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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항공기가 비행함에 있어서 위험한 대기 상태를 탐지하여 조종사 또는 지상 요원에게 조기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위험한 대기 상태에서 발생되는 음파(20)를 광학적으로 감지하는 간섭성 광

수신기(87) 및 레이저 빔(34)을 사용하는 것과, 송수신된 광 빔 상의 그 음파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위험한 악천후 상태를 탐지하기 위한 감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특히, 머지

않아 항공기 및 그 승객에게 위험한 상황을 줄 수 있음이 증명되는 모든 청천 난기류, 윈드시어(windshear), 순간 돌풍 및

항공기에 의해 발생되는 웨이크 보텍스(wake vortex)와 같은 항공 해저드(hazard)에 의해서 발생되는 음파를 방출하는

링-에디(ring-eddy) 난기류를 광학적으로 특성화시키는 센서(SOCRATES)에 관한 것이다. 상기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

는 조종사 및 지상 요원에게 조기 경고를 제공한다.

배경기술

과거에, 항공 조종사 및 지상 기지 요원에게 위험한 기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어 왔

다. 이들 제안 중의 일부는 기상 상태의 지표로서 온도, 수증기 함유량 및 비행 속도 등의 대기의 상태를 감지하는 레이저

탐지기를 포함한다. 이들 종래의 레이저 기반형 시스템은 상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되지 못했다.

기상 SODAR(Sound Detection and Ranging) 및 기상 레이더와 같은 다른 형태의 탐지 시스템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들

시스템은 탐지하려는 기단(氣團)의 매우 거친 믹싱(mixing) 하에서 감소된 에너지 후방산란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기상 상

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모든 기상 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시스템은 정작 필요로 되는 악천후 상태 동안에는

쓸모가 없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기상 라이더(lidar)는 비록 기상 레이더보다는 정확하지만 내후성에 있어서는 그보다 못

하다.

따라서, 청천 난기류, 폭풍, 윈드시어 및 순간 돌풍에 기인되거나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최근의 항공 대참사 또는 재

앙으로 인한 고도의 항공 안전이 요구된다.

약 1970년대 이래로, 상기 대기 현상은, 주위 기상 또는 다른 대기 현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방해받지 않으며 장거리를 이

동하는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가진 음파 형태로 음향 패턴 또는 신호를 포함하거나 발생한다는 것이 인식되어 왔다. 링-에디

와동(vortexing)으로 알려진 이러한 음향 발생 현상 및 그와 관련된 속도 순환과 불안정한 흐름 필드는, 조약돌을 물에 던

졌을 때 발생되는 파형과 닮은 방사된 음향을 생성한다. 던져진 조약돌에 의해 생성된 환형(ring)은 맹렬한 뇌우, 웨이크

보텍스 및 다른 청천 난기류와 관련된 음향 패턴의 형태와 유사하다.

또한, 배, 잠수함 또는 수중 동물과 같이 이동하는 물체는 음파를 발생 및 방사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왔다. 그러

한 음파는 이를 방사 또는 반사하는 수중 물체의 존재 및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유 공간 또는 도파관형 광 빔을 이용한

레이저 감지 시스템에 의해 탐지될 수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야콥(Jacob)의 미국 특허 번호 제 5,504,719호에 나타나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조종사 또는 항공 지상 요원에게 앞선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악천후

또는 웨이크 보텍스 상태에 의해서 발생되는 음파에 반응하는, 레이저 탐지 시스템을 제시하거나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람

은 없다.

Funk, Jr.의 미국특허 제3,693,015호는 본 발명의 종래 기술이다. 또한, Palmer의 미국특허 제5,221,927호도 본 발명의

종래 기술에 해당한다. 미국특허 제5,221,927호는 대기 상태를 원격으로 감지하는 방법에 관하여 개시하고 있는데, 이 방

법은 라이더 송신기로부터 라이더 빔을 소정 방향으로 대기 중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음향 송신기로부터 음파를 상기 라이

더 송신기와 동일선상에서 대기 중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대기 중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라이더의 음파 변화를 측정하여

특정한 대기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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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소크라테스(SOCRATES) 시스템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주 목적은 운항 중인 항공기에 위험을 주는 대기의 악천후 상태를 탐지하는 신규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예컨대 청천 난기류, 바람 전단 등의 대기의 악천후 상태, 및 산악성의 접근 경로를 따라서 활주로

까지 돌발하는 심한 바람, 마이크로버스트 및/또는 웨이크 보텍스 또는 맹렬한 회오리, 또는 접근하는 항공기의 엔진 노이

즈조차도, 또는 테러리스트가 발사한 미사일 등을 이들 악천후 상태 또는 다른 상태에 따라서 각각 생성된 음파를 광학적

으로 탐지함으로써 검출하여, 그 후 항공기의 조종사 및/또는 지상 요원에게 조기 경고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한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 이상의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대기의 악천후 상태에 의해 발생된 음파를 탐지함으로써 조

종사 및/또는 지상 요원이 올바른 대처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항공기가 위험한 기상 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신

규한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광 반사 물질, 예컨대 입자, 연무질 및 먼지 등을 함유하고 있는 대기의 프로브 볼륨으로부터 상

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대기 영역 내에 악천후 또는 웨이크 보텍스 상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들 프로브 볼륨으로 광 빔

을 지향시키는 전술한 신규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본 발명의 신규한 시스템은 위험한 운항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 조종사 또는 지상 요원이 올바른 대처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완전 반사기 또는 부분 광반사기에 광 빔을 지향시키는 대체 모드의 작용을 구비한 신규인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들 반사기는 이들의 광 빔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대기의 영역에 존재하는 악천후 또는

웨이크 보텍스로부터 발생한 음파의 도착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바뀌는 광경로를 따라서 빛을 효율적으로 되돌린다. 진공

중의 광에 대한 각 광경로를 따라서 변동하는 빛의 속도는 입자 운동의 변화와는 대조적으로 광 굴절률의 변화에 직접적으

로 관여한다. 빛의 에너지를 반사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역반사기를 부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응용예에서는 빛의 에너

지를 반사하고 굴절률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 운동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입자의 결합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악천후 상태 또

는 웨이크 보텍스 상태로부터의 음파의 도착에 관한 현저히 다른 정보에 공동하여 기여하지만, 송신 및 복귀 광 빔에 공통

또는 이들의 빔을 이분하는 방향과 각각 정합하거나 또는 해당 방향으로 직각으로 각각 정합한 축을 따라서 각각의 그 최

대 응답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광 빔이 운동중인 입자에 맞부딪히거나 및/또는 광 빔이 음파와 교차하는 국소적인 광학상 획정한

영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전술한 악천후 상태 또는 웨이크 보텍스의 상태에 의해서 방사된 음파에 기인하는

굴절률의 변화를 유기하는 압력과 상호 작용할 때를 제외하고 자유 공간을 전파하는 해당 광 빔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상

기 목적은 광파이버로 안내된 광파를 사용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 이 광섬유도 각각 등가인 경로 길이 및 광속도의 변화

및 자유 공간을 전파하는 빛이 통과하는 곳의 광학상 획정한 국소 영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악천후 상태 또는 웨이크 보텍

스의 상태가 생성하는 음원에 의해서 방사된 음파와 교차할 때 경험하는 대체 입자 운동과 굴절률의 변화를 경험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술된 바와 같은 신규한 레이저 탐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상기 레이저 탐지 시스템은

항공기에 직접 설치되어 정보를 곧 바로 조종사 또는 항공기 활주로에 가까운 지상 또는 공항의 주변에 제공함으로써 한

대 이상의 항공기에 의한 착륙 진입 및 착륙 또는 이륙 및 고도 상승을 유도하는 지상 요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목적과 이점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 도면에 의해 명확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멀리 떨어져 있는 대기의 악천후 상태에서 발생되는 음파를 감지하기 위해서 항공기 상에 설치된 본 발명의 레이저

시스템의 개략도. 이와 유사한 간단한 시스템이 지상에 설치될 수도 있다.

도 2는 대기상에 있는 관련 프로브 볼륨상에서 작동하는 광 빔 어레이를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악천후 상태에서 발생

되는 음파로부터 상기 프로브 볼륨에서 입자 운동을 탐지할 수 있는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레이저 시스템의 개략적 평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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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프로브 볼륨과 관련된 광/전 구성 요소를 도시하며 도 2에서 도시된 상기 어레이의 일부를 형성

하는 블럭도.

도 4는 위험한 기상 및 웨이크 보텍스 상태에서 발생되는 음파로 인한 대기의 굴절률의 변화에 따른 광 빔의 이동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본 발명의 레이저 시스템에 대한 지상 기지 실시예의 개략도.

도 5는 도 4의 선 5-5에 따른 단면도.

도 6은 광 빔의 이동 시간의 변화에 반응하는 지상 기지 시스템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도 6의 선 7-7에 따른 단면도.

실시예

도 1 내지 3에서, 신규의 레이저 탐지 시스템(10)은 항공기(11)의 전방에 설치되며, 레이저(12)와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38)를 포함한다. 상기 빔 스플리터(38)는 집중 텔레스코프(focused telescope)(74)를 통해서 원격 감지 범위(A)

, 예를 들면, 그 텔레스코프(74)로부터 0.5킬로미터 이하의 거리에서 대기 중에 위치한 초점 또는 프로브 볼륨(16a, 16b,

16c 등) 어레이에 복수의 송신 빔(34a, 34b, 34c 등)을 제공하기에 적합하다. 송신 빔(34) 및 프로브 볼륨(16)의 수는 다양

하게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 128개의 프로브 볼륨이 항공기(11)의 전방에 3차원 분기 원뿔 구성으로 배열된다. 상기

프로브 볼륨은 이격(stand-off) 거리(B), 예를 들면, 항공기(11)의 앞에서부터 100킬로미터 거리에서 대기에 존재하는 위

험한 기상 상태에서 발생되는 초저주파 불가청음(infrasound)을 탐지하기 위한 가상 마이크로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가

상 마이크로폰의 음향(acoustic) 어레이는 예를 들면, 공중 시스템의 항공기 또는 지상 기지 시스템의 전방으로부터 일직

선에 중심을 둔 2 스테라디안의 구형 캡을 포함하도록 제안된다. 항공기 방향으로부터 또는 지상 기지 시스템 후방으로부

터의 백로브(backlobe) 응답을 거부하기 위해서 프로브 볼륨으로 대체될 범위는 음향 파장의 약 1/4에서 전진 어레이 후

방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가상 마이크로폰의 유사한 구형 캡 어레이를 이루도록 형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애퍼처

(aperture)가 설계된다. 그러한 이중 구형 캡 어레이는 다른 음향 주파수 서브 밴드에 적합한 가상 마이크로폰 틈새로 채워

진 네스트(nest)형 서브 애퍼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상기 프로브 볼륨 내에서 운동하는 입자로부터 반사된 후방산란 변조 빔은 간섭성 광 믹싱에 적합한 전하 결합 소자

(charge coupling device:CCD)(87) 내에 있는 멀티 채널 수신기에 의해서 수집되며, 그 후 처리 과정을 거쳐 조종사에게

조기 경고를 제공함으로써, 조종사는 필요한 교정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기상 관련 음향이 방출되면 가상 마이크로폰에 의

해서 거의 연속적으로 수신된다는 점에서, 방출된 음향 패키지가 바로 2~3분 일찍 들리기 때문에 그 진행 시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음파(20)가 마하 1로 진행하여 수신시에 허용된 102킬로미터의 이격 거리에 도착하는 데 5분이

소요될지라도, 예를 들어, 마하 0.5 속도도 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약 10분 정도 일찍 조기 경고를 제공받을 것이다.

이는 항공기가 위험스럽게 소용돌이치는 기단으로부터 최초 153킬로미터 거리에서 방출되는 음향을 수신하기전에 51킬

로미터를 좁힐 것이며, 계속해서 마하 0.5로 진행하는 동안, 상기 기단과 만나기 전까지 또다른 10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10분은 교정 행동을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이러한 음향 방출 및 수신 거리는 중요한 조기 경고 상황에 도달하기 전

에 반 이상이 줄어들 것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도 1의 레이저 탐지 시스템(10)은 음파를 방출하는 링-에디(ring-eddy) 난기류를 광적으로 특성화시키

기 위한 센서(SOCRATES)로서 간주될 수 있다. 상기 레이저 탐지 시스템(10)은 약 1.57 또는 2마이크로미터에서 작동하

고, 전-광(electro-optical:E-O) 펄스 변조기(24)에 의해 실행되는 광 빔(22)을 생성하는, 공동 덤프형 고체 상태 레이저

(12)를 포함한다. 변조기(24)는 펄스 코딩 E-O 드라이버(26)에 의해서 제어되며, 그 송신 타이밍은 플랫폼 동작(이류/대

류) 경도 시간 간격 추적 장치(28)에 의해서 제어된다. E-O 펄스 변조기(24)로부터 발생된 펄스형 광 빔(30)은 부분 반사

빔 스플리터 반사경(32)을 통해 송신 빔(34) 및 레퍼런스 빔(36)으로 나누어 진다. 빔 스플리터(38)는 감지된 프로브 볼륨

(16a, 16b, 16c 등) 수에 대응하여 송신 빔(34)을 복수의 송신 빔(34a, 34b, 34c 등)으로 분할한다.

레퍼런스 빔(36)은 반사경(42)에 의해 경로 길이 정합 어셈블리내로 반사된다. 상기 경로 길이 정합 어셈블리는 광 대 광섬

유 커플러(44)와, 광섬유 벌크 시간 지연 코일(46)과, 추적 장치(28)로부터 발생된 전자 피드백 신호(50)에 반응하는 압전

광섬유 경로 길이 "스트레치트(stretched)" 지연 장치(48)와, 정합된 레퍼런스 광 빔(54)을 프로브 볼륨으로부터 되돌아온

빔과 함께 혼합하는 다음의 헤테로다인을 위한 상기 레퍼런스 빔의 주파수를 오프셋하는 브래그-셀(Bragg-cell) 업/다운

주파수 시프터(shifter)(56, 58)로 방출하는 광섬유 대 광 커플러(52)를 포함한다. 비록 외부 제어 루프는 도시되지 않았지

만, 복조된 위상율 출력 신호(102a)(후에 설명됨)를 받아, 외부 루프 평균 필터 및 주파수 합성기(synthesizer)에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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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주파수 합성기는 이산 주파수 토널(tonal)로부터 선택된 주파수를 제공할 것이며, 그 이산 주파수 토널은 브래그-

셀 업/다운 주파수 시프터(56, 58) 중의 한 시프터의 오프셋 주파수의 표면 음파 변조를 제어하는데 관련된 클록 주파수에

정확하게 동기화되고 좁은 주파수 간격을 유지한다. 가변 이득 증폭 및 전력 증폭 후에, 위상율 출력 신호(102a)에서 전압

부분을 평균함으로써 표현되는 순간 도플러 평균에 가장 근접하게 선택된 상기 제어 및 증폭 주파수 합성 토널은 외부 평

균-도플러 보상 피드백 루프에 접속하기 위해 피드백된다. 복수의 이러한 평균-도플러 보상 피드백 루프는 다른 프로브

볼륨으로부터의 위상율 출력 신호(102b, 102c 등) 각각에 유사하게 적용된다.

레퍼런스 빔(54)은 빔 스플리터(60)를 통과하여, 프로브 볼륨(16) 수 및 송신 빔(34a, 34b 등) 수의 번호에 대응하는 복수

의 레퍼런스 빔(54a, 54b, 54c 등)으로 분할된다.

송신 빔(34a), 레퍼런스 빔(54a) 및 프로브 볼륨(16a)에 대한 광 경로와 관련 광 프로세싱 구성 요소가 도 3에 도시된다.

동일한 광 경로 및 회로 소자(도시되지 않음)가 프로브 볼륨(16b, 16c 등), 송신 빔(34b, 34c 등) 및 레퍼런스 빔(54b, 54c

등)에 제공된다.

송신 빔 스플리터(38)로부터 나온 송신 빔(34a)은 빔 편향기(deflector)(70), 빔 확장기(expander)(72) 및 집중 텔레스코

프(74)를 통해 집중 텔레스코프(74)로부터 소망 광음향 원격 감지 범위(A)에 위치한 프로브 볼륨(16a)으로 완전히 변화된

다. 프로브 볼륨(16a) 내에서 부유(浮游)하는 입자들은 집중 텔레스코프(74)로부터 이격 거리(B)의 대기 악천후 상태에서

발생되는 음파(20)에 반응하여 운동하며, 이들 입자에 의해서 산란된 광은 복귀 빔(return beam)(76)을 형성하여, 집중 텔

레스코프(74)에 의해 모아지고, 빔 확장기(72)에 의해 시준화된다. 또한, 원격 감지 빔(76)의 수직면에 가까운 방향에 도착

하는 음파는 굴절률 결합(coupling)을 제공한다. 그러나, 입자 운동 결합에 관한 굴절률 결합의 무감각 때문에, 전방을 바

라보는 방향으로부터 도착되는 음파는 결합의 지배적인 형태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절률 결합은 프로브 볼륨

(16a) 내의 종 입자 운동 결합을 제공하기 위한 좌(port)/우(starboard) 및 상(up)/하(down) 형태의 횡 커버리지를 제공하

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복귀 빔(76)은 그후, 시간 스케일(scale) 추적 장치(28)에 의해서 온-오프되는 케르-셀(Kerr-cell) 전-광(electro-

optic:E-O) 송신/수신(t/r) 스위치 및 거리 게이트(range gate)(80)에서 편향된다. 이러한 식으로, E-O 펄스 변조기(24),

지연 장치(48) 및 게이트(80)의 시간 펄스형 동작은 추적 장치(28)에 의해서 모두 대응하게 제어되며, 프로브 볼륨(16a)에

향한 항공기의 순간 이동을 교정하여, 복수의 레이저 펄스를 수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의 주기에 걸쳐서 상기 프로브

볼륨이 감지된다. 추적 장치(28)는 펄스 코딩 드라이버(26) 및 게이트(80)에서 시간외의 펄스 반복률을 단축하며, 신호

(50)는 항공기가 프로브 볼륨(16a)을 향해서 이동하여 거리(A)가 줄어듬에 따라서, 각각 송신 빔(34a) 및 복귀 빔(76)을

통해서 송수신하는 동안에 초래되는 레이저 펄스의 왕복 시간 지연의 변화에 레퍼런스 빔(54a)의 지연을 일치시킨다. 집중

텔레스코프(74)는 짐블형(gimbled) 관성 플랫폼과 같은 가동(可動) 플랫폼 상에 설치될 것이며, 항공기가 프로브 볼륨을

향해 이동함에 따라서, 프로브 볼륨(16a)에 겨냥된 상기 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적 장치(28)에 동기되어 이동될 것이다.

또한, 상기 추적 장치(28)는 항공기 전방에 인접한 대기에서의 온도, 습도, 압력 등으로 인한 변화에서 스칼라의 난기류 변

동에 기인된 굴절률 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펄스화 하기 위해서 레이저 왕복 이동 시간 펄스를 교정한다.

또한, 프로브 볼륨의 길이를 처리하는 다중 펄스가 없기 때문에, 단일 펄스 지속은 입자 운동(PM) 도플러 주파수 확산에

의해서 억제될 것이다. 펄스 코딩 드라이버(26)에 의한 단일 펄스 코딩에 따라서, 더 짧아진 프로브 볼륨은 또한 N-펄스를

처리함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복귀 빔(76)은 거리 게이트(80)를 지나, 파면 곡율 발산 광 렌즈(82) 통해 3-D 만곡 오프셋 축 반사경(86)의 전방 표면상

에 복수의 빔(84)으로 분기되고, 상기 반사경(86)은 CCD(87)의 전방 표면(89) 위의 픽셀상에 복수의 빔(84)를 각각 반사

한다.

레퍼런스 빔(54a)은 유사한 렌즈(88)를 통해 반사경(86)의 후방상에 상기 빔(84)과 같은 수의 레퍼런스 빔(90)으로 분기

되고, 각각 관련된 CCD(87)의 픽셀에 기록된 시간 및 파장이 되며, 이러한 점에서, 복귀 빔(84)으로부터 유도된 다중 채널

신호 정보와 혼합된 헤테로다인이다. 이런 식으로 각-다이버시티(angle-diversity) 수신(ADR)은 공통 프로브 볼륨(16a)

에 적용되고, 각각의 ADR 다중 채널은 CCD(87)의 이미지 평면의 표면과 교차하는 "스페클(speckle)"로서 나타나는 소닉

및 서브소닉 잡음의 "미해결(unresolved)" 성분을 평균하기 위해서 충분히 다른 각도에서 상기 프로브 볼륨을 바라본다.

각각의 브로브 볼륨(16b, 16c 등)과 관련된 부가적인 복수의 동일한 처리 채널이 있다.

CCD(87)는 그의 전방 표면(89)상에 대략 100 ×100 또는 104 픽셀을 가지며, 대기에서의 억제된 입자 브라운 운동과 일

치하고, 복귀 빔(84) 및 레퍼런스 빔(90)은 광적으로 각각의 픽셀상에서 혼합된 헤타로다인이다. 불필요한 혼합물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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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공간 필터링을 적용하기 위해서 4배 많은 CCD 픽셀을 요구하는 호모다인 혼합에 대한 대안으로서, CCD(87)는

온-더-칩(on-the-chip) 아날로그 대역 통과 필터(91) 및 온-더-칩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92)를 포함한다. 상기 대

역 통과 필터는 필요한 혼합물, 예를 들면, 순간 도플러 정보를 포함하는 복귀 빔(84) ×레퍼런스 빔(90)은 허용하나, 불필

요한 혼합물, 복귀 빔(84) ×복귀 빔(84) 또는 레퍼런스 빔(90) ×레퍼런스 빔(90)은 거절한다. 레퍼런스 빔(90)을 복귀 빔

(84)과 정합하는 경로 길이에 의해서 제공되는 시간 기록의 결과에 따라, CCD(87) 표면상에서 실행되는 간섭성 광 헤테로

다인 혼합 처리는 복제 상관기(replica correlator)의 역할을 한다. 필요한 혼합물인 순간 도플러 신호를 포함하는 복귀 빔

(84) ×레퍼런스 빔(90)을 선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상기 대역 통과 필터(91)는 처음의 코드형 레이저 펄스보다 더욱더

한정된 범위-분해 펄스 포락선을 전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반환된 코드형 레이저 펄스를 압축하며, 또한, 순간 도플러

(예를 들면, 위상율)변조 신호 및 잡음의 주파수 편향 범위를 보유한다. 이러한 도플러 변조 정보는 ADR 프로세싱로부터

위상율 정보를 얻기위해서 위상 언래핑(unwrapping)(96), 공간 평균(98) 및 디지털 시간 미분(100)으로 결합된 위상 복조

로 이루어진 위상율 복조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이러한 광대역(wide band) 위상율 복조는 복제 상관 과정에서의 범위 정

보뿐만 아니라 도플러를 제공하는 이 특정한 기능에 더 적절하며, 도플러 대역 통과 필터의 통상의 뱅크(bank)를 사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상기 코드형 레이저 펄스 압축은 레이저 펄스 길이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전에 언급된 제약의 일부를 제거

한다. 따라서, 소닉 및 서브소닉 잡음을 더 거부하기 위해서 거리 게이트(80)의 지속 시간이 붕괴되며, 그렇지 않다면, PM

은 더 길어진 동등한 프로브 볼륨으로 결합될 것이다. N-펄스 처리의 첨가는 제로 주파수 주위에 스펙트럼으로 한정된 디

지털 IQ 데이터 스트림의 도플러 "빗(comb)형" 스펙트럼 영역에 찍힌 "섬세한 결(fine grain)형" PM 도플러 확산 정보를

추출하여 유지한다. 이러한 N-펄스 이동 목표 지시기(moving target indicator:MTI) 레이더 타입 처리의 적용은 단일 펄

스 스펙트럼이 "N-이(tooth)를 가진 빗형"으로 세분되도록 하며, 각각의 이(tooth)는 PM 도플러 주파수 확산 스펙트럼의

복제를 포함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일 광대역 펄스의 경우에는, 소망 도플러 변조 스펙트럼이 펄스 스펙트럼과 뒤얽힘으

로 인해 완전히 손상될 것이다. 게다가, "숏(shot)" 잡음으로 인한 주파수 대역은 균일하게 한정된다. N-펄스 처리 결과에

따라, 단일 펄스 처리에 의한 것보다 더 짧은 방사 범위 분해능(resolution) 프로브 볼륨을 제공하기 위해서 코드형 레이저

펄스의 대역폭이 선택될 수 있다. 상기 온-더-칩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92)는, 멀티-픽셀, 멀티-채널 디지털 I-Q 데

이터 스트림(94)을 만들기 위한 최소 샘플 클록율 요구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각의 픽셀상에 인페이즈(inphase)

(I) 및 콰드러처(quadrature)(Q) 샘플을 얻기 위해서 대역 통과 필터의 콰드러처 펄스 언더샘플링을 이용한다. CCD(87)

및 그의 상세한 작용은 CADRE-CORPS(Charge-Coupled Angle Diversity Receiver Extraction by Correlating

Optical Replicas for Phase Sensing) 카메라로 편의상 참조될 수 있다.

CCD(87)에 의해서 제공되는 멀티-채널 ADR 시스템은 프로브 볼륨(16a)으로부터 "스펙클" 잡음을 감소시키며, 야콥

(Jacob)의 특허에서 나타난 각각의 프로브 볼륨에 대해서 서술된 바와 같은 단일 채널 레이저-도플러 속도계의 감도 이상

으로 시스템의 감도를 향상시킨다. "스펙클" 잡음은 고-버스트 밀도(High-Burst Density:HBD) 상황에서 기인된다. HBD

상황은 광자(photon)가 동시에 프로브 볼륨(16a)을 차지하는 많은 광-산란 입자로부터 광 수신기로 반환될 때 발생된다.

광선이 상기 입자로부터 반환될 수 있는 다중 광 경로는 "스페클" 패턴이 이미지 평면상의 수신 지점을 가로질러 분포되도

록 한다.

상기 "스페클"은 상기 다중 광 경로 사이에서의 건설적 및 파괴적 간섭의 결과로서 발생된다. 그러한 "스페클"은 입자가 프

로브 볼륨(16a) 내에서 스스로 재배열되기 때문에 진폭이 변동한다. 따라서, 많은 통계적 독립 "스페클"을 샘플하기 위해

서 이미지 평면에 교차하는 모자이크와 같은 광검출 지점 확산과 일치하는 충분히 많은 환질(obverted) 각으로부터 프로

브 볼륨(16a) 내의 다수 입자를 바라봄으로써, "스페클" 잡음은 각각의 CCD로부터 추출한 위상율 추정을 결합함에 의해서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제외하고, 레이저 중심 주파수가 (광파장에서 충분한 부수적 변화로) 이동된 때에, "

스페클" 패턴은 변화하여 공간적으로 덜 상관된다. 그러므로, "스페클" 잡음은 또한 충분히 많은 분리된 레이저-광 주파수

로 동시에 비추어지는 프로브 볼륨으로부터 추출된 위상율 추정을 결합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이것이 부가적인 "스페클

" 잡음 억제를 제공하기 위한 ADR 프로세싱과 결합될 수 있는 주파수 다이버시티 수신기(FDR) 프로세싱의 원리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프로브 볼륨(16a)을 지나는 입자 운동에 의해 주어지는 순간 도플러-주파수 변조의 위상율 추정을 얻

기 위해서 간섭성 광 수신기를 포함한다. 진폭 페이딩으로 인한 상기 "스페클" 잡음은 간섭성 프로세싱이 사용되는 때에 몇

몇 방법 중의 하나로 명백히 나타난다. 이러한 "스페클"은 프로브 볼륨의 특정한 치수보다 더 작은 길이 규모를 갖는 매커

니즘을 교란하는 것에 기인하여 변화하는 입자 운동(뿐만 아니라 각각의 입자를 통해 연결하는 광 경로에 따라 만나는 굴

절률 편차)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운동은 상기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역으로, 프로브 볼륨보

다 더 큰 길이 규모를 갖는 운동은 프로브 볼륨 내에 있는 모든 입자가 "스페클" 페이딩을 유도함 없이 함께 이동하도록 한

다. 그러한 운동은 상기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된다"라고 한다. 상기 "해결되는" 구성 요소는 다음의 프로세싱에 대해서 회

복되는 소닉 필드 변조를 포함하나, "해결되지 않는" 구성 요소는 "스페클" 잡음을 나타낸다. 상기 "해결되는" 구성 요소는

교대로 그의 평균 위상율 편차 주위에서 잡음 변동을 나타낸다; 이들 평균값량 시간 중의 하나는 상기 시스템에 의해서 감

지되는 음계(sound-field) 편차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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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스트림(94)이 디지털 위상 추정기(96)에 공급되면, 디지털 "위상 언래핑"을 통합하며, 그 후 공간 평균기(98)를 통

해 디지털 시간 미분기(100)에 전해지면 위상율이 얻어진다. 상기 위상 추정 과정(96)에서의 "위상 언래핑"은 ADR 프로세

싱에서의 용이함을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은, 상기 협대역(narrow band) PM 및 RI 잡음 매커니즘은 각각 속도

및 스칼라 대기 난기류 필드와 같은 것들에 대응한다. 아크탄젠트(arctangent) 불연속으로 인한 "위상 점프"는, 디지털 타

임 미분기(100) 후에 동등하게 유도되는 바와 같은 위상율 복조 과정에서 발생된 "스파이크(spike)"로 인한 것이다.

본 발명으로 통합된 바와 같은 이러한 작용의 이해에 앞서, 현재는 위상율 복조에 내재하는 아크탄젠트 불연속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필연적인 "스펙트럼 확산"이 이전에는 인페이즈(I) 구성 요소 페이딩보다는 오히려 진폭에 근본 원

인이 있다고 믿어 왔다. 따라서, 본 발명은 위상율 복조를 디지털 타임 미분(100)에 포함된 "위상-언래핑" 로직을 가진 위

상 복조로 분리한다. "위상 언래핑"은, 불연속을 만난 때를 검출하고, 오펜딩(offending) 영역 주위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

며, 그 후 상기 영역을 삭제하고, 위상 점프를 제거하고, 그것을 고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언랩트

(unwrapped) 위상" 추정으로부터 "비스펙트럼 확장(non-spectrally-spread)" 위상율 추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ADR 프로세싱은, 대기의 입자 브라운 운동의 "해결되지 않는" 구성 요소를 일반적으로 "해결되

는" 주위 음향 잡음 배경 레벨 이하가 되는 "해결되는" 구성 요소 레벨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100 ×100 =

10,000 다중 채널을 요구하는 공간 평균(98)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브라운 운동 잡음의 40dB 억제를

요구하는데, 100 ×100 = 10,000 다중 채널 ADR 프로세싱과 일치한다. "위상 언래핑"이 없다면, 난기류로 인한 속도 및

스칼라(예를 들면, 온도 및 특정 습도) 변동의 해결되지 않는 구성 요소의 "스펙트럼 확산"은, 대략 60dB의 "해결되지 않는

" 잡음 억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1,000 ×1,000 = 1,000,000 다중 채널을 갖는 ADR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간 미분기(100)에서 제공된 데이터 스트림 신호(102a)는 프로브 볼륨(16a)에서 일어나는 위상율 변조 상태에 관

한 디지털 정보를 갖고 있다. 유사하게, 데이터 스트림(102b. 102c 등)은 그 프로브 볼륨(16b, 16c)에 대하여 발생된다.

그 데이터 스트림은 소정의 음향 범위상에 촛점을 확대(축소)하는 시간 영역 디지털 빔 형성 장치(time domain digital

beam forming device)(104)에 제공된다. 이 장치는 복수의 다중 채널 빔(106), 예컨데, 128개의 채널 빔을 발생하며, 일

반적으로, 방위각 및 고도 수평 부각(elevation depression angle)상에 분포된 빔(106)과 프로브 볼륨의 갯수가 일치하게

설계된다. 덧붙여, 그 음향 범위 촛점 맞춤은 디스플레이(112)하기 위하여 경과 시간(time-lapse) 형태로 전체의 방사 범

위에 걸쳐 주사될 수 있다. 빔(106)은 그 빔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108)로 진행하여 이격 거리(B)에서 악천후 상태의

3차원 검출, 등급, 위치 측정 및 경로의 추적을 동시에 한다. 이 처리된 빔(110)은 상기 방위각 및 고도 수평각의 쌍 및 항

공기가 안전한 악천후 상태의 범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2차원 경계 구역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컬러 부호화 형태로 음의 접

촉 세기(sonic-contact intensity)를 지시하는 파일럿 가시 디스플레이 패널(pilot visible display pannel)(112)로 전송된

다. 또한, 3차원 컬러 디스플레이는 전체의 방사 범위를 통해 화상이 확대(축소)되는 경과 시간을 검사하여 방위각 및 고도

/수평각에 대한 정보의 전망에 대한 기상 변화를 3차원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특정 방사 범위에 촛점 영역이 고정될 수 있다.

상기 PM 결합 시스템(10)은 항공기의 앞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많이 설명되고 예시되었지만, 간소한 버젼의 시스템은

공항 활주로에 가까운 경로를 따라 투사하는 레이저 빔이 도달하는 공항 활주로의 끝의 지상에 설치될 수 있다. 지상 시스

템은 펄스 추적 및 빔 안정화 기능이 필요없는데, 그 이유는 이동하는 항공기보다 지상에 고정되기 때문이다.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SOCRATES 발명의 실체는 공항 활주로(128)양단에 걸쳐 적용되고, 다른 경우에, 공항 활주로에

평행하게 오프셋되고 다양한 비행 공해상의 위험으로 발생된 음파(150)에 응답하는 굴절률(RI) 결합을 이용한 지상 시스

템(180)을 도시한다. 이 지상 시스템(180)은 역반사기(SOLAR)를 이용하는 세분화된 광 라인 배열을 적용하고, 활주로 양

단의 통신선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활주로(128)에 평행하게 분파(offset) 위치에 위치되는 복수의 조정가능한

고저 측량 삼각대(adjustable leveling tripods)(182, 184,186 및 188)를 포함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2개의 축쌍은 역반사

기(BINARY SOLAR)를 이용하는 2개로 분할된 광선 배열(binary segmented optical line arrays)이라 불리고 서로 우각

(right angle)에서 지향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복수의 조종가능한 빔을 2개의 축쌍으로 형성한 중첩 영역은 상기 시

스템에 부가적인 위치 측정 능력을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삼각대(182)에 장착된 것은 오른쪽 단 삼각대(188)에 장착되어 협조적으로 전반사하는 외부의 광 코너 반사기(192)로 레

이저 빔(191)을 전송하는 콤비네이션 레이저 전송기(combination laser transmitter) 및 간섭성 광 수신기 모듈 (190)이

다. 상기 각각의 중간 삼각대(184 및 186)에는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반사하는 역반사기(194 및 194a)가 있는데, 그 각각

의 역반사기는 일부의 빔(191)을 송수신기(190)로 역 반사할 것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역반사기 (194,

194a 등)는 상기 송신기 빔(191)이 코너 반사기(192)에 도달하여 송수신기(190)으로 되돌아가는 중심홀(196)을 포함한

다. 또한, 역반사기는 원주상에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광 홀(198) 및 반사 미러를 일부 또는 전체에 이용하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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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광 편향 암(arm)(200)을 포함하여 홀(198)중 한 개의 홀을 통하여 반사된 송신 빔의 일부를 송수신기(190)로 반사

한다. 예컨데, 역반사기(192)에서 암(200)은 홀(198)중 한 개에 정렬되어 수신기(190)의 방사 위치중 한 곳에 반사 빔

(202)을 제공한다. 역반사기(194a)에서 암(200)은 역반사기(194)의 홀로부터 방사상으로 분파된 다른 홀(198)에 정렬되

어 일정한 각으로 분파되고 복귀 빔(202)과 간섭하지 않는 복귀 빔(204)을 제공한다.

중간 페더스탈(pedestal)(184, 186 등)의 갯수 및 이와 관련된 부분 역반사기 (194, 194a, 194b 등)의 갯수는 32개 정도

이고 원주상에 일정한 각으로 떨어져 있는 복귀 광 빔(202,204등)을 송수신기(190)상에 원형으로 떨어져 있는 광검출기

(204)에 역으로 제공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복귀 광 빔이 다른 일부분 역반사 광 빔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

어진다. 100% 코너 반사기(192)에서 복귀하는 빔은 각 암(200)위에 역반사기(194, 194a, 194b 등)의 중심 홀(196)을 통

하여 중심 광 경로를 따라 복귀한다. 선택된 갯수의 케스케이드 중성 밀도 광 필터(210)는 각각의 광 경로의 감쇄를 조정하

여 균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

코너 반사기(192) 및 역반사기(194, 194a)의 정확한 정렬은 측량자의 라이더(lidar) 또는 광 레이더 타겟 로컬라이저 기구

를 이용하여 수행됨에 의해, 각 암(200) 및 선택 홀(198)의 방사 위치에 형성된 그 각각의 위치를 통하여 복귀하는 광의 광

빔을 연결한다. 물론, 측량자의 리이더 또는 광 레이더 타겟 로컬라이저는 미세한 빔을 정교하게 정렬시키고 수신기 능력

을 높인 정렬 텔레스코프 및 펄스 레이저를 구비한다. 첫째, 측량자는 원하는 위치에 페데스탈(188) 및 코너 반사기(192)

를 위치시킨 다음,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중간 페데스탈(186, 184 등) 및 역반사기(194a, 194 등)

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역반사기의 중심 홀(196) 및 원형 홀(198)은 적합하게 정렬한다. 다음, 페이스탈(182)을 위치 송신

수신기 모듈(190)로 조정함으로써 빔(191)은 중심 홀(196) 및 코너 반사기 (192)에 정확하게 정렬될 것이다. 다음, 각 역

반사기의 광 편향 암(200)은 선택한 각 위치로 적당히 회전됨으로서 각 역반사기(194)로부터 복귀하는 빔은 다른 역반사

기(194, 194a, 194b 등)에서 방사상으로 분파된 복귀 빔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기 SOLAR 시스템(180)은 음향 멀티 빔 또는 빔 조정가능한 응답 패턴(220)을 형성할 수 있는 광 라인 배열을 제공한다.

그러한 빔으로 형성된 패턴 응답은 먼 음원(150)을 수신하고 위치 측정하여 국부적인 음속 및 음속 이하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역반사기를 이용하는 쌍둥이로 세분된 광 라인 배열(twin segm ented optical line arrays using retro

reflectors)(TWIN SOLARs)로 불리는 한쌍의 SOLAR 시스템을 평행하게 맞댄 배치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상

기 항공기 엔진에서 도달하는 백-로브(back-lobe) 음속 에너지를 배제하는 동안, 특히,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후에

엔진 추진 반전기를 적용하는 동안 활주로 접근 통로로부터 음속의 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이동된다.

역반사기(194)의 광 편향 암(200)은 상기 송신 빔(191)의 소정의 부분을 송수신기(190)로 광부분을 복귀시키는 홀(198)

로 암을 통해 구동(undisturbed)"스풀 센터 라인(spool center line)" 경로를 따라 연장하는 부분 반사 미러에 의해 제공된

다.중성 밀도 광 필터(210)의 세트는 암(200)을 따라 방사 광 빔 경로에서 선택적으로 스위칭되어 특정 역반사기(194)에

필요한 광 감소량을 단계적으로 양자화 한다. 이러한 양자화를 행함으로써, 각각의 부분 반사 역반사기(194,194a 등)는 전

반사 코너 반사기(192)에 의해 복귀된 평균 광자수와 동일한 광자수를 복귀시키는 조정을 할 수 있다. 특정 역반사기(194)

의 암(200)은 클릭되어 선택된 홀(198)에 방사상으로 위치됨으로써, 상기 부분 역반사기는 사전에 선택된 광을 감쇠시켜

상호 배타적으로 분파 편향된 복귀 광 빔을 제공하여 상기 광 라인 어레이내의 상기 부분 광 역반사기의 피스톤을 매칭하

기 위해 사전 설정된다. 각각의 복귀 광 빔은 방사상으로 정렬되어 그 개별 광수신 광검출기(204)사이에 역반사기 (194,

194a,등)의 비점유 주변 홀(198)을 통과한다. 복수의 복귀 광 빔은 송수신기(190)의 원형 광 수신면에 원주상으로 배열된

다.

상기 기술된 SOLAR 시스템은 일정하게 조정가능한 빔을 형성할 수 있고, 최적의 또는 채택가능하게 제어된 복소 가중치

를 세그먼트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빔 널(null)을 제어하거나 음속 또는 음속이하의 잡음을 소거하기 위하여 모든 역반

사기에서 복귀하는 광을 수집한 벡터 행렬을 적용함으로서 실행될 수 있다.

상기 레이저 빔 및 복귀 빔을 따라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웨이크 보텍스, 하강기류, 상승기류와 같은 기상의 악화로

비행기에서 발생된 순간적인 음파 (150)의 압축 및 희박에 따라 변하고, 상기 각 빔의 굴절률의 변화로 이러한 위험한 상태

에서 음이 방출되어 도달하는 방향을 지시하여 이동 시간 변화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이동 시간 변화는 순간 음파의 시

간 파형 왜곡에 따라 그 음을 발생하는 근원의 메케닉 특성을 제공한다.

모듈(190) 및 코너 반사기(192)와 같은 송수신기를 간단히 적용하여 한 개의 진행-복귀 광 빔을 생성하는 RI 결합 시스템

에 있어서, 그 결과적인 음의 응답 패턴은 쌍안정각을 2등분하여 최대의 응답축(MRA) 또는 단안정각 시스템의 공통축에

싸인 X/X 특성을 갖고, 그 주위에 축에 대칭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진행-복귀 광 빔 시스템의 단점은 이러한 광 라인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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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음의 응답 패턴이 그 MRA를 정상적인 위치에서 상기 진행-복귀 빔의 공통축 또는 2등분으로 멀리 이동시키기 위하

여 빔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기 기술된 SOLAR 시스템(180)은 일정하고 조정가능한 복수의 빔을 제

공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주파수 대역의 상부에서 소정의 주파수까지 명료한 빔형성/빔조정을 위하여 광 라인 배열을 설치했을 때, 1/2 음향 파장

또는 작은 간격(상부주파수 대역에 의해 결정)은 확장측방향으로 멀리 빔을 조정할 때 필요하다. 이것은 토끼 귀(rabbit-

ears) 빔 스플리팅에 기인하는 불명료한 격자 로브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시되고, 그 간격만큼 더욱 복잡한 장미 꽃잎(rose

petal) 패턴은 음향 파장을 증가시킨다.

확장측 방향으로 빔을 조정하는 동안, 그 확장측 빔폭은 외부 진행-복귀 광 빔 경로 길이를 따라 방해받는 음향 파장의 역

수만큼 제공된다. 빔조정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틈 축소 효과 때문에, 그 음향 빔 응답은 확대된다. 또한, 그 간격을 음파

장의 1/4로 줄이지 않고도, 양쪽 발원단(endfire) 방향에서 동일하게 지시하는 MRAs로 발원단 빔은 형성된다. 1/4 음파

간격으로, 이것은 적어도 16 또는 적합하게 32 페데스탈 및 부분 반사 역반사기와 외부의 100% 반사 역반사기에 대한 필

요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각각의 역반사기는 수동 광장치가 될 것이다.

SOLAR 방법으로 빔형성은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세그먼트가 채워짐에 따라 다음에 더 긴 세그먼트

가 그 위에 중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은 특정 부분 반사 역반사기와 관련된 음향 응답 패턴이 일반적으로

대조된 레이저 송신기/간섭성 광 수신기와 역반사기 사이의 일방향 광통로 길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체의 음향

응답 관점에서, 일반적인 세분화된 센서 음향 응답은 원점 대 역반사기 세그먼트의 위상율 변조(PRM)를 중첩하는 원점 대

역반사기 세그먼트의 위상율 변조로부터 감산함으로서 유도될 수 있다. 복소 가중치는 마찬가지로 소닉 신호에서 소닉 잡

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다른 PRM 성분을 가중함으로서 유도될 수 있다. 그 결과, 이산적으로 위치된 소닉 잡음

원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서브소닉 잡음원이 우월할 때, 이러한 배치는 소닉 잡음보다 서브소닉 잡음을 억압함으

로써 가장 양호한 이득을 얻지 못한다. 서브소닉 잡음이 우월한 경우에 최적의 복소 가중치를 중첩 세그먼트 성분에 적용

할 때, 이러한 복소 가중치는 각각의 중첩 세그먼트 길이에 비례하는 크기를 갖는다.

빔 형성의 복잡성에 상관없이, 적합한 빔의 모양, 포인팅, 사이드로브 제어 및 널 제어는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SOLAR 또는 BINARY SOLAR 또는 TWIN SOLAR 세그먼트 광 라인 배열은 2-D 또는 3-D 배열 구성을 만들기 위하여

배열될 수 있다. 다음, 적합한 위상(주파수 기능으로써) 또는 타임 지연을 적용함으로써, 사이드로브 또는 널 제어용 실수

가중치 또는 복소 가중치를 포함하는 주파수 또는 시간 영역 빔 형성은 빔을 예리하게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도 7 및 도 6에 도시되고, 공항 활주로(128) 양단을 연장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또한, 다양한 비

행 공해상의 위험에 의해 발생된 음파에 응답하는 굴절률(RI)을 이용하는 간소한 지상 시스템(120)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120)은 삼각 로드 프레임(130, 132, 134 및 136)을 각각 지지하고 공항 활주로(128) 양단에 거의 도달하지 않

게 측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좌우의 페데스텔(122 및 124) 및 한 쌍의 중간 페데스텔 (126 및 127)를 포함하는데, 상기 프

레임의 모서리는 서로 정렬되고, 인접하게 3개의 세그먼트를 설치한다.

좌측단 프레임(130)의 각 모서리에는 레이저 빔을 프레임(136)상에 정렬된 전반사 모서리 역반사기(140)로 전송하고, 또

한, 그 역반사기로부터 반사된 복귀 빔을 수신하는 결합 송수신 모듈(140)이 있다. 광섬유를 따라 광 빔 스플리터를 이용할

때, 매우 강한 CW 레이저로부터 발생된 광 세기는 프레임(130)의 모서리에 있는 3개의 송신 위치(140)에 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레이저 빔을 따라 이동하는 시간은 웨이크 보텍스, 하강기류, 상승기류와 같은 악천후 상태에서 비행시 발생된 순

간 음파(150)의 압축 및 희박에 따라 변경된다. 또한, 이러한 여행 시간은 그 순간 음파의 시간 파형 편위에 따라 이러한 음

을 만드는 근원적인 메케닉을 제공한다.

수평 위치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다른 실체의 기본 형태는 프레임(132)의 각 모서리에 장착되는 부분 역반사

기(152) 및 프레임(134)의 각 모서리에 장착되는 부분 역반사기(154)를 제공한다. 역반사기(152 및 154)는 도 5의 역반

사기(194)와 동일하고, 각 3개의 모듈(140)로부터 제공된 송신기 빔이 프레임 (136)에 장착된 코너 반사기(142)에 도달하

거나 복귀할 수 있게 배열된다. 상기 모듈(140)로부터 송신된 일부의 빔은 부분 역반사기(152)에 의해 역으로 프레임

(130)상의 광검출기(156)로 반사될 것이다. 유사하게, 모듈(140)로부터 제공된 일부의 빔은 일부 역반사기(154)에 의해

프레임(130)상의 광검출기(158)로 반사될 것이다.상기 역반사기(154 및 152)의 광 편향 암(196)은 방사상으로 위치됨으

로써 그 역반사기로부터 복귀하는 빔이 방사상으로 분파되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모듈(140)로부터 제공된 레이저 빔의

나머지 주요부분은 모듈(140)로 역반사되는 고양이 눈(cats-eye) 역반사기(142)를 통과한다. 따라서, 빔이 수집된 모드

는 프레임(130)상에 3개의 광검출기(130)를 한 세트로 갖는다. 상기 광검출기에 의해 감지된 광 빔의 굴절률의 변화는 지

상에 일찍 경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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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SOLAR 방법의 다른 실체는 음향파(150)를 방출하는 방위 도달각 및 방사 범위를 수동으로 제한

할 수 있다. 프레임(130)의 전면 상하에 위치된 송수신 모듈과 이에 대응하여 왼쪽 보조 구멍에 대하여 프레임 전면의 상하

에 위치된 분분 역반사기(152)사이를 한정한 보조 구멍간에 위상 센터에서 도달하는 소닉 에너지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

간차이로 지연 시간을 측정한다. 유사하게, 상기 중심 보조 구멍에 대하여 프레임(34)을 측정하고, 오른쪽 보조 구멍에 대

하여 상기 고양이 눈(cats-eye) 역반사기(142)를 측정한다. 즉, 이러한 2개의 보조 구멍은 서로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분

명히 3개로 분할되지만 연속하는 보조 구멍 응답은 SOLAR 처리용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인접한 보조 구멍 RI 결합신호

응답을 미분함으로써 발생된다. 이와 다른 실시예는 페데스탈을 이용하여 대체함으로써 파전방 수평 틸트 및 곡률 반경을

측정하고, 전체의 구멍을 세분화 함에 의해 허용된 빔 형성 또는 빔 조종 기능을 하는 SOLAR 대신에 방위각 및 방사 범위

를 결정한다.

기재된 바와 같이, SOLAR의 다른 실시예에 대한 도 6의 구성은 왼쪽, 중간 및 오른쪽 보조 구멍의 공통 수직 차원으로 결

정된 광범위한 수직 음향 응답 패턴으로부터 상승/하강 각을 평가하기 쉽다. 이러한 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광검출기(156 및 158)에 각각 결합되는 중간의 부분 역반사기(152 및 154)와 함께 송신/수신 모듈(140) 및 "고양이

눈" 역반사기(142)의 유사한 결합은 각 프레임(130, 136, 132 및 134)의 전면에 삽입된다. 왼쪽, 중심 및 오른쪽 보조 구

멍의 수직 중심사이에 있는 다양한 광 빔 경로는 프레임(130, 136, 132 및 134)의 후방 정점에 제공된 광 빔 경로와 유사

하다. 그러나, 이러한 후방 정점 광 빔 경로에서 유도된 보조 구멍 신호는 해당하는 팡면 광 빔과 협조하여 각 보조 구멍의

백 로드 소닉 응답을 제거하는데 이용된다.

도 7은 페데스탈(124)에 장착된 오른쪽 프레임(136)를 조사하는 부가적인 (142) 위치를 지시함으로써 앞면 중심의 광 빔

경로에 대한 클러스터 모드를 도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 수평으로 배치된 보조구멍은 상위 보조 구멍 및 하위 보조

구멍으로 분할된다. 상기 프레임(136) 및 그에 해당하는 모든 프레임은 공통각을 통해 수직으로 틸트되어 정면 음파(150)

를 소거한 반사음파가 180°위상 이동된 지상면(128)과 간섭을 일으켜 아래에 각 빔 널을 일으키는 수직 빔 틸트를 보상하

는데 이용될 수 있다. 각각의 상하 보조 구멍은 수직 빔 응답을 상하로 (172)로 중첩한다. 이렇게 수직빔이 중첩하는 각 영

역내에서, 그 수직 위상 중심간에 시간 지연차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 7에 도시된 부가적인 클러스터 모드

는 수직파의 전방 틸트에 관한 이러한 지연시간 차이로부터 빔을 가로지르는 축(173)주위에 상승각/하강각을 측정함으로

써 수직각 측정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

프레임(130, 132, 134, 136)의 전방부를 가로지르는 오버래핑 음향 수직 감지 빔(171, 172)이 없으면, 시스템(120)은, 프

레임을 향해 이동하는 음파(150)를 감지는 경우, 백 투 프런트(back-to-front) 빔 응답 억제와 함께 제한된 수직 각 추정

정확성을 제공할 뿐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프레임은 접근 회랑(128) 하에서 지상과의 상호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간

위쪽으로 경사지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이, 오버래핑 음향 수직 감지 빔(171, 172)은, 연합하여 프레임(130, 132, 134,

136)의 전면에 각각 집중되게 유도되는 것도 가능한 복수의 해당 오프셋 광검출기들과 함께, 코너 반사기(142)를 갖는 송

신기/수신기 모듈(140)과 적절한 광 빔 오프셋 부분 역반사기(152, 154)의 유사 조합의 결과로 얻어진다. 언급한 바와 같

이, 이 부가의 빔 클러스터 모드는 상하 음향 수신 빔(171, 172)의 분할 빔 프로세싱에 의해 수직 각 추정 정밀도를 보다 좋

게 한다. 빔(171, 172)은 그들의 교차 축(173)의 주변에 배치된다. 이 시스템을 소위 SOLAR-ECLIPSE 시스템이라고 한

다. 즉, 이 시스템은 역반사기들을 이용하여 세그먼트화된 광선 어레이이고, 음향 발산(sonic emanations)의 위치를 의미

하는 고도 및 곡률 국지화를 제공한다. 이것은 입사 음향파의 파면의 수평 및 수직 경사를 처리하여 범위를 수동적으로 나

타내는 파면 곡률을 갖는 방위 및 고도 각 추정치를 얻는다.

도 4, 도 5, 도 6에 설명되어 있는 RI 결합 시스템은 지상 기지 시스템과 같은 특정 용도에 대해 기술되어 있지만, 그 시스

템을 항공용 구성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항공기 날개의 끝 대 끝, 좌측 날개 끝 대 좌측 날개 동체-우측 동체

대 우측 날개 끝, 또는 상부 동체 선단 즉 조종석 후미와 항공기 수직 안정화기의 상부 끝 등의 구성이다. 전자의 RI 결합 구

성은 항공기의 바로 전방 또는 후방을 커버하지만, 후자의 구성은 항공기의 좌측 또는 우측 방향으로부터 도달하는 음향

신호의 RI 결합을 제공한다. 이들 각 방법은 몇가지 응용에 적합할 수도 있지만, 도 1 내지 도 3에 설명되어 있는 입자 운동

결합 시스템은 항공용 시스템에 적합하다.

다른 변형의 실시예에서는 광도파관으로서 구성되는 광섬유 케이블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광섬유 케이블은

파이버의 길이를 따라 음향 여기 스트레인에 응답하고, 그의 해당하는 파이버 단면의 변화는 파이버 굴절률의 변화로 이어

진다. 여기에서는 광 코드 펄스를 형성하기 위해 전기 광 또는 다른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방법이 포함된다. 광 코드 펄스

는 예컨대 파이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랜덤하게 또는 확정적으로 분포된 흡장으로 인한 레일리(Reyleigh) 또는 마이(Mie)

광 의사스캐터링을 통해 광 또는 광검출기 간섭성 헤테로다인 또는 호모다인 수신기에 복귀된다. 이러한 방법들에서는 개

개의 확장된 마이크로폰 센서 세그먼트들을 묘사하는 수단으로서의 전기 광적 또는 전자적 대역 게이팅과 함께 광 펄스를

붕괴하는 펄스 디코딩을 이용하기 쉽다. SOLAR 시스템 방법에서 자유 광파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광 도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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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 중 어떤 방법에서는 이러한 확장된 마이크로폰 센서들을 음향 소닉 개구부에 걸쳐서 인접 배치할 수 있다. 도 1 내지

도 7의 실시예들의 광 빔을 이용함으로써, 방사된 음향로 인해 초래된 광파이버 도파관의 굴절률 변화들은 그 음향을 발생

하는 위험한 대기 상태들을 암시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형예에서는 항공기의 각 날개의 선단부에 또는 활주로에 평행하게 가로지르거나 오프셋되게 설치되어 위험한

기상 상태 및/또는 웨이크 보텍스로 인해 발생된 음파를 탐지하는 음향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도 3에 설명되어 있는 실시예는 본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는 소위 PHARAOH(phase rate assessment by optical

holography)라고 하는 모든 형태의 광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변형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광 시스템은 전자 대신에

광자를 이용하는 전(全) 광 다중 채널 각도 다이버시티 수신기(ADR)로서, 도 3에 대해 전술된 간섭성 광 CCD형 카메라와

유사한 동작을 수행한다. PHARAOH형의 ADR 프로세싱은 CCD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간섭성 광 헤테로다인 형의 직교 쌍

광 캐리어식 구성 요소를 생성하는 광 감소 2파 믹싱 방법(DTWM)을 대신 이용함으로써, 전기적으로 유도되는 I&Q 구성

요소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도 3의 실시예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잡음 억제에 대해서는 각도 다이버시티 수신기를 주파수 다이버시티 수신

기(FDR)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도 3의 펄스 추적 장치(28)에 대한 부속물로서는, 전파 벡터 주파수 필터링

(WVFF)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스펙트럼이 "해결되는" 서브소닉 잡음 성분의 신호 주파수 대역

으로 뻗어가게 하는 플랫폼 운동과 관련된 "신호" 마스킹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전파 벡터 주파수 필터링 방법의

대체 방법에는 신호 자유 레퍼런스(SFR) 적용 잡음 제거 기술이 있다. 이 기술에서는 "해결되는" 서브소닉 잡음 제거를 위

해 간섭성 광 호모다인 또는 헤테로다인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모든 실시예는 CADRECORPS

또는 PHARAOH 카메라에 집적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역반사기로서 동작하는 음향 광 반사경(AOM)을 생성하기 위해 비선형적으로 발생되고

방사 영역이 집중되는 음향 톱니파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비선형 음향 톱니파에 충격면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음향

증폭은 복수의 스피커로 된 대형 어레이의 개개의 투영기로부터 방출되는 복수 세트의 위상 고정의 펄스 음향 캐리어 파형

을 이용하여 합성 스펙트럼 파형을 전송함으로써 얻어진다. 건설적인 간섭은 이들 음향 펄스들을 하나로 모아 소정의 집중

영역에 간섭성하게 더할 때 발생한다. 결과적인 음향 피크 압력 증폭에 의해 급경사 파면의 압력 불연속이 생성되고, 이 불

연속은 비선형적 음향 상호 작용을 통해 주기적으로 형성된다.

주기적으로 배치된 급경사의 비선형 충격 파면들은 균등 경사의 광 굴절률(RI) 불연속들을 수반한다. 이들 각 불연속은 광

반사경로서의 기능을 행하고, 음향 파장이 광파장의 반의 배수로 조절되는 경우에는 복귀된 광전계 강도가 브래그 스캐터

링에 의해 증폭된다. 또한, 증폭은 소위 광 위상 공액법(OPC)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재접종된 브릴루인 스캐터링

(RBS) 형태를 이용하여 달성되는 것도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RBS는 순시 브릴루인 스캐터링과 관련된 도플러 주파수 확

산에서 100배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해 왔다. 이 순시 브릴루인 스캐터링에 의해, 광 방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

일 때, 광자는 넓게 전파하여 사라지기 쉬운 광자에 상응하는 등온위 변동을 순간적으로 생성한다. 방사가 보다 높은 레벨

일 때는 자극받은 브릴루인 스캐터링(SBS)이 생성되어, 광자의 방향성은 한층 더 정연해지고 따라서 순시 브릴루인 스캐

터링에 대한 1차 매그니튜드에 의해 "광자 운동"을 통해 생성된 도플러 주파수 확산을 감소시킨다.

SBS는 광 도파관 안에 갇힌 가스와 함께 사용하여, 광 파면 왜곡을 제거할 만큼 왜곡되도록 한 OPC 거울을 생성했고, 그

에 의해 종래의 거울과는 달리, 충돌 광이 반사 이전에 광이 진행하는 원래의 경로로 되돌아 가게 된다. SBS가 필요로 하는

보다 낮은 방사 레벨에서, 저속 형성의 보정 OPC 거울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광 회절 물질, 예컨대 티탄산연을 형성하

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감소 4파 믹싱(DFWM) 방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의해 달성된다. 감소 4파 믹싱(DFWM)형

의 이러한 프로세스는 PHARAOH에 적용 가능한 비선형 광 프로세싱의 내용에서 설명되었음을 지적한다.

삭제

RBS는 매우 높은 광 방사 레벨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사 레벨은, 고밀화된 광에 의해 광자가 직접 생성되도록,

OPC를 이용하여 대기 광 수차를 정정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AOM과 조합하여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RBS 프로세스

는 FWDM 방법을 이용하여 비음향적으로 발생된 비선형의 광자로부터 스캐터되는 레이저 광을 "재접종(reseed)"한다. 이

두 프로세스의 조합은 거울 반사 손실로 인해 다른 정상적인 충격 파면 두께로 되는 것을 감소하게 하는 방식으로 광적 RI

불연속성을 첨예하게 하도록 의도된다. RBS 증폭이 없으면, 상기 불연속은 하나의 광 파장 중 충분히 적은 부분이 아닐 것

이다. 주기적인 비선형 음파 브래그 스캐터링과 조합되는 경우에 있어서, RBS 증폭된 AOM은 효율적인 "스카이 후크(sky

hook)" 거울을 제공하고, 따라서 역반사기가 항공기의 날개 길이 동체 크기의 범위 안에 수용될 수 있는 항공용 애플리케

이션을 RI 결합에 한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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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전자기 방법을 이용하는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에 있어서, 전자기 에너지는 대기 위험에 의해 발생된

음향에 따라 광파 대신에 자유파 또는 도파유도된 무선파로서 전파된다. 예컨대, 항공의 대기 위험에 의해 생성되는 진행

하는 음향계를 탐사하기 위해 특정의 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다. 그 특정의 시스템은 확장된 무선 음향 사운딩 시스템

(ERASS)이라고 인식되는 시스템으로서, 광파 대신에 무선파를 이용하여 상기 AOM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브래그 스캐터

링과 함께, 결집된 비선형의 음파 세트를 이용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브래그 역스캐터링을 통해 소리계(sound fields)를 탐사하기 위해 예컨대 동축 케이블과 같은 유도

된 무선 전파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명세서의 실시예들은 예시된 바와 같은 모든 측면에서 한정되지 않게 고려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범주는 전술

의 설명에 의해서라기 보다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표시되고 있고, 따라서 특허 청구 범위의 균등성의 의미 및 영

역 안에 드는 모든 변경예들은 그 안에 포함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운항 중인 항공기에 위험을 주고, 대기 중에 자연적인 음파를 생성하는 대기의 악천후 상태를 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광 빔을 생성하는 레이저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악천후 상태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상기 광 빔을, 상기 자연적인 음파에 응답하여 운동하는 광 반사 물질을 포함하

고 있는 프로브 볼륨 내로 지향(direct)시키는 단계와,

상기 물질로부터 반사된 광을 집광하는 단계와,

상기 집광된 광으로부터 상기 자연적인 음파 및 상기 악천후 상태를 나타내는 출력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브 볼륨은 가상 마이크로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악천후 상태는 상기 프로브 볼륨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만큼 이격되어 있는 대기 영역에 존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된 광은 상기 프로브 볼륨 내의 광 반사 물질의 각 입자들의 무작위(random) 운동을 감지하는

멀티 채널 수신기에 의해 집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장치는 항공기의 전방부에 설치되고 상기 프로브 볼륨은 항공기의 운항 경로를 따라 항공기

의 전방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장치는 항공기 활주로 근처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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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운항 중인 항공기에 위험을 주고, 대기 중에 자연적인 음파를 생성하는 대기의 악천후 상태를 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광 빔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악천후 상태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각각의 광 빔을, 상기 음파에 응답하여 운동하는 광 반사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된 프로브 볼륨으로 지향시키는 단계와,

각각의 상기 프로브 볼륨 내의 상기 물질로부터 반사된 광을 집광하는 단계와,

각각의 상기 프로브 볼륨으로부터 집광된 광으로부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신호들을 조합하여 상기 자연적인 음파 및 상기 악천후 상태의 특징 및 위치를 나타내는 출력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브 볼륨은 가상 마이크로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악천후 상태는 상기 프로브 볼륨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만큼 이격되어 있는 대기 영역에 존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각각의 프로브 볼륨으로부터 반사된 광은 상기 각각의 프로브 볼륨 내의 광 반사 물질의 각 입자들의 무

작위 운동을 감지하는 멀티 채널 수신기에 의해 집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광 빔들은 항공기의 전방부에 설치된 레이저 수단에 의해 생성되고 상기 프로브 볼륨들은 항공기의

운항 경로를 따라 항공기의 전방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운항 중인 항공기에 위험을 주고, 대기 중에 자연적인 음파를 생성하는 위험한 대기 상태를 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광 빔을 생성하는 레이저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위험한 대기 상태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상기 광 빔을 프로브 볼륨으로 지향시키는 단계와,

상기 위험한 대기 상태의 지표로서 상기 광 빔에 대한 상기 자연적인 음파의 영향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브 볼륨은 가상 마이크로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한 대기 상태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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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장치는 항공기의 전방부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한 대기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장치는 항공기 활주로 근처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한 대기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서로 수평 및 수직으로 이격되어 있는 복수의 광 빔을 상기 활주로를 가로질러 지향시키는 단계와, 광검

출기들로 다시 반사하는 단계와, 상기 위험한 대기 상태의 지표로서 상기 광 빔의 이동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한 대기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광 빔의 일부는 상기 활주로를 가로질러 선택된 거리 만큼 이격되어 있는 광검출기들로 다시 반사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한 대기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광 빔을 상기 활주로를 가로질러 지향시키는 단계와, 광검출기들로 다시 반사되는 복수의 복귀 빔

을 제공하도록 상기 활주로를 가로질러 서로 횡방향으로 이격되어 있는 복수의 위치의 각각에서 상기 광 빔의 세그먼트를

반사하는 단계와, 상기 위험한 대기 상태의 지표로서 상기 광 빔의 이동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위험한 대기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복귀 빔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서로 원주를 따라 각도를 두고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위험한 대기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광 빔을 항공기 상의 제1 위치에서 제2 위치까지 연장하는 단계와, 광검출기들로 다시 반사되는 복

수의 복귀 빔을 제공하도록 상기 제1 위치와 제2 위치 사이에 서로 횡방향으로 이격되어 있는 복수의 위치의 각각에서 상

기 광 빔의 세그먼트를 반사하는 단계와, 상기 위험한 대기 상태의 지표로서 상기 광 빔의 이동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한 대기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복귀 빔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서로 원주를 따라 각도를 두고 이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위험한 대기 상태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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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운항 중인 항공기에 위험을 주고, 대기 중에 자연적인 음파를 생성하는 대기의 악천후 상태를 탐지하는 장치에 있어서,

광 빔을 생성하는 레이저 수단과,

상기 악천후 상태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상기 광 빔을, 대기의 프로브 볼륨으로 지향시키는 수단과,

상기 악천후 상태의 지표로서 상기 광 빔에 대한 상기 자연적인 음파의 영향을 측정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브 볼륨은 가상 마이크로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수단은 항공기의 전방부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수단은 항공기 활주로 근처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수단은 상기 활주로를 가로질러 지향하도록 서로 수평 및 수직으로 이격되어 있는 복수의

광 빔을 생성하고,

상기 광 빔들을 광검출기들로 다시 반사하는 수단과, 위험한 대기 상태의 지표로서 상기 광 빔의 이동 시간의 변화를 측정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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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광 빔의 일부를 상기 활주로를 가로질러 선택된 거리 만큼 이격되어 있는 광검출기들로 다시 반사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광 빔을 상기 활주로를 가로질러 지향시키는 수단과, 광검출기들로 다시 반사되는 복수의 복귀 빔

을 제공하도록 상기 활주로를 가로질러 서로 횡방향으로 이격되어 있는 복수의 위치의 각각에서 상기 광 빔의 세그먼트를

반사하는 수단과, 위험한 대기 상태의 지표로서 상기 광 빔의 이동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복귀 빔들을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서로 원주를 따라 각도를 두고 이격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청구항 33.

운항 중인 항공기에 위험을 주고, 대기 중에 자연적인 음파를 생성하는 대기의 악천후 상태를 탐지하는 장치에 있어서,

광 빔을 생성하는 레이저 수단과,

상기 악천후 상태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상기 광 빔을, 상기 자연적인 음파에 응답하여 운동하는 광 반사 물질을 포함하

고 있는 프로브 볼륨으로 지향시키는 수단과,

상기 물질로부터 반사된 광을 집광하는 수단과,

상기 집광된 광으로부터 상기 자연적인 음파 및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출력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브 볼륨은 가상 마이크로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악천후 상태는 상기 프로브 볼륨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만큼 이격되어 있는 대기 영역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집광 수단은 상기 프로브 볼륨 내의 광 반사 물질의 각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을 감지하는 멀티 채널

수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청구항 3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수단을 항공기의 전방부에 설치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브 볼륨은 항공기의 운항

경로를 따라 항공기의 전방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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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수단을 항공기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태

탐지 장치.

청구항 3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광 빔은 광섬유 케이블 수단에 의해 도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한 대기 상태 탐지 방법.

청구항 3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지향 수단은 상기 광 빔을 도파하는 광섬유 케이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천후 상

태 탐지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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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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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566349

- 19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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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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