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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방향 탐지 방법 및 장치

Sales Material Kit

Executive Summary
□ 본 기술은 한국해양대학교 김정창 교수의 특허문헌으로 공지화한 “위상 차이를 이용한 선박용
디지털 음향수신장치의 방향 탐지 방법 및 장치” 기술에 관한 것임

Background
□ 음향수신장치의 요건은 IMO resolution MSC.86(70) Annex 1에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개정된
선급 규정에 따르면 음향수신장치에 디지털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잡음을 충분히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ISO-14859 규정에 음향수신장치의 요구 조건과 구체적인 시험절차 및 성능 요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기존의 제품들은 ISO-14859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요구 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ISO-14859 규정에 따라 잡음 환경하에서 시험했을 시 요구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선박의 기적소리 수신 및 방향 탐지 시 기존 디지털 방식의 음향수신장치에 비해 주변
잡음 환경에서도 ISO-14859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 탐지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함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은 위상 차이를 이용한 선박용 디지털 음향수신장치의 방향 탐지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임
□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선박의 기적소리 수신 및 방향 탐지 시 기존 디지털 방식의 음향수
신장치에 비해 주변 잡음 환경에서도 ISO-14859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 탐지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음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도면 1

Fig. 2.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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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6-0056299 (2016.05.09.) / 10-1825810(2018.01.30)
□ 명칭 : 위상 차이를 이용한 선박용 디지털 음향수신장치의 방향 탐지 방법 및 장치
□ 패밀리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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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8), 독립항(1), 종속항(7) : 단일참조(6) / 다중참조(0)
Exemplary Claim
선박용 디지털 음향수신장치의 방향 탐지 장치에 있어서, 아날로그신호의 음향신호를 수신하는
복수의 마이크로폰; 상기 복수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음향신호를 디지털신호의 음향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상기 변환된 디지털신호의 음향신호를 병렬신호로 변환하는
직렬-병렬 변환기; 상기 병렬신호로 변환된 음향신호를 푸리에 변환하는 푸리에 변환기;
상기 푸리에 변환된 음향신호에서 원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 신호를 제거하는 대역통과필터; 상기
대역통과필터를 통해 대역 통과된 음향신호로부터 크기 및 위상 응답을 계산하여 위상을 추출하는
크기 및 위상 추출기; 상기 추출된 위상 값을 이용하여 수신 기적소리의 방향을 판별하는 방향
판별기; 및 상기 판별된 방향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는 유효성 검사기를 포함하고, 상기 방향
판별기는, 상기 크기 및 위상 추출기에서 추출된 위상 값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음향신호의 방향을
판별하고, 상기 추출된 위상 값들은 가장 빠른 위상 순으로 정렬되고, 가장 빠른 2개의 위상 값의
차이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문턱값과 비교하여 음향신호의 방향을 판별하는 선박용 디지털 음향
수신장치의 방향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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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통신장비 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 선박 운항 소요 인원 감축 및 자질의 저하에 따라
전문적인 항해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가상 통합 항해사의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시장 전망
및 그 요소 기술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인간 항해사를 대신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스템 구축 및 기관감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종합
시스템 구축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정보의 집약과 판단 기술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구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선박의 항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국외에 대해 비교 우위를 가질
[선박 통신장비 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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