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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중 천이신호 탐지를 위하여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신호분석이 가능한 웨이브렛을 적용하였다. 낮은 신호대 

잡음비를 가지는 관측신호로부터 천이신호를 탐지하기 위하여 고차통계 기법과 웨이브렛을 사용하였으며, 웨이브렛을 이용 

하여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분해한 다음 고차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분해된 웨이브렛 계수들의 정규분포 특성을 측정하였 

다. 제안한 방법으로 천이신호를 탐지할 경우 낮은 신호대 잡음비를 가지는 관측 신호로부터 천이신호를 잘 탐지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수중 천이신호, 첨도, 웨이브렛 패킷, 고차통계

투고분야: 수중음향 분야 (5.4)

This paper deals with application of wavelet transform, which is known to be good for time-frequency analysis, in 

order to detect the underwater transient signals embedded in ambient noise, A new detector of acoustic transient 

signals is presented. It combines two detection tools： wavelet analysis and higher-order statistics. Using both 

techniques, the detection of the transient signal is possible in low signal to noise ratio condition. The proposed algorithm 

uses the wavelet transform of a partition of the signal on frequency domain, and then higher-order statistics tests 

the Gaussian nature of the segments.

Keywords*  Underwater transient signal, Kurtosis, Wavelet packet, Higher-orde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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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수중의 주변소음은 수중음향 신호 식별에 있어서 사람 

이나 인공 신경회로망 (neural network)과 같은 자동식 

별자의 능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수중 주변소 

음에 탐지하고자 하는 신호, 즉 천이신호가 낮은 신호대 

잡음비를 가지는 경우 그 신호를 식 별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실제로과학 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소음은 점점 낮아지 

고 있으며 따라서 원하는 신호를 탐지하기 위하여 고전적 

인 에너지 탐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제한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신호들은 주변소음 속에 묻혀서 낮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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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잡음비를 가지게 되므로 먼저 관측된 신호로부터 주변 

소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호처리 기술은 신호 탐지에 있어서 많은 발전 

을 이루었다. 예를 들자면 고차통계 기 법 (Higher-Order 

Statistic, HOS)이나 웨이브렛 변환 등의 기술은 신호를 

탐지하는데 있어 탐지하고자 하는 신호의 특성에 대하여 

적응적으로 기저들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변 소음이 정규분포 특성을 가지고 탐지하고자 하는 

신호가 비정규분포 특성을 가지는 경우 고차 통계 기법 

중 첨도 (kurtosis)를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호의 

탐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차통계 기법이나 웨이브렛을 

이용하여 천이신호를탐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1,2].

본 논문에서는 신호 탐지에 있어 많은 장점을 지닌 고 

차통계 기법과웨이브렛 변환을조합한방법을수중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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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적용함으로써 수중 천이신호 탐지의 효용성에 대 

하여 고찰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모의 신호 및 

실측 신호에 대하여 그 탐지 능력을 시험하였고 그 결과 

낮은 신호대 잡음비에서도 천이신호 탐지 성능이 우수함 

을 알 수 있었다.

n. 수중 주변소음 및 천이신호의 특성

일반적으로 수중의 주변소음이란 해양,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이는 무지향성 수신기에 의해 

서 수신되는 모든 주변소음의 일부분으로 수신기와 장비 

등의 자체 소음 및 소음원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소음을 제외한 소음이다. 수중 주변소음은 각기 다른 주 

파수 영역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색잡음임 

을 알 수 있다. 주변소음의 또 다른 특징은 심해와 천해에 

서의 자료를 확률 분포 함수로 분석한 결과 진폭이 정규 

분포 특성을 나타낸다[3]. 이는 주변소음은 임의의 진폭 

과 위상을 가진 매우 많은 음원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주변소음은 짧은 시간 동안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는 신호이지만 소음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약정상 

신호 (non-stationary signal)Sj 형태를 가진다

한편, 천이신호란 일반적으로 관측시간에 비하여 짧은 

지속시간을 가지는 신호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⑵.

・ 시간축상에서 신호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 신호의 도달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추정을 

필요로 한다.

・ 아주 짧은 시간 존재함으로써 그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감소 시킨다.

• 관측시간에 비하여 짧은 지속시간에 존재함으로써 비 

정규분포 특성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천이 소음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탐지시 제한이 있게 된다.

III. 웨이브렛 패킷과 고차통계 기법을 

이용한 잡음 제거 기법

3.1. 웨이브렛 패킷 (Wavelet Packet)
웨이브렛 변환은 다양한 웨이브렛 기저를 이용하여 신 

호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효율적 

으로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 예를 들어 

웨이브렛 변환을 통하여 약정상 신호 또는 천이신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시간척도 분석 (time-scale analysis) 

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산 웨이브렛 변환 (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은 신호에 대한 다중해상도분석을 제공하며, 이는 

신호처리 관점에서 보면 필터뱅크를 기반으로 한 대역별 

신호의 재구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기본 개념 

은 주어진 이산 신호 s(")을 저주파대역필터 八〃)과 고주 

파대역필터 g(〃)으로 통과 (convolution)시켜 s(n)의 해상 

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저해상도를 갖는 근사계수 

C(")과 S(")과 C(")의 차이에 해당하는 세부계수 d(")을 얻 

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과정을 근사계수에 다시 반복하 

여 적용하면, 주어진 신호에 대한 여러 해상도별 근사계 

수와 세부계수를 얻게 된다. 이러한 분해를 다중해상도 

분석이라고 한다[4,5]. 이러한 해상도별 근사계수와세부 

계수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 식과 같으며, 이를 Mallat의 

알고리즘이라 한다[5].

%(") = »(—2") c，血)

件z ⑴

妃(") =》*(' 一2”応0)

여기서 k는 해상도 수준을 구분하는 매개변수이며, 주어 

진 원 신호의 해상도를 최고 해상도 수준으로 간주하고 

이를 K라 할 때 ＜油?)=的)라 놓는다.

위의 저주파대 역필터와 고주파대 역필터는 웨이브렛 

이론에서 각각 척도 함수 啊 및 웨이브렛 함수 經/)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팽창방정식 (dilation 

equation)으로 표현된다.

代)=V2 V A(w)^(2/ - n)

4直
f (2)

飾)侦(痂(2T

한편, 수중음향 신호와 같이 저주파와 고주파 성분 모 

두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호에는 위와 같은 

단순한 분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고주파 성분의 분해능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수행하는 것이 웨이브렛 

패킷이다[5-7]. 웨이브렛 패킷은 근사계수뿐만 아니라 

세부계수에도 이산 웨이브렛과 같은 저주파대역필터와 

고주파대 역필터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는 각 해상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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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계수와 세부계수로 분류하여 주어 진 신호의 해상도 

내의 모든 세부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웨이브렛 패 

킷 분해에 관한 Mallat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c辭(")=»*-2")c  監)

"(小&(〜”)*)  °)

沱Z

여기서 m = 0,1,“・,2气1 이고 吧과 诚꺼는각각 해상도 

수준 农1 에서 아"'의 근사계수와 세부계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웨이브렛 패킷 분해는 웨이브렛 분해보다 

많은 트리구조를 갖는데, 최종단계의 분기 (branch)들은 

주어진 신호의 세부정보를 표시하는 주파수 대역에 대응 

된다 (그림 1). 예를 들어 패킷 분해의 최종단계에서 8개 

의 분기가 있다면, 주어진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을 균등 

하게 8등분하는데 패킷 트리구조의 첫번째 분기는 등분 

된 주파수 대역 중 최저 주파수 대역에 해당되는 신호 정 

보를, 마지막 여덟번째 분기는 최고 주파수 대역에 해당 

되는 신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해된 웨이브렛 패킷 계수들은 필요 

에 따라 엔트로피 개념에 의해 최적의 기저 (best basis)를 

추출하고, 추출된 최적의 기저에 해당하는 계수들에 대 

하여 임계치를 적용하여 계수값을 적절히 조절한 다음 

원신호로 복원하게 된다.

3.2. 고차통계 가법을 아용한 최적 기저 선택 및 잡음 

제거 방법

웨이브렛 패킷을 이용하여 분해된 신호의 트리구조로 

부터 최적 기저를 선택하는 방법은 분리된 2개 분기의 

엔트로피합과 분리되기 전 분기의 엔트로피와의 비교에 

의해서 전체 엔트로피 합을 낮추는 방향으로 최적의 기저 

를 찾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각 분기에 해당하는 

계수들의 정규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최적 기저를 선택하 

였다.

즉, 웨이브렛 패킷에 의해 분해된 각주파수 대역의 계 

수들을 살펴보면 천이신호가 존재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의 계수들은 비정규분포 특성을 나타내게 되나, 반대로 

잡음만 존재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계수들은 정규분포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정규분포특성을 

가지는 주파수 대역은 병합하고 비 정규분포 특성을 가지 

는 주파수 대 역폭은 분리를 함으로써 높은 분해능의 주파 

수 대역폭에 해당하는 천이신호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정규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차통계 기법의 하 

나인 첨도 (kurtosis, &)를 이용하였다. 이론적으로 임 

의의 신호가 정규분포특성을 가지게 되면 첨도 값은 0을 

갖는다.

"业牛蜜L (4)
°、

그림 1. 웨이브렛 패킷 트리구조와 시간주파수 영역의 관계

Fig. 1. The relationship between tree structure and time나「eq나ency domain of wavelet packe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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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웨이브렛 패킷을 이용한 최적 기저 탐색

Fig. 2. Searching for the best basis using wavelet packet.

이때 x(6)는 임의의 변수 값, 冉 는 변수 값들의 평균 

값, b*  는 분산을 말한다.

그림 3은 첨도값에 따른 분포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계산에 있어서 첨도 값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하여 첨도 값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이 

용하였으며, 특히 Bienayme-Tchebychev 부등식을 이용 

하였다 [8].

/也 - E底 】 < ajp서1 —；

(5)

여기서 1 —-^2 = a라고 하면, a= j匕; 라고 할 
수 있다. 이를排변에 대입하면 식 ⑸는 다음«같이 정리 

할수있다.

服서히勺는 a a (6)

따라서 신뢰도 수준 a가 되기 위한 확률조건을 만족하 

기 위해서는

|，4 - E(히 < 品哀' J 〃서，4) (7)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总 )= 0 이므로 식 ⑺은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치 V 由지爲 (8)

한편, 분산이 o2 이고, 7V개의 샘플을 가지는 신호에 대 

한 첨도의 분산은 다음과 같다⑼.

씨总)=끄⑼ 

식 ⑼을 식 ⑻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식 (10)은 천이신호 탐지를 위하여 분해된 웨 

이브렛 패킷 계수들로부터 최적의 기저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며, 주어진 신뢰도수준 a에서 웨이브렛 

에 의해 분해된 계수들의 첨도값이 이 러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그러한 계수들은 정규분포 특성을 가지게 된다.

실제 계산에 있어서 비정규분포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 

구간을강화시키기 위하여 최적의 기저에 해당하는계수 

중에서 정규분포 특성을 가지는 계수들은 제거하고 비정 

규분포 특성을 가지는 계수들은 그대로 두었다. 이 때 정 

규분포 특성을 가지는 계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계치 

를 적용하였으며 임계치보다 작은 웨이브렛 계수들의 값 

은 0으로 하였다.

잡음제거를 목적으로 임계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Bienayme-Tchebychev 부등식의 최저 구간 즉, 가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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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주파수 대역폭의 첨도값을 이용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24<ts
(11)

이때 Mn = "心 • 2 顼河 N% 신호의 샘플 개수, nlevel 

는 웨이브렛 패킷 분해시의 최종 분해도 단개를 나타낸다.

IV. 신호처리 알고리즘 적용 및 분석

4.1. 신호처리 알고리즘

주변소음과 천이신호의 특성을 알고 이러한특성을 이 

용한다면 주변소음으로부터 천이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 

즉 주변소음은 정규분포의 특성을 가지는 소음이며, 천 

이신호는 짧은 존재 시간으로 인하여 주변소음과 비교하 

였을 때 비정규분포의 특성을 가지는 신호이다. 따라서 

고차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관측신호의 정규분포 특성을 

측정하고 정규분포 특성을 가지는 주변소음만을 제거함 

으로써 천이신호를 탐지하게 된다.

신호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측된 신호로부 

터 잡음과 천이신호를 분리하기 위하여 웨이브렛 함수를 

이용하여 일정 수준의 분해 단계까지 관측신호를 분해하여 

잡음이 있는 구역과 천이신호가 있는 구역으로 주파수축상 

에서 잘게 나눈다. 이 때 신호분해를 위해 Daubechies 웨이 

브렛 함수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분해된 웨이브렛 각 계수들의 정규분포 특성 

을 이용하여 최적의 기저를찾는다. 최적 기저를 찾는 방 

법은주파수 대역이 인접한두구역 (segments)의 계수가 

정규분포 특성을 가지면 이 두 구역은 병합 (merge)하고 

그렇지 않다면 분리 (split)하였다. 이 때 웨이브렛 계수들 

의 정규분포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차통계 기법을 

이용하였다.

그 다음 정규분포 특성을 가진 계수는 제거하고 비정규 

분포 특성을 가진 계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임계치 

(threshold)를 적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웨이브렛을 이 

용하여 원 신호로 복원함으로써 잡음이 제거된 천이 신호 

를 탐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4).

제안한 천이 신호 탐지 기 법을 모의 시험을 통하여 검 

증한 후 실측 신호에 대하여 적용하여 보았다.

4.2. 모의 시험

모의 시험을통하여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여 보았다. 

모의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정된 신호대 잡음비에 

대하여 신뢰도 수준, 웨이브렛 패킷의 신호 분해 단계 그 

리고 웨이브렛 패킷 함수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보았 

다. 즉, 신뢰도 수준은 85%, 90%, 95%으로 하였고 신호 

분해 단계는 5, 6, 7로 하였으며, 사용한 웨이브렛 패킷 

함수는 각각 db2, db8, dbl6, db32을 사용하였다［10］. 여 

기서 웨이브렛 함수는 처리대상 신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한다.

모의 시험에 사용한 천이신호는 합성 신호로써 정규분 

포 특성 및 유색잡음을 잘 모의하는 신호이다［口. 그러나 

짧은 지속시간으로 인하여 비정규분포 특성을 가지는 신 

호이다. 신호의 총 지속시간은 약 4초이며, 샘플의 개수 

는 16384(2”)개이다. 이 신호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 

& 그리고 & 등의 세 가지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S = sin(2^,/4)exp(-kt/200) kx = 1,2,-•-,256 (12) 

S2 = 1/2 sin(2^2/4)exp(-k2/200)k2 = 1,2,•••,200 (13) 

S} = 1/3 sin(2^3/4)exp(- k3/200)k3 = 1,2,•• •,128 (14)

그림 4. 웨이브렛 패킷에 의한 신호처리 흐름도

Fig. 4. Schematic view of signal processing by wavelet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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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과 &는 2000 샘플 정도 떨어져 있고, &와 岛는 

1000샘플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림 5는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백색 잡음 및 유색 

잡음 속에 천이신호가 포함된 경우에 탐지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백색 잡음은 신호대 잡음비가 TO dB였고, 유색 

잡음은 -11 dB였으며, 임계치 적용에 있어서 백색잡음 

및 유색잡음 모두 분산(扌)은 1로 하였다 탐지오차의 

계산은 원래의 천이신호와 웨이브렛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로 나타난 천이신호를 각각 힐버트 변환을 취한 다음 

평균제곱오차 (mean squared error)를 이용하여 산출하 

였다. 그 결과 신뢰도 수준이 85% 보다 95%인 경우에 신 

호를 잘 탐지하였으며 웨이브렛 함수 db2와 db32를 사용 

하였을 경우 천이신호 탐지오차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은 백색 잡음 신호에 대하여 웨이브렛 함수 db32 

를 사용하여 신뢰도 수준 95%에서 천이신호를 탐지한 결 

과이며, 그림 7은유색 잡음신호에 대하여 웨이브렛함수 

db2를사용하여 신뢰도 수준 95%에서 천이신호를 탐지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백색 잡음 및 유색잡음이 잘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실측 신호 적용 및 분석

모의 시험을통하여 확인된 방법을 실측 신호에 적용하 

여 보았다. 실측 신호는 2000년 10월 21일 동해시 부근 

수심 132 이 해역에서 수평 선배열의 설치 모양 및 위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으로부터 획득된 신호이다. 

이때 사용한음원은 시험 선빅•에 의해 저속으로 예인되었 

으며, 무지향성 음원을 사용하였다. 음원의 송신 신호는 

정확한 도달 시간 측정을 위해 해양음향 토모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위상변조 신호의 일종인 m-계열 신호를 사용 

하였으며 송신 주파수는 400 Hz이다.

그림 8(a)는 실험 당시 기동선박이 없을 경우수중주변 

소음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8(b)는 주변소음에 기동선박 

에 의한 소음이 포함된 신호를 나타내며 이를 신호 분석 

에 사용하였다. 시험 선박의 기동과 음원에서 송신되는 

신호에 의해 수중 주변소음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실제 신호 분석에 사용한 신호는 음원으로부터 거리 

lm에 수신기를 설치하여 획득한 신호로써 선박 기동 소 

음과 음원에서 송신된 m-계열 신호를 포함하고 있으 

며 다중경로에 의한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a)는 그림 8(b)의 신호를 시간영역에서 나타내 

고 있으며 그림 9(b)는 음원에서 송신된 m-계열 신호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수신신호는 배경소음으 

로 인하여 낮은 신호대 잡음비를 가지며 따라서 시각적으 

로 천이신호 식별이 불가하다. 이러한 신호를 모의시험 

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웨이브렛 

함수 db32를 이용하여 신호분해도 단계 7단계까지 분해 

하였고 신뢰도는 95%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10은 임계치를 적용함에 있어 *=1 로 하였을 

때 제안한 신호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천이신호를 탐지한 

결과이다. 그러나 탐지된 천이 신호를 첨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위상 변조 신호와 함께 또 다른 비정규분 

포 특성을 가지는 신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분산 값을 가변적으로 적용하여 임계치를 변화시 

켜 보았다. 그림 11은 임계치를 적용함에 있어 扌 = 1.44로

(a) 백색잡음 탐지오차

(a) Error of Gaussian random white noise
(b) 유색잡음 탐지 오차

(b) Error of colored noise

그림 5. 웨이브렛 패킷 분해 단계별 탐지 오차

Fig. 5. Mean squared error per wav이et packe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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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규분포 백색잡음에 포함된 천이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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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ian random white noise at SNR 너 0 dB.Fig. 6. Detection of the transient signal embed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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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색잡음과 천이신호 (b) 웨이브렛 패킷 적용 결과

(a) Colored noise and transient signal (b) A叩lied res니It 아 wavelet packet

그림 7. 유색잡음에 포함된 천이신호 탐지결과

Fig. 7. Detection of the transient sign키 embedded in c이이ed noise at SNR -1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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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변신호와 관측신호의 스펙트럼 분석

Fig, 8. Power spectral density of ambient noise and observed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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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변소음과 위상변조 신호가 포함된 관측신호

(a) Obsewed sign지 with ambient noise and PSK signal

2!_________ •丄___________ _____________ i__________ 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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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
(b) 송신 신호

(b) Transmitted signal

그림 9. 관측신호와 송신된 위상변조 신호

Fig. 9. Observed signal and transmitted PSK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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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扌=1일 때 관측신호로부터 천이신호 탐지 결과

Fig. 10. Detection of the transient signal embedded in observed signal for (f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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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扌=1.44일 때 관측신호로부터 천이신호 탐지 결과

Fig. 11. Detection of the transient signal embedded in observed signal for (7 = 1.44.

하였을 때의 천이신호 탐지 결과이다. 이는 기존의 시=1 

을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V. 결 론

수중음향 신호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포함하는 

비 정규 신호이므로 퓨리 에 변환을 이용한 신호처 리를 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제한이 있게 된다. 따라 

서 수중 주변소음 속에 포함된 천이신호 탐지를 위하여 

시간과주파수를동시에 분석할수 있는 웨이브렛 신호처 

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중 주변소음에 천이신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 

히 낮은 신호대 잡음비를 가지는 관측신호로부터 고차통 

계 기법을 적용한 웨이브렛 패킷을 이용하여 천이신호의 

탐지 성능을 검증하였다. 주변소음은 정규분포 특성을 

가지고, 천이신호는 비정규분포 특성을 가진다는 가정으 

로부터 고차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웨이브렛 패킷에 의해 

분해된 각 계수들의 정규분포 특성 유무를 측정하였다. 

또한 잡음 제거 과정에서 임계치 값이 주어진 신호 분해 

단계와 신뢰도 수준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신호처리 

전 과정이 자동적인 대역 통과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방법을 백색 잡음 및 유색 잡음에 천이신호가 포함 

된 각각의 모의 신호에 대하여 적용한 결과 낮은 신호대 

잡음비를 가지는 모의신호에 대하여 뛰어난 천이신호 탐 

지 능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으며, 동일한 방법을 실측 

신호에 적용한 결과 낮은 신호대 잡음비에서도 천이신호 

탐지 성능이 우수하였다.

그러나 천이신호 식별 성능 향상을 위하여 임계치를 

적용함에 있어 신뢰도 수준 그리고 분산과 관계하는 가변 

적인 임계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인공 신경 

회로망등과 연계하여 탐지된 천이신호를 식별하는 단계 

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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