.4
(1.6)

0.2 ∼ 6.6
(3.2)

D* : Difference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noise (mean of absolute values)

Table 10 Difference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values   for each distance outside the noise barrier [dB(A)] 
(measured values/predicted values)

                Distance
   Step 70 m 100 m 150 m 200 m D*

Idle 53.6/53.1 50.0/52.1 49.8/48.8 52.4/49.0 0.5 ∼ 3.4
(1.7)

Full open 68.7/65.9 65.0/64.9 62.9/62.7 70.2/61.2 0.1 ∼ 9.0
(3.0)

Hovering 74.9/71.6 70.4/70.6 67.8/67.1 71.1/67.0 0.2 ∼ 4.1
(2.1)

O.G.E. 75.9/74.3 82.3/73.2 81.2/69.7 80.2/69.9 1.6 ∼ 11.5
(8.1)

D* 0.5 ∼ 3.3
(2.1)

0.1 ∼ 9.1
(2.9)

0.2 ∼ 11.5
(3.3)

3.4 ∼ 10.3
(7.0)

0.1 ∼ 11.5
(3.7)

D* : Difference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noise (mean of absolut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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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Noise barrier height 8 m Noise barrier height 11 m Noise barrier height 15 m

Idle
Full open

H
overing

O

．G

．E

．

Fig. 6 The noise level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noise barrier at each take-off phase of the AH-1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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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헬기 비행장에 설치된 방음벽의 높이는 8 m로서 

hovering 단계와 O.G.E. 단계일 때 방음벽 효과가 저

감된다. 따라서 방음벽의 높이조정에 따른 소음 감쇠의 

효과를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측해 보았다. Hovering 
단계와 O.G.E. 단계의 효과적인 방음벽 높이를 프로그

램 상으로 각각 설정하고 방음벽 너머 AH-1S로부터 

이격거리 150 m지점에서의 예측치를 비교해 보았다. 
Fig. 6과 같이 프로그램 상으로 방음벽을 11 m로 

높였을 때의 소음지도를 방음벽 높이 8 m와 비교했

을 때, 모든 단계에서 소음도가 감쇠됨을 보였으며, 
Table 11과 같이 감쇠 정도는 1.8 dB(A) ∼ 3.2 dB(A) 
분포를 보였다. O.G.E. 단계에서는 67.8 dB(A)까지 

하향된 수치를 보였다.
방음벽을 프로그램 상으로 15 m로 높였을 때의 소음

지도를 8m와 비교했을 때, 모든 단계에서 소음도가 감

쇠됨을 보였으며, 감쇠 정도는 4.2 dB(A) ∼ 5.4 dB(A) 
분포를 보였다. O.G.E. 단계에서는 65.6 dB(A)까지 하

향된 수치를 보였다. 이 결과를 볼 때 방음벽의 높이를 

높일수록 각 단계의 소음저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측정값과 이론값의 비교 결과

Fig. 7과 같이 헬기와 방음벽 상단부와의 거리를 a, 
가옥과 방음벽 상단부와의 거리를 b, 헬기(점음원)와 가

옥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와, Fresnel number 
은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방음벽의 높이는 B 헬
기 비행장의 8 m를 적용하였다. 계산된 를 벽에 의한 

Table 11 The noise level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noise barrier at each take-off phase of the 
AH-1S model [dB(A)]

            Step
  H* Idle Full open Hovering O.G.E.

Predicted

8 m 48.8 62.7 67.1 69.7

11 m 46.6 59.5 65.3 67.8

15 m 44.5 57.3 63.0 65.6

D
ifference

8 m ~ 11 m 2.2 3.2 1.8 1.9

8 m ~ 15 m 4.3 5.4 4.1 4.1

H* : noise barrier height

Table 12 Comparison of measured and theoretical values   for noise reduction by noise barrier

          Step

 Heliport

Idle Full open Hovering O.G.E.

M T D M T D M Frequency[Hz] M Frequency[Hz]

HP-B1 16.0 11.0 5.0 23.3 11.0 12.3 19.9 8 ~ 16 k 8.2 2 k

HP-B2 18.6 12.3 6.3 12.5 12.3 0.2 17.3 250 ~ 8 k 5.8 250

* M : measured, T : theoretical, D : difference

(a) Stage with a helicopter on the ground

(b) Stage with a helicopter above the noise barrier

(c) Stage with a helicopter under the noise barrier

Fig. 7 Distance relationship between helicopter, noise 
barrier, and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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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절감쇠치 그래프(maekawa attenuation)에 적용시켜 

예상 감쇠치를 얻을 수 있다(7). 

     ,  

× 
(2)

여기서 는 대상 회절 주파수(Hz)이다. HP-B1와 

HP-B2의 d값은 각각 175 m, 150 m이며, 각각의 회절

주파수는 1 kHz를 선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산출된 

값은 각각 1.67과 1.96값이다. 
방음벽의 회절감쇠치 식으로 구한 이론값과 Table 7

의 측정치를 비교했을 때, 방음벽의 효과는 Table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측정치와 이론값의 절대값의 차이는 

0.2 ~ 12.3 분포를 보인다.
Hovering과 O.G.E.에서는 소음원이 방음벽의 높이 

이상 위치하기 때문에 이론값과의 비교가 제한되며, 
Fig. 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저감된 주파수

를 Table 12에 기재하였다.

3.7 헬기위치와 방음벽 높이의 연관성

헬기의 이륙 전 시험 단계는 4단계인 idle(시동단

계), full open(최대출력), hovering 그리고, O.G.E
로 구분되며, 4단계 중 idle과 full open은 동체 높

이의 거리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며, hovering과 

O.G.E.는 공중에 완전히 떠 있는 상태에서 소음을 

발생시킨다.
회절감쇠치 이론에서 δ의 크기가 클수록 방음효

과는 크다. Fig. 7(a)와 같이 헬기와 가옥이 지표면

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방음벽의 높이가 크면 클수

록 δ값은 크며 그만큼 방음효과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A 헬기 비행장에 설치된 방음벽의 높이는 4.5 m이

고 KUH-1의 메인로터의 높이가 이와 유사하여 방음

벽의 소음차단효과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Fig. 7(b,c)와 같이 헬기의 제자리 비행 높이가 방음벽

보다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이는 방음벽이 높을 때 

δ값이 크기 때문에 방음벽의 소음차단 효과가 크다. 
Hovering 단계의 높이와, O.G.E. 단계의 높이를 고려

하여 SoundPLAN에서 예측한 소음저감 효과를 고려

하였을 때, 방음벽을 신규 설치 시 hovering 또는 

O.G.E. 단계의 높이와 헬기동체 높이를 더한 높이보

다 높게 설치를 하여야 소음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번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로 정리할 수 

있었다.

(1) 방음벽의 높이는 최소 헬기의 메인로터 보다는 

높아야 방음효과를 볼 수 있지만, 무한정 방음벽을 

높이는 데는 기술적·경제적 제한이 따른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방음벽의 높이가 일부 구간에서 12 m
임을 감안한다면, 헬기장 주변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서 방음벽의 높이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차후 헬기 비행장을 설계할 때 방음벽은 hovering

(약 7 m) 또는 O.G.E.(약 15 m) 단계의 높이와 헬기동

체 높이(4.1 m ~ 4.5 m)를 더한 높이보다 높게 설치를 

하여야 소음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대의 여건상 방음벽의 높이를 무한정 높이

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작전·교육 상황에 따라 

헬기 제자리 비행 높이 및 헬기 운행시간 조정에 대

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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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파력은 해양에너지 중 하나로 바다 표면에 존재

하는 파동에너지를 의미하며 파력발전은 이를 전력

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파력발전이 상용화될 경

우 연간 2000 TWh(tera watt-hour)의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영국 

등 북유럽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1). 파력발전

장치는 크게 진동수주(oscillating water column), 월

파(over-topping), 가동물체(oscillating body) 형으로 

분류되며 이중 가동물체 파력발전 장치는 수면의 움

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이(buoy)의 움직임

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로서 파력에너지를 직

접 이용하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반면 구조적 안정

성이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는 부이와 해저면, 고정

된 구조물, 또는 다른 부이와의 상대운동으로부터 전

력을 생산한다. 부이의 운동은 파도의 크기 및 주기

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이의 질량와 

부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탄성에 의해 결정되는 공진

주기와 파도의 주기가 일치할 때 가장 큰 운동이 나

타나게 된다(2). 이러한 부이의 특성을 이용하여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Budar and Falnes(3)는 부이와 해저면을 연결하는 

계류선(mooring wire)를 감는 플라이휠의 관성모멘트

를 조절하여 부이의 공진주기를 변경하는 아이디어

를 제시하였고 Li 등(4)은 가변관성 플라이휠(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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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 진동에너지 하베스터의 파력발전 적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Yo-yo Vibrational Energy Harvester 

applied to the Wave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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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Energy Harvesting(에너지 수확), Wave Energy Converter(파력발전장치), Yo-yo Vibrating 
System(요요 진동 시스템), Static Deflection(정적 처짐), Low Frequency(저주파)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a yo-yo vibrational energy harvester tuned to a low frequency, which is 
common among ocean waves. The proposed device can be installed inside a buoy and is, thus, protected 
from the harmful marine environment. It is demonstrated that the excessive static deflection observed 
in the springs of conventional translational vibrating systems can be minimized in the proposed device. 
A prototype was built and tested on the harmonic motion generator. The maximum normalized RMS 
power was measured to be 3.6 Ws4/m2 at 0.45 Hz ; its 3 dB bandwidth was 0.30 Hz, which amounts 
to a period of 1.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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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rtia flywheel) 장치를 제안하여 이를 구체화하였

다. 또한 파도의 운동에 맞추어 계류선의 장력을 조

절하거나(5) 잠금(latching)과 단속(de-clutching)을 적

절하게 하여 부이의 운동을 증폭시키는 기법(6), 또는 

내부 발전기의 댐핑력을 조절하여 발전효율을 높이는(7) 
등의 방법 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능동 또는 반능동 

제어 방법은 파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속적인 제어가 필요하다. 최근 

음의 강성을 구현하는 쌍안정 비선형 스프링을 사용

하여 출력 및 발전 주파수 대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동제어 방식의 파력발전장치가 제안(8)되었으며 

Younesian and Alam(9)은 3중 안정 시스템을 도입하

여 발전대역을 보다 확장하였다. 이러한 능동 또는 

수동형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들은 모두 파도 및 

부이의 운동으로 인해 계류선에 인가되는 장력을 이

용하여 해저면 또는 부이에 설치된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이 내부에 내장된 공

진형 파력발전장치는 파도 가진에 의해 발생하는 무

게추의 관성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게 되므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전장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해수에 의

한 부식 및 작동부에 해양생물이 부착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장점이 있

다. Nabavi 등(10)과 Viet and Wang(11)은 파도의 흔들

림(pitching) 가진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부이 내

장 공진형 파력발전장치를 제안하였다. 파도의 상하

요동(heaving)을 이용하는 부이 내장 공진형 파력발

전장치에 관해서는 Cho and Kweon(12), Choi 등(13), 
Han and Lee(14) 등이 개념제시 및 수치적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파도 가진주파수는 0.1 Hz ~ 1 Hz 의 

저주파 범위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내장 공진형 진동

시스템을 여기에 동조시킬 경우 무게추의 질량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작은 강성 값을 얻게 된다. 흔들림 방

식의 내장 공진형 파력발전 장치의 경우 무게추가 수

평운동을 하므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하

요동 방식의 경우 파력발전장치의 출력을 높이기 위

해 무게추의 질량을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우 큰 

정적 처짐(static deflection)이 발생하게 되어 파력발

전장치를 실제로 구현하려고 할 때 스프링의 내구성 

및 장치의 크기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무게추의 직선운동을 얼레(reel)를 

사용하여 회전운동으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요

요 에너지 하베스터(15~19)를 파력발전에 적용하여 상

하요동을 위한 부이 내장형 파력발전 장치의 정적 처

짐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수치해석 및 실험을 

통해 장치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요요 에너지 하베스터

2.1 시스템 모델링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요요 에너지 하베스터

는 Fig. 1의 요요 진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한다. 요요 진동시스템은 동축상에 설치된 두 개의 

얼레에 각각 무게추와 스프링을 와이어로 연결하고 

무게추 및 스프링의 수직 변위를 얼레에 감아 회전

변위로 변환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두 얼레의 반경

은 각각 과 로 주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무게

추와 스프링의 변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스프링의 강성계수를 , 무게추의 무게를 이라고 

할 때, 직선운동을 하는 부분과 회전운동을 하는 부분

의 임피던스(impedance)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a)




 




 (1b)

여기서, 와 는 각각 무게추에 작용하는 가진력과 

Fig. 1 Schematic of the yo-yo vib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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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추의 속도이며 와 는 회전축의 토크와 각속도

이다. 는 기계 및 전기적 감쇠상수이며 는 무게추 

부분을 제외한 회전부의 관성모멘트를 의미한다. 는 

파도의 각진동수를 나타낸다. 회전부와 직선부의 임피

던스 사이에는 


 




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식 (1)을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15). 




 





 (2)

파도의 진폭이  일 때, 이로 인해 무게추에서 발

생하는 관성토크는   sin라 할 수 있

다. 이를 식 (2)에 대입하면 얼레의 회전각속도의 크

기를 식 (3)과 같이 얻을 수 있다.

 


 
  





(3)

식 (3)의 분모로부터 요요 진동시스템이 가장 큰

응답을 나타내게 되는 비감쇠 공진주파수() 및 공진 

주기( )를 얻을 수 있다. 

  


 







 







(4)

여기서,  ≡ 


이다. 식 (4)에서 볼 수 있듯이 요요 

진동 시스템의 공진주파수는 시스템의 무게를 증가시

키거나 강성계수를 낮추는 등 기본적인 물리량을 변

화시키지 않고 기하적 파라메터인   값을 변화시키

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다. 

2.2 특성

요요 진동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1
의 파라메터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무게추의 

무게 및 무게추 얼레의 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

에서 강성계수와 스프링 얼레의 반경을 각각 200 % 
까지 증가시키며 시스템의 공진주기를 식 (4)를 이용

하여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Fig. 2(a)에 나타내었다. 
최대 공진주기(주파수)는   ,   ×  N/m 
일 때 2.38초(0.42 Hz)로 나타났다. 식 (4)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진주기는 얼레의 비율 와 강성계수의 제

곱근에 각각 반비례한다. 따라서, 공진주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성계수보다 얼레의 반경비()을 감소시

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2(b)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한 후 동

일한 조건에서 나타내었다.

Table 1 Physical Parameters 

Parameter Symbol Value

Mass of the proof mass  63 kg

Radius of the weight reel  0.25 m

Radius of the spring reel  0.025 m

Equivalent moment of inertia  0 kgm2

Stiffness of spring  44 × 103 N/m

Speed constant  2.3 rpm/V

Gear ratio  4

 

(a) Resonant periods of the yo-yo vibrating system

(b) Static deflections of the spring

Fig. 2 Changes with stiffness constant and radiu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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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ig. 2(b)에서 스프링의 최대 정적 처짐은 140 mm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성과 반경비가 정적 변위

에 미치는 영향은 식 (5)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하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진동시스템이 파도와 

같은 저주파 진동환경에 동조될 경우, 스프링의 과도

한 정적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 요요진동시스템과 스

프링과 질량이 직렬로 연결된 기존의 병진 진동시스

템의 정적 처짐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무게추 질

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시스템의 공진주기(주파수)를 

1초(1 Hz)부터 5초(0.2 Hz)까지 증가(감소)시킬 경우 

요구되는 강성계수와 이때 스프링에 발생하는 정적처

짐을 식 (4)와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검은 실선은 기존의 병진 진동시스템을 

의미한다. 시스템의 공진주기가 길어질수록 강성계수

가 급속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정적처짐은 

(a) Stiffness constant

(b) Static deflections of the spring

Fig. 3 Changes with the resonant period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적

처짐이 크게 발생할 경우 장치의 크기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스프링의 과도한 변형으로 인한 내구성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요요 진동시스템의 경우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공진주기를 위해 요

구되는 강성계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정적처짐의 크기는 작게 나타나게 되는데 값이 작

을수록 정적처짐이 줄어들게 된다. 반경비가 0.1인 경

우 기존시스템에 비해 강성계수는 100배 증가하고, 
정적처짐은 0.1배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시작품 구성

Fig. 4는 요요진동시스템에 회전 발전기를 결합한 

시작품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무게추는 얼레에 감

(a) Front view

(b) Top view

Fig. 4 Design of the prototyp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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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2개의 와이어에 의해 매달려 있으며 마찬가지로 

2개의 스프링이 스프링얼레에 감긴 와이어에 의해 

당겨지고 있다. 무게추 얼레와 스프링 얼레는 축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며 반경비는 0.1이다. 지반가진

으로 인해 무게추가 반복병진운동을 할 때, 축은 반

복 회전운동을 하게 되는데 Fig. 4(b)에서 볼 수 있듯

이 이는 베벨기어와 원웨이베어링을 이용하여 구성한 

기계적 모션정류장치에 의해 단방향 회전운동으로 변

환되어 발전기에 전달되어 전력을 생산하도록 구성하

였다.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모션정

류장치의 기어비 을 도입하였을 때 발전기의 출력 

전압은 식 (6)과 같이 얻을 수 있다. 

out  


(6)

여기서 는 기전력과 회전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

내는 발전기 속도상수이다. 

2.4 실험 및 결과

요요 파력발전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

진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5(a)는 가진시험을 위해 

제작된 파력발전장치 시작품의 전체 구성을 보여주

고 있다. 질량과 스프링이 각각 무게추 얼레와 스프

링 얼레에 매달려 있으며 각 얼레는 하나의 회전축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회전축의 왕복 회전운동은 모션

정류 장치를 거쳐 한방향의 회전운동으로 변환되어 

AFPM(axial flux permanent magnet) 방식의 발전기

에 전달되도록 구성하였다. 가진실험은 Fig. 5(b)의 조

화운동발생장치(motion generator)를 제작하여 수행하

였다. 조화운동발생장치는 모터의 회전운동을 병진운

동으로 변환, 상부에 설치된 와이어에 매달린 시작품

을 가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ig. 5(c)는 측정장

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압, 전류 및 전력은 발전기와 

20 Ω의 부하저항을 파워메터(Yokogawa WT330)에 

연결하여 측정하였으며 회전축의 각변위는 엔코더(오
토닉스 E50S8-100-3-T-1)와 National Instrument사의 

PXI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Fig. 6은 실험을 통해서 계측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Fig. 6(a)는 파워메터에서 계측된 결과와 엔코더에

서 얻어진 각변위를 속도로 변환한 후 이를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계측결과는 

모두 실효(root mean square)값으로 변환하여 나타내

었으며 입력의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입력가속도로 

나누어 정규화하였다. 최대 전압은 0.4 Hz에서 나타

(a) Prototype device

(b) Expermental setup

(c) Measurement system

Fig. 5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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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ized RMS voltages

(b) Normalized RMS power

Fig. 6 Results from the experiment

났으며 이는 주기 2.5초에 해당한다. 이는 수치적 연

구에서 얻어진 공진주기 2.38초와 거의 일치한다. 발
전기의 전압출력은 저주파 부분에서는 회전속도로부

터 계산된 값보다 작으나 고주파에서는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속도에 따른 발전기의 효율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Fig. 6(b)는 파워메터에서 얻어진 실효 전력값을 

입력가속도의 제곱으로 정규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 정규 실효전력은 0.45 Hz(주기 2.22초)
에서 3.6 Ws4/m2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다

환경에서 파도의 주기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게 되므

로 파력발전장치 출력의 주파수 대역은 넓을수록 유

리하다. 최고 전력 출력의 3 dB 이내에 해당하는 대

역은 0.33 Hz에서 0.63 Hz로 나타나는데, 주기로는 

1.6초에서 3.0초 사이에 해당한다. 즉 제안한 요요

파력발전 장치의 발전 주기(주파수)대역은 1.4초

(0.3 Hz)이다.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파도의 상하요동에 의해 작동하며 

부이 내부에 설치가 가능한 공진형 파력발전장치를 

다루었다. 파도의 낮은 가진 주파수에 적용할 수 있

는 요요 진동시스템을 이용한 파력발전장치를 제안하

였고 육상 가진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수치 예를 

통해 공진주파수가 낮을 경우 요요진동시스템이 기존 

병진 진동시스템에 비해 정적처짐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가진실험에서 63 kg의 무게추를 적용하

였을 때, 0.45 Hz에서 3.6 Ws4/m2의 정규화된 RMS 
최대 출력을 얻었으며 주기대역은 1.4초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요 파력발전 장치는 기존의 병진

형 진동시스템을 이용한 파력발전 장치가 바다의 매

우 낮은 저주파 가진 환경에서 나타내는 단점들을 보

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실

용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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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형 선박에는 주기관, 보조기관, 프로펠러, 각종 기

기류 등 진동 및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진원 및 

소음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선체 구조

물이 주로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 진동 및 소음에 취약

하다.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선박에서는 진동 및 소

음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탑승자들의 정숙도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진동 및 소음이 고품질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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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기진력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물 진동 억제를 위한 

지능형 진동보상기 개발
Development of Intelligent Vibration Compensator for the Vibration Suppression 

of Structures Excited by Harmonic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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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Min Kim*, Moon-Kyu Kwak† and Kuk-S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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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Intelligent Vibration Compensator(지능형 진동보상기), Golden Section Search Method(황금분할

탐색법), Optimal Phase(최적 위상) 

ABSTRACT

The structure of a ship is inevitably subjected to vibrations caused by many excitation sources, 
such as the engine, the propeller, and sea waves. Moreover, the natural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a ship tend to vary owing to the loading and operating conditions. Over recent years, given the 
decreasing weights of hulls and the increasing speeds of engines, the possibility of resonance in 
the structure has increased; this cannot be avoided by changing the structure alone. Hence, a more 
feasible method of counteracting the engine or propeller excitations needs to be developed. In this 
study, a vibration compensator comprising an unbalanced mass and a motor is considered as the 
counteracting actuator. The vibration compensator must be operated with the optimal phase relative 
to the engine or propeller excitations,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disturbance. To this 
end, an algorithm that can effectively and stably determine the optimal phase was developed, 
thus essentially resulting in an intelligent vibration compensator. The control performance of the 
proposed intelligent vibration compensator was verified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The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vibrations caused by harmonic disturbances 
can be suppresse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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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형 상선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화, 경량

화, 고속화로 인해 선체 구조물의 자체 강성은 저하되

고 기진력의 크기는 크게 증가되어 선체 구조물의 진

동 문제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선박의 수송 효율 증가

를 위해 선박의 대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와 함께 선박의 상부 구조물의 높이가 증가하면

서 상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선박의 저주파수의 주요 기진력에 의한 공진 발생 가

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박은 운행 

조건이 다양하고 구조 변화로 인해 구조물 자체 특성

이 변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 진동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건조 후에 발생하는 진

동 문제를 별다른 선박 구조 변경 없이 해결하는 방법

에는 대표적으로 부가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통적인 부가 장치로는 동조질량감쇠기(tuned 

mass damper, TMD)가 있다. 제어하고자 하는 구조물

의 고유진동수와 일치시켜 진동을 저감하는 장치이다. 
고유진동수에서의 진폭은 줄어들지만 주변 다른 주파

수 성분이 가진 되며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외부환

경에 의해 변할 경우 제어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능동질량감쇠기(active mass 
damper, AMD)가 있는데 질량을 능동적으로 움직여 

관성력으로 진동을 억제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TMD와 

AMD 모두 선박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진동 억제를 

위해선 큰 이동 질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불평형 질량을 모터로 회

전시켜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보상기(vibration 
compensator, VC)를 고려하였다. VC의 장점은 액추

에이터의 크기와 중량이 크지 않으면서도 큰 힘을 만

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오직 한 개의 가진

주파수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엔진

의 기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물의 공진은 특정

주파수에서만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VC를 해당 주파

수에서 운영하면 진동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VC는 

불평형 질량의 회전으로 인한 원심력으로 힘을 발생

시키는 일종의 가진기이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속도에 

맞추어 VC를 운영한다고 해도 위상차 보정이 잘못되

면 오히려 구조물의 진동을 크게 만들 수 있다. 따라

서 VC를 사용해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외부 조화 

기진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 기진력에 대해 최적

의 위상차를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전의 연구(1~4) 
에서 이미 선박 진동 저감을 위한 VC의 사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전 연구(1~3)에서 최적 위상 

분석을 위해 수정된 secant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황금분할탐색법(golden section search 
method, GSSM)을 제안하였고, 이전연구에서 사용된 

secant 방법보다 더 나은 수렴성을 가짐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GSSM을 이론 모델에 적용해 수치적으로 

효과성을 검증한 후 실험 장치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위상차를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실험 결과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진동보상기의 최

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이 실제 구조물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진동

보상기는 실시간으로 최적의 위상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어 지능형 진동보상

기의 구현이 가능해졌다. 

2. 동적 모델

Fig. 1과 같이 회전하는 불평형 질량, m0가 부착된 

1자유도 진동계를 고려해보자. 기반이 운동하는 경우

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umx cx kx cy ky F+ + = + +   (1)

여기서 m, c, k는 각각 질량, 댐핑 계수, 스프링 상수를 

나타내며, x는 질량 m의 변위, y는 기반의 변위를 나타

낸다. Fu는 불평형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힘을 나타낸다.
조화가진이 되는 경우에 이를 상쇄시키는 VC의 운

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반의 변위 y가 다음과 같이 

단일 가진 주파수를 가지는 조화교란이라고 가정한다. 

Fig. 1 Single-degree-of-freedom model with a vibration 
compens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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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y Y tω= (2)

여기서 Y는 기반의 진동 진폭을 나타내며, ω는 기반

의 진동수를 나타낸다. VC의 불평형 질량이 기반의 

가진 진동수 ω와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한다고 하면 

불평형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힘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2
0 sin( )uF m r tω ω φ= +  (3)

여기서 r은 불평형 질량의 회전암의 길이, ω는 불평

형 질량의 회전각속도인데 기반의 가진진동수와 동조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불평형 질량의 힘은 기반의 

조화교란에 대해 임의의 위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상차 φ 를 도입하였다. 식 (2)와 식 (3)을 식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2

2
0

2
2 cos sin sin(

n n

n n

x x x

Y t Y t f t

ζω ω
ζω ω ω ω ω ω φ

+ +

= + + +

 

) (4)

여기서 0, ,n fω ζ 은 식 (5)와 같다.

0, ,
2n

n

uk c Ff
m m mω

ζω = = = (5)

식 (4)으로부터 최적의 위상차 
*φ를 구하면 시스템

의 응답 x가 최소화됨을 알 수 있다. 이론식에 대해서

는 최적의 위상차를 구하는 것이 쉽지만, 실제 구조

물의 경우에는 기진력에 대한 상대적인 위상차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물론 위상차는 0부터 2π 사이

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위상차를 가지고 

시도한 결과를 가지고 최적의 위상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시행 착오에 근거한 탐색 방법

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최적의 

위상을 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전 연구(1~3)에서는 

수정된 secant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최적위상차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으로 황금분할탐색

법, 즉 GSSM을 제안한다.

3.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

이전 연구(1~3)에서 VC의 최적위상차 추적을 위해 고

려한 secant 방법은 함수 f (x)가 존재할 때 두점을 지나

는 할선의 근을 연속적으로 찾아가며 최종적으로 f (x)의 

근을 찾는 방법이다. (x1, f (x1))와 (x2, f (x2))를 지나는 할

선의 근을 x3으로 설정하고 그 후 (x2, f (x2))와 (x3, f (x3))
을 지나는 할선의 근을 x4로 설정한다. 해당과정을 반복

하다 보면 xn은 f (x)의 근에 수렴한다. secant 방법을 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5).

  

1 2
1 1

1 2

2 1 1 2

1 2

( )
( ) ( )

( ) ( )
( ) ( )

n n
n n n

n n

n n n n

n n

x xx x f x
f x f x

x f x x f x
f x f x

− −
− −

− −

− − − −

− −

−= −
−

−=
−

(6)

이 연구에서는 최적의 위상차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

에 x 대신 φ 를 이용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식 (6)을 

수정해 표현할 수 있다.

1 2
1 1

1 2

( )
( ) ( )

n n
n n n

n n

f
f f

φ φ φφ β φ
φ φ

− −
− −

− −

−= −
−

(7)

여기서 β, (0 < β ≤ 1)는 수렴계수로서 안정적으로 최

적위상차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β가 

작을수록 안정적인 수렴이 가능해진다. 성능지표 

( )f φ 는 위상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의 응답의 root 
mean square(RMS) 값으로 설정했는데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 )2

1

1( ) ( )i

N

i
f x

N
φ φ

=
=   (8)

여기서 N은 응답 표본 개수이며, xi는 이산화 된 가속

도 값을 나타낸다. Secant 방법을 VC의 최적위상차를 
계산하는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 )f φ 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VC의 

힘의 크기가 기반 진동 진폭 Y에 의한 기진력과 동일

해야 한다. 즉 m0rω2 = Y인 경우에만 secant방법으로 

최적위상차를 찾을 수 있다. 또한 ( )f φ 는 주기가 2π

인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할선의 근인 nφ 이 0보다 작

으면 2aπ 를 더해주고 nφ 이 2π 보다 크면 2aπ 를 빼 

nφ 을 0부터 2π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 주어야한다. 여
기서 a는 자연수이다. 그래서 secant 방법은 β가 작

고 m0rω2 = Y인 경우에만 최적위상차에 천천히 안정

적으로 수렴가능하다. 특수한 조건에서만 최적위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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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렴하는 것은 결국 secant 방법을 실제 구조물의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황금분할탐

색법인 GSSM을 제안한다.  
GSSM은 위상의 범위를 좁혀 나가며 최적위상차 

*φ에 수렴해가는 방법이다. 별다른 조건을 설정할 필

요가 없으면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먼저 범위를 의미하는 aφ 와 bφ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min max,a bφ φ φ φ= =   (9)

그래서 초기 0aφ = , 2b πφ = 로 설정한다. 이 값들

을 이용해 새로운 위상차 cφ와 dφ를 다음 식을 이용

해 계산한다.

,b a b a
c b d a

φ φ φ φφ φ φ φ
ρ ρ
− −= − = +  

   (10)

여기서    으로 황금분할값을 의미한다. 
그 다음 cφ와 dφ에서의 ( )cf φ 와 ( )df φ 를 구한다. 

( ) ( )c df fφ φ≤ 인 경우에는 
*φ가 [ ],a dφ φ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기에 ,a dφ φ 는 새로운 범위의 최소, 최대값이 

된다. 새로운 범위에서 다시 ,c dφ φ 를 계산하면 기존

의 cφ가 새로운 dφ와 같은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c df fφ φ≥ 인 경우에는 
*φ가 [ ],c bφ φ  사이에 

있기에 ,c bφ φ 가 새로운 최소, 최대값이 된다. 이 경우

에는 기존의 dφ가 새로운 cφ와 같은 값이 된다. 
GSSM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in max

( , ), )
(

(
)

if ( )
, )

if ( )( , )(,
a d d

c b d

c

c

f f
f f

φ
φ

φ
φ φ

φ φ
φ φ
φ

≤
 ≤

=
 

 
(11)

이 값을 다시 식 (10)에 대입해 범위를 줄여가면서 

,c dφ φ의 간격이 매우 작아지거나 설정한 반복횟수만

큼 반복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둘의 중앙값을 최적위

상차로 산정한다. GSSM을 사용한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은 Fig. 2와 같다. 
Secant 방법과 GSSM을 1자유도 운동방정식, 식 (4)

에 적용하면 반복횟수에 따른 최적위상차값이 Fig. 3과 

같이 나타난다. 수렴계수는 0.1로 설정하였고 VC 힘의 

크기는 m0rω2 = 0.7Y으로 설정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GSSM은 10번 정도의 반복 계산 후 최적위상

차에 완전히 수렴하였고 별다른 조건 설정이 필요없이 

다양한 조건에서 일정한 수렴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secant 방법는 안정적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였

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m0rω2 = Y로 설정하

지 않아서 ( )f φ 의 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

한 결과를 보았을 때 조건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

렴하는 GSSM 방법이 VC의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

즘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Fig. 2 Optimal phase searching algorithm

Fig. 3 Comparison of optimal phase search methods



Soo-Min Kim et al. ; Development of Intelligent Vibration Compensator for the Vibration Suppression of Structures Excited...

394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1(4) : 390~397, 2021

4. 실  험

제안한 VC의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의 제어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Fig. 4와 같은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또한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이 적용된 VC를 지능형 

진동보상기(intelligent vibration compensator, IVC) 라

고 이름 지었다. 2층 빌딩형 구조물의 하단에는 기진력

을 발생시키는 서보모터를, 상단에는 IVC의 역할을 

담당할 서보모터를 설치하였다. 두 모터는 모두 동일

한 AC 서보모터(Mitsubishi, HG-KR23)이며 불평형 

질량을 부착해 각각 가진기와 액츄에이터로 사용하였

다. 각 AC 서보모터의 엔코더 신호를 이용해 모터축

의 각도와 각속도를 계측하고 이를 제어에 사용하였

다. IVC 근처에는 구조물의 진동을 계측하기 위한 가

속도계(Jewell, LCA-100, 10 Volts/g)를 부착하였다. 
실험을 위해 제어장치로는 Arduino UNO와 dSPACE

사의 MicroLabBox 1202가 사용되었고 프로그램은 

Arduino의 Sketch 소프트웨어, Simulink, ControlDesk
가 사용되었다. IVC의 신호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 5와 같다. Arduino UNO에는 Arduino sketch 프로

그램으로 작성한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이 탑재되었

다. 알고리즘이 비교적 간단하고 Simulink에서는 조건

문 생성이 어려워 Arduino UNO를 사용해 간단한 제

어 환경을 구축했다. Arduino UNO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c dφ φ 가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MicroLabBox 
1202에 입력되고 실제 IVC가 해당 위상차대로 위상을 

유지하면서 가진 모터와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하도록 

제어되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제어 알고리즘은 Simulink 
프로그램으로 작성했고, 프로그램과 실제 모터 및 센서

들을 연결하기 위해 MicroLabBox 1202 장치를 사용

했다. Simulink로 구현한 제어 알고리즘은 Fig. 6과 같

다. 두 모터 사이의 위상차를 계산하기 위해 각 모터의 

엔코더 Z상 신호를 이용하였다. 두 신호의 시간차를 구

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해 계산하고 그 값에 입력 각속

도를 곱해 두 모터의 위상차를 산출했다. 여기서 입력 

각속도는 가진모터에 바로 입력되기 때문에 결국 가진

모터의 각속도를 사용했다. PID 제어기에 앞에서 계산

된 두 모터의 위상차와 Arduino UNO에서부터 입력된 

,c dφ φ 의 차이를 입력하고, 출력값에 입력 각속도를 더

해 IVC에 입력하면 IVC는 입력 각속도에서 상황에 따

라 조금씩 각속도를 변화시키며 가진 모터에 대해 

,c dφ φ 의 위상차를 유지하도록 제어된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가속도계에서 일정시간 동안의 신호를 받아

Fig. 5 Device connection diagram for IVC experiment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IVC Fig. 6 Simulink block diagram for IVC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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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uino UNO에 RMS값을 계산하여 보내준다. Arduino 
UNO는 각각의 값을 비교하여 새로운 범위를 지정하고 

새로운 ,c dφ φ 를 다시 IVC에 입력한다. 이 과정은 정해

진 횟수 또는 ,c dφ φ 의 간격이 매우 작아질 때까지 반복

된다. 각속도, 엔코더 신호, 가속도 신호, PID 입출력값 

등 MicroLabBox 1202의 입출력 신호는 ControlDesk를 

통해 모니터링 하였다.
Fig. 4의 빌딩형 구조물의 1차 및 2차 고유진동수

는 3.2 Hz, 9.4 Hz이다. 확실한 성능 비교를 위해 가

진모터의 회전속도를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로 설정하

여 공진 되도록 했다. Fig. 7은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

리즘의 반복에 따라 계산된 ,c dφ φ 의 중앙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1차 고유진동수인 3.2 Hz에서 최적위상

차 
*φ는 3.21 rad으로 수렴하였으며 6번째 과정부터

는 눈에 띄게 구조물의 진동이 제어되었다. 2차 고유

진동수 9.4 Hz에서는 6.26 rad으로 수렴하였고 동일

하게 6번째 과정부터 눈에 띄게 제어되는 모습을 보

였다. 1차 및 2차 고유진동모드에서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 반복에 따른 가속도 신호의 RMS값은 Fig. 8과 

같다. 한번의 반복 마다 2개의 RMS값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한번의 반복 과정에서 ,c dφ φ  두 위상에 대해 

실험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실험과 가속도 신호의 

RMS 값 계산을 위해 하나의 위상에 대해 1분동안 

실험이 진행되어 한번의 반복 과정은 총 2분이 소요

되었다.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을 반복할수록 두 위상의 

차이가 작아지며 최적위상차에 수렴하게 된다. Fig. 8의 

1차 및 2차 고유진동모드 모두 알고리즘이 반복 진

행됨에 따라 각 위상에 대한 가속도 RMS값의 차이

가 작아지며 최종적으로 최소의 가속도 RMS값에 안

정적으로 수렴하였다. 여러 위상을 탐색하며 최적의 

위상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의 특성상 초반에는 불가

피하게 진동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GSSM을 

사용해 계산하면 IVC로 인한 진동 변화 형태는 최

(a) First mode excitation

(b) Second mode excitation

Fig. 7 Optimal phase vs. iteration number

(a) First mode excitation

(b) Second mode excitation

Fig. 8 RMS of accelerometer signal vs. iter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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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위상차 값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최적위

상차가 0 또는 2π 에 근접하면 Fig. 8(b)와 같이 안정적

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 않은 Fig. 8(a)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첫번째 과정 이후에서 잠시 

진동이 커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오래 유지되지 않으며 빠르게 최적위상차를 향해 수

렴한다. 
1차 고유진동모드 가진 및 2차 고유진동모드 가

진 실험의 가속도 신호 값을 비교한 결과 3.2 Hz
에서 IVC 미작동시 가속도 신호의 크기가 0.128 m/s2

로 측정되었고, IVC가 최적위상차로 작동할 때 

0.008 m/s2로 측정되어 결과적으로 대략 95 % 감소하

였다. 9.4 Hz에서는 가속도 신호 크기가 0.804 m/s2에

서 0.262 m/s2로 대략 70 %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이 실제 구조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IVC가 최적위상차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여 구조물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

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결과를 비교했을 때 

IVC가 1차 고유진동수에서는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

줬지만 2차 고유진동수에서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최적의 힘

을 설정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IVC로 구조물의 

진동을 제어하는데 있어서 기진력에 대한 최적의 위

상뿐 아니라 최적의 힘의 크기도 중요하다. 식 (3)에
서 불평형 질량의 힘의 크기는 m0rω2이다. m0는 모터 

앞 디스크에 부착된 질량으로 고정된 값이다. ω는 가

진모터와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

다. 결국 힘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불평

형 질량의 회전암 길이인 r뿐이다. 실험장치를 구성

하며 회전암의 길이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

작하였기에 r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구조물의 

진동을 가능한 크게 하기 위해 가진모터 불평형 질량

은 3단계에 고정시켜 회전암 길이를 가능한 길게 설

정해주었다. 1차 고유진동수에서는 이론상으로 가진

모터보다 IVC의 힘이 작아야했다. 그래서 실제 IVC
장치에서 2단계에 질량을 고정시켰다. 2차 고유진동

수에서는 이론상으로 가진모터보다 IVC의 힘이 더 커

야 했지만 실제 구조상으로는 더 이상 IVC의 r을 크게 

만들지 못해 가진모터와 동일한 3단계에 질량을 고정

시켰고 결과적으로 IVC의 제어력이 부족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9.4 Hz에서의 성능이 3.2 Hz 에서

의 성능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고 판단되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조화기진력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

물의 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진동보상기인 

intelligent vibration compensator를 개발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IVC의 최적위상차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에 대

해 연구하고 실제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해 

IVC의 제어성능을 검증하였다.
수치계산을 통해 이 연구에서 최적위상차 탐색 

알고리즘으로 제안한 GSSM이 기존에 사용하였던 

secant 방법보다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실제 알

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층 빌딩형 구조

물에 조화기진력을 발생시키는 가진모터와 IVC를 

설치하여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구조물의 고유진

동수와 가진모터의 각속도를 일치시켜 구조물이 

공진하도록 하였고 IVC의 미작동시 및 작동시의 

가속도 신호를 비교하여 IVC의 제어성능을 평가했

다. 가속도 신호 값을 비교한 결과 1차 고유진동수

인 3.2 Hz 및 2차 고유진동수 9.4 Hz에서 모두 가

속도 신호의 RMS값이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여 

제안한 IVC 제어 알고리즘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

다. 1차 모드를 가진하였을 경우 IVC 작동 시 가

속도 신호의 크기가 약 95 % 감소하였으며, 2차 

모드를 가진하였을 경우 IVC 작동 시 가속도 신호 

크기가 약 70 % 감소하여 뛰어난 제어 성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차후 보다 더 나은 성능의 IVC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적위상차뿐만 아니라 최적의 

힘을 찾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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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함정은 보이지 않는 위협세력을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음향센서를 사용한다. 수상함의 경우 음향신호

를 통해 위협대상인 잠수함을 탐지하고 또한 잠수함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 자체소음을 최소화해야만 하고 자

신의 소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자체소음 절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잠수함 또한 수상함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서 자체소음을 최소화해야만 하고 수상 또는 

수중에 있는 적함을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나체계를 이용한 음향신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수상함의 자체소음 감시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상

함의 자체소음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

로는 영국해군이 최근 건조중인 Type 26 호위함이 

있다. 브뤼알-케아(Brueal & Kjaer)(1)사는 Type 26 
호위함의 대잠전 전투력 및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해 

자사 자체소음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선체에 부착된 여러 개의 가속

도 센서와 하이드로폰을 가지고 자체소음을 모니터

링 하는 방식이지만 정확한 상태감시 로직에 대해서

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간에서도 상업용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수중방사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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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가속도 신호를 이용한 추진기 소음 및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 모니터링 연구
Study for Monitoring of the Sound Pressure Level and Cavitation Inception Speed 

of the Propeller Using the Acceleration Signal on the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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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Acceleration Signal on the Hull(선체 가속도 신호), Propeller Sound(프로펠러 소음), Cavitation 
Inception Speed(캐비테이션 발생 속도) 

ABSTRACT

Underwater radiated noise is considerably important for naval vessels to detect enemy ships 
and also to prevent detection by them. Therefore, underwater noise must be maintained below 
the preliminary specified level during the design stage. However, underwater radiated noise can 
vary depending on the various sea and ship conditions. As the sound of propeller cavitation is 
one of the most dominant sounds, it needs to be monitored via a real-time underwater radiated 
sound monitoring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a detection algorithm for propeller sound and 
cavitation inception speed considering acceleration on the hull adjacent to the 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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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suppression of underwater noise induced by 
cavitation)이나 AQUO(achieve quieter oceans)와 같

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Turkmen 등(2)은 프로펠러 상부 선체 외부

면에 설치한 압력센서 및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프

로펠러 공동현상에 의한 소음과 선체진동에 의한 구

조소음의 수중방사소음에 대한 기여도를 조사했다. 
Han 등(3)은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에 의한 변동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선체 진동 정보를 이용하여 캐비테이션 

발생을 DEMON(detection of envelop modulation on 
noise) 스펙트럼의 신호처리를 통해 정량화 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최신의 연구동향은 캐비테이션 발생 시 

음향신호뿐만 아니라 캐비테이션에 의한 변동압력으

로 발생하는 프로펠러 직상부 선체의 진동신호를 이

용하여 프로펠러 소음을 모니터링 하는 기술들이 개

발되고 있다(4,5).
이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발생 시 추진기 프로펠

러의 방사소음과 선체진동간의 전달함수를 실험을 통

해 도출하고 선체진동 신호분석을 통해 추진기 소음 

및 캐비테이션 발생속도를 모니터링하는 효과적인 알

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2. 프로펠러 소음과 선체진동

캐비테이션이 발생되면 함정에서 발생하는 수중방

사소음은 프로펠러소음이 지배적이 된다. 이때 프로

펠러 직상부 선체의 진동은 추진기의 변동압력으로 

야기된 것으로 프로펠러의 방사소음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므로 실험을 통해 이들 소음과 진동 간 전달함수

를 알면 프로펠러의 방사소음을 정의할 수 있다.

    [dB re 10-5m/s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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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ME(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는 상선에 대해 캐비테이션이 발생한 추진

기에 의한 선체 표면의 추진기 소음과 추진기 직상단

의 진동가속도 사이의 전달함수에 대해 식 (1) ~ (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6). 여기서  는 프로펠러 상부 

선체 가속도레벨,  는 가속도계 부착 선체 외부에서

의 음압레벨, 는 선체가속도 레벨과 음압 레벨의 

차이, 는 프로펠러 중심에서 3 ft 떨어져 있는 지점

에서의 팁볼텍스 캐비테이션 소음, 는 프로펠러 중

심에서 3 ft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의 시트 캐비테이션 

소음, 는 프로펠러 블레이드 수, 는 프로펠러 

rpm, D는 프로펠러 직경(ft), 은 프로펠러 팁 끝과 

선체간 거리(ft), , 는 보정계수, 는 캐비테이

션 발생속도, 는 함 운항속도이며, 은 최대소음

을 가지는 주파수(Hz)로 참고문헌(6)의 Fig. 6-1에

서 를 가지고 찾을 수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식 (1) ~ (7)의 프로펠러 소음은 

함정에 적용 시 계측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5), 상선을 기반으로 SNAME가 제시한  

Fig. 1 Transfer function between acceleration and 
sound of the hull(The line of “Estimated by 
SNAME(t = 0.5 inch)” is quoted from Fig. 6.3 
of referenc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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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가속도 레벨과 음압레벨 간의 관계인 는 

Fig. 1과 같이 실제 함정의 시험계측 값과 차이가 큼

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별도의 상선에 대해 

SNAME가 제시한 선체진동과 프로펠러 소음간의 전

달함수를 검증할 수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함정의 

함미 선체구조와 상선의 구조가 매우 다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차이는 상선과 함정의 함미 선체구조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함정의 

경우 선체진동과 프로펠러 소음간의 전달함수를 별도

로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에서 함정의 실험결과로 얻어진 선체가속도레

벨과 선체외판에서의 소음간 전달함수는 캐비테이션 

전(N-9 ~ N-1 knots), 후(N ~ N+3 knots)에 따라 달라

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캐비테이션 발

생 속도는 N knots 이다. 캐비테이션 발생 전의 경우 

계측한 수중방사소음에 대한 프로펠러의 소음의 영향

도가 지배적이지 않으므로 프로펠러 소음은 계측한 수

중방사소음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캐비테이

션 발생 전 계측된 소음은 프로펠러 회전, 추력에 의한 

선체진동의 영향뿐만 아니라 선체저항에 의한 유동소

음 등이 포함된 소음으로 예측된다. 즉, 캐비테이션 전 

선체진동과 수중소음간의 전달함수는 가진 소스가 프

로펠러 회전, 추력에 의한 선체진동에 의한 방사소음과 

선체저항에 의한 유체력 등의 유동소음이 주 가진 요소

이며, 캐비테이션 후의 경우는 가진 소스가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소음이 주 가진 요소이므로 캐비테이션 전, 
후 수중소음과 선체진동간의 전달함수는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캐비테이션 전후 프

로펠러 소음과 선체진동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은 제한

된 계측 결과로부터 추정된 결과이므로 보다 많은 함정

에 대한 계측 분석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캐비테이션 발생 모니터링은 

캐비테이션 발생 후의 소음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Fig. 1에서 캐비테이션 발생 후 선체진동가속

도-소음간의 전달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의 정의

3.1 최소탐지가능 음압

소나식으로부터 음원에 대한 음향투과손실은 식 (8)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

  log      (8)

여기서 TL은 음향투과손실(dB), SL은 음향소스레벨

(dB), NL은 주변소음레벨(dB), AG는 소나의 배열이

득(dB), DT는 탐지경계레벨(dB), Add는 추가음향손

실레벨(dB), r은 음원과 소나간 거리(m)이다.
잠수함이 수동소나(TASS 기준)를 이용해서 수상

함을 탐지하는 최소거리를 “A” km라고 정의하면 이 

최소거리에서 탐지대상인 수상함의 방사소음레벨이 

AG, DT 및 Add를 고려한 주변 소음보다 작게 될 경

우 탐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음원으로부터 근

접한 거리에서 계측하는 수중방사소음 시운전 시험결

과로부터 캐비테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될지라도 소

나를 이용한 탐지 최소거리에서 음압수준이 AG, DT 
및 Add를 고려한 주변 소음보다 작게 될 경우 적함으

로부터 탐지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배경소음의 경우 해안과의 거리 및 수심에 따라 다

르며 연안해와 동해중간해역의 경우 Fig. 2와 같다. 
해양에서의 배경소음은 식 (9)와 같이 해상상태(sea 
state)에 따라 계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Fig. 2에 

해상상태 1,2(ss=1,2)에 대해 식 (9)를 가지고 계산한 

배경소음을 추가로 도시해 놓았다.

    log log (9)

여기서 NL은 배경소음(noise level, dB), ss는 해상상태

(ss = 1,2,3....9), f 는 옥타브밴드 중심 주파수(Hz)이다.
이 절에서는 소나의 최소탐지거리에서 최소탐지가

능 음압을 산출하기 위한 배경소음은 식 (9)로 가정하

였다. 또한 소나의 어레이게인(AG)의 경우 조사한 

참고문헌(7)을 바탕으로 12 dB로 가정하고 탐지경계

Fig. 2 Background noise of the ocean



Hyungsuk Han et al. ; Study for Monitoring of the Sound Pressure Level and Cavitation Inception Speed of the Propeller...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1(4) : 398~407, 2021
┃

401

레벨은 –6 dB로 가정한 후 1 km ~ 5 km에서 탐지 가

능한 최소소음을 산출해 보았다. 정확한 최소탐지음

압 산출을 위해서는 위험세력인 적군 잠수함 등에 사

용되는 소나체계의 어레이게인 및 탐지경계레벨을 정

확히 반영해야하나, 이 연구에서는 군사보안상의 이

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료(참고문헌(7))를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Fig. 3은 해상상태(ss)가 1, 2일 때 배경소음 기준으

로 1 km ~ 5 km에서 탐지될 수 있는 프로펠러 팁으로

부터 3 ft(1 m) 거리에서의 최소 음압레벨이다. 
SNAME는 프로펠러에서 3 ft 떨어져 있는 지점에

서의 소음과 프로펠러 팁으로부터 거리에 있는 선

체 외판에서의 소음간의 관계를 2절의 식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연구에

서는 식 (2)의 적용 시 프로펠러 소음과 프로펠러 직

상부 선체진동 간 전달함수에 대해 SNAME의 제시

값을 따르지 않고 Fig. 1의 특정 함정에 대한 실험 결

과를 반영하였다.

(a) ss = 1

(b) ss = 2

Fig. 3 Minimum sound pressure at 1m apart from the
propeller tip to be detected by sonar system 
located at 1 km ~ 5 km apart from target source 
when the sea state is 1 and 2 

식 (2)를 이용하여 Fig. 3의 음압을 선체외판에서의 

음압으로 변환하면 Fig.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
라서 캐비테이션 발생 후 소음-진동 전달함수를 가지

고 최소탐지 소음에 대한 진동 기준은 Fig. 5와 같이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으로부터 함이 탐지되고 나면 탐지

된 함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 DEMON 분석을 수행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DEMON 분석은 3 kHz ~ 10 kHz 
음향신호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 대역에서

의 소음이 계측한 지점에서의 배경소음 대비 충분히 

낮아 식별되지 않는 수준일 경우 음원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계측된 진동 overall 레벨이 Fig. 5

의 최소진동 레벨에 대한 3 kHz ~ 10 kHz 대역의 

overall 진동레벨값 이상일 경우 위험세력의 소나체계

로부터 자함의 음원에 대한 DEMON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최소탐지거리를 얼마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탐지가능 음압 및 이에 대한

(a) ss = 1

(b) ss = 2

Fig. 4 Minimum sound pressure of the propeller at the water 
adjacent to the accelerometer installing hull to be 
detected by sonar system located at 1 km~ 5 km apart 
from target source when the sea state i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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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 = 1

(b) ss = 2

Fig. 5 Minimum acceleration level on the hull to be
detected by sonar system located at 1 km ~ 5 km 
apart from target source when the sea state is 1 and 2

선체진동 레벨을 달리 정의할 수 있다. 
이 절에서와 같이 최소탐지음압레벨 및 이에 상응

하는 선체진동레벨은 적함의 소나체계의 정의에 따른 

탐지경계레벨과 어레이게인의 값, 배경소음 및 위험

세력의 작전 개념에서 자함을 탐지하는 최소탐지거리

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만약 배경소음을 “ss = 1”일 때로 두고 어레이게인

및 탐지경계레벨을 참고문헌과 동일하게 각각 12 dB 
및 –6 dB로 두고, 적함의 최소탐지거리를 2 km 로 가

정하면 Fig. 6과 같이 최소탐지가능한 선체진동 레벨

은 약 77.7 dB이며, 이때의 함속은 “N ~ N+3” knots 
임을 알 수 있었다. 

3.2 DEMON 분석

현재 수중방사소음 계측 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

는 경우를 음향학적 캐비테이션 발생속도로 정의하고 

있다.
a. 1 knot 증가 시 소음이 2 dB 이상 증가할 경우 

b. DEMON 스펙트럼에서 프로펠러의 회전주파수 

Fig. 6 CIS estimation from acceleration on the hull 
above propeller(ss=1)

또는 블레이드 통과 주파수 성분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캐비테이션 창설치 후 관측을 통해 시각적 캐

비테이션 발생속도를 정의하고 있다. 현재 조함기준

에서는 시각적 캐비테이션을 캐비테이션 발생속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음향학적 캐비테이션이 함 작전수행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중방사소음 관점

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모니터링 

하고자하는 캐비테이션 발생속도는 음향학적 캐비테

이션 발생속도이며 시각적 캐비테이션에 대해서는 별

도로 다루지는 않는다.
캐비테이션 발생은 통상적으로 일정속도 이상에서 

프로펠러 블레이드 하나에서 시작되어 캐비테이션이 

성장하면 모든 블레이드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고주파 광대역 소음 신호는 축회전수 

또는 블레이드 통과주파수에 변조되어 나타나게 된

다. 이러한 소음 신호에 대해 복조 기술을 적용하여 

고주파 신호가 회전주파수에 변조되어 발생할 경우 

이를 캐비테이션 발생속도로 판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EMON 분석은 “detection of envelope 

modulation on noise”의 약자로 인베롭(envelope)을 위

한 해석신호(analytic signal)는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인베롭(envelope)은 식 (11)과 같이 식 (10)
의 진폭으로 정의된다(8). 

    (10)

    (11)

여기서 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간신호, 는 

의 힐버트 변환(Hilbert transform) 이며 이는 식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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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Fig. 7은 DEMON 분석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동
조된 신호(raw signal)를 수집한 후 FFT 스펙트럼(fast 
fourier transform spectrum)을 그려보고 이를 통해 적

절한 밴드통과필터를 적용하면 주기적으로 동조되는 

신호가 뚜렷하게 식별되며 이를 가지고 인베롭 신호를 

찾아낸 뒤 이에 대한 FFT 분석을 수행하여 스펙트럼

을 그리면 DEMON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Fig. 8은 Fig. 8(b)의 신호(2nd signal)가 Fig. 8(a)의 

신호(1st signal)에 동조되어 Fig. 8(c)와 같이 진폭변

조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DEMON 분석 예이

다. Fig. 8(c)의 신호를 힐버트 변환하여 나타내면 Fig.
8(d)와 같으며 이를 가지고 식 (12)를 가지고 해석신

호를 그려보면 Fig. 8(e)와 같이 동조신호인 Fig. 8(a)
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힐버트 변환을 이용하여 

해석신호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동조 신호를 찾아내는 

방법이 DEMON 분석이다.  
따라서 DEMON 분석을 통해 고주파 광대역 소음

이 축회전 주파수 또는 블레이드 통과 주파수에 진폭

변조가 일어났는지 확인을 통해 캐비테이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DEMON 분석을 이용하여 Fig. 6에서 다룬 

함정의 가속도 신호를 가지고 캐비테이션 발생 여부

를 평가하였다. DEMON 분석 시 DEMON 스펙트럼

에서 SR(shaft rate = rpm/60 Hz) 또는 BR(blade rate 
= blade number × rpm/60 Hz)의 피크가 식별되지 않

으면 캐비테이션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Fig. 9는 속도 증가 시 선체부착 가속도 신호에 의

한 DEMON 스펙트럼이다. Fig. 9에서와 같이 함속도

가 “N ” knots 이상일 때 SR과 BR 성분의 피크가 

DEMON 스펙트럼 상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EMON 분석 결과로 보았을 때 

캐비테이션은 “N ” knots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예측

(a) 1st signal(sin(2πf1t))  

(b) 2nd signal(sin(2πf2t))

 
(c) Amplitude modulation signal of (a) and (b) 

(x(t) = sin(2πf1t) × sin(2πf2t)) 

(d) Hilbert transformed signal for “(c)”

 
(e) Enveloped signal

Fig. 8 Procedure for detecting the modulation signal 
using DEMON analysisFig. 7 Schematic diagram of DEM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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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축회전주파수 및 블레이드 통

과주파수에서의 신호는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

으므로 신호의 크기와 평가자에 따라 캐비테이션 발

생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신호 강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지수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DEMON 
스펙트럼의 첨도(kurtosis)를 도입하였다. 

3.3 DEMON 스펙트럼의 첨도

이 절에서는 캐비테이션 발생 정량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DEMON 스펙트럼의 첨도에 대해 기술하고

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첨도(kurtosis)
로 DEMON 스펙트럼에서 회전주파수 및 블레이드 통

과주파수의 신호가 다른 신호에 비해 얼마만큼 크게 

발생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식 (13)은 첨도에 대한 

정의이다.

 








  





   








(13)

여기서 는 DEMON 스펙트럼의 첨도, 는 

DEMON 스펙트럼 각 주파수에서의 크기, s는 각 스

펙트럼 레벨에 대한 표준편차, 는 각 스펙트럼 레벨

에 대한 평균, 은 스펙트럼의 주파수 개수이다. 
만약 DEMON 스펙트럼 내에 아무런 피크가 없다면 

Fig. 9 DEMON Spectra contour according to PCL(power control level) operating at GT(gas turbin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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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레벨의 분포는 완전한 가우시안(gaussian) 분
포를 가지게 되며 첨도는 0이 될 것이다. 

Fig. 10은 특정함정의 개스터빈모드 운전 시 각 

PCL(power control level) 속도에서의 DEMON 스펙

트럼이다. Fig. 10에서처럼 캐비테이션 발생 이후에는 

스펙트럼 내에서 회전주파수 및 블레이드 통과 주파

수에서의 진동 피크의 세기가 점점 커지게 되므로 

DEMON 스펙트럼의 첨도 크기로부터 주요 주파수에

서의 피크가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평가할 수 있다. 
Fig. 11은 Fig. 10의 선체가속도 신호에 대한 

DEMON 스펙트럼의 속도증가에 따른 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에서 첨도는 “N ” knots 이상

에서 급격히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캐비테이

션은 “N ” knots에서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Fig. 11에서 캐비테이션이 발달하여 그 강도

가 커지면 DEMON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피크가 발생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첨도는 작아지게 되므로 캐비테이

션 평가에 있어 첨도의 적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음압레벨이 특정레벨을 초과하게되면 

Fig. 10 DEMON spectrum of acceleration on the hull 
above propeller when the cavitation is incepted

캐비테이션이 완전히 발생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

라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매우 진전되어 첨도가 작아지

더라도 음압레벨 증가로 인한 선체진동 레벨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첨도와 관계없이 캐비테이션이 발생

하는 것으로 예측하도록 알고리즘을 보완하였다.

4. 선체진동신호를 이용한 캐비테이션 

발생속도 모니터링

3장에서 캐비테이션 발생속도는 캐비테이션에 의

한 소음발생 영역인 고주파 광대역 주파수 범위에서

overall 선체진동 레벨이 특정한 값을 초과하면서 선

체진동의 DEMON 분석 결과 DEMON 스펙트럼에

서의 SR과 BR이 검출되고 이들 강도를 첨도로 평가

하여 특정값을 초과할 때로 정의할 수 있었다.  
또한 overall 선체진동 레벨이 캐비테이션이 충분히 

발생했을 때의 레벨보다 커지면 DEMON 스펙트럼의 

첨도, SR과 BR의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캐비테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 평가 순서도를 

Fig. 12와 같이 제안하고 3절에서 다루었던 특정 함정

에 대해 이 순서도에 따라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를 평

Fig. 11 Variation of the Kurtosis of DEMON spectrum 
of the acceleration on the hull above propeller 
for the ship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Fig. 12 Flow chart to defining CIS (La_cav: minimum ac-
celeration level when the cavitation occurs suffi-
ciently, La_min: threshold level of acceleration to 
evaluate cavitation oc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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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ropeller radiated sound pressure level estimated
by hull vibration above the propeller

가해 보았다. Fig. 13은 Fig. 12에 따라 평가한 캐비테

이션 발생 속도이다. 여기서 DEMON 스펙트럼의 

첨도 기준은 8.0, 캐비테이션이 충분히 발생했을 때의 
overall 선체진동 레벨 (a ‐ cav)은 85 dB로 설정하였으

며 캐비테이션 발생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탐지가능 

선체진동 레벨(a ‐ min)은 77.7 dB로 설정하였다.
Fig. 13으로부터 캐비테이션은 “N ” knots에서 발

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실제 이 함정의 수중

방사소음으로 평가한 캐비테이션 발생속도와 유사함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한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 평가 방법의 타당성을 검

증할 수 있었다. 

5. 추진기 프로펠러 소음 추정  

실제 유사함정의 수중방사소음과 프로펠러 직상부 

선체 가속도 신호를 가지고 식 (1)을 이용하여 산출한 

전달함수인 Fig. 1을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 기술하고 있

는 함정의 프로펠러 방사소음을 Fig. 14와 같이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함정의 실선 프로펠러의 소음레

벨의 계측을 수행한 사례가 없으므로 이 값에 대한 정

확도를 검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이

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현재로선 추정된 프로펠러 소음을 입력으로 

함정의 수중방사소음을 예측한 결과와 실선에서 계측한 

수중방사소음을 비교하여 선체 가속도 신호를 이용하여 

추정한 추진기 프로펠러 소음의 정확도를 근사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을 판단되어 향후 수행할 예정이다.

6. 결  론

함정 추진기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지수의 개발

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를 결정하는 정량적 지수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

하였다.

(1) 프로펠러 직상부 선체의 3 kHz ~ 10 kHz overall 
가속도 레벨의 크기

(2) 선체부착 가속도 신호의 DEMON 스펙트럼에서 

SR/BR 및 이들 조화성분의 피크 발생 여부

(3) 선체부착 가속도 신호의 DEMON 스펙트럼의 

첨도 레벨 크기

이들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설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

우 이를 캐비테이션 발생속도로 정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특정함정에 적용해 본 결과 현행 방법인 수

중방사소음으로 정의한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와 유사

Fig. 13 CIS estimated from flow chart in Fig. 12 for the ship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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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가 평가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다만 주변소음, 소나체계의 특성(어레이게인, 최
소경계레벨), 최소탐지거리에 따라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를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 및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펠러 방사소음의 경우 프로펠러 직상부 선체

진동과 프로펠러소음간의 전달함수 계측을 통해 추정

할 수 있었으나 여러 형태의 함정에 대한 시험을 통

해 전달함수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여러 함정의 시험을 통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펠러 추진기 소음 및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의 정

확도를 추가적으로 분석,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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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카메라 시스템기반의 거동 측정 기법은 많은 수의 

물리적 부착 센서를 설치하는 대신 카메라를 사용하

여 구조물의 비디오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질량 부하 

효과 없이 비접촉식 고해상도 측정이 가능하며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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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및 필터 설계를 통한 다양한 조도 조건에서의 

영상 위상기반 2차원 변위 측정 기법
Motion Phase-based 2-Dimensional Displacement Measurements 

under Various Illumination Conditions with Maker and Filter Design

공 예 슬* · Miao Yinan** · 전 준 영** · 박 규 해†

Yeseul Kong*, Yinan Miao*, Jun Young Jeon* and Gyuhae Park† 
(Received May 10, 2021 ; Revised June 15, 2021 ; Accepted July 2, 2021)

Key Words : Gabor Filter(Gabor 필터), Phase-based Optical Flow(위상기반 Optical Flow), Displacement 
Measurement(변위 측정), Artificial Marker(마커)

ABSTRACT

The advanced displacement measurement technique using computer vision has shown several 
advantages, such as a high spatial resolution and no mass loading effect,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ontact-sensing techniques. However, the accuracy and robustness of vision-based techniques are 
subjected to various illumination conditions, including uneven illumination and insufficient lighting. 
This study introduced an accurate displacement measurement technique, with high robustness with 
respect to the illumination changes, that used two complex Gabor filters and a specially designed 
marker with orthogonal features. The parameters of the two complex Gabor filters, including the 
center frequency, bandwidth, and direction, were selected based on the marker size and attitude to 
extract the accurate phase motion information on two directions with dense features. The noise 
caused by insufficient light and/or uneven illumination could also be reduced by emphasizing the 
orthogonal features using the proper filter parameters. Further, motion phase-based optical flow 
was applied to calculate the 2D displacement signal of the marker.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displacement measurement was confirmed by comparing to that by a laser doppler vibrometer(LDV) 
under various lighting conditions. Tracking of multiple markers on a plate was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capability of measuring the out-plane motion using the propos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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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1,2).
카메라 기반 거동 측정 기법은 추적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템플릿 매칭, 특징점 추적, 모양 기반 추

적, 광학 흐름 추정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3).
템플릿 매칭 기법은 프레임 간의 상관 행렬을 계산

하여 템플릿의 움직임을 측정한다(4). 특징점 추적 기

법은 템플릿 내 여러 특징점을 활용하여 추적한다(5,6). 
이러한 기법들의 정확도는 복잡한 배경과 조명으로 

인한 이미지 밝기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대

비 패턴 및 마커는 많은 연구에서 카메라 기반 측정 

기법의 정확도와 강건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었

다.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digital image correlation; 
DIC)은 발전된 템플릿 추적 기술로, 표면의 고대비 

반점 패턴을 사용하여 구조물 전체의 거동을 측정한

다(7). 또한 모양 기반 추적 기법에서는 추적 방법에 

따라 스팟(8), 격자(6), 수직선(9) 등 다양한 형태의 패턴

이 사용된다. 패턴 및 마커의 사용으로 배경의 영향

을 줄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균일하지 않은 조명 조건 

및 저조도 조건은 카메라 기반 거동 측정 기법의 정

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상 기반 모션 추정 기법은 이미지 강도 기반 기법

에 비해 조명 변화에 강건하다. 위상은 일반적으로 

steerable 필터 또는 Gabor 필터를 적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 Gautama 등은(10) Gabor 필터 뱅크를 사용하

여 픽셀 속도 추정 기법인 위상 기반 optical flow 
(phase-based optical flow; POF)기법을 개발하였다. 11
개의 Gabor 필터는 각각 다른 공간 주파수 대역과 방향

을 갖고 국소 위상 영역을 생성한다. Gabor 필터는 

steerable 필터에 비해 공간 주파수 중심점, 폭, 방향 등 

필터 파라미터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11). POF 기반 변위 신호 측정 기법은 모드 해석 및 

결함탐지에 적용할 수 있지만, 불균일한 조명 조건, 복
잡한 배경 등의 위상 속도를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비선형 위상 영역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10).
이 연구에서는 마커와 최적 설계된 Gabor 필터를 

적용한 POF 기법을 기반으로 불균일한 조명 조건 및 

저조도 환경에서도 정확한 변위 측정 기법을 제안한다. 
마커는 교차 선의 형태로 구성되어 제안 기법의 정확

도 개선 효과와 동시에 x, y 2차원 변위 측정이 가능하

다. 기법 검증을 위해 빔 형태의 구조물에서 LDV 및 

카메라를 통해 변위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불균일한 조

명 조건 및 저조도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서브-픽
셀 단위의 미소 변위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 마커 영상 위상 기반 구조물 변위 측정 기법

2.1 Gabor 필터 및 영상 위상

대상의 국소 거동은 Gabor 필터를 이용하여 대상 

이미지를 필터링함으로써 획득한 국소 위상에서 측

정할 수 있다. 공간 영역상 Gabor 필터는 2차원 sine 
파와 Gaussian envelope로 구성된다(식 (1)).

여기서 ()는 중심 공간 주파수, ()는 각

각 2D Gaussian envelope의 각도 방향과 반지름 방

향 표준편차, K는 Gaussian envelope의 크기 상수이

다. Gabor 필터의 방향 는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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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I를 Gabor 필터 G와 컨볼루션 연산한 결과

에서(식 (3)), 위상를 도출할 수 있다(식 (4)). 

G ⊗I  Arexy jAimxy (3)

xy  arctanArexy

Aimxy
 (4)

Fig. 1은    Gabor 필터를 이용하여 서

로 다른 각도의 두 개의 직선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의 Gabor 필터를 

이용하였을 때, 기울어진 직선의 형태는 약화되고 

수직선의 형태 및 위상 정보만이 도드라지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 Gabor 필터를 

이용할 경우, 기울어진 직선의 형태 및 위상 정보만

이 도드라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방향 의 Gabor 필터는 필터 방향에 수직하는 성분

의 선형 위상 정보를 생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Gabor 필터를 이용하여 2차

원 변위를 측정하였다.
공간 영역상의 컨볼루션 연산은 공간 주파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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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곱연산과 같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공간 주파수 영역상 필터링을 수행하였

다. 공간 주파수 영역상 Gabor 필터는 식 (5)와 같다.

  exp cos

 sin


 sin

 cos


(5)

여기서 는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의 각도 및 

반지름 방향 표준 편차이며, 식 (1)에서 공간 영역상 

Gaussian envelope와의 관계는 식 (6)과 같다.

 


(6)

Fig. 1 Construction of complex Gabor filter for local 
phase generation

식 (1)과 식 (5)에서의 필터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통해 POF 기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12). 이 연

구에서는 마커를 디자인하고, 해당 마커에 최적화된 

Gabor 필터를 설계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강건성으

로 변위 신호를 측정하였다.

2.2 마커 및 필터 파라미터 설정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수직선으로 구성된 고대비 

마커를 사용하였다. 두 선은 중앙에서 교차하고, 각 

선의 두께는 전체 마커 크기의 8분의 1에 해당한다 

(Fig. 2). Gabor 필터의 방향은 영상에 촬영된 마커 

내 두 개의 선에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설정한다.
Fig. 3에서 상단의   인 Gabor 필터의 파라미터

는 다음과 같다:   ,   ,     , 
    . 하단의   인 Gabor 필     

터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   ,
    ,     .

Fig. 2 Marker design of proposed technique

Fig. 3 Local phase generation of marker on the structures using two complex Gabor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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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모든 프레임의 마커 영역에 대해 두 개의 

Gabor 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한 후, 식 (4)에 따라 위

상 영역을 도출하면 두 개의 위상 영역 영상, 

를 얻을 수 있다. 각 위상 영역 영상은 거동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Phase-based optical flow(POF) 기법은 

프레임 t에 따른 위상 윤곽을 추적한다).

   (7)

식 (7)에서 는 상수이며, 미분 후 특정 방향의 속

도(, component velocity)는 전체 속도를 위상 그래

디언트의 방향으로 사영하여 구할 수 있다(식 (8)). 

  
 ∥∥


 



 
 

 cos


 






(8)

여기서   는   방향에 대한 속도 (full velocity), 
 는   방향에 대한 위상 그래디언트(phase 
gradient), 는 위상 그래디언트와 속도 사이의 각도이며 

는 기준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간의 위상 차를 나타낸

다. 
 는 위상 그래디언트 방향의 정규화 벡터이다(10).

변위는 속도에 두 프레임 간의 샘플링 간격을 곱하

여 추정하였고(13)(식 (9)), 이후 2차원 변위로 변환하

였다.

    (9)

이 연구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위상 영역을 생성하기 

위해 Gabor 필터를 최적화하였다. 주요 파라미터 설정

은 다음과 같다. 중심 공간 주파수의 크기는 식 (10)과 

같이 공간 영역상 Gabor 필터 내 sine 함수의 주기와 

같게 설정하며 필터 응답이 최대값이 되도록 설정하

였다. 


 

   (10)

Gaussian envelope의표준편차인  과 

는 식 (11)과 같이 필터의 공간 영역상 약 95 %, 
가 전체 마커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11)

Fig. 4는 Fig. 3과 동일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최

적화된 파라미터의 Gabor 필터를 사용한 결과이

다. 최적화된 필터가 마커 전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며 보다 안정적인 위상 영역을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마커 기반 2차원 변위 측정 기

법의 과정을 요약하면 Fig. 5와 같다.

3. 실험적 검증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의 검증을 위해 구조물에 마

커를 부착 후, 저조도 및 불균일 조도 조건에서 0.1 픽셀 

이하의 구조물 거동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 때, 서로 다른 

Fig. 4 Construction of complex Gabor filter for local phas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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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의 필터를 사용하여 제안된 필터 설계 방식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평판을 대상으로 2차원 변위 측정 실험을 

수행, 작동 모드 형상을 도출하였다.

3.1 변위 측정 기법의 성능 검증

(1) 실험 셋업

실험에 사용된 건물 형태의 5층 구조물은 300 mm 
× 300 mm × 980 mm 크기이며, 24개의 철제 커

넥터, 6개의 20 mm 두께 알루미늄 플레이트와 20개

의 10 mm 두께 알루미늄 빔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조물은 선형 샤프트 레일 위에 위치하여 free-free 
상태의 면내(in-plane) 움직임을 갖도록 제한하

였다.
Shaker(VTS-VG-100)와 구조물은 2개의 제진 테

이블에 분리되어 설치되었으며, 최하단 플레이트와 

연결된 stinger를 통해 sine 파 신호 형태로 인가하

였다(Fig. 6(a)).

구조물 하단 빔에 마커를 부착하고 해당 빔만

을 부분적으로 촬영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해당 

에지에 laser doppler vibrometer(LDV)를 설치하

고 동시에 변위 신호를 측정하였다(Fig. 6(b). 카메

라를(BFS-U3-17S7M) 사용하여 400 × 400 해상

도, 196 프레임/초(FPS) 속도로 1 m 거리에서 촬

영하였으며, LED 장치를 이용하여 조명 조건의 

변화를 주었다. 촬영 영상의 픽셀-mm 간 변환 계

수는 0.3704 mm/pixel이다.

Fig. 5 Working flow of marker-based displacement 
measurement using complex Gabor filter and
phase-base optical flow

(a) 5-story structure and shaker

(b) The position of marker and LDV measurement point

Fig. 6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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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도 조건별 변위 측정 결과

2장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마커의 형태에 적합

하도록 최적 설계된 필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변

위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 가지 조도 조건별

로 제안한 기법이 측정 가능한 변위 민감도를 산

출하였다.

① 이상적인 조도 조건

Fig. 7은 약 300 lux(1 m 거리서 60 W의 전구의 밝기) 

밝기로 촬영된 구조물 및 마커의 프레임 이미지 및 진

동 변위 측정 결과 이다. 0.01 픽셀 이하의 구조물 변위

를 LDV와 유사한 높은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진력을 0.03 V로 낮추었을 때, LDV의 측

정 결과 또한 낮은 신호 대 잡음비(SNR)를 보이는 

0.005 픽셀 이하의 미소 거동임에도 카메라 측정 결과

가 LDV 측정결과와 유사하였으며, 현재 실험 조건에서 

최대 변위 측정 민감도는 0.005 pixel, 1.8 ㎛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저조도 조건

Fig. 8은 약 10 lux(1 m 거리에서의 5 W의 전구의 

밝기) 밝기로 촬영된 프레임 이미지 및 진동 변위 

측정결과이다.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저조

도 조 건임에도 0.1 픽셀 이하의 변위를 LDV와 유

사한 높은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최대 

0.02 픽셀(7.4 ㎛) 이하의 변위의 sine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Displacement measurement comparison of LDV 
and Camera in ideal light condition, (a) a captured
frame image of marker, (b) result of excitation 
voltage, 0.1 V, (c) 0.05 V, (d) 0.03 V

Fig. 8 Results comparison in low light condition and 
different excita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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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균일한 조도 조건

Fig. 9는 조명과 구조물 사이의 장애물로 인해 마커

의 상당 부분에 그림자로 가려진 상황에서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한 결과이다. 0.02 픽셀(7.4 ㎛) 이하의 변

위도 LDV와 유사한 높은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필터 파라미터별 변위 측정 결과

이 절에서는 가진 크기를 0.1 V로 고정한 후, 저조

도 조건과 불균일한 조도 조건에서 제안하는 최적 필

터 파라미터(Fig. 9) 외에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하였

을 때 변위 측정 결과를 LDV와 비교하였다(Fig. 10).
Table 1은 3.1절 (2), (3)의 실험에서 사용한 3개의 

필터의 파라미터이다. 3개의 필터는 동일한 방향이지

만 각각 서로 다른 중심 공간주파수와 Gaussian 표준 

편차로 구성되었다.
Fig. 8의 (b)와 Fig. 9의 (b)에서 마커 형태에 최적화

된 파라미터의 필터를 이용할 경우, 저조도 조건 및 불

균일한 조도 조건에도 불구하고 LDV와 유사한 정확도

Table 1 Parameters of filters in the experiments

Parameters Optimal filter Filter 1 Filter 2

Center frequency
(

  
 ) 1/7 1/5 1/14

Standard deviations in 
the spatial domain

( )
5.43 3.88 10.87

Standard deviations in 
the frequency domain

( )
0.0293 0.041 0.0146

Fig. 9 Results comparison in uneven light condition and different excitation power: (a-c) shadowed in right 
side of maker, (d-f) shadowed in lef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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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LDV와

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 값은 각각 0.0256, 
0.014이다(Table 2). 

반면, 동일한 방향의 필터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필터 1과 필터 2의 측정 결과는 최적 설계된 필

터에 비해 약 1.8배에서 2.2배의 RMSE 값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측정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 Table 2). 

3.2 평판 변위 측정 실험

(1) 실험 셋업

실험에 사용된 알루미늄 평판은 400 mm × 300 mm ×
2 mm 크기이며 구조물 앞면에 총 30개의 마커를 부착하

고 이면에 가속도계 1개를 부착하였다. 구조물 한쪽 끝단

을 고정한 후 Impact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카메라(NX-8)
를 이용하여 512 FPS 속도로 촬영되었다(Fig. 11). 

(2) 출력 의존 모드 해석 결과

Fig. 5의 과정에 따라 총 30개의 마커의 x, y 방향 

변위 측정을 수행하였다. 진동 응답만을 사용하여 모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output-only modal analysis), 
1차 ~ 5차 고유 진동수 및 operational deflection shape을 

Fig. 11 Experimental set-up for two-dimensional 
displacement measurements

Fig. 10 Displacement measurement results using improper filter parameters

Table 2 RMSE value between results of camera and 
LDV under different illumination conditions 
with different filter parameters

Illumination condition Optimal filter Filter 1 Filter 2

Low light 0.0256 0.0485 0.0516

Uneven light 0.014 0.03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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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al frequencies comparison between analysis
and experiments

Mode
Modal frequency(Hz)

FEM Accelerometer Camera

1 13.1 12.0 12.0

2 36.5 34.6 34.6

3 80.9 75.8 75.8

4 128 123 123

5 138 135 135

도출하였다. 
Table 3은 FEM 해석 및 가속도계 및 카메라를 통

한 실험 결과에서 각각 1차 ~ 5차 고유진동수를 비교

한 결과이다. Fig. 12는 각 고유진동수에 대한 카메라 

측정 결과 및 FEM 해석 결과의 모드 형상 비교 그림

이다. 그림으로부터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2차원 변위를 측정하고, 평판의 모드 해석을 수

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변위 측정에 최적화된 마커 

및 Gabor 필터 설계를 통해 저조도 및 불균일한 조명 

Fig. 12 Mode shape comparison of FEM analysis end experimental results using camera and propos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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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도 높은 정확도로 측정 가능한 영상 위상 기반 

2차원 변위 측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마커 내 2개의 

수직선에 최적 설계된 Gabor 필터를 사용하여 알고리

즘 처리 효율 증가와 함께 조도 조건 변화에 따른 알

고리즘 강건성 및 정확도를 크게 개선하였다.
LDV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이상적인 조도 

조건에서는 최대 0.005 픽셀(1.8 ㎛) 이하의 미소 거

동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기존의 영상 처리 기법에서 

측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저조도 및 불균일한 조명 

조건에도 최대 0.02 픽셀(7.4 ㎛)의 미소 거동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평판 구조물의 2차원 변위 측정 및 

모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미소 변위에 대한 측정 

민감도 및 조도 조건 변화에 대한 강건성을 바탕으로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

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충분한 조도 조건 확

보가 어려운 거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 효율

적인 시스템 구성으로 구조물의 진동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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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크는 친환경, 생적합, 고성능 섬유로서 차세대 섬

유재료의 후보 중 하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백질 섬유이다(1~4). 실크의 인성은 케블라 49 섬유

의 7배 이상인 354 MJ/m3 이고, 인장강도(1.652 GPa) 
는 고강도 철 (1.5 GPa) 보다도 높다. 이 실크는 스펀

지, 하이드로젤, 필름, 매트, 마이크로니들 등 여러 형

태로 재구성 될 수 있고(5), 따라서 실크는 넓은 범위

의 어플리케이션에 기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6).
이런 실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인공 실크 생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서 박테리아 

같은 다른 생물에서 실크의 기반이 되는 단백질 재료

를 생성하고, 방직기계를 통해서 대량으로 실크를 생

산하는 연구 성과 등이 발표되었다(7,8).
그러나, 많은 인공 실크 생산에 대한 연구에도 불

구하고, 인공 실크는 자연 실크의 물성에 미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자연 실크의 물성에 뒤처지지 않는 

인공 실크의 생산을 위해서, 자연 실크의 높은 물성

의 원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방면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크는 결정

질 및 비결정질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정질 

영역이 높은 강도로서 실크의 높은 물성에 지대한 기

여를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9). 
결정질 영역의 높은 강도는 최적의 수소결합에 서 

오는데, 이를 포함한 실크의 대부분의 특성은 실크의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 실크의 아미노산 서

열은 대부분 일정 구간이 반복되는 모티프 라고 불리

는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모 티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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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k ha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seven times the toughness of Kevlar 49 fiber; 
hence, it is considered as a candidate for the next generation fiber material. Although it is known 
that the crystalline region contributes largely to its mechanical properties, spider silk and silkworm 
silk use different amino acid sequences for the crystalline region. To determine the reason for the 
two types of silk to use different sequences and their effects, we compared two models representing 
respective silk types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normal mo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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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구하는 것을 통해 실크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

가 가능하다. 
이 모티프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으나, 아직도 많은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

이다(10). 
실크의 아미노산 서열 모티프 중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거미 실크의 결정질 영역의 아미노산 서열 모티

프와 누에 실크의 결정질 영역의 아미노산 서열 모티프

이다. 거미 실크의 경우 결정질 영역의 대부분이 알라

닌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해 반해, 누에 실크의 경우 결

정질 영역은 알라닌과 글라이신이 약 50 % : 50 %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 같은 실크 섬유지만 최적의 서

열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이런 차이가 존재

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모티프들 중 하나인 실크의 결정

질 영역의 모티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실크의 결정

질 영역은 대체로 알라닌에 가끔씩 글라이신이 혼합

된 구조인데, 가장 최적인 한 종류의 아미노산 이 아

닌 두 종류의 아미노산이 혼합된 이유를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하

여 글라이신과 알라닌이 혼합된 자연 서열, 그리고 

알라닌만 있는 서열에 대해 진동 모드별 물성 해석을 

진행하였다(Fig. 1). 

2. 재료 및 방법

실크 모델은 글라이신과 알라닌이 혼합된 

GA(Glycine-Alanine) 모델, 알라닌만 사용된 

AA(Alanine-Alanine) 모델 2개 모델이 사용되었다. 
GA 모델은 PDB ID 2silk를 기반으로 적절한 크기가 

되도록 복제시키는 것으로 만들어졌으며, AA 모델은 

GA 모델을 UCSF Chimera(11)를 통하여 변이시키는 

것을 통해 만들어졌다. 모든 시뮬레이션은 Gromacs 2019.3 
시뮬레이션 패키지로 진행되었으며(12), AMBER99sb-ildn 
역장과(13) TIP3P 물 분자 모델이 사용되었다. 모든 

시스템은 NVT 조건에서 300 K, PBC(periodic boun-
dary condition) 조건이 적용되었다. Time step은 

0.002 ps로 진행되었고, 시뮬레이션 시간은 모델별로 

10 ns 동안 진행되었다. 단거리 전기력 상호작용과 

반데르바르스 상호작용은 cut-off 거리를 1.2 옴스

트롱으로 진행하였고, 장거리 전기력 상호작용은 

PME(particle mesh ewald) 방식으로 진행하였다(14). 
시뮬레이션의 이미지화는 VMD 1.9.3 패키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15). 
각 진동 모드와 해당되는 물성은 시뮬레이션 결과

에 대해서 주성분 분석 기법(16)을 적용하여 얻어졌다. 

3. 결  과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GA 모델과 AA 모델의 진

동모드를 분석하였고(Fig. 2), 그에 따른 진동 모드 별 

물성의 해석을 진행하였다(Fig. 3). 
진동모드 해석 결과, soft bending 및 torsion에서 

GA 모델이 AA 모델에 비해 더 극단적인 진동모드를 

보여주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AA 모델이 해당 모

드에 대하여 더 저항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는 

물성 해석 결과에서 뒷받침되었다.
물성 해석 결과, 누에 실크에 해당하는 GA 모델이 

축방향 모드를 제외한 모든 모드에서 물성이 거미 실

크에 해당하는 AA 모델 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진동모드 형상의 차이에서도 축방향 모드를 제외한 

모드에서는 AA 모델이 GA 모델보다 최대 9.5배까지 

강성이 높았으나, 축방향 모드에서는 GA 모델이 AA 
모델보다 강성이 1.4배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즉 AA 서열은 GA 서열에 비해 축방향 저항Fig. 1 Silk models used in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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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ft bending rigidity (b) Stiff bending rigidity

(c) Torsion shear modulus (d) Axial elastic modulus

Fig. 3 Mechanical properties from mode shapes of silkworm silk and spider silk obtained v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 Mode shapes of soft bending (b) Mode shapes of stiff bending

(c) Mode shapes of torsion (d) Mode shapes of axial stretching

Fig. 2 Mode shapes of silkworm silk and spider silk obtained v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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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희생하여 다양한 모드에 대한 저항을 종합적으로 

강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거미 실크가 사용되는 목적과 누

에 실크가 사용되는 목적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Fig. 4). 거미 실크의 경우 거미 실크로 이루어진 그

물에 주로 가해지는 하중은 그물에 대해 수직으로 가

해지는 하중이다. 따라서 섬유의 입장에선 축방향 하

중 뿐만 아니라 굽힘 강성 또한 강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그에 비해 누에 실크의 경우 누에 고치의 형태

로서 하중을 견디기 때문에 실크 섬유 사이의 연결 

유지에 가장 연관성이 큰 축방향 저항을 가장 중시하

는 것이 유리하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실크 섬유의 종류별 아미노산 서열

을 비교하여 그 특성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용도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전산해석 결과 거미 실크와 누에 실크는 상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 진동모드에 대하여 유리한 진동모

드와 불리한 진동모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누
에 실크는 축방향 강성이 강한데에 비해 거미 실크는 

그 외 모든 강성이 강하였고, 이는 거미 실크와 누에 

실크의 하중 환경과 일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실크의 종류별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 진동 모드 별로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과, 거
미 실크와 누에 실크가 어떤 모드에 강한지를 알아 

내었다. 이를 통해 실크 서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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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의 후미에서 동작하는 프로펠러는 캐비테이션

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야기하며, 선체 가진력의 주요 

원인이 된다. 캐비테이션이 유발하는 가진력 저감을 

목적으로 음향 상쇄간섭(destructive interference)의 원리

를 응용한 풍선(air-balloon) 장치가 제안된 바 있다(1~3). 
캐비테이션에 의한 압력파가 공기층(풍선)을 만나면, 
상쇄간섭 주파수(frequency of destructive interference)
라 지칭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반사파는 입사파 

대비 위상이 역전된다(1,2). 따라서, 전체 압력장에서는 

입사파-반사파 두 성분이 서로 상쇄되어 가진력이 ‘영(0)’
이 되는 현상, 즉 상쇄간섭이 발생하며, 결국 선체 가

진력을 크게 저감할 수 있었다. Fig. 1은 실선 시험을 

위해 1.1 m(가로) × 1.1 m(세로) 크기 풍선을 설치한 

사진을 보이고 있으며, 약 14 Hz인 프로펠러 2차 가진

력 성분(2nd blade passing frequency, BPF)이 65 % 
이상 감소됨을 검증할 수 있었다(4).

풍선 설계시 상쇄간섭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용

하고자, 주어진 관심 가진 주파수에 상쇄간섭 주파수

를 튜닝(tuning)한다. 따라서, 상쇄간섭 주파수에 대

한 정확한 추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는데, 
Lee 등은(2,3) 수학적 편의상 풍선을 등가의 구형 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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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r-balloon is a simple, yet effective, device that can suppress propeller cavitation induced 
hull excitations using the principle of acoustic destructive interference. It is vital to have an accurate 
balloon destructive fre-quency for a design. The present study assumed the balloon as an oblate 
spheroid rather than as an ideal sphere. Beginning with the exact modal-series solution, we attempted 
an approximation for the concerned low frequency ranges whose corresponding acoustic wavelengths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size of the balloon. The destructive frequency could then be de-
rived in simple terms of the resonance frequency and a spheroidal variable.  Based on this, it was 
emphasized that the asphericity stimulated a severe shift of the destructive frequency from the ideal 
spherical balloon with the sam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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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여 상쇄간섭 주파수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선의 실제 형상은 이상

적인 구보다는 찌그러진 형태로서, 편형 타원체

(oblate spheroid)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선체 저항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풍선의 종횡비(장축길이/단
축길이)가 가급적 큰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따

라 구로부터 유도된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클 수 밖

에 없다. Strasberg(5)에 의하면, 변형된 기포는 동일 

부피를 가지는 구형 기포에 비해 높은 공진주파수를 

가지는데, 일례로 종횡비 20인 편형 타원체 기포의 

공진주파수는 경우 구형보다 1.35배 높다. 상쇄간섭 

주파수는 공진주파수의 함수로 표현되므로 상쇄간섭 

주파수 역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연구가 시작된 동기이기도 하다. 
Yeh(6)는 편형타원체 기포의 반사 문제에 대해, 타

원체 파동함수(spheroidal wave function)를 이용하여 

엄밀해를 구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도 Yeh
가 제안한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엄밀해는 급

수(series) 형태로 표현되어, 다루기가 쉽지 않을 뿐더

러 공학적, 실용적 측면에서의 응용이 크지 않다. 여

기서는, 풍선의 크기를 파장에 비해 충분히 작다고 

(a) Installation of the air-balloon on a full-scale ship

(b) Enlarged view of (a)

Fig. 1 Actual appearance of the air-balloon

볼 수 있는 저주파 영역 그리고 풍선 주변 근접장

(nearfield)에서 근사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

장에서 유용한 설계식을 도출코자 하였다. 뿐만 아니

라, 종횡비에 대한 상쇄간섭 주파수 변화를 관찰하여, 
풍선의 형상 의존성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

소임을 지적한다.

2. 편형타원체 풍선(기포)의

반사 문제에 대한 엄밀해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교좌표계 ‐‐의 

원점 에 위치한 편형타원체 풍선의 반사문제를 고

려하자. 실제로는 풍선을 고무(rubber)가 감싸고 있지

만, 고무층은 충분히 얇기에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그림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고, ‘풍
선’과 ‘기포’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타원체 기포의 장축과 단축 길이는 각각  이며, 밀

도와 음속은 각각 이다. 기포 주변 해수(물)의 경

우 각각 라 하자. 각 매질의 파수(wavenumber)는 

       로 표시하며 ω 는 

각 주파수(angular frequency, [rad/s]), 는 각 매질

에서의 파장을 의미한다.
프로펠러 가진력 성분은 대개 수십 Hz 이하이며, 

이에 대응하는 파장 길이는 풍선 대비하여 대단히 크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풍선에 입사하는 가진 압력

Fig. 2 Coordinate system and geometry for the analysis 
of the reflection from an oblate spheroidal 
air-bubble (or air-balloon). The rubber membrane 
for air-encapsulation is not represented due to 
negligibl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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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 대해 진폭 인 평면파(plane wave) 가정이 가

능하다. 또한, 타원체는 -축에 대해 축대칭이므로 일

반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사파의 전파 방향을 ‐  평

면과 나란하게 설정하면, 임의점 에 대해 입사파 

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0 exp( ), 1.incp p i i= ⋅ = −k r (1)

  sin  cos는 전파벡터(wave vector)
이며 는 -축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전파방향이다. 
위 식에서 시간인자 exp‐는 편의상 생략하였다.

입사파가 풍선을 만나면, 외부 반사파 와 내부파

가 발생하는데, 상쇄간섭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입사

파-반사파 중첩에 의한 전체 압력장   을 

기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타원체를 다루기 위한 곡선좌표계 

 ‐ ‐를 도입하자. 는 타원체의 반경반향으로 정의

되는 공간변수로서 0 부터 ∞ 까지 변화하며, 는 원

주방향으로 변화하며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방위각 는 0에서 의 범위이며,    

는 초점거리(interfocal distance)이다. 직교좌표계와 

곡선좌표계 사이 변환은 다음과 같다.

( )( )

( )( )

2 2

2 2

1 1 cos ,
2

1 1 sin ,
2

,
2

dx

dy

dz

η ξ φ

η ξ φ

ηξ

 = − +

 = − +

 =

(2)

곡선좌표계상에서 기포의 경계면은 가 일정한 면 

즉 로 표현되며,      를 이

용하면 를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0 2 2

1 1
( / ) 1 1a b e

ξ = =
− −

(3)

여기서  는 타원체의 종횡비(aspect ratio)를 

의미한다. 참고로, 해당 곡선좌표계에 대한 상세 설명

은 Flammer(7)에서 찾을 수 있다.
타원체 파동함수(spheroidal wave function)(7)를 이

용하면 지배방정식인 Helmholtz 방정식에 대한 변수

분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식 (4)~(5)와 같이 입사파, 

반사파에 대한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 

0 0
0

(1)
0 0

2 ( ,cos )

( , ) ( , )cos( )

n m
inc mn inc

m n m mn

mn mn

p p i S -ih
N

S -ih R -ih i m

ε θ

η ξ φ

∞ ∞

= =
=

×



      for 0ξ ≥ (4)

0 0
0

2 ( ,cos )n m m
s n mn inc

m n m mn
p p i A S -ih

N
ε θ

∞ ∞

= =
= 

    (3)
0 0( , ) ( , )cos( )mn mnS -ih R -ih i mη ξ φ×            

      0for ξ ξ≥ (5)

은 차수(order)  , 각도(degree) 인 타원체 

각도함수(spheroidal angle function)이며, 
 는 제 

-종 타원체 반경함수(spheroidal radial function)이다. 
     는 무차원화된 파수를 의미하고, 
은 노이만(Neumann) 인자로서,       , 
    ≠의 값을 가진다. 또한, 정규화 함수 

은 다음과 같다.

1 2
01

(- , )mn mnN S ih dη η
−

=  (6)

식 (5)의 미지수 
(m은 모드번호를 의미하므로, 

상첨자로 표시하였음)을 구하기 위해 기포의 경계면 

  에서 압력과 속도의 연속조건을 적용하면, 다음

의 관계식을 쓸 수 있다.

( , 1, ...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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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
A Q D l m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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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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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eung-Hoon Lee et al. ; Shape Dependence of Air-balloon for Propeller-cavity Induced Hull Excitation Mitigation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1(4) : 424~431, 2021
┃

427

1

0 11
1 2

11

( , ) ( , )

( , )

mn m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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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S -ih S -ih d

S -ih d

η η η
α

η η
= 


(10)

이다. 식 (7)의 산출을 위해서는 무한개의  , 즉 무한

개의 모드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

하므로, 관심 주파수 내에서 충분한 모드 개수를 포

함한 범위에서 계산해야 하며, 그 최고차수를 이라 

하자. 그러면,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개

의 미지수를 갖는 선형 1차 연립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 1) ( - 1)

( 1)

( - )( - 1)

( - 1) ( - 1)( - ) ( - 1)( - 1)

m m m
mm m m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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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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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1 - 1

m m
m m

m m
m m

m m
M m M m

A D
A D

A D

+ +

+ +

   
   
   × =   
   
      

M M

(11)

식(11)은 LU 분해 등의 일반적인 기법을 통해 풀이 할 

수 있으며, 결국 주어진 모드번호   에 대한 

미지수 
       를식 (5)에 대

입하여 엄밀해를 구성할 수 있다. 

3. 저주파 영역에서의 근사해

2절에서 서술한 엄밀해는 전 주파수 대역에서 유

효하나, 반사파의 거동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설계현

장에서 적용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저주파 대역에 관심이 있

으며, 이 경우   인 0차 모드, 즉 타원체 반경방

향인  방향으로만 운동하는 단극(monopole) 음원 

운동과 유사한 모드가 전체응답을 지배한다. 당연히, 
반사파의 표현도 다음과 같이 급수연산이 없는 형태

로 근사화된다.  

0
0 0 00 0( ,cos )s incp p A S -ih θ= (3)

00 0 00 0( , ) ( ,S -ih R -ih iη ξ)  
                                            (12)

계수 
역시 닫힌 형태(closed-form)로 표현되는

데 식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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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호 ‘ ′ ’는 에 대한 편미분을 의미한다. 
무차원 파수 는 저주파 대역에서 1보다 충분히 

작다고 할 수 있으므로, 타원체 파동 함수 또한 다음

의 근사화가 가능하다. 우선, 각도함수는 식 (14)와 같

고, 제1종 반경함수는 식 (15)와 같다.

00 0 0(- , ) ( ) 1S ih x P x≅ ≅ (14)

(1)
00 0 0 0( , ) ( ) 1,i iR -ih i j hξ ξ≅ ≅
(1) 2

00 0 0 0 0( , ) ( ) /3' '
i i i iR -ih i h j h hξ ξ ξ≅ ≅ − (15)

여기서 와 는 각각 0차 르쟝드르 함수(Legendre 
function), 0차 구형베셀(spherical Bessel function) 함
수이다.

제3종 반경함수 
  

 
의 근사화시, 

제2종 반경함수 
 의 느린 수렴성으로 인해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Morse and Feshbach(8)

의 제1종 및 제2종 연관 르쟝드르 함수(associated 
Legendre function)을 이용한 급수전개 가운데 가장 

우세한(dominant) 항만을 고려하여 
 를 다음과 같

이 근사하였다. 

( )(2) 1 2
00 0 0 0

2( , ) tan 1i
i

R -ih i
h

ξ ξ ξ−≅ − + − (16)

식 (16)을 이용하여 제3종 함수 및 미분치에 대한 

다음의 근사가 가능하다.

( )(3) 1 2
00 0 0 0

2( , ) 1 tan 1 ,i
i

R -ih i i
h

ξ ξ ξ−≅ − + −
22

0 0(3) 0
00 0 2 2

0 0 0

1 11( , )
3 1 1

' i
i

i

hR -ih i i
h

ξ ξξξ
ξ ξ ξ

+ −
≅ − −

+ − +
                                            (17)

또한, 근접장 영역에서는 를 충분히 작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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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방향 파동전파를 묘사하고 있는 


항에 대해서는 식 (17)의 를 로 대체하

면 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식 (12), (13)에 

대입하면 반사파에 대한 근접장 –저주파 영역에 대한 

근사 표현을 식 (18), (19)와 같이 얻을 수 있다.

0 0

0

0
0 2 2

0

/4 /
/4 / 1s

n

- d c T iT T
p p

d c T i
ξ ξ ξ

ξ

ω
ω ω ω

+
=

 + − 
 (18)

( )
( )

0

1 2
0 0

1 2

tan 1 ,

tan 1 ,

T

T

ξ

ξ

ξ ξ

ξ ξ

−

−

= + −

= + −
 (19)

여기서 ωn은 편형타원체 기포의 공진주파수를 의미

한다.

0

2
0

2
0 0

2 3 ,
2 (1 )n

c gH
d Tξ

ω
ξ ξ

=
+

1 0 1 0/ , /g H c cρ ρ= = (20)

당연히, 식 (18)은 0차 모드만을 고려하여 얻은 근

사화이기 때문에 각 변위 에 대한 의존성 없이, 
다만 변수 를 통해 타원체 반경방향에 대한 함수

로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밀해와의 비교 및 근사해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다음의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우선, 입사파 전파 방

Fig. 3 Evaluation for exact (Eq. 5) - and approximate (Eq. 18)- solution, and thei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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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타원체의 단축과 평행하게 나란하게 설정하였고 

(즉,   ), 각 매질의 물성을    kg/m3, 
   kg/m3,    m/s,    m/s로 가정했

다. 풍선의 형상 변화를 위해, 고정된 풍선 부피에 대해 

세가지 종횡비를 고려하였다   . 그리고, 근
접장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축을 따라 풍선 

주변 세점             그리고 

     (곡선좌표계 기준:       

     )에 대해 반사파를 계산하

였다.     는 장-단축 길이가 각  

인 타원체와 등가부피를 가지는 구의 반경이다. Fig. 3
에 엄밀해와 근사해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세로축

은 무차원 진폭인 를, 가로축은 무차원 주파수인 

  을 나타낸다. 실선(solid line)이 15개

의 모드를 고려하여 얻은(즉,   ) 엄밀해이며, 점

섬(dotted line)이 근사해이다. 허수부가 최대가 되는 

(또는 실수부가 0을 지나는) 주파수가 공진점에 해당하

는데, 이 공진주파수를 포함한 저주파 대역에서는 두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풍
선에 가까울수록 / 풍선의 종횡비가 작을수록 근사해는 

엄밀해의 거동을 충분히 잘 묘사하고 있다. 근사해의 

유효 한계는 주파수, 종횡비, 관찰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겠지만, 적어도 위에서 산출한 범위 내에서

는 허용가능한 오차내에 있으며, 이를 미루어 근사화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겠다.

4. 풍선의 형상을 고려한 설계

4.1 종횡비의 상쇄간섭주파수에 대한 영향

Fig. 4는 반사파 와 반사파-입사파의 중첩으로으

로 구성되는 전체압력   의 정성적 거동을 

보이고 있다. 반사파의 실수부 및 허수부 모두 ‘0’에
서 시작하여 주파수에 따라 서서히 증가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진점에서 허수부는 최대가 되고 실수부

에서는 부호변화가 생긴다. 공진점 통과 후, 실수부는 

음의 값에 수렴하고, 허수부는 ‘0’을 지나면서 계속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달리 말하면, 복소수 는 

공진 주파수 이상의 범위에서 실수부가 음인 순실수

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는 위상역전

(phase reversal) 반사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Fig. 4에서 가 1보다 작은 주파수 

구간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전체압력장에서 풍선

주변의 가진압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상쇄간섭이 

발생한다. 상쇄간섭은 의 허수부가 ‘0’을 지나는 주

파수에서 최대가 되며, 이 특정 주파수(상쇄간섭 주파

수, ωd)는 ‘IM[] ’을 ω에 대해 풀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0
1 /

n
d T Tξ ξ

ωω =
− (21)

풍선의 설계에 대해 논하기 전, 종횡비에 따른 상

쇄간섭 주파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식 (20)의 공진주파수 ωn은 종횡비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1/2

1/3 2 1/4 1

,

1( 1) 2tan
1

n

n eq

ee e
e

ω
ω

−

− − −= −  +  
(22)

ωn,eq는 반경 인 구형 기포의 공진주파수(9)이다.

Fig. 4 Qualitative behavior for the reflected pressure 

(upper and mid) and the total pressure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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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n eq

eq

c gH
a

ω = (23)

식 (22)를 이용하면, 상쇄간섭 주파수에 대한 무차원

표현이 가능하다. 즉, 식 (24), (25)로 표현할 수 있다. 

0, ,

1 /
1 /

eqd n

d eq n eq

a r
T Tξ ξ

ω ω
ω ω

−
=

−
(24)

,
, 1 /

n eq
d eq

eqa r
ω

ω =
− (25)

Fig. 5는 식 (22)와 (24)를 종횡비 에 대해 도시한 

결과이다. 가 1에 가까울수록(구형에 가까워질수록), 
편형타원체의 공진 및 상쇄 간섭주파수는 구형의 그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 커질

수록(즉, 찌그러질수록) 공진주파수는 이상적인 형태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쇄간섭주파수는 공진주

파수의 증가폭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일례로, 일반적인 풍선의 설계치인   일 경

우, 공진주파수의 증가폭은 약 30 %이나 상쇄간섭 주

파수는 50 % 가까이 증가한다. 이 결과는 풍선의 설

계에 있어 형상의존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반

증하고 있다.

4.2 풍선의 설계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풍선설계의 근간은 상

쇄간섭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

해 주어진 관심 가진 주파수에 상쇄간섭 주파수를 튜

닝(tuning)한다. 단, 식 (20), (21)에서 보듯, 상쇄간섭

주파수는 풍선 형상에 의해 결정되는 공진주파수 뿐

만이 아니라, 공간변수인 에 대한 함수이기도 함에 

유의해야 한다. 즉, 상쇄간섭 주파수는 관찰점에 따라

서도 변한다는 것이다.
Fig. 6은 타원체 반경 관찰점에 대한 상쇄간섭 주파

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관찰점이 풍선으로 접근

할수록→ ω는 고주파 영역으로 발산하며, 이는 

상쇄간섭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풍선

에서 멀어질수록→∞ ωd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ωn

에 수렴한다. 그러나, 가 4 이상에서는 그 변화가 

미미하여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간주할 수 있다.  

Fig. 6 Variation of the destructive frequency in terms 
of the spheroidal radius   and the relative 
distance 

이는, 풍선 주변 최근접 영역을 약간 벗어나기만 하

면 공간변수에 대한 의존성을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용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식 (21)
에 포함된 변수 를 로 상수 취급해도 무방할 것

으로 판단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유발 가진력 

저감을 위한 풍선의 형상 의존성을 다루었다. 타원 

편향체(oblate spheroid)로 풍선을 모형화 했으며, 이

에 대한 반사파 문제 및 엄밀해를 소개하였다. 급수 

및 복잡한 함수(타원체 파동함수 등)를 포함하는 엄

Fig. 5 Frequency shift of the resonance- and destructive- 
frequencies with increase of the aspec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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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해 특성상, 다루기 용이한 근사해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관심 저주파 영역 근사화를 통해 상쇄

간섭 주파수에 대한 설계식을 유도할 수 있었다. 종

횡비에 대한 상쇄간섭 주파수의 변화양상을 관찰하였

으며, 풍선의 크기 뿐만이 아니라 형상(종횡비)에 대

한 고려가 설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할 수 

있었다. 향후, 이 연구에서 제안된 결과는 현장에서 

풍선을 설계하는데 있어 실용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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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중방사소음에는 함정을 탐지 및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들이 담겨있다. 특히 수상함에서 발생하는 

수중방사소음은 적 잠수함에게 탐지되어 아군의 생존

성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게 관

리해야 한다. 함정의 수중방사소음 발생원인은 함정에 

탑재된 기계류에 의한 소음(machinery noise), 유동에 

의한 소음(hydrodynamic noise), 프로펠러에 의한 소

음(propeller noise)으로 분류된다(1). 특히 고속 항해 

시 프로펠러에 의한 소음은 수중방사소음의 가장 지

배적인 소음원으로 발전하는데, 이는 프로펠러의 고속

회전에 따른 캐비테이션 발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따라서 함정에서는 프로펠러의 캐비테

이션 발생이 시작되는 항해 속도를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CIS, cavitation inception speed)로 정의하고 대

잠전 등 작전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함정의 CIS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함정의 운용방

식, 해상상태, 프로펠러에 부착된 수중생물 등에 영향

을 받아 매순간 변동하는 값이므로, 함 운용자 입장

에서는 자함의 CIS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함정 인도 전후에 청음선 

및 하이드로폰 배열을 활용한 계측시험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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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진동신호의 DEMON 분석 단순화 및 

Cross Entropy를 이용한 함정 CIS 판정 지표 연구
Study on Simplification Method of DEMON analysis and 

Quantified Evaluation Indicator for CIS Judgement Using Cross 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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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tection of Envelope Modulation on Noise (DEMON) method is widely used to detect 
the propeller cavitation noise signals of naval surface ships. In the DEMON method, the accuracy 
of analysis strongly tends to rely on the user skill and experiences because noise signals must be 
investigated visually and qualitatively. This study suggests a quantitative indicator that detects the 
cavitation noise signal to improve the accuracy of signal analysis. The cross entropy concept of 
information theory was applied to derive the quantified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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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방사소음을 정의하고 있으며, 수년에 한번씩 CIS 
계측시험을 재수행하여 자함의 변동된 CIS 값을 획

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프로펠러 상

부 선체의 진동신호를 계측하여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소음 및 CIS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미국조선학회(SNAME)는 상선에 대하여 

캐비테이션 발생 시 프로펠러 상부 선체구조의 진동레

벨로부터 프로펠러 소음을 추정할 수 있는 실험식을 

제공하고 있다(3). Han 등(4)은 함정에 대하여 선체부착 

가속도계를 통해 계측한 선체 진동 신호로부터 수중방

사소음레벨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자함 수중방

사소음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선체 진동신호로부터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소음의 

특징 주파수를 탐지하고 CIS를 판정하기 위해 대표적

으로 DEMON(detection of envelop modulation on 
noise) 기법이 사용된다. DEMON 분석은 주로 등고선 

선도(contour diagram)에 나타난 프로펠러 회전 주파

수(SR, shaft rate) 및 프로펠러 날개 통과 주파수(BR, 
blade rate) 성분을 시각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하기 때

문에 분석자의 주관과 경험에 의존하여 분석될 수 있

다. 특히 신호 대 잡음비가 낮아 SR 및 BR 성분이 모

호하게 관찰될 때는 DEMON 판독 및 CIS 판단이 제

한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DEMON 
처리기법 개선 및 CIS의 정량적 판단 지표 개발을 통

하여 결과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Kim 등(5)은 DEMON 분석 시 자체 토널 

소음에 의한 혼란을 배제할 수 있도록 토널 신호 간섭

을 제거한 DEMON 처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Lee 등(6)

은 캐비테이션 발생 유무 및 CIS를 판단하기 위하여 

DEMON 분석 전 연속 웨이브렛(wavelet) 변환을 수

행하여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Han 
등(7)은 선체 진동신호의 DEMON 스펙트럼의 첨도

(kurtosis)값을 활용하여 CIS의 정량적 판단 지표를 제

안하였다. Kim 등(8)은 DEMON 처리된 신호의 CIS 
전/후 데이터 군집을 형성하여 마할라노비스 거리 비

교를 통해 정량적 CIS 판단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였을 

때 변동압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프로펠러 직상부 

선체 진동신호를 활용하여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소음

의 특징 주파수 판독 및 CIS를 판정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DEMON 분석 

신호에 대한 단순화 및 정량화 처리를 수행하였고, 
정보이론의 교차엔트로피(cross entropy) 계산을 통해 

CIS 도달 여부를 정량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DEMON 신호처리 기법

수중에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공동(cavity)의 생성, 부피변화, 붕괴 과정이 반복되면

서 광대역에 걸쳐 큰 소음이 발생한다. 이때 캐비테

이션에 의해 발생된 광대역 고주파소음은 수면과 회

전하는 프로펠러 날개 끝의 거리 변화에 따라 발생하

는 압력변화 때문에 달라지며, SR 및 BR에 강하게 

동조되어 수중으로 전파된다(9). 방사된 소음을 계측

하여 복조(demodulation) 처리하면 SR 및 BR 주파수 

성분들을 추출할 수 있고, 캐비테이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로 DEMON 기법을 

사용한다(10). 
DEMON 기법은 변조 처리된 시간영역 소음신

호에 힐버트 변환(Hilbert transform)을 적용하여 

포락선(envelop)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변조된 시

간영역 소음신호 계측값은 식 (1)을 통해 힐버트 

변환할 수 있고, 식 (2)와 같이 복소수 차원의 해석

적 신호로 표현한 뒤, 식 (3)을 통해 복조된 포락선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식 (3)의 포락선 시간신호를 

푸리에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면 프로펠러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

할 때 프로펠러의 SR 및 BR 주파수 성분들을 추

출할 수 있다(7, 11).

    

 
∞

∞




 (1)

     (2)

     (3)

여기서  은 캐비테이션 소음에 의해 변조된 시간

영역 소음신호, 는 소음신호의 힐버트 변환된 

신호, 는 힐버트 변환을 포함하여 복소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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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utation of the DEMON spectrum

나타낸 해석적 소음신호를 의미한다. Fig. 1은 힐버트 

변환에 의한 포락선 복조과정 및 FFT를 포함한 일반

적인 DEMON 처리과정을 보여준다(12).

2.2 정보엔트로피와 교차엔트로피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낮을 때 통계적으로 불확

실성(uncertainty)이 높다고 표현한다. 정보이론에서는 

확률변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량적 척도로 정보엔트로

피(information entropy) 개념을 사용한다. 특정 확률변

수(X)에 대한 정보엔트로피(H(X))는 그 확률변수 자체

의 평균 정보량을 의미하며 식 (4)와 같이 정의한다(13). 

   
∈

 log  (4)

여기서 는 확률분포, log 는 확률분포의 정보

량을 의미한다. 정보엔트로피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크며, 
정보량이 많고, 발생 확률은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확률변수에 대한 2개의 서로 다른 확률분포

가 있을 때, 정보이론에서는 두 분포의 상대적 차이

를 교차엔트로피(CE, cross entropy) 개념으로 설명

한다. 확률변수 X에 대한 2개의 확률분포 중 목표값

(target)의 분포를  , 그와 차이를 보이는 예측값

(forecasting)의 분포를 라고 지정하면, 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 갖는 상대적 불확실성을 

교차엔트로피 라고 하며 식 (5)와 같이 정의한

다. 어떤 분포의 교차엔트로피가 크다면 목표로 삼은 

분포와의 차이가 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log  (5)

교차엔트로피를 사용하여 두 확률분포 간의 상대적 

차이를 거리(distance) 개념으로 나타낸 것을 쿨백-라
이블러 발산(Kullback-Leibler divergence) 또는 상대

엔트로피(relative entropy)라고 하며, 식 (6)과 같이 

D(p||q)라고 표현하며, 교차엔트로피에서 정보엔트로

피를 뺀 값으로 정의한다. 두 분포간의 상대적 차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쿨백-라이블러 발산

과 교차엔트로피가 의미하는 바는 서로 같다.

║    

 
∈

 log

 (6)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DEMON 스펙트럼 

값을 일종의 확률변수로 가정하면, DEMON 스펙트

럼상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소음과 

캐비테이션이 발생했을 때의 소음을 각각 서로 다른 

2개의 확률분포로 지정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교차엔트로피를 적용하여 캐비

테이션 발생 전/후 차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지표

를 제시하였고, 관련된 사항을 4장에 서술하였다. 정

보엔트로피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DEMON 스펙

트럼상에 나타나는 값들을 확률값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으며, 캐비테이션 전/후의 엔트로피가 명확히 대비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련된 

사항을 3장에서 설명하였다.

3. DEMON 신호의 단순화 및 정량화 처리

3.1 DEMON 신호 단순화 처리

CIS 판정을 목적으로 DEMON 스펙트럼 신호를 

분석하는 경우, 관심 주파수는 SR 및 BR 성분과 같

은 프로펠러의 특징 주파수들에 국한된다. 특히 CIS 
이후에는 프로펠러 특징 주파수들이 캐비테이션 소

음에 강하게 변조되어 DEMON 스펙트럼 상에서 피

크 형상으로 나타나며, 분석자는 주로 이 피크의 강

도 및 지속시간을 시각적으로 관찰한다. 따라서 

DEMON 스펙트럼 상 피크 형상을 나타내는 주파수 

신호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신호들은 폐기 

또는 배제 처리하더라도 프로펠러의 특징 주파수 관찰 

및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EMON 스펙트럼에서 신호크기 순으로 상위 N개 
신호만 선택하고 그 외 신호는 배제(0, Zero) 처리하는 

방식으로 피크 신호 식별 및 신호 단순화 처리를 수행

하였다. Fig. 2(a)는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나타낸 프로

펠러 상부 선체의 진동 가속도신호에 대한 특정 속도



Yonghoon Kim et al. ; Study on Simplification Method of DEMON analysis and Quantified Evaluation Indicator for CIS...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1(4) : 432~441, 2021
┃

435

(a) Original DEMON contour diagram

(b) Simplifying(step.1) : selecting top N(10) values

(c) Simplifying(step.2) : make other values zero

(d) Simplified DEMON contour diagram

Fig. 2 Procedure of DEMON simplification

에서의 DEMON 스펙트럼 등고선 선도이다. Fig. 2(a)
의 특정 시점에서의 DEMON 스펙트럼은 Fig. 2(b)와 

같다. 여기서 DEMON 신호를 단순화 처리하기 위해 

상위 N개 값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 처리하여 

Fig. 2(c)와 같이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매 

샘플링 시간마다 적용하면 Fig. 2(d)와 같이 단순화된 

DEMON 스펙트럼 등고선 선도를 도시할 수 있다.
Fig. 3은 특정 함정의 프로펠러 상부 선체 구조에서 

계측한 진동 가속도 신호에 대해 각 속력별 DEMON 
스펙트럼 등고선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a)
는 기존 방식의 DEMON 스펙트럼 등고선 선도이며, 
Fig. 3(b)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단

순화 처리한 DEMON 스펙트럼 등고선 선도이다. 
Fig. 3(b)의 경우 프로펠러 특징 주파수 분석에 유용

하지 않은 잡음 신호들이 배제되어 시각적 명료성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peed no. 5 ~ 6 구간

에서 SR 및 BR 성분이 검출되기 시작함에 따라 캐

비테이션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

도 Fig. 3(a)보다 Fig. 3(b)에서 더 명료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화 처리 시 N=10을 적용하여 

신호의 크기순으로 상위 10개 값을 선택하고 그 외 

신호는 배제 처리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반

적으로 DEMON 스펙트럼 신호의 크기는 저주파 대

역에서 가장 크고 중-고주파 대역에서는 현저히 작아

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상위 10개 신호를 선택하

면 대부분 저주파 대역에서 선택된다. 저주파 영역에

서 SR 및 BR 등의 프로펠러 특징 주파수들이 저주파 

잡음 등에 의해 음폐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파

수 분해능을 0.25 Hz로 설정하였고, 상위 10개 신호

를 선택하여 0 Hz ~ 50 Hz 정도의 저주파 영역에서 

프로펠러 특징 주파수 성분들을 명료하게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펠

러 상부 선체 진동 신호에는 기계류 토널 성분은 거

의 관찰되지 않았는데, 주요 기계류 설치위치로부터 

계측지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캐비테이션 발

생 시 기계류 소음보다 프로펠러 소음이 지배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기계류 진동 신호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각 함정마다 계측된 신호 

및 CIS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N값은 각 함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3.2 DEMON 신호 정량화 처리

단순화된 DEMON 스펙트럼을 사용하면 관심 주파

수에 대한 신호 발생빈도를 정량화할 수 있다. Fig. 4
는 특정 함정의 프로펠러 상부 선체 구조에서 계측한 

진동 가속도 신호에 대해 CIS의 징후로 주로 관측되

는 BR 1차 주파수에 대한 DEMON 스펙트럼 정량화 

과정이다. Fig. 4(a)는 기존 DEMON 스펙트럼의 BR 
1차 주파수 신호 크기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4(b)는 단순화 처리된 DEMON 스펙

트럼의 BR 1차 주파수 신호 크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신호의 크기순으로 상위 10개 값만 선택되고 나머지 

값은 배제처리 하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신호의 크

기가 0인 구간이 존재하며, 신호의 크기가 0이 아닌 

구간을 합하여 전체 계측시간 t초에 대한 비율을 계산

함으로써 관심 주파수에 대한 신호 발생빈도를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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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DEMON spectrum contour (a) Simplified DEMON spectrum contour

Fig. 3 Comparison between original and simplified DEMON spectrum contour(source: 
vibration level measured on hull structure located directly above 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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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equency of interest on original DEMON

(b) Frequency of interest on simplified DEMON

Fig. 4 Quantification for frequency of interest using 
simplified DEMON spectrum

Table 1 Quantified incidence rate of BR x1 frequency 
for all range of vessel speed

Speed number
of vessel

Quantified incidence 
rate of BRx1 signal

Speed no. 1 18.1 %

Speed no. 2 1.6 %

Speed no. 3 6.2 %

Speed no. 4 32.6 %

Speed no. 5 27.5 %

Speed no. 6 63.7 %

Speed no. 7 63.2 %

Speed no. 8 94.8 %

Speed no. 9 80.8 %

Speed no. 10 42.5 %

Speed no. 11 63.7 %

Fig. 5 Quantified incidence rate of BR x1 frequency 
for all range of vessel speed

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정량화된 BR 1차 주파수 신호가 함정의 전 속력구

간에 대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특정 함정의 최저속력에서부터 최고속력까지의 

BR 1차 주파수를 정량화 처리하여 Table 1 및 Fig. 5 
에 나타냈다. 사용된 신호는 특정 함정의 프로펠러 

상부 선체 구조에서 계측한 진동 가속도 신호이며, 
speed no.가 큰 값일수록 함정의 항해 속력이 빠름을 

의미한다. 점검결과 항해 속력이 빨라질수록 정량화 

처리된 BR 1차 신호의 발생빈도 역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speed no. 5에서 speed no. 6 구간

을 지날 때 BR 1차 신호 발생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

함에 따라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제시한 DEMON 신
호 단순화 및 정량화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펠러 특징 

주파수들의 발생빈도를 정량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CIS 판단 시 보조 지표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Cross Entropy를 활용한 CIS 판정 지표

4.1 Information Entropy를 활용한 지표

단순화된 DEMON 스펙트럼상에서 발생하는 신호

들을 확률변수로 정의하고, 각 speed no.에서 나타나

는 신호들의 분포형태를 확률분포로 가정하면, 신호

분포의 정보량 및 불확실성을 정보엔트로피로 나타

낼 수 있다. Fig. 3(b)의 단순화된 DEMON 스펙트럼 

선도를 보면 신호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Speed no.가 낮을수록 신호들이 무질서하게 분포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speed no.가 높을수록 캐비테

이션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신호들이 SR 및 BR 
주파수 성분으로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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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분포상태를 정보엔트로피 개념에 적용해

보면, 신호들이 무질서하게 분포될수록 불확실성이 

높아 정보엔트로피가 클 것이고, 신호들이 집중될수

록 불확실성이 낮아 정보엔트로피가 작을 것이라 예

상할 수 있다. Fig. 3(b)의 각 speed no. 마다 단순

화 처리된 DEMON 스펙트럼에 대하여 식 (4)에 따

른 정보엔트로피를 계산하면 Fig. 6과 같다. 정보엔

트로피는 각 speed no. 별 전체 계측시간 t초 동안 

발생한 신호를 주파수별로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Speed no. 1 ~ 4 구간과 같이 신호들이 무질서한 형

태로 분포될수록 정보엔트로피는 높게 나타났으며, 
항해속력이 빨라져 캐비테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신

호들이 SR 및 BR 성분에 집중될수록 정보엔트로피

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엔트

로피를 사용하여 캐비테이션 발생 전/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정의하여 비교할 수 있다.
함 속력이 speed no. 1에서부터 11까지 증가할 때 

시간에 따른 정보엔트로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3(b)의 프로펠러 상부 선체구조에서 수집한 진동 

가속도의 DEMON 스펙트럼 신호들로부터 매 샘플

링 시간마다 정보엔트로피를 계산하여 Fig. 7과 같이 

나타냈다. Fig. 7의 그래프는 매 샘플링 시간마다 발생

하는 포락선 값의 직전 t초까지의 데이터를 실시간 

Fig. 6 Information entropy for all speed number

Fig. 7 Real-time variation of information entropy for 
all speed number

평균하여 정보엔트로피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래프의 

요동(fluctuation)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 t초 동안의 포

락선 데이터를 평균하여 도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t=30초를 적용하였으나 필요시 t값은 각 함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Fig. 7의 speed no. 1 ~ 4까지는 정보

엔트로피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speed no. 5부터는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흩어져있던 상위 10개 

신호들이 캐비테이션 발생에 따라 SR 및 BR 주파수 

성분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엔트로피를 CIS 판정용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함정의 항해속력이 빨라질수록 엔트로피의 값도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직관적이고 효과적이

다. 캐비테이션 발생 전/후의 신호분포 간 정보엔트로

피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교차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하면 항해속력이 빨라질수록 엔트로피값도 증가

하는 방향으로 표현되는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

4.2 Cross Entorpy를 활용한 지표

두 신호분포간 엔트로피의 상대적 차이를 식 (5)를 

통해 교차엔트로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신호분포 정의가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Fig. 3(b)의 speed no. 1 ~ 4와 

같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속도에 대

한 DEMON 스펙트럼 신호분포를 모사하여, 전 주파수

에서 피크 성분이 발생하지 않는 평탄한 형태의 신호분

포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기준 신호분포와 비슷한 speed no. 1 ~ 4의 신호분포

는 교차엔트로피가 작고, speed no.가 빨라질수록 교차

엔트로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3(b)에 

나타낸 신호들의 시간에 대한 교차엔트로피의 변화

를 Fig. 8에 나타냈다. Fig. 8의 그래프는 매 샘플링 시

Fig. 8 Real-time variation of cross entropy for all spee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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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마다 발생하는 포락선 값의 직전 t초까지의 데이터를 

실시간 평균하여 교차엔트로피를 계산한 결과이며, 
t=30초를 적용하였다. Fig. 3과 Fig. 8을 비교 검토하면 

DEMON 스펙트럼 등고선 선도의 SR 및 BR과 성분의 

발생여부에 따라 교차엔트로피 지표가 증감함을 확인할 

수 있다.
Speed no. 1 ~ 4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차엔

트로피가 낮으므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상

태임을 의미하고, speed no. 5 ~ 6에서는 교차엔트

로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 구간에서 캐

비테이션 발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Speed 
no. 7 ~ 11 구간에서는 교차엔트로피가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캐비테이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화된 

DEMON 신호에 교차엔트로피를 적용하여 캐비테

이션 발생 전/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

고, 함 속력의 증가 및 캐비테이션 발생 정도에 따

라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교차엔트로피를 

함정의 CIS를 판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식 (6)을 사용하면 정보엔트로피와 교차엔트

Fig. 9 Real-time variation of cross entropy and Kullback- 
Leibler divergence

Fig. 10 Example of CIS judgement line on cross entropy 
diagram in Fig. 8

로피의 차이를 계산하여 Fig. 9와 같이 쿨백-라이블러 

발산값을 사용하여 Fig. 3의 신호에 대해 CIS 판정 

지표를 표현할 수 있다. 쿨백-라이블러 발산은 실시

간으로 변동하는 교차엔트로피 값과 하나의 기준 

정보엔트로피 값의 차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값으

로, 결과적으로 교차엔트로피와 동일한 트렌드를 

나타낸다. 교차엔트로피 또는 쿨백-라이블러 발산 

모두 CIS 판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연구

에서는 교차엔트로피를 활용한 CIS 판정 지표만 제

시하였다.

4.3 제한사항 및 발전사항

교차엔트로피를 활용하면 함정 프로펠러 캐비테

이션 발생 전/후의 징후를 정량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 지표를 활

용하여 정확하게 CIS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변화율, 방사소음의 크기, 각 함정별로 계측된 공

식 CIS 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의 정밀

도를 향상시켜, Fig. 10에 표시한 CIS 판정기준선

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함정별 프

로펠러 상부 선체구조의 구성이 상이하여 진동 가

속도 계측 지점에 따라 계측신호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차엔트로피를 사용한 CIS 판정 지표 

역시 각 함정의 특성에 맞도록 미세한 조정이 요구

될 수 있다.

5. 결  론

함정의 CIS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상부 선체 구조에서 계측한 진

동신호의 DEMON 분석 단순화와 교차엔트로피 개

념을 적용한 정량적 실시간 CIS 판정 지표를 제시

하였다.
기존 DEMON 스펙트럼 등고선 선도의 매 샘플

링 시간마다 스펙트럼 신호의 상위 N개 값만 선택

하여 분석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제 처리하는 방식

으로 단순화를 수행하였다. 단순화된 DEMON 스펙

트럼을 활용하여 관심 주파수 별 포락선 발생빈도를 

정량화 할 수 있었고, 또한 정보엔트로피 및 교차엔

트로피를 계산하여 캐비테이션 발생 전후 차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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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지

표를 실선 측정 결과에 적용하고 기존 DEMON 스

펙트럼과 비교한 결과, 캐비테이션 발생 속력에서 

교차엔트로피 값이 크게 증가하여, 교차엔트로피 지

표를 활용한 함정 CIS의 정량적 판단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각 함정별 

공식 CIS 기록을 연동하면 정확성 높은 CIS 판정 기

준선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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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 전 세계 방위산업 강국들

이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음성, 초고속성, 탄알 제조가 불필요한 간편성 

등의 장점을 갖는 레이저 무기는 항공 작전, 지상 작전, 

해상 작전에서 모두 쓰여 활용도가 높으며 적은 비용으

로도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

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관련된 많은 연구개발이 경쟁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요격 등으로 

핵보유국으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인 방어책이면서 동

시에 억제책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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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Coil Actuator를 이용한 고속조준기의 

구조설계 및 신뢰성 검증 연구
A Study for Reliability Verification of Structural Design 

of Fast Steering Mirror with Voice Coil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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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VCA(Voice Coil Actuator; 전자기형 액추에이터), FSM(Fast Steering Mirror; 고속조준기), 
Structural Design(구조설계), Reliability(신뢰성), Safety Factor(안전계수)

ABSTRACT

Because laser weapons are relatively easy to use and can exert powerful energy with high 
efficiency versus cost, the laser weapons are being developed competitively in the defense industry. 
A fast steering mirror is the key component for precision tracking and automatic beam alignment, 
which are the main performances of laser weap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tructural design and driving reliability for implementing the target performance of a fast steering 
mirror using voice coil actuators.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a fast steering mirror, the 
driving range for the available thrust considering of the electromagnetic force and also the dynamic 
characteristics within the driving bandwidth were investigated through electromagnetic and structural 
analysis. In addition, the structural robustness was verified by securing a sufficient safety facto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atigue life for the area where the stress was concen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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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우며 비용 효율이 높고 효용 가치가 뛰어난 레이저 

무기를 이용하여 광대한 거리에 걸쳐 빔을 빠르고 정확

하게 목표물에 조준하려면 정확한 포인팅 기술이 필수

적이다. 따라서, 외란에 대한 안정화를 바탕으로 정밀추

적 및 자동 빔정렬이 가능한 고속정밀 스티어링 시스템

이 필요하다(1). 이러한 레이저 무기의 주요 성능을 구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구성품인 고속조준기는 

전자기형(2,3) 또는 압전형(4,5)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데, 
현재까지 개발 완료된 국내제품은 없다. 고성능의 해외

제품의 경우 수출승인품목 제외로 도입이 불가능한 상

황이다. 도입 가능한 일반성능의 고속조준기는 국내 무

기체계 적용에 있어 축 추력, 구동범위 제한 등 성능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레이저용 고속조준기의 

구동범위(6~8), 구동대역폭(9) 등에 대한 확장 및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레이저 고속조준기 개발에 많이 

활용되며 구동범위 확장에 용이한 전자기형 액추에이터 

기반의 고정밀 고속조준기 개발을 목표로 성능에 대한 

구조설계 및 구동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전자기형 

액추에이터 고속조준기에 대한 신뢰성 및 성능평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자기해석용 소프트웨어인 ANSYS 
Electronics를 이용하여 전자기형 액추에이터의 해석모

델을 구축하고 전자기 해석을 통해 최대 가용 추력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해석용 소프트웨어인 ANSYS 

Mechanical을 활용하여 고속조준기의 구조설계와 해석

모델을 확보하고 가용 추력에 대한 고속조준기의 구동 

범위 및 속도, 구동대역폭 내 발현되는 구조물의 동특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속조준기의 목표성능 구현 시 

전자기형 액추에이터의 추력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집중

부에 대한 피로수명 해석을 진행하여 안전계수 및 구조

물의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공진, 반공진, 
부공진점 등에서 나타나는 구조물의 모드 형상 및 발현 

주파수대역을 고려하여 실제 제품을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능오차에 대하여 제어기술을 통한 보상 가능여

부를 검토하였다.

2. 전자기형 액추에이터 분석

2.1 전자기 해석모델 구축

전자기형 액추에이터 고속조준기의 조준거울 구동

범위는 액추에이터의 추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의 사양을 고려한 가용 추력을 산

출해야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고출력 구동을 하게 

되면 장비의 내부 또는 외부 회로에 많은 전류를 발

생시킨다. 회로에 발생한 전류는 장비 내로 유입되어 

회로 내의 부품 동작에 영향을 주어 센서나 시스템 

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장비의 오작동을 유발

하거나 부품 자체가 소실되어 장비의 동작을 정지시

키는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해 전자기 해석을 통한 전자기형 액추에이터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Fig. 1은 전자기 해석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부싱, 가이드 힌지, 판스프링을 제거

한 전자기형 액추에이터의 2D 종단면도를 보여준다.

2.2 전자기 해석을 통한 가용 추력 산출

기 구축한 전자기형 액추에이터 해석모델을 바탕으

로 shaft의 물성에 대하여 SUS 304와 SUS 416 두 가

지로 나누어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다. SUS 304와 

SUS 416의 재질에 대한 투자율과 진공 투자율의 비

를 나타내는 상대 투자율은 각각 1과 440이다. Fig. 2
는 각 물성에 대한 해석결과를 보여준다. SUS 416의

경우 자속이 shaft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Fig. 1 Finite element model of V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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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속 내에서 전류와 상호작용하는 Lorentz force가 줄

어들어 추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준위치 0 mm에서 1 A에 대하여 SUS 304 shaft의 

최대추력인 20.2 N 대비 SUS 416 shaft의 최대추력이 

17.1 N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
은 SUS 304 shaft가 기준위치에서 상하방향으로의 위

(a) SUS 304 shaft

(b) SUS 416 shaft

Fig. 2 Material properties of shaft

치변화에 따른 maxwell stress tensor 기반 전자기형 

액추에이터의 가용 추력값이다.

3. 고속조준기 신뢰성 검증

3.1 고속조준기 해석모델 구축

전자기 해석을 통해 산출한 전자기형 액추에이터의 

가용 추력 범위 내 레이저 고속조준기의 목표성능을 A
mrad의 구동범위, B rad/s2의 각가속도, C Hz 이상의 구

동대역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해석모델을 구축하였

고, 목표성능 대한 해석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 레이

저용 고속조준기의 목표성능은 군사상 문제로 정확한 

수치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기형 고속조준기의 해

석모델에 포함된 액추에이터 하우징, 히트 싱크 등을 

제거하였고 라운드, 필렛, 컷 되어진 부분을 보완하여 

해석모델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전자기형 액추에이터

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던 상, 하 스프링 두 개를 기계 

및 전자기 스프링 강성을 모두 합산한 하나의 스프링으

로 대체하였다. Fig. 3은 해석모델에 대한 단순화 작업

이 완료된 최종 구조해석모델이다. Shaft와 magnet은 

moving mass로 전자기형 액추에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Pin은 유연체로 moving mass의 추력을 받아 동일한 방

향으로 움직이지만 휨이 발생하며, 최종적으로 조준거

울인 mirror의 tip/tilt 구동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3.2 해석모델을 활용한 신뢰성 검증

단순화된 해석모델을 바탕으로 조준거울 기준 목표 

구동범위인 A mrad을 검증하기 위해 static analysis
를 진행하였다. Moving mass가 인가된 힘에 의해

Table 1 Electromagnetic thrust force

Displacement [mm] Thrust [N]

0 20.2

0.1 19.1

0.2 18.5

0.3 17.6

0.4 16.8

0.5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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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방향으로 움직일 때 mirror supporter의 재질, 
mirror의 두께, 그리고 인가된 힘 대비 tip/tilt 구동범

위 증가를 위한 큰 직경의 조준거울 설계 및 pin들 

간의 넓은 위치로 인해 조준거울에서 응력집중 및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Fig. 4와 같이 조준

거울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인 양끝점 yDisp.1과 

yDisp.2에 대한 변위량을 식 (1)에 대입하여 조준거울의

각변위를 구하였다. 

  arcsinmirror

Disp Disp  (1)

Fig. 3 Finite element model of FSM 

Fig. 4 Angular displacement of FSM

Tables 2와 3은 고속조준기의 X축과 그 반대되는 

Z축을 기준으로 조준거울의 목표 구동범위인 A mrad의 
0.17 % 오차범위 내에 해당하는 각변위에 대한 액추

에이터의 필요추력을 보여준다.
레이저용 고속조준기는 군함, 지상 방어체계 등에 

사용될 때 반드시 정방향(조준거울이 위를 향하는)으
로만 탑재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X, Z축별 중력

방향에 따른 조준거울의 각변위에 대한 case study
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s 4와 5에 정리하였다.  

Table 2 Angular displacement about x-axis

Gravity 
direction [°] Properties Thrust [N]

Angular 
displacement 

[mrad]

0
Disp. 1 2.65

A
Disp. 2 -2.65

Table 3 Angular displacement about z-axis

Gravity 
direction [°] Properties Thrust [N]

Angular 
displacement 

[mrad]

0
Disp. 1 2.65

A-0.005
Disp. 2 -2.65

Table 4 Different gravity direction about x-axis

Gravity 
direction [°] Properties Thrust [N]

Angular 
displacement 

[mrad]

45
Disp. 1 3.26

A-0.001
Disp. 2 -3.26

90
Disp. 1 3.52

A+0.005
Disp. 2 -3.52

Table 5 Different gravity direction about z-axis

Gravity 
direction [°] Properties Thrust [N]

Angular 
displacement 

[mrad]

45
Disp. 1 3.27

A-0.002
Disp. 2 -3.27

90
Disp. 1 3.53

A+0.004
Disp. 2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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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방향을 고려한 액추에이터의 가용 추력 범위 내 

조준거울의 목표 구동범위인 A mrad을 만족시켰다. 
고속조준기의 symmetric 구조설계로 축별 조준거울

의 각변위에 대한 필요추력이 동일하며 구조 안정성

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전자기형 레이저 고속조준기의 구동대역

폭에서 발현되는 모드 형상 및 고유주파수를 확인하

고 분석하기 위해 modal analysis를 non-prestressed 
상태로 자중에 의한 처짐이 없는 시스템 equilibrium 
position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a) First mode

(b) Second mode

(b) Third mode

Fig. 5 Modal analysis of FSM

Modal analysis를 통해 목표 구동대역폭인 C Hz 
의 두 배 이상 지점에서 발생하는 3차 모드까지 고려

하였고, 4차 모드부터는 400 Hz 이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결과 내용에서 배제하였다. Fig. 5는 대상 

구조물의 동특성을 보여주며 roll, pitch, heave 모션

에 의해 나타나는 1차, 2차, 3차 모드 형상은 각각 

43.9 Hz, 44.0 Hz, 245 Hz에서 발현된다. 이러한 형

상은 추후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평가 시험을 진행

할 때 전자기형 액추에이터 제어를 통해 보상이 가능

하다.
Modal analysis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조준기의 

구동 주파수대역 내 조준거울의 구동 범위 및 각가

속도 그리고 공진점들에서 발현되는 구조물의 동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X축과 Z축에 대하여 harmonic 
analysis를 진행하였다. Fig. 6은 X축 기준 전자기형 

액추에이터의 추력별 조준거울의 구동범위와 각가

속도를 보여준다. Fig. 6(a)는 조준거울의 목표 구동

(a) Angular displacement by thrust

(b) Angular acceleration by thrust

Fig. 6 Harmonic analysis of FSM in the X-axi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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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인 A mrad을 기준으로 추력 크기에 따른 실제 구동이 가

능한 범위를 보여준다. 목표 구동대역폭에서 A mrad
의 구동범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N의 추력이 

필요하며, 18 N의 추력 사용시 최대 C+27 Hz까지 목

표 구동범위 구현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최대 

500 Hz 주파수 대역까지 살펴보았다. Fig. 6(b)는 조준

(a) Angular displacement by thrust

(b) Angular acceleration by thrust

Fig. 7 Harmonic analysis of FSM in the Z-axis direction

Fig. 8 Maximum stress on FSM with a thrust of 4N

거울의 목표 구동 각가속도인 B rad/s2을 기준으로추

력 크기에 따른 실제 구동 각가속도를 보여준다. 
각가속도의 경우 1 N 이상의 추력 사용 시 목표 

구동 각가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최대 500 Hz 주

파수 대역까지 살펴보았을 때 44 Hz 부근에서 공

진이 한번 발생하고 부공진 및 반공진은 발생하지 

않았다. Fig. 7은 Z축 기준 전자기형 액추에이터의 

추력별 조준거울의 구동 범위 및 각가속도를 보여

주며, X축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

다.
추가적으로, Fig. 8과 같이 고소조준기가 tip/tilt 구

동을 할 때 주로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모멘트 반복

하중을 받는 가이드조립체(flexible hinge)에 최대 응

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진

행하였다. 가이드조립체에 사용된 알루미늄 재질의 

S-N 선도 및 피로수명을 기반으로 액추에이터 추력

에 의해 대상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집중부에 대하

여 Goodman의 피로방정식을 적용한 피로수명 계산

을 통해 안전계수를 확인하였다. Fig. 9와 Table 6은  

Fig. 9 Stress concentration part on flexible hinge

Table 6 Safety factor of flexible hinge 

Thrust [N] Stress [MPa] Safety factor

1 28.1 6.81

2 48.9 3.92

4 90.6 2.11

6 132 1.45

8 17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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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조립체에 발생하는 응력집중부와 안전계수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진행한 구조해석결과를 고려하여 
4 N의 추력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반복횟

수 수명을 106으로 하였을 때 안전계수가 2를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활용도가 높으며 적은 비용으로도 강력한 위력을 발

휘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의 주요 성능인 정밀추적, 자
동 빔정렬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 고속조준기는 현재까지 개발 완료된 국내제품이 

없다.
이 논문에서는 레이저 고속조준기의 속도 및 정

밀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목표로 전

자기형 액추에이터 기반의 고속정밀 스티어링 구

현이 가능한 레이저 고속조준기의 구조설계, 유한

요소해석모델 구축 및 구동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

였다. 먼저 전자기 해석을 통해 전자기형 액추에이

터의 가용 추력을 산출하였다. 전자기형 레이저 고

속조준기의 구조설계와 해석모델을 구축하고, 이

를 바탕으로 액추에이터의 가용 추력에 따른 고속

조준기의 구동 범위 및 각가속도, 구동대역폭 내 

발현되는 대상 구조물의 동특성을 확인하였다. 유

한요소해석결과 가용 추력 내 목표성능인 A mrad
의 구동범위, B rad/s2의 각가속도, C Hz 이상의 

구동대역폭을 모두 만족시켰다. 
추가적으로, 전자기형 레이저 고속조준기의 목

표 구동주파수대역 내 공진점에서 발현되는 모드 

형상은 roll, pitch 모션에 의한 형상으로 추후 액

추에이터 제어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고속조준

기의 tip/tilt 구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이드

조립체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응력집중 현상

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로수명 해석을 진행

하였고, 목표성능 구현 시 필요추력에 대한 구조물

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추후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평가 시험을 진

행하고, 실제 구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성능을 고

려한 보상 제어기술을 확보하여 고속, 고정밀 기능이 

탑재된 신뢰성 있는 전자기형 레이저 고속조준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후  기

이 연구는 LIG NEX1 산학협력과제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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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도시의 발전과 국민의 소득 증가로 도로 이용 차량

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도로 확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등의 책을 적용하

고 있다. 이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 시켰으나, 
교통관련 소음 민원은 전년 비 증가율이 201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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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음향 및 영상 데이터 기반의 도로포장종류  

구분 기계학습모형 연구
A Study on a Machine Learning Model to Classify Road Pavement Types 

Based on Acoustic and Image Data for Road Maintenance

김 보 경* · 이 재 관* · 최 호 식** · 장 서 일† · 이 수 일***

Bo Kyeong Kim*, Jae Kwon Lee*, Ho Sik Choi**, Seo Il Chang† and Soo I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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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Tire-pavement Noise(타이어-노면소음), Machine Learning(기계학습), Road Pavement Type(도로

포장종류), Random Forest(랜덤 포레스트), Artificial Neural Network(인공신경망)

ABSTRACT

The investigation of tire-road noise according to the type of road pavement is time-consuming 
and expensive. In this study,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as applied to address this 
problem. Models to classify road pavement types (for example, transverse-tined, longitudinal-tined, 
NGCS, DG, and SMA) were implemented and their performance were compared. Input data were 
constructed by combining the features extracted from tire-road noise and road surface images. The 
tire-road noise collected using the OBSI measurement method was analyzed for the sound pressure 
level, sound intensity, and sound quality indices. Road surface imag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mage feature extraction algorithms of the Hough transformation and histogram of gradient(HOG). 
The top 10 important variables were selected by inputting each feature into a random forest model,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s were constructed by each featur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model using only acoustic features was 90.8 % and that using only image features was 88.8 %. 
The accuracy of the model using both features was 97.3 %. The overall classification performance 
was improved by using the acoustic and image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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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19년 3.9 %로 도심지역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1). 도로교통소음은 불쾌함 또는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도로 주변 거주민

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2,3).
도로교통소음은 크게 엔진소음, 기체소음, 타이어-

노면소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소음들의 비중은 

차종, 차속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Rassmessen 등(4)

의 연구에 따르면 저속에서는 엔진소음의 비중이 가

장 크며, 차속이 증가할수록 타이어-노면소음의 비중

이 점차 증가한다. 따라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와 같이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타이어 

-노면소음이 주된 소음원이라 할 수 있다. 타이어

-노면소음은 타이어뿐만 아니라 차량이 주행하는 노

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의 상태를 파

악하고 그에 따라 소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도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뿐만 아니

라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어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다. 다양한 연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부분의 

연구는 도로 노면이 촬영된 영상을 통해 도로의 상태

를 파악한다(5~7). 
이 연구에서는 노면 영상뿐만 아니라 음향 데이터

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기계학습 모형에 해 연구하

였다. 도로의 상태 중 포장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계

학습모형을 구축했으며, 학습데이터로 타이어-노면소

음 데이터와 노면 영상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

여 성능이 높고 적용 범위가 넓은 모형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고속도로 6곳의 일부 구간에서 타이

어-노면소음과 노면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다음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이용하여 포장 분

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음향 및 영상 특징들을 

선정하고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

신경망 모형에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입력하여 학습결

과를 비교하였다. 인공신경망 모형은 음향 특징만 입

력한 모형, 영상특징만 입력한 모형,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입력한 모형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기계학습모

형은 타이어-노면소음 데이터와 노면 영상 데이터로 

도로포장 종류를 분류하였으며, 이는 적은 비용과 시

간으로 도로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소음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도로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도로 주변의 소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지역

국내 고속도로의 일부 지점을 상으로 타

이어-노면소음 측정과 노면 영상을 촬영하였

다 . 타이어-노면소음도 측정방법은 기타 소음

을 제외하고 타이어-노면소음을 집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OBSI(8) 측정방법을 채택하였다. 
측 정  지 점 은  이  연구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횡 타이닝(transverse-tined), 종 타이닝(longitudinal-tined), 
DG(diamond grinding), NGCS(next generation 
concrete surface), SMA(stone mastic asphalt pavement)
가 포함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8~10). Table 1
은 측정 지점 위치와 각 지점에 설치되어있는 도로

포장의 종류이다. 측정 지점은 도로 표면에 파손이 

없는 양호한 포장상태이며, OBSI 방법에서 요

구되는 최소거리 134 m±3 m를 만족하는 지점으

로 선정하였다. 측정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약 

Table 1 Types of road pavement at the measurement 
sites

Measuring point Type of road 
pavement Length [m]

Gyeongbu 
expressway

Site 1-1 Transverse-tined 1154

Site 1-2 DG 415

Jungbunaeryuk 
expressway

Site 2-1 NGCS 483

Site 2-2 SMA 779

Gwangjudaegu 
expressway

Site 3-1 Longitudinal-tined 751

Site 3-1 SMA 1053

Seohaean 
expressway

Site 4-1 Transverse-tined 518

Site 4-2 NGCS 553

Jungang 
expressway

Site 5-1 Transverse-tined 647

Site 5-2 DG 272

Pyeongtaek 
Jecheon 

expressway
Site 6 Longitudinal-tined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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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진행하였으며, 사용된 장비는 Fig. 1에 나

타내었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

(1) 타이어-노면소음

다양한 타이어-노면소음도 측정방법 중 미국도

로교통협회인 AASHTO에서 규정하는 On Board 
Sound Intensity(OBSI)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측정

하였다(11). OBSI 측정방법은 1/3 옥타브밴드 역 

중 400 Hz ~ 5000 Hz 역의 음의 세기 레벨(LOBSI)
을 측정하여 타이어-노면소음도를 평가한다. OBSI 
측정을 위해서는 도로 외부를 접하고 있는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2개의 인텐시티 프로브를 설치하

여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음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OBSI 방식으로 

측정한 타이어-노면소음의 음의 세기 외에도 음압

레벨, 음질지수 5가지에 해서도 도로에 설치된 

포장종류별로 분석하였다. 타이어-노면소음의 분석

은 0.1초 단위로 수행 후 기계학습 모형에 입력하

였다. 기계학습모형의 학습에 앞서 각 도로포장

의 종류별로 측정된 음 세기 레벨, 음질지수 등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6개의 지점에서 측정된 소음

데이터를 도로포장의 종류별로 구분한 뒤 평균

하여 비교하였으며 포장종류별 측정값은 Table 2
에 나타냈다.

음의 세기 레벨(LOBSI)을 도로포장종류에 따라 비

교하였을 때, 횡 타이닝이 108.6 dBA로 가장 높았

으며, 종 타이닝과 NGCS 포장이 101.6 dBA, 101.7
dBA로 가장 낮은 값이 측정되었다. 이외의 DG와 

SMA의 경우 103.5 dBA, 103.8 dBA로 유사한 값을 

보였다. 음압 레벨도 음의 세기 레벨과 유사하게 횡 

타이닝에서 소음도가 가장 높았으며, 종 타이닝과 

NGCS에서 가장 낮은 값이 측정되었다. 타이닝의 간

격 및 종류에 따라 다른 주파수특성을 가지며, 특히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순음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다(12). 이러한 

주파수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음질지수 loudness, 
sharpness, roughness, fluctuation strength, tonality
에 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Loudness는 횡 타이닝

에서 307.0 sone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그다

음은 DG가 263.9 sone으로 분석되었다. Sharpness 분
석 결과 5가지의 포장 중 횡 타이닝에서 다른 포장에 

비해 약 0.8 acum ~ 1.1 acum의 높은 값을 가졌으며, 
나머지 포장들은 유사한 값이 나타났다. Roughness
와 fluctuation strength의 경우에는 포장종류별 평균

값으로 비교하였을 때, 종류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tonality는 횡 타이닝에서 

7.2 tu로 다른 포장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음질

지수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
도로포장종류별 주파수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FFT

분석을 진행하였고 모든 포장에서 800 Hz ~ 1000 Hz 
주파수 역이 주요 소음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다섯 가지의 포장 종류 중 횡-타이닝에서 

Table 2 Acoustic analysis of tire-pavement noise

Trans Longi NGCS DG SMA

LOBSI
[dBA] 108.6 101.6 101.7 103.5 103.8

SPL
[dBA] 110.1 103.6 103.9 105.7 105.2

Loudness
[sone] 307.0 239.6 246.2 263.9 241.2

Sharpness
[acum] 6.9 5.9 5.9 6.1 5.8

Roughness
[asper] 0.1 0.1 0.1 0.1 0.1

Fluctuation 
strength
[vacil]

0.1 0.0 0.1 0.1 0.0

Tonality
[tu] 7.2 0.6 0.8 1.2 0.5

Fig. 1 Data samp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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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소음은 900 Hz 부근에서 피크값이 나타나

는 특징을 보였으며, Fig.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횡 타이닝의 경우, 900 Hz 부근에서 나타나

는 피크로 인해 다른 포장 음압레벨과 음질지수가 구

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노면 영상의 분석 방법 및 결과

노면 영상은 차량 후면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초

당 30프레임으로 촬영하였다. 수집된 영상 중 도로포

장 분류에 방해가 되는 그림자, 도로노면표시 등이 포

함된 영상은 제외하여 사용하였으며, 촬영한 영상을 

프레임 단위의 사진으로 변환한 후 프레임마다 도로

의 표면이 두드러지는 지점을 관심 영역(region of in-
terest, ROI)으로 지정하여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적

용하였다. 포장종류별 표지점의 노면 이미지를 Fig.
3에 나타내었으며, ROI 적용 예시는 Fig. 3(a)에 나타

내었다. 다른 이미지에서도 모두 동일한 ROI를 적용하

였다. 이미지 특징 추출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허프 변

환(Hough transform)과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이며, MATLAB R2020a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허프 변환은 영상에서 직선을 검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이 연구에서는 종 

방향 직선을 추출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Fig. 4에 나

타난 것과 같이 횡 타이닝과 SMA와 같이 종 타이닝

이 존재하지 않는 포장의 경우 추출된 종 방향 직선 

개수의 평균값은 0.4개와 0개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

한 포장은 종 타이닝이 적용된 포장으로 평균적으로 

50개 이상의 직선이 추출되었다.
두 번째로 HOG 알고리즘은 영상 내의 구역별로 명

암의 기울기 방향 성분의 발생 빈도를 누적시켜 히스

Fig. 2 FFT analysis at representative sites 

(a) Transverse-tined(site 5)

(b) Longitudinal-tined(site 6)

(c) NGCS(site 2)

(d) DG(site 5)

(e) SMA(site 2)

Fig. 3 Sampled road surfac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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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그램을 생성한다. 이 알고리즘 또한, 타이닝의 방향 

및 깊이에 영향을 받으며, 방향(gradient orientation)
의 크기(gradient magnitude)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ROI를 네 개의 셀로 나눈 후 각 셀의 히스토그램

을 분석하였으며, 포장종류별 분석된 결과의 평균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종 타이닝이 있는 경우 수직 방향

(80° ~ 100°)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횡 타이닝이 있

는 경우는 이와 반 로 수평 방향(0° ~ 20°, 160°~180°)

Fig. 4 The number of longitudinal lines extracted through 
Hough transform algorithm

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다만, DG의 경우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서 비슷한 값을 보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 

측정한 DG 포장이 Fig. 3(d)처럼 기존의 횡 타이닝 포

장에 바퀴가 닿는 면만 DG 포장을 시공하여 두 가지 

포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판

단된다. 타이닝이 존재하지 않는 SMA의 경우 DG와 

유사하게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 유사한 값이 나타났

으며, 다른 포장에 비해 방향별 값의 차이가 작게 나

타났다.

2.3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통한 변수선정

랜덤 포레스트는 2001년에 Leo Breimna에 의해 

제시된 알고리즘으로 다수의 의사결정트리 기반의 예

측모델을 학습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앙상블 기계학습 

기법이며, 의사결정트리에서 발생하는 과적합을 방지

한다(13). 이 연구에서는 Python의 Scikit-learn을 이용

해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구현하였으며(14), 그리드 검

색(Grid search)을 통해 각 모형의 최적의 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경우 변수의 중요

도 분석이 가능하여 이를 기반으로 주요 변수를 선정

하였다. 음향 특징 데이터를 사용한 모형과 이미지 

특징 데이터를 사용한 모형을 각각 구현하고 음향과 

이미지 특징별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2.2절 (1)에서 분석한 음향특성을 1/3 옥타브밴드 

역 중 400 Hz ~ 5000 Hz 역의 음의 세기(13개)와 

해당 주파수 역의 총 음의 세기 레벨(LOBSI), 소음도, 
음질지수(loudness, sharpness, roughness, fluctuation 
strength, tonality)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랜덤 포레스트 

모형에 입력하여 변수 중요도 분석을 진행하였

다. 포장 분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변수는 1/3옥타브 역 

중 400 Hz ~ 5000 Hz 역의 총 음의 세기 레벨

(LOBSI)과 800 Hz ~ 2000 Hz 역의 음의 세기, 
loudness, fluctuation strength, tonality이다.

2.2절 (2)에서 분석된 이미지 특성은 허프변환을 통

한 종 방향 직선 개수, HOG 알고리즘을 통한 각 셀의 

기울기 방향 히스토그램(총 36개, 4 cells × 9 bins)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랜덤 포레스트 모형에 입력하여 

변수중요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요도 상위 10개의 

변수를 분석한 결과 허프 변환을 통해 추출한 종 

방향 직선의 개수, HOG 알고리즘으로 정중앙 셀

(cell(2, 2))을 분석한 히스토그램이 주된 변수였다.Fig. 5 HOG value by pave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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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공신경망 모형 구현

이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모형은 총 세 개로 

사용되는 입력데이터에 따라 나뉜다. 첫 번째 모형

(M1)은  측정방법을 통해 측정된 도로포장별 음향 

데이터를 입력데이터로 사용한 모형이며, 두 번째 모

형(M2)은 도로포장별 추출된 이미지 특징 데이터를 

입력데이터로 사용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M3)은 음향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입

력데이터로 사용한 모형으로, 두 데이터가 동시에 존

재하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M1과 

M2에 비해 적은 데이터의 개수를 가졌다. 각 모형의 

변수는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통해 선정된 주요 변수

들로 구성하였다.
인공신경망 모형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력층

(input layer)과 계산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출력층

(output layer), 입력층과 출력층을 연결하는 은닉층

(hidden layer)으로 나눌 수 있다. Python을 활용하여 

2개의 은닉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을 구현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 로 높은 효율을 가지는 

매개변수를 설정하였다. 훈련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

의 비율을 2:1로 설정하였으며, 활성화 함수의 경우 

은닉층에는 ReLU함수, 출력층에는 소프트맥스 함수

를 사용하였다. ReLU(rectified linear unit)는 가장 많

Table 3 Training conditions and accuracy of the thre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s

Training conditions M1 M2 M3

Input data type
Acoustic
features 

date

Image
features 

data

Combined 
features of 

acoustic
and

image

Number of data 10,748 16,460 7,422

Number of 
hidden layers 2 2 2

Number 
of nodes

Input 10 10 20

Hidden 192 200 176

Output 5 5 5

Epoch 1900 2000 1800

Accuracy
(%)

Train 90.6 88.9 97.6

Test 90.8 88.8 97.3

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 중 하나로, 0보다 작은 값이 

나온 경우 0을 반환하고, 0보다 큰 값이 나온 경우 그 

값을 그 로 반환한다(15). 소프트맥스(Softmax)는 신

경망의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로, 입력받은 

값을 출력으로 0 ~ 1 사이의 값으로 모두 정규화하며 

출력값들의 총합은 항상 1이 되는 특성을 가진다(16).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한 출력 값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난 노드가 정답으로 선택된다. 또한, 과적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AdaGrad와 drop-out을 적용하

였으며(17,18), drop-out의 비율은 0.5로 설정하였다. 모
형별로 최적의 분류성능을 가지는 학습 횟수(epoch)
와 은닉층의 노드수를 적용하였다. 구성된 인공신경

망 모형은 Table 3과 같다.

3. 연구결과

구현된 3개 모형의 매개변수 설정값과 분류정확도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M1의 분류정확도는 90.8 %
였으며, M2는 88.8 %로 나타났다. M1과 M2의 입력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M3의 경우 두 모형에 비해 약 

7.5 % 상승한 97.3 %의 정확도를 보였다. 
각 모형에 해 포장별 분류결과를 분석하였으며, 

M1의 오분류표(confusion matrix)인 Table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81 % 이상의 높은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횡 타이닝의 분류정확

도가 97.7 %로 가장 높았다. 이는 2.2절 (1)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횡 타이닝은 다른 포장과 구분

되는 특징을 가져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NGCS 포장과 DG에서 다소 낮은 81.3 %와 

Table 4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ANN model using 
acoustic features data (M1)

    Answer
Predict Trans Longi NGCS DG SMA

Trans 1087 3 2 14 17

Longi 1 711 19 9 29

NGCS 1 10 404 16 27

DG 14 1 13 272 25

SMA 10 39 59 19 781

Accuracy 97.7 % 93.1 % 81.3 % 82.4 % 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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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로 정확도를 보였다. NGCS의 경우 SMA
로 오분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 적으로 분

류가 잘되는 종 타이닝에서도 SMA로 혼동하는 비

율이 높다. 
M2의 포장별 분류결과는 Table 5에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모형에 비해 포장별 분류 편차가 크

게 나타났다. NGCS 포장의 분류정확도는 98.9 %
로 100 %에 가까운 높은 정확성을 보였으나, DG 
포장의 분류정확도는 51.2 %로 매우 낮게 나타났

다. 특히 M2 모형은 DG를 횡 타이닝으로 혼동하

는 비율이 37.4 %로 나타났다. 2.2절의 (2)에서 노

면 영상 분석 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이 연구에

서 측정한 DG포장의 경우 횡 타이닝의 포장과 

DG의 포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NGCS의 정확도는 98.9 %로 M1의 

Table 5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ANN model using
image features data (M2)

Answer
Predict Trans Longi NGCS DG SMA

Trans 1544 25 3 203 141

Longi 13 1022 6 17 7

NGCS 0 11 826 3 0

DG 22 7 0 278 8

SMA 104 5 0 42 1200

Accuracy 91.7 % 95.5 % 98.9 % 51.2 % 88.5 %

81.3 %보다 17.6 %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M1에서는 

SMA로 오분류되던 문제가 사라졌다. 이는 이미지 

데이터가 NGCS를 분류하는 데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Fig. 4에서 확인 가능한 NGCS와 

SMA의 직선 개수 차이와 Fig. 5에서 확인 가능한 

HOG 값의 분포 차이로 보인다. 
M3는 음향 및 이미지 특징을 모두 사용한 모형

으로 포장별 분류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M3 
모형의 경우 모든 포장 종류에서 높은 분류성능을 

보였다. 특히, 종 타이닝과 NGCS에서는 100 %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으며, DG 포장에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M1과 M2보다 상승한 91.7 %
의 분류성능을 보였다. 이는 DG의 이미지에 횡 타

이닝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소음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음향 데이터가 분류성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음향 및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

여 도로포장을 분류하는 기계학습모형을 구현하고 성

능을 비교·분석하였다. 음향 데이터는 OBSI 측정방

법을 통해 도로포장종류별로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촬영된 노면 영상을 다양한 이미지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된 데이터를 랜덤 

포레스트에 입력하여 분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한 후 입력변수에 따라 인공신경망 모

형 M1, M2, M3를 구현하였다. M1과 M2의 변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M3의 경우 하나의 특징을 사용한 

M1, M2에 비해 약 7 % 정도 상승한 97.7 %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두 모형에서 분류정확도가 높

고 낮은 포장종류가 달랐으며, 복합적으로 특징을 사

용함으로써 상호보완하여 각 포장별 분류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된 분류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구현된 모형은 추후 포장의 

종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에서도 포장 종류별 소

음도 측정이 가능하여 데이터 축적을 용이하게 할 것

으로 예상한다. 축적된 데이터는 적절한 포장 종류 

선정 또는 변경에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도로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민원을 저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다만 특이점을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한 모형이

Table 6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ANN model using
acoustic and image features (M3)

Answer
Predict Trans Longi NGCS DG SMA

Trans 743 0 0 14 11

Longi 0 465 1 1 0

NGCS 0 4 359 1 0

DG 9 0 0 243 11

SMA 10 0 0 6 596

Accuracy 97.5 % 99.1 % 99.7 % 91.7 %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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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포장종류가 5종류에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어 

음향과 이미지 데이터의 전처리 연구, 추가적인 

포장종류 분석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타이어-노면소음은 포장의 종류뿐만 아

니라 노후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연구를 기

반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효율적

으로 소음환경을 고려한 도로관리가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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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21)(1)에 의하면, 
2020년도 환경분쟁신청사건 중 약 80 %에 이르는 

185건이 소음·진동(공사장 76 %, 교통 4 %)이었으며, 
지난 10여 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사장 소음·진동이 국

민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음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써 물리적 현

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시점에만 느낄 수 있다는 일

과성과 축적되지 않는다는 비축적성의 특성을 갖는

다. 또한 소음공해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수면장애

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2), 소음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는 위장 및 대장의 기능 장애 

등 소화기와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일단 발생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주위 거주자들과 직장인들은 평온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의 영위를 위협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리적, 심리적 괴로움과 작업 효율의 저하를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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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duce noise and vibration at construction sites, the emission allowance standard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has been enforced, but there is a limit to managing and supervising several 
construction sites unless they are constantly monitored by a monitoring device. The existing system 
has a limit in mitigating noise disputes at construction site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proactive 
prevention, rather than post-regulation, is more efficient in solving all environmental problems, not 
just noise and vibration. Further, what is most commonly used as a preventive measure for 
dictionaries is an economic incentive. To addres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the noise situation at a construction site will be voluntarily set for the 
business operator by further introducing economic incentives (performance guarantee system) 
from the large citie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per unit area. It should be monitored and 
guided to maintain and manage within acceptabl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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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음·진동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상시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음 현황 파악 및 피해 입증이 어렵고, 따라서, 추후 

보상·배상 절차의 원만한 진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장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현행

법상으로는 배출허용기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
시 모니터링 장치로 감시하지 않는 한 수 많은 공사

장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고 적발된 경우에도 

처분규제 자체가 느슨한 편이다. 현행 과태료 처분도 

요율이 낮은 편이고, 관련 소송을 하더라도 진행 중

에 공사가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는 공사

장 소음 분쟁 완화에 한계가 있다. 
소음·진동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사후규제 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더 효율적

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전

적 예방조치로써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경제적 유

인수단이다. 
앞서 언급한 현행 규제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에서부터 경제적 유인수단을 추가로 도입하여 사업자

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사장 소음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수인한도 이내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 기존의 소음·진동 규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유인수단의 하나로써 검토될 수 있는 

것이 이행보증제도이다. 
이행보증제도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시작 전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소음·진동이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된 경우에만 반환하는 제도로써, 사업자

의 자발적인 소음·진동 저감 노력을 유도하는 적절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사업자가 소음·진동이 규제기준 

이하로 상시 유지되도록 하는 경우 이행보증제도가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 규
제기준을 상시로 준수하는 것이 법정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제기준을 상시로 지킬 경우 미리 

예치한 보증금은 반환받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이

행보증제도 도입 필요성에 이어, 제2장에서는 소음·
진동 저감 이행보증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근거를 살펴본다.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하

는 사회적 피해비용을 내부화 함으로써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제도에 더하

여 경제적 유인제도, 즉 이행보증금제도가 추가적으

로 필요하게 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더하여 

이행보증금을 적절하게 책정할 경우 기존의 제도와 

이중규제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밝히게 된다. 제3장

에서는 소음·진동 분야 이행보증제도의 구체적인 도

입방안을 제시한 후, 제4장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내

용을 요약한 후 결론을 제시한다.  

2. 소음·진동 저감 이행보증제도

2.1 이행보증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근거

소음·진동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소음진동 분쟁조정건수는 

증가되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한다. 현행 소음·진동 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소음과 진동은 수인자로 하여금 청각적 자극과 공

포를 느끼게 함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준다. 그런데,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에는 이와 같은 소음·진동의 피

해, 즉 소음·진동의 사회적 비용을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오염자(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리하여 사적시장에서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

는 소음의 사회적 피해비용(외부효과)을 사업자가 부

담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에 도달

하지 못하고 Fig. 1의 빗금 친 부분만큼의 사회적 후

생 손실을 초래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

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소음·
진동 저감 비용은 더 적게 들이고 공사량은 더 많은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

니라 이러한 피해비용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Fig. 1 Private and social equilibrium due to noise and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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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가 공사로 인해 초래되는 소

음·진동의 피해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실패로 인하여 소음·진동 관리가 허술하게 다

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소음·진동 저감 노력을 유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

요하게 되며, 순수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는 공공기관, 즉, 정부가 된다. 
정부는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외부

효과(externality), 즉 소음·진동의 사회적 비용을 규제 

또는 조세를 통해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게 되고, 사업

자가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저감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되면, 소음·진동의 배출수준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internalization)라고 한다. 시장실패 및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외부효과의 내부화 과정은 Fig. 1과 같다.
Fig. 1에서 Q는 공사의 양(quantity)이며, R | C는 

수입(revenue) 또는 비용(cost), 하첨자 p는 사적 관점

(private), 하첨자 s는 사회 전체적 관점(social), ML은 

사업자의 공사진행 소요 한계손실, MB는 공사로 인

한 한계편익, MLp는 공사 진행 소요 사적 한계손실, 
MBp는 공사로 인한 사적 한계편익, SDC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으로 정의한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손실 곡선이 사적인 입

장에서는 MLp가 되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식 (1)과 같이 사적 한계손실인 MLp와 사회적 한계손

실인 SDC를 수평으로 합산한 MLs가 된다. 공사량에 

상관없이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한계편익은 없기 

때문에 식 (2)와 같이 사적 한계편익 곡선 MBp와 사

회적 한계편익 곡선 MBs는 동일하다. 

MLs(Q) = MLp(Q) + SDC(Q) (1)

MBp(Q) = MBs(Q) (2)

Fig. 1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사적인 시장에서

의 균형은 MLp와 MBp가 교차하는 Ep가 된다. 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은 MLs와 MBs가 교차하는 

Es가 된다. 즉, 사적인 시장에서는 더 많은 공사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진행하는 반면, 사회적 균형에서는 

공사량은 사적균형 보다는 줄어들고 비용은 더 높게 

된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사회적 비용

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사회적 균

형이 사적 균형보다 빗금 친 △EsAEp 만큼 더 크다. 

이처럼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적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후생 극대화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라고 한

다. 사적 시장에서는 소음·진동의 사회적 피해와 같은 

공적인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적인 편익

과 손실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

의 역할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소음·진동의 사

회적 피해비용(SDC)을 원인자(사업자)에게 부담하도

록 하면, 공사진행에 따른 사적 한계손실인 MLp는 

SDC만큼 상향이동하여 MLs가 되며 그 결과 사적 시

장에서도 균형은 Es에서 발생하고 사회적 후생이 극

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2.2 이행보증제도 도입의 타당성

소음·진동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음·진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피해 비용

(SDC)을 조세(일명 소음세) 또는 이행보증금으로 부

과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사적 한계손실과 사회적 한

계 손실이 일치하면(MLp = MLs), 사업자의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지불하는 최적비용은 이 두 선이 교차하

는 Qs로 결정되고, 사회적 후생은 사적 균형상태보다 

빗금친 △EsAEp 만큼 증가하여 극대화된다.
둘째, SDC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도록 규제를 실시하

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Qp 수준에서 규제준수비용이 

AEp만큼 소요되도록 규제기준이 설정되고 집행된다면, 
소음·진동의 사회적 비용은 사업자에게 전부 전가되어 

소음이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후생도 극대화된다. 현재 시행 중인 소음·진동 

허용기준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사장 소음에 따른 민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규제가 사회적 피해비용

을 충분히 내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규제제도 하에서 사업자에게 전가된 

소음‧진동의 사회적 비용이 AEp 보다 적고, 따라서 현

행 규제 하에서의 균형은 EsEp 선상의 특정 한 점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새로운 균형에서의 공사량은 Qs와 

Qp 사이에서, 비용 또는 수익은 Cs와 Cp 사이에서 결

정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은 △ESAEP 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존재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극대화에 실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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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더

욱 강화하거나, 현행 제도 내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

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규제 자체

는 그대로 두고, ‘이행보증제도’라는 경제적 유인제도

를 정책 결합(policy mix) 차원에서 도입하여 현행 규

제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현행 

규제제도 하에서 내부화하지 못한 소음‧진동의 사회

적 비용 잔여분을 이행보증금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제제도 하에서 내부화하고 있는 

사회적비용이 AEp의 2/3 수준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행보증금 수준을 AEp의 1/3 수준에 맞게 책정하여 

시행하면, 사적 한계손실 곡선이 사회적 한계손실 곡

선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 균형에 이

르러 사회적 후생도 극대화된다. 
그런데,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 공사장

에 대하여 시행중인 소음·진동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제

도와 중복되어 이중규제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제

기될 수 있다. 소음진동 저감 이행보증제도는 일정한 

규모의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진동 저감 노력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조치가 

성실히 이행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중인 배출허용기준제도가 소음·진동의 사회

적 피해비용을 충분히 내부화하고 있다면 이행보증제

도는 중복규제로 시행이 불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동 제도 하의 배출허용기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완화되어 있거나, 또는 동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음·진동의 사회적 피해비용이 

충분히 내부화되고 있지 않다면, 정책 결합(policy 
mix)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규제

제도 하에서 내부화하지 못한 소음진동의 사회적 비

용 잔여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이행보증금으로 책정하

게 되면, 중복규제 가능성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행보증제도는 중복규제가 아니라 기존의 제

도이행 또는 그 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결합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음·진동 저감 이행보증제도 도입방안

3.1 기본 전제

소음·진동 저감 이행보증제도는 사업자의 소음·진동 

저감 노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납부를 의

무화하되, 저감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증금이 감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개념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소음·진동 저감 이행 보증금 산정 시 주요 변

수 중의 하나는 소음·진동의 실제 배출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소음·진동의 경우는 배출 후 축적되지 않고 단

시간 내에 소멸된다. 따라서 소음·진동의 경우는 발생

해서 사라지기까지의 짧은 시간 내에 실제 배출량을 

객관적으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강

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규모 공사장의 경우는 공사 시 

소음·진동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자와 사업자간의 실제 배출량에 대한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음·진동 방지노력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방지노력의 주체는 사업자 자신이 되는 것이 통

상적이지만,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이 방지노력

을 대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3의 전문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음방

지 노력을 대신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서, 제3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업)이란 소음·진동 저감 경험 

및 기술이 사업자보다 우수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

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소음·진동 저감 목

표를 전문기업이 사업자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

할 가능성이 높다. 이행보증제도는 소음·진동 저감에 

대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이행보증금을 반

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조건 이행 정도

에 따라 반환되는 보증금이 연동된다. 
만약 사업자가 전문기업과 소음·진동 방지 대행계약

을 체결할 경우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이다. 전문기업은 이행보증제도가 제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 조건은 

사업장의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이 될 것이다. 사업자

가 전문기업에게 방지노력을 대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계약금액의 최대치는 이행보증금으로 하되, 
실제로 지출된 방지비용이 이행보증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와 전문기관이 일정비율로 분배한다. 
전문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련 모든 사

항을 책임진다. 계약조건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이 배

출되는 경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 방지비용이 

계약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진

다. 대신 실제 방지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작을수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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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수익도 늘어난다. 생존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익 증대를 위해서도 방지노력 및 비용 절감에 최선

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는 이 계약 하에서 최소한 손해 볼 일은 없

다. 가장 나쁜 경우가 이행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이

다. 그런데, 이행보증금은 자신이 직접 최선의 방지노

력을 했을 경우 지출했을 비용이다. 만약 전문기업이 

방지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했을 경우 자신은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

은 전문기업에게 전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장의 소음·진동 

배출이 허용기준 이내로 상시로 관리된다는 것이 보

장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방지노력의 게으름 내지 무관심, 즉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도 이

득을 보고 전문기업도 수익을 누리고 사회 전체적으

로는 소음·진동이 적정수준에서 관리됨으로써 후생

이 극대화되는,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전문기업의 기술력, 관리능력, 재원조달 

능력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적의 소음·진동 배출관리가 어려워지게 되고, 
전문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소음·진동이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음·진동 전문

기업간의 경쟁이 가능하고 관련시장이 충분히 성숙될 

경우 적용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시장이 초기단계로써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

는 우리의 현 실정에서는 제3자에 의한 관리방안은 당

분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에 하던 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노력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 사업자는 공사장의 상황과 사용

하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저감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저감조치가 가능하

다. 또한 사업자는 소음방지 소요경비보다 많은 이행보

증금을 환불받기 위하여 소음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방지 

조치의 주체가 사업자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 또는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에 대한 위험부담을 전적

으로 사업자가 지게 되고, 사업자가 방지노력을 조작

하는 경우 이를 완벽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예

상된다. 그러므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공사장 모니터링

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사업장

의 소홀한 관리에 있는지와 사업장의 방지노력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선의 소음방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역 특성에 따라 

배경소음으로 인해 규제기준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고려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 이행보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1) 이행보증제도 대상사업  

다양한 특성의 공사장이 존재할 수 있다. 신규 공

사장이 있는가 하면, 기존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공사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 

공사장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있는가 하

면, 주변 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누적되는 

경우도 있다. 
소음·진동의 범위를 신규공사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 까지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이 상시적으로 가동된

다고 전제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주기

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법규 내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반면, 새로 시작

되는 공사의 경우 여기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은 때로

는 간헐적 일 수 있으며 일과성·비축적성 특성 때문

에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에 대한 민원은 기존 시설보다는 새로운 공사로부터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행보증제

도 도입을 검토하는 초기부터 기존시설로부터 발생

하는 소음·진동 까지를 포함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 기존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포함할

지 여부는 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정

착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의 범

위를 신규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만 한정한

다. 즉, 기본적인 도입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 EIA(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등 지자체 소

규모 EIA 대상 사업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

 『소음ㆍ진동관리법』 상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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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협의대상 중에서 평가협의 및 개발계획 

확정 이후에 실제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한 사업

국가 EIA와 같이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자

체 EIA 등 소규모 사업장의 일부도 대상에 포함한 

것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저감대책 

관리수준이 낮아 소음피해 예방보다는 민원 발생 시 

형식적인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어 잠재적 민원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원을 유발하는 대부분

의 소규모 사업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

되고 있다. 한편, 도입방식으로는 필수적으로 도입해

야 하는 대상(예를 들어, 공공공사)에 대하여 우선 시

행하여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도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행보증금 요율 산정

이행보증금은 소음·진동 방지대책 비용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이행보증금이 소음·진동 방지 관련 비용보

다 적으면, 사업자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소음·
진동 방지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

다. 그 결과 소음·진동은 종전보다 더 증가하거나 민

원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설령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할지

라도, 소음·진동의 특성(시차성, 비누적성 등) 때문에, 
이는 소음·진동의 사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이행보증금이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 처리에 집중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 민원

은 더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증금

이 소음·진동 방지 관련 비용보다 최소한 적지는 않

아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행보증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모니터링 

장비 설치·운영 등 관련 비용과 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해체 비용이다. 
여기서, 모니터링 관련비용은 모니터링 설치비용과 

관리‧감독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
째, 모니터링 설치비용이다. 사업자는 기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한다. 둘째, 모니터링 관리·감독비용이다. 관리·
감독의 주체는 지자체가 되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비용도 이행보증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 고정비가 된다.

이행보증금 = 모니터링 설치․유지비용 + 고정비

용(모니터링 관리․감독비) + 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해체 비용

(3) 소음·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안

모니터링 시스템은 소음·진동의 특성상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상시 자동모니

터링 시스템은 고정형 소음·진동 자동 측정장비와 실

시간으로 소음레벨 등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포함한

다. 또한 지자체 조례로 운영 중인 공사장 소음측정

기기 설치의 통일성 유지와 모니터링 비용의 과다 산

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지침을 포함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

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3).

① 모니터링 시스템 기본 구성

- 마이크로폰, 방수형 방풍망, 연결케이블, 소음계, 
data 저장장치, 전원장치, 전광판, CCTV 

② 최소 사양

- 24시간 실시간 측정(매 5분, 1시간, 1일 단위 

(Leq) 기록 포함)
- 원격관리를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기준 초과 시 경보기능과 음성 및 CCTV 영상

(블랙박스 해상도 이상) 형태로 저장

- 1/1 옥타브 이상 주파수 분석

③ 필수포함 사항

- 모니터링 항목: 공사장 소음 및 진동

- 모니터링 지점: 공사장 내부 1개 지점, 외부 2개 

지점 이상 (여기서, 외부 모니터링 지점은 공사

장 소음 영향이 가장 우려되는 대표 지점 선정)
- CCTV 설치 위치: 공사장 내·외부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4채널 이상의 CCTV 설치

(4) 이행보증제도 운용 절차

① 이행보증금 운용절차

이행보증금은 사업자가 관할기관에 예치하며, 관할

기관은 사업자의 소음·진동 저감조치 및 결과에 따라 

공사 완공 이후에 반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

로 운용된다. 이행보증금 운용절차(안)은 Fig. 2와 같

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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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신

청하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장 규모 등 공사 시 소음·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이행보증금 도입대상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입대상인 경우, 사업자

에게 이행보증금 납부를 고지하지만, 도입대상이 아

닌 경우는 면제 대상 통보와 함께 이행보증제도 도입

에 따른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 사전예방효과를 제시

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한다.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납부한다.
소음저감 주체인 사업자는 모니터링 대행기관 선정

시, 대행기관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선정 

된 모니터링 대행기관은 공사기간 동안 관할 지자체에 

일정 주기 단위로 모니터링 결과를 백업 및 전송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소음·
진동 현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소음·진동 현황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자에게 송부하여 공사장 소음·진
동을 기준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에 공

사 준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는 소음·
진동 방지(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반환금을 최종 결

정한다. 반환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모니터링 대행기관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는 모니터링 비용 등의 고정비용과 성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예치일과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반환한다. 반환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 

비용 등으로 활용하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게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② 이행보증제도 적용

공사장이 소음ㆍ진동 저감 이행 노력을 충실히 하

여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공사장 소음·진동을 규제기

준 이내로 유지·관리한 경우에는, 고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단, 반환 기준

이 되는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현행「소음·진동관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사장 소음특성에 적합하지 않

은 등가소음도로 평가하고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작업

시간에 따라 규제기준치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

부분 반환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Table 1과

같이 현행법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소음·진
동관리법」상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공사장)에서 

등가소음도(Leq) 평가 시, 현행 10분 측정에서 점심

시간을 제외한 전체 공사기간으로 평가시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며, 최고소음도 초과횟수 등 최고소음

도(Lmax) 평가지표 추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1년이 경과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 × 민법에 의한 1년 이자율 × (예치일자/365)

그런데, 공사장의 소음·진동이 법정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이 때 고정비 이외 금액의 활용방안에 대한 

Fig. 2 Operational procedure draft for noise and vibration 
performance guarantee system

Table 1 Improvement of assessment method for the 
noise performance guarantee system

Assessment Index Remark

Current
Leq(equivalent 
noise level)

Regulation standards of 
community noise and vibration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construction sites)

Improve
-ment

Leq(equivalent 
noise level)

Adjustment of assessment time
(Change from the current 10 
minute measurement to the 

construction period excluding 
lunch time)

Lmax (maximum 
noise level)

Excess frequency the maximum 
noise leve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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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이 금액이 민원인들에 대한 

배상금조로 활용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공사 장비 소음·진동 저감 기술개발 등

을 위한 R&D 투자나 지자체 감시 인력 인건비와 교

육비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정기준을 

한번이라도 초과하여 이행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

하는 경우, 공사 시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진동 저감

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상실되기 때문에 반환 비율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4. 결  론

공사장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원이 발생

되면 사후조치를 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에 많은 시

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어 현 정책으로는「환경

정책기본법」및「소음·진동관리법」상의 원래 목적

인 국민의 정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행보증제

도가 검토되는 것이며, 이행보증제도의 본 취지는 

소음·진동 기준 초과여부에 따른 사후 규제 성격이 

아니라 공사장 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을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이행보

증제도는 규제가 아닌 경제적 유인제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수인한

도인 규제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형사적 

의무까지 면책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만

약 이행보증금 납부 대상 공사장이 규제 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은 물

론 현행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과 그에 따른 민

원 해결을 위하여 기존 소음·진동 규제의 보완 정책

으로서 ‘이행보증’이라는 경제적 유인 제도의 도입방

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이행보증제도 도입의 이

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보증제도 도입체계의 

틀을 제시하였다. 도입의 전제조건과 적용 대상 그리

고 요율 산정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행보증금액이 소음·진동방지 관련 비용 이상이어야 

하고, 방지 노력은 사업자가 하되 모니터링의 관리·감
독은 지자체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제도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소음·진동 저감 유인수

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도입 대상은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SEA) 협의대상 중에서 평가협의 

및 개발계획 확정 이후에 실제 공사(시행) 허가를 신

청한 공공사업으로 하여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

화 한다. 또한 이행보증금 요율은 소음·진동 모니터링 

유지 및 관리감독을 위한 비용과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 및 해체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

고 이행보증금은 공사장이 법정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고정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
신 공사 장비의  소음·진동 저감기술 개발이나 지자체 

감시 인력 인건비와 교육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보증제도가 시행된다면, 현

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제도상의 행정처분

이나 분쟁 조정신청시의 절차 등을 보완하여 소음·진동

발생을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경제적 유인책으로 기능할 수준의 요율 산

정이 어렵다. 이행보증제도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기

능하여 공사장이 자체적으로 소음ㆍ진동 저감 노력

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민원을 줄이

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금 액수가 상당히 크지 않다면 사업자의 도

덕적 해이만을 야기할 뿐 결과적으로 소음·진동 저

감에는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정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이행보

증금을 최대한 높게 산정하여야 동 제도의 시행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행보증금이 

경제적 유인책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높게 

산정되면, 관계자들의 반대와 규제완화라는 흐름에 

부딪혀 제도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딜레마

에 빠지게 된다.
둘째,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계획 및 세부 

기준이 없다. 공사장 소음·진동은 간헐적으로 발생

하고 축적되지 않으며, 유사한 공정으로 진행되는 

공사도 계절과 날씨, 시간대(아침, 낮, 저녁), 그리

고 공사장 인근 배경소음에 따라 소음·진동 영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행보증

금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는 공사장 소음 영향을 대표할 수 있는 공사장 

내·외부 지점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반드시 전



Kwang Kyu Kang et al. ; Economic Incentive System for Noise and Vibration Reduction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1(4) : 459~467, 2021
┃

467

제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 조례 또는 자발

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의 경우 현

장 소음도를 대표할 수 없는 지점으로 측정값을 신

뢰할 수 없는 등 잘못된 모니터링 위치의 선정은 

사업자로 하여금 형식적인 모니터링 이행으로 사후

관리에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모니터링 지점 선정 및 결과활용 등 관련 세부 지

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공사장 규모별·계절별 소음 데이터는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없는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업을 통해 소음·진동 영향을 분

석하여 향후 공사장 소음 저감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세

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각 지자체 조례에 준하여 모

니터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일부 공사장에서는 

관리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임의로 모니터링을 하고 모

니터링 결과를 상호 공유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모니터

링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나 

공사 시 지자체에서의 소음·진동 관리도 특정 시간대에 

간헐적으로 실시하며 보통 5 ~ 10분 단위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사장 소

음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사

장 소음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계획과 세부 규정 및 결과 

공유 등을 포함한 세부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현행 소음·진동 관리 법

제의 보완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이라는 재정보증수단 

도입의 전제와 운용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도입을 

위한 선제적 제안에 있다. 
위의 제도 도입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이행보

증제도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소음·진동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에 상술한 여러 한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여러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제도

가 시행되면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

이 예상되고,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부의 

수탁과제로 수행된「소음·진동 저감 이행보증금제도 

도입방안 연구(2016-042)」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

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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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pers should contain new results of original research and academic contribution to noise and vibration en-
gineering, which hasn't been submitted or published in any other journals. 
논문집의 내용은 타 잡지에 투고 또는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소음진동공학과 관련하여 독창적이며 학문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한다.
(2) Authors who want to submit the paper should be the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However, exceptional case can be made by the society. 
논문집에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에서 인정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The manuscript should be written in Korean but English can be accepted.

논문집의 원고는 국어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영어로 할 수 있다. 
(4) The acceptance date is the date on that the society office receives the paper. The paper can be cancelled if the 

revised paper hasn't been returned to the office within one month after the paper was sent to authors for 
revision. 
원고의 접수일은 본 학회에서 접수한 날로 한다. 단 내용의 수정 ․보충 등의 요구된 원고가 본 학회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다. 
(5) Authors are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e paper. The copyright of all papers submitted to the journal is 

transferred to the Korean Society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and authors should submit the consent 
form(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 And it must comply with the code of ethics, research ethics and commit-
tee regulations.
원고내용의 책임은 저자가 지며, 제출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양도동의서 제출을 통해 저작권을 한국소음진

동공학회로 양도함을 동의하고, 윤리헌장, 연구윤리 및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The corresponding author should be a senior member among authors. If the corresponding author's affiliation is 

university, he(she) should be a professor. If the corresponding author's affiliation is research institute, he(she) 
should be a team leader.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중 선임자로 하며, 저자의 소속이 학교인 경우 교수, 연구소 등은 팀장급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7) The decision on the selection of the paper follows the paper review rules.

원고의 채택여부는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8) Authors of the paper should provide the paper processing fee and publication fee.

논문원고의 저자는 논문게재회비 규정에 따라 소정의 논문관리회비 및 게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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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저작권양도동의서

Title│논문의 제목 :

Author(s)│저자(들) :

I(We) hereby certify that I(We) agreed to submit the manuscript entitled as above to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저자들은 별첨의 “저작권 양도 동의의 내용 및 조건”에 기술되어 있는 설명을 읽고 

본인들의 논문이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에 게재됨과 동시에 위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로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Author’s signature│대표저자의 서명 : 
(the owner of copyright)
Author(name)│성명 : 
Position│직위 : 
Affiliation│소속 : 
Date│서명한 날짜 :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Editor-in-chief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 Please send this form to by fax at +82-2-3474-8004 or a scanned copy of the signed original by e-mail at editor@ksnve.or.kr

Authors are hereby granted the right to/저작권 양도 동의의 내용 및 조건

1. The submitting/corresponding author warrants that
(1) This contribution is original, that he/she has full power to make this grant, 
that he/she has not granted or assigned any rights in the article to any other 
person or entity, that the article is copyrightable, and that it does not infringe 
upon any copyright, trade mark, patent or statutory right.
(2) Authors may reproduce the manuscript for course teaching or private pur-
pose like author’s career, research reports or unprofitable advertisement.
(3) To post a copy of the manuscript as accepted for publication after peer re-
view on the author’s own web site, or the author’s institutional repository, or
the author’s funding body’s archive which is cited on manuscript.
(4) To use a copy of the manuscript for materials of the presentation of re-
search, workshop, author’s lecture or book writing.

2. The condition for the author’s right
(1) Using a copy of the manuscript for permitted purpose, it must be cited 
that copyright belongs to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 To commercialize the manuscript, the author can’t transfer copyright to a 
profit-making organization. Only, it is acceptable in case of 1(1).

3. The authors warrant and certify that
(1) The author who has signed this agreement has full right, power and au-
thority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on behalf of all of the authors and the or-
ganizations they belong to.
(2) Despite this agreement, i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thor’s funding body want to exercise copyright of the manuscript, there 
is no restriction.
(3) Signing up this agreement, the author promises that the manuscript wasn’t 
published in other forms except the presentation form at symposium and dos-
en’t include any illegal content which violates copyrights of any authors.
(4) Although all or part of the manuscript is used for commercial purpose be-
fore the publication on KSNVE journal, all or part of the published contents 
can’t be revised after the publication for commercial use.
(5) Signing up this agreement means that the author reads, fully understands 
and agrees on all contents of statement.

1. 본 양식에 의한 저작권 양도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1)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2)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3)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
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4)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
크샵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본 양식에 의한 저작권 양도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
(1)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
시 저작권이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단, 1(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기타 조건
(1)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와 이들 
저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본 저작권 양도 동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연구비를 지원
한 기관 및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 본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
서의 발표를 제외한 다른 형태로 투고 또는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
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
(4)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 논문집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
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
인 목적을 위하여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
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5) 본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가 본 저작권 양도 동의
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그 내용에 동의하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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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should perceive that our researche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and have a great influence on community. Also we should cherish harmonious 
and tranquil life, living together with neighbors and nature. Therefore, all members of KSNVE should have higher 

moral sense and behave honestly and fairly to maintain authority, honor and dignity.
한국소음진동공학회의 모든 회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이웃 및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화롭고 정온한 삶을 소중히 여긴다. 이에 모든 회원은 전문가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권위, 명예, 위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1. Authors should use their own knowledge and technolog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우리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2. Through the activities of KSNVE, authors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and industry and make effort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for tranquil life. In addition, they 
should devote themselves to their field and strive to boost competitiveness and the authority as experts on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우리는 학회활동을 통하여 정온한 삶을 위해 소음진동공학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

야 한다. 또한 소음진동공학 전문가로서 자기분야에 성실히 봉사하고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3. Authors should behave honestly and fairly for education, research and re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ir scholas-

tic conscience and ethic.
우리는 교육, 연구 활동 및 결과 발표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 하며, 윤리성과 학

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4. Authors should not behave against the purpose of the foundation of the society.

우리는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uthors must not have presented portions of another’s work or data as their own under any circumstances.

우리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6. Manuscripts submitted fo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in KSNVE are not to be used as a platform for commer-
cialism or unjust means.
우리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7. Every manuscript received is to be reviewed fairly by reviewer’s conscience as a scholar. And Ethics Committee 
deliberate and decide on all matters related to research misconduct.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정 : 2007. 09. 14, 선포 : 2007.11.15)

The Charter of Ethics for the KSNV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윤리헌장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연구출판윤리
All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should perceive that our researche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and have a great influence on 
community. Also we should cherish harmonious and tranquil 
life, living together with neighbors and nature. Therefore, all 
members of KSNVE should have higher moral sense and be-
have honestly and fairly to maintain authority, honor and 
dignity.│한국소음진동공학회의 모든 회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이웃 및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화롭고 정온한 삶을 소중히 여긴다. 이에 모든 회원
은 전문가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권위, 명예, 위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Authorship││저자의 자격
It is recommended for every author including the first and cor-
responding author that authorship be based on the following 4 
criteria :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
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 2.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3. Final ap-
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논문의 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제1저자, 교신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연구 논문의 구상, 설계, 데이터의 획득과 분석, 해석에 실제로 기여
한 자, 2.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논문의 주요 내용을 학술적으로 
개선한 자, 3. 최종 원고의 출판에 동의한 자, 4. 논문 내용의 정확성
과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대응 책임에 동의한 자

Duplicate Publication of Data││논문 이중 게재 
Papers should contain new results of original research and aca-
demic contribution to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which 
hasn't been submitted or published in any other journals. Also 
the published paper to this journal should not be submitted or 
published in any other journals.│논문집의 내용은 타 잡지에 투고 

또는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소음진동공학과 관련하여 독창적이며 학
문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한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이후 타 잡지에 투고 또는 발표를 금한다. 

Plagiarism││표절
Authors must not have presented portions of another’s work or 
data as their own under any circumstances.│타인의 연구나 주장

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
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Policy on Commercialism││부당 이득 
Manuscripts submitted fo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in 
KSNVE are not to be used as a platform for commercialism 
or unjust means.│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

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Review││심사 
Every manuscript received is to be reviewed fairly by re-
viewer’s conscience as a scholar. And Ethics Committee delib-
erate and decide on all matters related to research misconduct.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기타 연구 부정행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윤리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한다.

Peer Review│전문가심사 과정
Every manuscript received is reviewed by the writing guide-
lines and instructions of KSNVE. With editing team’s decision, 
three peer reviewers are selected. The editorial director should 
ask a review to selected reviewers in 10 days from application 
date. The editing team takes responsibility for all general mat-
ters on peer review. If two reviewers among the selected do 
agree to accept the journal, review process ends.│격월간(隔月刊)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에 게재하고자 별도로 정한 집필요강 및 
투고요령에 의해 투고된 논문원고에 대하여 심사한다. 접수된 논문
원고는 편집팀(편집위원장, 편집이사)의 판단하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채택불가 또는 논문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해당편집이사는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 심사위원에게 서류를 갖추어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의견교환 등 심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편집팀의 
책임하에 논문 심사에 3인을 의뢰하여 논문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의견을 받아 최종판정 한다.
▪ The reviewer’s name should not be disclosed during review 
process. If reviewers ask for exception, it might be accepted 
only under the editing team’s decision.│심사위원의 성명은 대외

적으로 비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의 양해가 있을시 
편집팀의판단 하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If it is necessary during review process, authors and re-
viewers can exchange opinions on the intervention of the edit-
ing team.│논문 심사 중 필요하면 편집팀의 중재(仲裁)로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The period of review is two weeks(urgent papers is within 
10 days). If it is over two weeks, reviewers get the first 
reminder. And if review is not finished over four weeks, an-
other reviewer would be selected.│심사위원에게 송부된 논문의 

심사기간은 2주 이내(긴급논문은 1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이 지
나면 심사위원에게 1회 독촉을 한다. 심사의뢰 후 4주가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받지 못하면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한다.
▪ The paper can be cancelled if the revised paper hasn't been 
returned to the office within one month after the paper was 
sent to authors for revision.│내용의 수정 보충 등이 요구된 원고

가 편집팀 또는 학회 사무국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송
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If the author of the unaccepted manuscript requires review 
again, it cannot be accepted.│최종적으로 채택(採擇) 불가(不可)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Content and Publication Type│출판유형
An original article, review article and errata/revision/addendum/
retraction can be accepted as a publication type of this journal.
│본 논문집의 출판 유형으로는 원저(Original article, Review article), 
오류/정정/추가/게재철회(Errata/Revision/Addendum/Retraction)와 같은 
종류가 있으며 이에 한해 출판을 허가하도록 한다. 

Fee for Page Charge│게재회비
If the manuscript is accepted for publication, authors of the 
paper should provide the paper processing fee(50,000 Won) 
and publication fee(General papers : basic 6 pages 100,000 
Won, for extra page: 20,000 Won/page, Funding papers : basic 
6 pages 150,000 Won, for extra page: 30,000 Won/page, Urgent 
papers : basic 6 pages 200,000 Won, for extra page: 40,000 
Won/page, Conference papers : free).│논문원고의 저자는 논문게

재 회비 규정에 따라 소정의 논문관리회비(편당 5만원) 및 게재회비
(일반논문 : 기본6면 10만원/초과면당 2만원, 연구비 지원 : 기본 6면 
15만원/초과면당 3만원, 긴급논문 : 기본 6면 20만원/초과면당 4만원, 
학술대회발표논문 무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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