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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실제 해양환경의 변동에 의하여 계측 음향 데이터의 변동이 

일어난다. 해양 환경의 영향에 따른 음향 변동을 명확히 규명하여, 

음향학을 이용한 해양 현상의 원격 탐사 기법 발전에 기여하고, 수중 

감시 체계 및 소나 체계 운영 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은 

동중국해에서 수행된 Shallow-water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SAVEX15) 자료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의 변화에 의한 음향 변동 및 

잔향음 경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천해 환경 조건에서 수중음향채널(underwater sound channel)의 

관측은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현상이며, 최소 음속이 수층 중앙의 채널 

축에서 관측된다. 채널 축에 음원이 위치한 경우, 경계면에서 반사를 

통해 전파되는 음선과 채널 내에서 굴절을 통해 전파되는 음선이 동시에 

관찰된다. 이를 통해 채널 내에 에너지의 집속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고주파 음향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채널 내에 집중되거나 산개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음향 변동이 유속, 내부 고립파 및 내부 

조석파로 인한 상대 음속, 수신기의 위치 변동 및 음속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각각에 의한 고주파 음향 신호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시간-파면(timefront)의 계측결과와 음선 추적기법을 

이용한 모의 결과를 정성적으로 비교하였으며, 도달 신호를 이용한 음향 

파라미터들의 경향 변화를 통하여 음향 변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조류의 유향과 유속 변화로 인해 계류한 수직선배열이 기울고, 상대 

음속이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주기적인 유향과 유속 변화를 이용해 

시간-파면 그래프의 곡률 변화와 신호 선단부(leading edge)의 도달 

시간 변동의 주기성을 설명할 수 있다.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경우, 위치에 따라 음속이 거리 종속적으로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모의하였다. 수온 계측 자료를 통해 추정한 내부 

고립파의 위치를 반영하여 모의한 시간-파면을 계측 결과와 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도달 신호의 도심(centroid)과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도달 시간의 변동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정성적 분석을 통해, 내부 고립파가 수직 

선배열 근방에 위치하였을 때, 에너지의 집속 지점이 아래로 이동하고, 

내부 고립파의 위치에 따라 채널 하단부에 집속된 음향 에너지가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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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도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내부 

고립파에 의해 채널 축 근방의 음향 에너지가 산개되고, 채널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에너지의 집속 정도 및 집속된 에너지의 도달 시간 변동을 

확인하였다.  

내부 조석파는 수중음향채널 하단부 채널 크기의 주기적인 변화를 

유발함을 가정하였다. 내부 조석파에 의해 변화한 채널 크기로 인해 

채널 하단부의 음향 에너지의 집속 정도가 주기적으로 바뀌며, 내부 

조석파의 음향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수중음향채널 하단부의 등온선의 

경향과 도달 신호의 도심 경향 사이 유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중음향 채널이 존재하는 천해 환경에서 음원이 채널 축에 

있을 때, 내부 고립파에 의한 해저면 잔향음 경향의 변화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러한 환경에서는 작은 

발사각의 굴절 성분들이 해저면에 도달 하지 않기 때문에 잔향음이 

일반적인 등속 천해 환경에 비해 작게 나타난다. 하지만 내부 고립파로 

인해 작은 발사각의 고립된 모드 에너지가 해저면과 상호작용하는 모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내부 고립파 존재 시, 위치에 따라 

잔향음이 증가하는 경향이 변화함을 연성모드법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모의하고, 연성모드 방정식을 이용하여 모의 결과의 타당성을 보였다. 

또한 내부 고립파 관련 파라미터들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치적 기법을 

이용하여 음원과 수신기가 적절한 위치에 있을 때, 내부 고립파의 

진폭이 클 때, 적절한 파장을 지닐 때, 내부 고립파 군의 배치에 따라 

잔향음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 : 음향 변동, 천해, 수중음향채널, 해류, 내부 고립파, 내부 조석, 잔향음, 

모드 연성 

학   번 : 201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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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소나(Sound Navigation and Ranging; SONAR) 시스템은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비 및 

시스템[1]을 통칭하며 보통 해양 탐사 및 군사적인 목적으로 수중에 

존재하는 표적을 탐지, 인식, 구별하는데 많이 이용한다. 소나는 운용 

방법에 따라 수동 소나와 능동 소나로 분류 할 수 있다. 수동 소나는 

수신기만 운영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능동 소나는 음원과 수신기 모두 

운영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표적의 탐지와 인식, 식별을 위해서 수동 

소나의 경우, 수신기와 표적 사이의 전달손실을 분석해야 하며, 능동 

소나의 경우, 음원 신호가 표적 외에 다른 환경 요소들에 의해 산란되어 

수신기로 들어오는 신호들의 합인 잔향음을 고려해야 한다.  

소나 시스템에서 계측한 신호의 해석을 위해 음파전달 모델을 통한 

전달 손실과 잔향음의 분석이 필요하다. 음파전달 모델은 주어진 해양 

환경에서의 음파전달이 어떠한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값을 

나타내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음파전달 모델은 유도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모델들이 있으며, 각 모델을 유도할 때 이용한 가정들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 해양 환경 특성에 대해 강점과 약점을 보인다. 이에 따른 

각각의 특성은 다음 표 1와 같이 주어진다.  

 

표 1. 음파전달 모델의 적용성.[2] 

 



 

 2 

 

하지만 음파전달 모델을 통해 예측한 결과로 소나 시스템에서 

계측한 신호를 해석하기 쉽지 않다. 실 해양환경에서 계측한 결과는 

시간 및 수신기의 위치에 따라 변동하는 음향 변동(acoustic variability)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음향 변동의 원인으로 운영하는 음원 외의 

물고기 및 선박과 같은 주변 소음원들의 존재와 시공간에 대해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 해양 환경의 변동을 들 수 있다. 그 외 환경 정보와 

무관하게 음파전달 모델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한계 때문에 실측 결과와 

모의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주변 소음은 선박, 해양 생물, 해양 환경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호 대 소음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으로 인한 음원 신호의 차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모의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주파수에 따른 소음 크기를 나타내는 Wenz 

곡선을 도입하였으며, 주파수 대역에 따라 소음의 크기를 반영한 정도가 

다르다.[3] 그림 I-1은 Wenz 곡선을 나타낸 결과로, 주파수 대역에 

따라 주변 소음의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Wenz 곡선을 통하여, 주변 소음은 시간에 따른 선박의 통행량, 해양 

생물들이 이루는 군집 위치 및 해양 생물들의 활동 시간, 바람의 세기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간에 따라 

주변 소음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소음들이 계측 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 해양 환경은 시·공간에 따라 환경의 변동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리 독립 혹은 거리 종속적인 해양 

도파관(waveguide) 특성이 나타난다. 해양 현상들의 변동에 의한 음향 

변동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음향 데이터 계측과 동시에 충분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해양 환경들을 계측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해양환경 계측은 시·공간적인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제한적인 계측 

자료 상황에서 환경 변동으로 인한 음향 변동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측된 음향 변동의 분석을 통해 해양 현상에 의한 음향 

변동의 메커니즘을 파악한 뒤, 이를 해양 현상에 대한 원격 탐사에 

적용할 수 있다.[4, 5]  

위와 같은 이유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음향 변동을 계측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행하여졌다. 2015년 5월, 동중국해에서 

수행된 Shallow-water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SAVEX15) 

실험도 그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SAVEX15에서 관측된 고주파수의 



 

 3 

음향 변동을 실 해양 환경의 변동 중 음속의 변화에 대한 영향으로 

해석하고, 해당 환경에서 내부 고립파의 존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잔향음의 경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림 I-1. Wenz 곡선.[3] 

 

2. 기존 연구 분석 
 

음속의 변화를 일으키는 환경 변동 요소가 음파전달 및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참고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2.1. 음속 변동과 연관된 해양 환경 요소 
 

음속의 변동과 연관된 해양 환경 요소는 유속 변동과 수온 변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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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되며, 이 중 수온 변동은 내부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유속 변동과 내부파의 특성 및 이들이 음파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2.1.1. 유속 변동 
 

해류는 유향에 따라 해수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현상이며, SAVEX15 

실험이 수행된 동중국해에서는 조석 주기를 갖는 조류가 강하여 

규칙적인 유속/유향 변동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질의 이동이 음파의 

상대 속도를 변화시키므로 도달시간을 변화시킨다. 진행 방향에 따른 

상대 음속의 변화로 인해 비가역적(nonreciprocal)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역전 방법(time reversal method)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6, 7] 또한 비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유향과 유속을 추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8-10]  

해류는 또한 수직선배열의 기울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수직선배열의 위치 변화 및 기울기는 정합장 처리기법, 빔형성을 통한 

목표의 방위각 및 거리 추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직 선배열의 

움직임과 기울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11, 12] 기존의 연구들은 

유속, 유향 변화와 수직선배열 기울기 변화의 주기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13, 14]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부이(buoy)의 움직임으로부터 

유속과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15] 

 

2.1.2. 내부파 
 

2.1.2.1. 내부파의 특성 
 

내부파는 유체 내부의 밀도 차이에 의한 경계면에서 수직방향의 

진폭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유체 내의 수직방향 밀도 차이 및 지구의 

자전의 영향으로 발생한 유체 내부 밀도 층의 변동으로 인해 그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파이다. 내부파는 선형적 특성을 갖는 내부파와 

비선형의 특성을 갖는 내부 고립파로 나타낼 수 있으며, 선형 내부파가 

우세한 저주파 내부파와 달리, 고주파수 내부파에서는 종종 비선형 

특성이 강화된다. 선형 내부파는 무작위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며, 

수치실험에서 선형 내부파로 인한 음속 변동 특성을 Garrett-Munk 

(GM) 내부파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모의할 수 있다. 그림 I-2의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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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펙트럼 극점을 통해 낮은 

주파수에 해당되는 하루나 반일 주기의 내부 조석파의 영향이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주파수 성분들의 스펙트럼 값을 이용하여 

모의한 내부파를 확산 내부파라고 지칭하기도 한다.[16] 

 

 

그림 I-2. GM 스펙트럼의 예시.[17] 그래프에 표시된 각도는 위도를 의미한다. 

 

 내부 고립파의 경우는 위의 선형 내부파와 다르게 

결정론(deterministic) 적인 관점으로 모의하는데, 이 때 내부 고립파의 

모양과 특성을 결정 짓는 다양한 방정식들이 존재한다.[18] 내부 

고립파는 내부 조석파 등에 비해 파장이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선형 내부파에 비해 큰 진폭을 가지고 있어 내부 조석파 등에 비해 

국소적으로 수온 변동을 크게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19-21]  

 

2.1.2.2. 내부파 발생 메커니즘 
 

조류, 내부 조석파, 내부 고립파들의 발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내부파는 밀도 층의 변동과 연관이 있으며, 변동 원인은 바람과 

조석이라고 알려져 있다.[17] 그림 I-3과 같이 수평 성분을 갖는 

조류의 유속이 경사진 해저면이나 해산 등의 해저 지형과 만나 수직 

변동의 에너지가 발생되어 내부 조석파가 형성된다. 그 외에도 바람에 

의해 지구의 자전 주파수인 코리올리 주파수(Coriolis frequency)를 

갖는 준관성주기 내부파가 나타나고, 위 둘은 코리올리 주파수에 

근접하는 낮은 주파수를 가지나, 두 내부파의 상호작용으로 부력 

주파수(buoyancy frequency)에 근접하는 고주파수를 갖는 내부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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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중력(부력)과 전향력을 복원력으로 하는 내부파의 주파수 

대역은 부력 주파수와 코리올리 주파수 사이이다.[17] 

내부 고립파들의 발생 주기는 조석과 유사하며, 발생 메커니즘으로 

내부 조석파와 연관된 두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다. 첫 번째로 저차 

내부 조석파가 비선형 효과로 인해 진폭의 기울기 경사가 가파르게 되어 

내부 고립파 군(packet)으로 변환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내부 

조석파가 여러 개의 모드 성분을 갖는 빔의 형태로 나타날 때, 

수온약층(thermocline)에 입사하면서 내부파와 유사한 변동을 만드는 

경우이다.  

 

 

그림 I-3. 내부파 발생 메커니즘.[22] 

 

표 2. 내부파에 의한 음향 변동 관련 실험. 

Experiment Acoustic 
frequency (Hz) 

Range (km)/ 
Depth (m) 

Ocean 
phenomena

Acoustic 
variability 

Analysis 
method 

BSPF 92 
(Lynch et al., JASA, 1996) Low (224) 20 / 400 IT Arrival time NM, Ray 

SWARM 95 
(Headrick et al., JASA, 2000) 

Low 
(200, 400) 32 / 80 ISW Arrival time, 

coherence time 

Acoustic 
parameter, 

CNM 
Gibraltar 96 

(Tiemann et al., JASA, 2001) High (10k) 15 / 700 IT, ISW, 
USC 

Arrival time 
(Single rec.) Ray 

Shelfbreak Primer 96 
(Sperry et al., IEEE, 2003) Low (400) 60 / 100~300 ISW, front

Arrival time, 
energy 

Acoustic 
parameter, 

CNM 
ASIAEX 01 

(Duda et al., IEEE, 2004) Low (400) 20, 30 / 
100~400 IT, ISW Arrival time, 

energy CNM 

SW 06 
(Luo et al., JASA, 2008) 

(Katsnelson et al., JASA, 2008)

Low (400) / 
mid (2k~4.5k) 4, 14, 20 / 80 ISW 

3D effect, 
coherence time,  

intensity  

CNM, PE,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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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음파 전달에 미치는 영향 
 

내부파가 음파전달에 미치는 영향으로 도달 시간, 각 모드 별 음향 

에너지 등에 대해, 다양한 실험에서 계측한 데이터 분석과 수치 실험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었다.[5, 16, 23-60] 

본 절에서는 내부파에 의한 변동 효과를 도달 시간의 변동과 전달 

손실, 음향 세기, 에너지의 변동, 코히어런스 시간(coherence time)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으며, 표 2에 실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도달 시간 변동 

 

도달 시간 변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계측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Lynch 등은 Barent Sea Polar Front 실험에서 계측한 음향 

신호 도달시간의 변동과 음선 이론과 모드 기반의 방법을 이용한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23] 도달 시간 변동 모의 시, 내부 조석 및 

고주파수 내부파의 영향을  GM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반영하였다. 

Headrick 등은 Shallow Water Acoustics in a Random Medium 

(SWARM95)에서 계측한 저주파수 대역(200, 400 Hz)의 수직 선배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24] 이 때 표준 편차와 사분위수 범위 

(interquartile range; IQR)를 이용하여 저차 모드 도달 시간의 산개 

정도를 구하고, 음향 파라미터를 수온 체인(thermistor chain)을 

이용하여 계측한 수온과 상관 계수를 분석하였다. 상관 계수는 조석 

주기를 나타내며 이는 내부 조석 주기 및 내부 고립파의 생성 주기와 

일치한다. 또한 위 실험에서 계측한 음속을 이용하여, 연성 모드법을 

이용해 저차 모드의 도달 시간을 모의 하였다.[25] 

Duda 등은 Asian Seas International Acoustics Experiment 

(ASIAEX01)은 동중국해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400 Hz 대역의 저주파 

신호를 분석하였다.[28] 단일 수신기에서 계측한 정보를 이용해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이 조석 주기성을 나타내며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emann 등은 지브랄타(Gibralta) 해협에서 행해진 10 kHz의 

고주파수 음원 신호를 이용한 실험 자료를 분석하였다.[26] 계측한 

내부 조석, 내부 고립파의 위치를 반영하여 2-D 음선 추적 기법을 통해 

모의한 굴절 음선들의 도달 시간 구조가 계측한 도달 시간 구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보였다. 내부 조석은 굴절 음선들이 주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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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도달하는 현상과 관련있고, 내부 고립파는 

위치에 따라 굴절 음선의 도달 시간이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산개시킴을 확인하였다.  

Sperry 등은 1996년 New England(New England)에서 행해진 

Shelfbreak Primer 실험의 실측 데이터를 이용, 각 모드별 신호 

선단부(leading edge)와 도심(centroid)의 도달시간, 사분위수 거리를 

구하고, 이들의 변동을 시간에 따른 등온선의 분산(variance) 및 온도 

변화와 비교하였다.[27]  

  

전달 손실, 음향 세기,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전달 손실, 음향 세기,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실험을 통해 얻은 

환경의 변화를 모의에 반영한 결과의 경향을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설명하거나, 순수 수치모의를 통해서만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내부파 계통의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Sperry 등은 내부 고립파의 집합인 솔리보어(solibore)를 모의에 

반영하고, 시간에 따라 솔리보어의 위치를 변경해가며 모의한 모드 도달 

시간과 모드 진폭을 Shelfbreak Primer 실험에서 계측한 결과와 

비교했다.[27] Duda 등은 ASIAEX01에서 계측한 수심에 대해 적분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얻은 신틸레이션(scintillation) 지수가 일정 진폭 

이상의 내부파가 관측된 개수, 고주파수 내부파 변동의 rms 값과 

유사함을 보였다.[28]  

Zhou 등은 음향 데이터의 강한 감쇠효과를 내부파의 영향으로 

설명하였다.[30]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내부 

고립파 파장, 내부 고립파 군집의 길이에 의한 공진 효과를 만족할 때 

큰 감쇠가 나타남을 모의 결과를 통해 보였다. Preisig 등은 내부 

고립파에 의한 연성 효과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모드 

연성 효과를 보였다.[32] 이 기준은 내부 고립파의 기하학적 특성과 

음향 신호의 모드, 주파수 특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모드 연성 효과는 

내부 고립파의 특성 길이(characteristic width)가 적당한 크기를 가질 

때 강한 모드 연성이 나타남을 밝혔다.  

Duda 등은 계측한 수심에 대해 적분한 음향 에너지의 변동이 내부 

고립파 군의 위치와 음향 파수가 형성하는 맥놀이 패턴과 연관이 있음을 

수치적으로 보였다.[34] Chiu 등은 ASIAEX01에서 계측한 음속 정보를 

주파수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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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음속 분포도를 모의하였다.[36] 이 정보를 연성모드법을 

이용하여 만든 모의 신호와 실제 계측 신호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Katsnelson 등은 New Jersey에서 수행한 Shallow Water 06 (SW 

06)에서 2~4.5 kHz의 중주파수의 데이터를 4 km, 12 km 떨어진 2개의 

수신기를 통해 계측하고, 음선 이론을 통해 음향 세기의 변동 주기가 

내부 고립파들의 전파 속도와 연관 있음을 확인하였다.[38] Rouseff 

등은 SW 06 실험 중, 음원에서 550 m 거리에 위치한 수심 50 m의 

수신기에서 내부 고립파들에 의해 새로운 도달 경로의 추가를 확인하여 

내부 고립파에 의한 음향 에너지의 증가 가능성을 보였다.[39]    

또한, 음파 전달 경로와 내부 고립파의 진행이 이루는 각도가 클 때, 

3-D 음파전달 효과가 나타난다. 3-D 음파전달로 인해 수평 방향으로 

집속과 산개 및 새로운 음파 전달 경로 등이 나타나며, 이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SWARM 95, SW 06 실험 데이터와 수치적 기법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32, 42-53] 

위와 같이 수치적 방법을 이용하여 내부파의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도, 내부파들에 의한 음향 변동 효과를 해석적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성모드 방정식을 이용하였다.[16, 29, 31, 37, 40, 41] 연성모드 

방정식은 주로 선형 내부파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모드 진폭의 변동을 

나타내기 위해 많이 이용되었으나,[16, 29, 31, 40] 최근 내부 고립파의 

존재가 음파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37, 

41] Colosi 등은 내부 고립파와 내부 고립파 군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모드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연성모드 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내부 

고립파의 기하학적 특성 및 음향 특성 관련 파라미터들에 대한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하였다.[37] 하지만 이 결과는 모드 감쇠율의 의존성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모드 감쇠율과 모드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명쾌히 

드러내지 못했다. Yang은 모드 감쇠율과 모드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연성 모드 행렬을 이용하여 모드 에너지를 

나타냈다.[41]  

 

코히어런스 시간 

 

코히어런스 시간은 음향장비를 운용하는 해양 환경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동일한 장비 설치 

위치에서 다른 시간대에 계측한 정보의 유사도를 평가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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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계측 신호 간 유사성이 작을 때, 코히어런스 시간은 작은 

값을 나타낸다. 시변하는 해양 환경이 음향 변동을 일으켜 수중 통신의 

성능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코히어런스 시간은 해양 환경이 

수중 통신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적합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그 외 소나 시스템 운용, 원격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코히어런스 타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주로 심해 환경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56, 57, 60] 심해의 선형 내부파가 존재하는 경우, 

무작위적으로 음속변동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접근하였다. 천해의 

경우는 심해 환경의 이론식을 경험적으로 수정한 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55].  

Rouseff 등은 SWARM95에서 계측된 모드 진폭을 이용하여 구한 

코히어런스 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내부 고립파 

군의 영향으로 생각하여, 결정론적으로 모의하여 얻은 모드 진폭의 

코히어런스 시간을 계측 결과와 비교하였다.[54] Yang은 천해에서 

수행된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히어런스 시간을 분석하였다. 

이 때, 내부파로 인한 음속 변동이 음향 신호의 코히어런스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55] Gong 등은 천해에서 무작위적인 

내부파의 영향을 정상모드법 기반의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59] 천해에서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음속 

변화를 결정론적으로 접근하였다. Song 등은 SW06에서 계측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내부 고립파가 있을 때의 시역전 통신법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였다. 내부 고립파 군에 의해 채널에 대한 코히어런스 및 

채널 추적 성능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61]  

 

2.2. 잔향음 
 

잔향음은 음원 신호가 표적 외에 다른 환경 요소들에 의해 산란되어 

수신기로 들어오는 신호들을 말한다. 잔향음의 값이 너무 크면 목표물에 

의해 산란되어 들어오는 신호를 차폐할 수도 있고, 표적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표적을 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잔향음을 분석해야 한다. 잔향음은 음원과 기타 환경 요소, 수신기 

사이의 수 많은 음파전달의 영향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잔향음의 해석을 

위해 해당 환경에서의 음파전달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잔향음은 크게 간섭과 비간섭 잔향음으로 나뉘는데, 간섭 잔향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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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잔향음 패턴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음원의 밴드폭과 같은 

능동 소나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였다.[62, 63] 비간섭 잔향음은 주어진 

환경에서 시간에 따른 문턱 값(threshold)을 제공하는 용도로 쓰인다. 

[64] 본 절에서는 비간섭 잔향음의 모의와 관련된 연구 동향 및 해양 

환경이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간략히 서술하였다. 

 

2.2.1. 잔향음 모의 기법 
 

잔향음은 다양한 음파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해석적 방법,[65, 66] 음선 이론,[67-71] 

정상모드법,[62-64, 72-76] 양방향 포물선 방정식법,[77] 유한요소법 

[78, 79]을 이용한 잔향음 모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해석적 방법[65, 66]은 계산 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된 

음속 분포도를 갖는 환경에 대해서만 계산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음선 이론 기반의 잔향음[67-71]은 고유 음선 기반의 방법과, 

음선 묶음 기반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유 음선 방법은 고주파 

및 거리 종속 환경에 대해서도 계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음선 

이론의 가정상 저주파수에서는 모든 해양환경에서의 전달 손실의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산란체가 원거리에 있을수록 고유 

음선의 개수가 많아져 계산 량이 크게 증가한다. 음선 묶음 기반 방법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 최근, 음선 묶음 방법 기반으로 

계산 량을 줄인 모델이 제시되었다.[71] 

정상모드법 기반의 잔향음[62-64, 72-76, 80]의 경우, 거리에 

따른 전달 손실의 신뢰성이 음선 기법에 비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 종속성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정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정상모드법 기반 잔향음의 연구는 거리 독립 

환경에 주로 국한되어 있으나, 약한 거리 종속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단열성 모드법을 음파전달 모델로 이용하거나 일반적인 거리 종속 

환경에서 연성 모드법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거리 종속성을 구현하기 

위해 거리에 대한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 대해 모드 함수와 모드 별 

파수를 구하고 모드간 연성계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포물선 방정식법은 거리 종속 환경에 대해 계산이 가능하며 계산된 

전달 손실의 정확도가 높다. 하지만 음선 이론 기반 모델과 정상모드법 

기반의 모델과 같이 입사 음장과 산란 음장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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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반적으로 잔향음을 모의하는 방법인 산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방향 포물선 방정식법을 이용하여 

매번 해저면 거칠기를 구현하고 각 해저면에 대한 잔향음을 평균하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다.[77] 양방향 포물선 방정식법은 해저면의 

거칠기를 모의하기 위해 충분히 작은 격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유한요소법[78, 79]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가정 없이 헬름홀츠 

방정식을 직접 풀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결과를 줄 수 

있으나 계산 공간을 이산화하는데 많은 격자가 필요하여 계산 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2.2.2.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한 잔향음 변동 현상 
 

실 해양 환경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잔향음도 

함께 변동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Lepage는 상관 잔향음 모델을 

이용하여 해양 환경의 변동이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81, 

82] 이 때, GM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선형 내부파에 의한 무작위적 음속 

변동 특성을 반영하였다. Lunkov는 잔향음의 간섭 패턴이 수면파 및 

선형 내부파와 연관되었음을 수치 모의를 통해 보였다.[83] Henyey는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된 환경에서 음원이 채널 축 근방에 위치할 때, 

비선형 내부 고립파로 인해 클러터(clutter)와 같이 목표로 오인할 수 

있는 신호가 포함된 잔향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모의하였다.[84] 

 

2.3. 기존 연구의 한계 
 

기존에 수행된 SAVEX15의 환경 및 장비의 차이가 기존 

천해에서의 내부파 관련된 실험 연구들은 음속 분포도가 대부분 하향 

굴절 전파를 주로 일으키는 구조에서의 음향 변동을 다루었다. 반면 

SAVEX15와 같이 100 m 정도의 천해에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환경은 기존에 거의 보고된 바가 없어 이러한 환경에서 음향 변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존에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된 환경에 대한 

연구는 500 m 이상의 심해로, 운영하는 수신기 배열이 수층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0 kHz 이상의 고주파수 음향 신호는 통신 신호로 널리 사용되며, 

[58, 85] 음파의 파장이 짧아 수층의 변화를 크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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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m 정도의 단거리에서도 음향 변동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실험들은 200~400 Hz 정도의 저주파수를 이용하고, 수십 

km 정도의 장거리 전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로는 

고주파수 신호의 단거리 전파에서의 음향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된 천해에서의 해저면 잔향음의 경우, 

내부 고립파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잔향음 레벨 증가로 클러터가 발생 

할 뿐 아니라, 해저면과 상호작용 하는 모드 에너지가 증가하여 

잔향음의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는 이에 대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3. 연구의 접근 방법 
 

본 연구에서는 SAVEX15에서 이용한 고주파수의 단거리 음향 

변동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SAVEX15 해양 환경의 특성에 따라 

음속 분포도의 변화가 주된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가정하고, 그림 

I-4와 같이 음속 분포도의 변화를 해류, 내부 고립파, 내부 조석의 

영향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수 

선형 내부파에 대한 영향은 배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사한 주파수 

대역을 갖는 내부 고립파가 짧은 거리에서 더 큰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 

일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어 그 영향을 관측 및 분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I-5는 위의 가정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간략하게 

요약한 모식도이다. 먼저, SAVEX15에서 계측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천해와 수중음향 채널이 형성된 환경에서, 시간에 따라 음속 공간 구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환경의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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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4.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음속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 분류. 

 

 
그림 I-5.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나타낸 모식도. 

조류의 경우, 유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직선배열이 기울거나, 상대 음속의 증감 효과가 나타나며, SAVEX15 

실험 전역에 대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내부파의 경우, 

진폭의 선형성과 파장 특성을 이용하여 내부 고립파와 내부 조석파로 

나눌 수 있다. 내부 고립파들은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음파전달 경로에 

비해 파장이 짧은 편으로, 시간에 따라 거리 종속적으로 음속 분포도가 

바뀌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내부 조석파는 음파전달 경로에 비해 

파장이 긴 편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거리 독립적으로 음속 분포도가 

바뀐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수층의 변동에 의한 음파전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음선 

이론 기반으로 모의한 시간-파면(timefront)과 계측 결과를 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도달 시간 관련 음향 파라미터인 신호 선단부, 

사분위수 범위, 도심을 도입하여 그 경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한편, 천해와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된 환경에서 내부 고립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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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때, 잔향음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잔향음을 수치적으로 모의하기 위해 단방향 연성모드법을 이용하여 

잔향음의 증가를 관찰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연성모드 방정식을 

이용한 해석적 방법 중, 모드 감쇠율이 모드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표기한 Yang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였다.[41] 먼저 내부파의 

존재에 따른 모드 에너지의 거동을 연성모드 방정식으로 유도하고, 이를 

단순화된 상황에 적용하여 내부 고립파에 의한 잔향음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내부 고립파와 관련된 파라미터에 대해 민감도 테스트를 

수치적으로 수행하였다. 

 

4. 논문의 구성 
 

II장에서는 SAVEX15의 실험 환경과 측정된 해양 환경, 송신 

신호들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III장에서는 SAVEX15에서 관측된 

음향 데이터의 변동을 음속의 변동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때, 음속 

변동의 원인을 해류, 내부 고립파, 내부 조석으로 가정하고 각각이 음향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내부 고립파로 인해 

채널에 집속된 에너지가 산개될 수 있음에 착안하여, 내부 고립파에 

의한 잔향음의 변화를 수치적 방법을 이용하여 모의하고, 그 결과를 

해석적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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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AVEX15 실험 개요 
 

음향 변동과 해양 환경 변동을 계측하여 이를 이용하여 해양 환경과 

음향 데이터, 수중 통신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SAVEX15 

실험이 2015년 5월 14일-28일 동안 동중국해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의 

주관 기관은 미국 Marine Physical Laboratory(MPL),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SIO),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한국해양 

과학기술원(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이다. 실험 중, 바람, 파랑, 수온, 유속 등 해양 환경의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계측하고, 고정형 음원과 예인형 음원을 이용한 다양한 

음원 신호를 송신하고 수직선배열(vertical line array; VLA)을 통해 

계측 하였다. 본 장에서는 고정형 음원으로 음원-수신기 배열(source 

receiver array; SRA)을 이용하여 음향 신호를 송신하고 VLA을 통해 

계측한 자료와 관련된 실험 환경 및 관측 데이터에 대해 기술할 

예정이며, 그 외 실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험 관련 리포트를 

참조하기 바란다.[86] 

 

1. 실험 환경 
 

VLA과 SRA의 배치도에 대한 측면도와 평면도를 그림 II-1(a), 

(b)에 나타냈다. 실험 해저 수심은 약 100 m 로, 위치에 따른 수심 

변화가 적기 때문에 거리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각 VLA는 HTI-

94-SSQ 기종의 수중청음기(hydrophone)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수중청음기는 수심 24 m부터 3.75 m 간격으로 80.25 m까지 

배치되었다. SRA의 경우, ITC-1001 기종의 트랜스듀서(transducer)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트랜스듀서는 수심 20 m부터 7.5 m 

간격으로 72.5 m까지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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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SAVEX15 실험 환경. (a) 측면도, (b) 평면도, (c) 음속 분포도. (b)의 

색상은 수심을 나타내며, 단위는 m 이다. 

 

본 논문은 3번째 스테이션에 배치되어 있는 SRA 중 42.5 m 

깊이에 위치한 4번째 음원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분석하였다. 이 음원을 

통한 송신은 협정 세계 시(Universal Time Coordinated; UTC) 기준, 

2015년 5월 23일 8시부터 24일 6시 동안, 약 2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논문에서는 yearday (YD) 기준으로 시간을 표기하며, 이 때 데이터 

계측 기간은 약 YD 143.3~144.3 이다. 음원과 VLA1, 2 사이의 거리는 

각각 2.78 km 과 2.75 km이다. 

 

2. 송신 신호 
 

음원에서는 다양한 펄스 타입의 신호를 송신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M계열(M-sequence) 신호와 선형 주파수 변조(linear frequency 

modulation; LFM) 펄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송신 

신호 중 일부를 그림 II-2(a), (b)에 나타내었다. 두 음원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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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1 kHz의 중심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20 

kHz의 밴드 폭을 가지고 있다. 음원의 레벨은 11 kHz 부터 31 kHz까지 

약 180 dB 이다. 511 자리의 M계열 신호는 54.88초 동안 1074번 

반복한다. 그리고 매시 3분마다 이 신호들을 다시 반복 송신한다. LFM 

신호는 60 ms의 펄스 길이를 가지고, 휴지시간 포함 120 ms 신호를 

54.84초 동안 457번 반복한다. 그리고 매시 33분마다 이 신호들을 

반복하여 송신한다. 두 음원 신호의 계측 결과를 이용, 매 30분 마다 

음향 계측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음원 신호의 에너지를 보상해주었다. 

보상 방법은 부록에 기록하였다. 

 

 
그림 II-2. 논문에서 분석한 송신 신호. (a) LFM, (b) M-sequence. 

 

3. 해양환경 측정: 음속, 수온, 해상풍 
 

그림 II-1(c)은 전기전도도, 수온 및 수심 (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 CTD) 센서를 이용하여 계측한 음속 

분포도이다. CTD 센서의 종류는 SBE 9-11 plus이며, 연구선 

온누리호에 설치한 센서를 이용하여 실험 지역을 이동하며 수층의 

정보들을 계측하였다. 이를 통해 전 실험 해역, 다양한 시간대에서 

뚜렷한 음속 최소층 또는 수중음향채널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42.5 m 깊이의 음원은 채널 축 근방(음속 최소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중음향채널이라는 용어는 수중 

통신분야에서 음원과 수신기 사이에 수중 도파관이 형성된 환경을 

가리키기에 혼동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수중음향채널을 음속 

구조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단어로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수중음향채널은 보통 심해에서 관측이 되며, 천해에서는 잘 관측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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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실험 해역에 이러한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되는 이유는 그림 

II-3과 같이 쿠로시오 해류가 인근 영역에 공급하는 고온고염수와 

황해로부터 동중국해로 유출되는 저온 저염수 사이에 전선이 현성되며 

수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뜻하고 염분도가 높은 바닷물을 

공급하기 때문이다.[86, 87] 

 

그림 II-3. 쿠로시오 및 대마 난류의 이동 경로.[86]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된 환경에서 음원이 채널 안에 위치할 때, 음향 

에너지가 채널 안에 갇히는 현상을 그림 II-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4(a)는 일반적인 천해 환경에서 나타나기 쉬운 등속 음속 

분포도이고, (b)는 (a)의 음선 추적 결과이며, 그림 II-4(c)는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된 음속 분포도를 나타내고, (d)는 (c)의 음선 추적 

결과이다. 이 때 그림 II-4(b), (d)에 나타난 음선들은 0.995° 

간격으로 -11~11° 사이의 발사각도를 갖는다. 그림 II-4(b)의 

음선들은 모두 해수면과 해저면에 도달하는데 비해, (d)의 경우, 약 -

8~8°의 발사각을 갖는 음선들은 해수면과 해저면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발사각도를 갖는 음선들은 채널 내부에서만 전파를 하기 때문에 

경계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손실이 없어, 큰 값을 지니는 음향 

에너지가 주로 굴절을 통해 채널 내에 위치한 수신기에 도달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SAVEX15 실험 수행 시, 이동형 CTD(underway C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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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TD) 센서를 이용하여 조밀한 공간 상의 고분해능 수층 음속구조 

정보를 계측하였다. 이 때, uCTD 센서는 연구선 온누리호가 항행 중, 

혹은 엔진을 끄고 표류하는 동안, 수층의 정보를 1,000회 이상 

계측하였다. 그림 II-5는 2015년 5월 15일, 32o 36.4'N, 126o 8.7'E 

지점에서의 CTD 센서를 통해 계측한 수층 정보 데이터와 uCTD 

센서를 통해 계측한 1번 데이터를 나타냈다.[86] 수층의 염분도, 온도, 

밀도, 음속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통해 uCTD 센서의 측정 결과가 

충분히 신뢰할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된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VLA1, 2 에 수온 계측기(thermistor string)을 설치하였다. 29(25 

HOBO + 4 Star-Oddi)개의 계측기를 1 m에서 5 m 간격으로 각 VLA에 

부착하였으며, 매 30초 마다 온도를 계측하였다. 온도 요소는 음속에 큰 

영향을 미치며, 등온선 변화를 통해 내부파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7] 

또한 관심 기간인 YD 143.3~144.3 동안, 실험 해역에 위치한 

부이(WB)에서 파랑을 계측한 결과를 그림 II-6에 나타냈다. 유효 

파고(significant wave height, Hm0)가 약 0.5~1.5 m 정도로, 해수면 

상태가 충분히 완만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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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 음속 분포도에 따른 음선 추적 결과. (a) 등속 음속 분포도, (b) (a) 

환경에서의 음선 추적 결과, (c) 수중음향채널 음속 분포도, (d) (c) 환경에서의 

음선 추적 결과. 

 

 

그림 II-5. CTD 센서와 uCTD 센서를 통해 계측한 수층 정보 비교.[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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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6. 그림 II-1(b)의 WB에서 계측된 유효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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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AVEX15 음향 데이터 분석 
 

본 장에서는 SAVEX15에서 계측된 음향데이터의 변동성을 보이고, 

이를 계측한 해양 환경 자료 중 하나인 음속 분포도의 변화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SAVEX15 환경의 경우, 관측된 특성을 그림 III-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불변적인 특성으로 천해와 수중음향채널이 관측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음속 분포도 특성으로, 주기성이 있으며 실험 

해역 전역에 거리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인 내부 조석파, 국소적인 

음속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고립파로 분류할 수 있다. 유속의 경우, 

음속을 직접 변화시키지 않으나, 유속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음파에 대한 

음속 분포도의 상대 속도가 변화하고, 수직선배열의 위치가 변화하여 

계측된 음향 신호에 변동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유속의 영향 또한 거리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계측한 온도 분포도와 음향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였다. 계측된 

자료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파면(timefront) 모델링 토대로 

정성적인 분석을, 도달 시간 관련 인자들을 도입하여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측한 시간-파면에서 발견된 현상들은 거리 독립적인 음속 

분포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음속 변화를 

포함한 수층의 변화를 주는 환경 요인을 조류, 내부 고립파, 내부 

조석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III-1. SAVEX15 환경 특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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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42.5 m 에서 1분 동안의 계측 신호에 대한 채널 응답. (a) YD 

143.502에 42.75 m에서 수신한 신호, (b) YD 143.502에 65.25 m에서 수신한 

신호, (c) YD 143.961에 42.75 m에서 수신한 신호, (d) YD 143.961에 65.25 

m에서 수신한 신호. 

 

1. 음향 데이터 특성 및 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음향 데이터 변동에 대한 분석에 앞서 먼저 관측된 

음향 데이터의 변동을 음향에너지를 통해 보이고, 데이터의 분석 

방법들을 소개한다. 데이터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시간-

파면 비교를 통한 정성적 분석과, 신호 선단부(leading edge)와 

도심(centroid)의 도달 시간,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소개하였다. 

 

1.1. SAVEX15에 관측된 음향 에너지의 변동성 
 

음향 신호의 변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YD 143.502, YD 143.961에 

42.75 m와 65.25 m에서 1분 동안 계측한 신호를 채널 응답(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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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 response)의 형태로 그림 III-2(a)~(d)에 제시하였다. 1분 

동안의 도달 시간 경향은 큰 차이가 없으나, 시간 단위의 변화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분 동안의 환경 

변화로는 음파전달에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나, 시간 

단위의 환경 변화는 음파전달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분 동안에 계측한 신호들을 평균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1분 동안 계측한 평균 음향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2

1

1
( , ) , , ,

i

N T T

iT
i

E z h p z h t dt
N

+Δ

=

 =       (III.1) 

 

여기서 z 는 수신기 깊이, h는 송신 시간을 나타내는 첨자, N 은 

1분 동안의 총 송신 신호 반복 횟수(M계열: 1074, LFM: 457), 

( , , )ip z h t  은 시간 h 에 깊이 z 에서 계측한 i번째 시계열 음압 신호의 

포락선(envelope)을 가리키며, 포락선은 힐버트(Hilbert) 변환을 

이용하여 얻었다. iT  는 i 번째 적분 하한이며 TΔ 는 51.1 ms 으로, 

M계열 신호의 길이와 같다. 

이를 이용하여 VLA에서 계측한 수온과 음향 에너지의 변동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림 III-3(a), (b)는 각 VLA에서 YD 143.3~144.3 동안 

계측한 수온을 수직적으로 내삽(interpolation)하여 얻은 결과이다. [88, 

89] 그림의 검정색 실선은 채널 상단부의 13.5℃의 등온선을 가리키고, 

검정색 점선은 채널 하단부의 13.5℃의 등온선을 가리킨다. 채널의 폭이 

시간에 따라 바뀜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3(c), (d)는 동일한 

시간에 각 VLA에서 계측한 매 30분 마다 계측한 음향 에너지를 

나타낸다. 실험 해역에서 뚜렷한 채널구조를 관찰하였기 때문에, 그림 

II-4(d)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음원이 채널 축 근방에 있을 때, 음향 

에너지의 집속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관찰 

결과는 VLA1의 YD 143.6~143.8, YD 144.1~144.2와 같이 음원의 

위치가 변화한 것처럼 집속된 에너지의 위치가 변화하거나, VLA2의 YD 

143.8~144.0과 같이 에너지가 집속되지 않고 흩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음향 변동 현상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간에 

따른 환경 변화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수층의 변화와 해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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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위치 및 시간에 대해 각 실험 지역에서 

염분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수층의 변화를 대변하는 수온 변화는 

음속 분포도 변화와 밀접하다. 주어진 음향 데이터의 변동은 음속 

분포도 변화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측된 음향 집속 

경향의 변화는 저각도의 굴절 음파들의 변화로 나타나고, 이는 해수면의 

변화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III-3(a), (b)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음속 분포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내부 

고립파, 내부 조석파라고 가정하고, 유속 변동에 의한 상대적 음속의 

변화 및 수직 선배열의 움직임에 의한 효과와 함께 각 요소가 음향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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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온도와 음향 에너지 결과. (a) VLA1에서 계측한 온도, (b) VLA2에서 

계측한 온도, (c) VLA1에서 계측한 음향 에너지, (d) VLA2에서 계측한 음향 

에너지. 온도 관련 축척은 ℃이며, 음향 에너지 관련 스케일은 임의의 기준에 

대한 dB 이다. 

 

 

그림 III-4. 시간-파면 그래프. (a) 계측 결과 예시. 단위는 dB이다. (b) 모델링 

결과 예시. 단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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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 분석 방법 
 

관측된 음향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시간-파면과 음향 파라미터를 

이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음향 에너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계측된 음향 데이터의 주파수 대역이 11~31 kHz으로 고주파수이며, 

거리 종속 환경이기 때문에, 음파전달모델을 이용해 모의한 음향에너지 

결과와의 비교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음향 에너지, 전달 손실을 

구하는데 정확하다고 알려진 포물선 방정식법과 정상모드법은 저주파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해당 데이터의 상황에 적용하여 에너지 및 

전달 손실을 구하기 어렵다. 음선 이론 기반 모델의 경우, 

고주파수에서의 음파전달을 모의하는데 적합하지만,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된 음속 분포도를 갖는 환경에서 전달 손실을 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음향 에너지를 분석하기 

보다, 음선 이론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고유 음선들이 수신기에 

도달했을 때의 도달 시간 정보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의한 시간-

파면과 계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얻은 시간-파면과의 비교를 통해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계측 신호를 이용하여 음향 파라미터를 구하고, 이를 계측 시간과 

수신기 위치에 대해 비교하였다.  

 

1.2.1. 시간-파면  
 

시간-파면은 16개의 수신기 위치에 도달한 고유 음선의 도달 

시간을 각 수신기 깊이에 대해 나타내어, 음향 파면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림 III-4(a)는 계측한 시간-파면을 나타내며, 16번째 

수신기의 신호 선단부 기준으로 나타낸 상대적 도달시간으로 표기하였다. 

흰색 원으로 구성된 그래프는 계측 음향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값으로 dB 단위로 나타낸다. 계측 결과에서 교차되어 들어오는 음향 

파면이 2~3회 도달 한 후, 큰 에너지들을 갖는 신호들이 24~60 m 

사이에 집중되어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측한 음향 파면들의 특성을 모의 시간-파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시간-파면을 모의하기 위해, 음선 추적 기법을 이용하였다. 

[9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선 추적 기법은 깊이 방향의 음속 변화와 

수평 방향의 음속 변화로 인한 굴절 현상을 스넬의 법칙(Snell’s 

law)을 통해 나타냈다. 깊이 방향으로 다층 구조가 형성되고, 각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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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속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선형으로 변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음선의 궤적은 원호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예시를 그림 

III-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평 방향의 음속 변화는 각 층마다 상수의 

음속을 갖는다고 가정하여, 경계면에서 굴절이 일어남을 반영하였다. ① 

위의 음선 추적 기법을 통해 도달 시간, 경로 길이 등을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적인 방법으로 구한 

음선 이론 결과는 기존의 빔 추적 기법에 비해 도달 시간을 더 정확히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III-5. 선형으로 변하는 음속분포도에서의 음선 경로 예시[90] (Fig.3.31) 

 

 그림 III-4(b)는 시간-파면 모의 결과로, 이때의 음선 발사 

각도는 -12~12°이며, YD 143.632에 uCTD를 통해 계측한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된 음속 구조를 이용하였다. 이 때, 음향 파면이 

나타내는 색상은 음선의 발사각을 의미한다. 그림 III-6(a), (c), (e)은 

발사각 별 시간-파면 모의 결과이고, 그림 III-6(b), (d), (f)은 

수신기가 50.25 m 위치한 경우의 음선 추적 결과이다. 그림 III-6 

(a)~(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 ±8°이상의 고각도로 송신되는 

음선들은 보통 경계면에 한 번 이상 도달하게 된다. 처음 교차되어 

VLA에 도달하는 신호들은 천해의 해수면과 해저면에 도달하여 반사된 

음선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림 III-6(e), (f)와 

같이 그 이하의 각도로 송신되는 음선들은 경계면에 도달하지 못한 채, 

채널 내부에서 굴절되어 전파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널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굴절 음선들 중 큰 

발사각을 갖는 음선들은 채널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반환점(turning 

                                            
① 세종대학교 추영민 교수가 개발한 코드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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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24~60 m 사이에서 교차 패턴을 나타내며, 

그 이후 작은 발사각으로 송신되는 굴절 음선들이 도달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도달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 각각의 음선들의 도달 시간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모의 결과와 계측값과 비교를 통해, 첫 

번째 수신기와 16번째 수신기 사이에서 교차 패턴을 그리는 신호들은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음선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사 

음선들이 그리는 교차 패턴이 2회 정도 반복 된 후에 나타나는 24~60 

m 사이에 도달하는 신호들은 굴절 음선들이며 큰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중음향채널의 형상이 바뀌는 경우, 반사 음선들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굴절 음선들의 경향이 그 형상에 따라 민감하게 

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을 통해 관측되는 음향데이터 

변화가 굴절 신호들의 변화에서 기인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시간-파면의 계측 결과와 모의 결과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 계측 결과에서 약 3회 이하의 반사 음선들로 인한 교차 패턴이 

나타지만, 모의 결과에서는 반사 음선들이 나타내는 교차 패턴이 굴절 

음선이 도달한 뒤로도 계속 나타난다. 이는 다중 반사 음선들이 

고주파수에서 해저 매질로 인한 손실에 의해 크게 감쇠를 겪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해수면에서 1회 반사가 일어나는 

음선들이 계측 결과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계측 

데이터에서 이러한 경로를 갖는 음선의 수가 적어, 큰 에너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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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6. 음선 발사각 방향 별 시간-파면 및 50.25 m에서 수신된 고유 음선 

추적 결과. (a) 해수면 방향으로 발사된 반사 음선에 의한 시간-파면, (b) 해수면 

방향으로 발사된 반사 음선의 추적 결과, (c) 해저면 방향으로 발사된 반사 

음선에 의한 시간-파면, (d) 해저면 방향으로 발사된 반사 음선의 추적 결과, (e) 

굴절 음선에 의한 시간-파면, (f) 굴절 음선의 추적 결과. 

 

1.2.2. 음향 파라미터 
 

음향 변동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도달 시간에 관련된 음향 

파라미터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 IQR, 

도심의 도달 시간을 이용하여 계측 자료를 분석하고, 그림 

III-7(a)~(d)에 그 예시를 나타내었다. 계산 결과들은 1분 동안 계측한 

신호의 제곱 평균을 이용하였다.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은 음향 신호의 첫 도달 시간이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지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 선단부를 해저면에 

1회 반사되는 음선으로 정하였다. IQR은 음향 신호의 산개된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음향 세기를 시간에 따라 적분할 때, 적분 값의 25%에 

도달하는 시간과, 75%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극값의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음향 신호의 진폭 대신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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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이용하였다. 그림 III-7(a)와 같이 에너지가 집속되었을 경우, 

IQR은 작은 값을 갖지만, 그림 III-7(b)~(d)와 같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산개되어 도달하는 경우, IQR이 큰 값을 갖는다. 도심의 도달 

시간은 음향 에너지의 산개 정도를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도심의 

도달 시간은 음향 세기의 시계열 신호에 대하여 첫 번째 모멘트를 

이용하여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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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i 는 VLA를 구성하는 수신기의 순서를 해수면 쪽에서부터 
나타낸 지수이며, 적분 구간의 하단은 신호 선단부로 선택하여 음향 

신호의 첫 도달시간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였다. ,cent iTΔ  는 적분 

구간 길이를 나타내며, 수신기 위치에 따른 함수로 표기하여 수신된 

시계열 신호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였다. 도심의 도달 시간은 적분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극점의 도달 시간이나 IQR에 비해 수신 시간에 

따른 음향 변동의 경향을 안정적으로 나타낸다. 수중음향 채널이 형성된 

환경에서는 에너지가 집속되었을 때 도심과 극점의 도달 시간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을 그림 III-7(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가 

집속되었을 때, 주 에너지 성분들이 극점 도달 시간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림 III-7(b)~(d)와 같이 음향 에너지가 산개되어 

도달하였을 때, 앞서 설명한 에너지가 집속되었을 때의 경우에 비해 

도심과 극점의 도달 시간 차이가 증가한다. 수신기가 채널 중심부에 

있는 경우, 그림 III-7(c)와 같이 도심이 극점보다 상당한 차이를 두고 

이른 시간에 도달함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음향에너지가 

시간에 대해 산개된 경우를 집속된 경우와 구별할 수 있다. 분석한 음향 

신호의 반복 시간이 M계열 신호의 경우, 51.1 ms, LFM의 경우 120 

ms로 짧고, 굴절음선 이후에 도달하는 반사 음선들이 경계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음향 세기가 약해져 잘 계측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에너지가 산개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계측된 에너지가 이른 시간에 

치우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음향 에너지가 집속되는 경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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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III-7. 42.5 m에서 송신한 음향 신호 및 음향 파라미터 예시. 음향 신호의 

단위는 임의 기준에 대한 dB이다. (a) YD 143.502에 수심 42.75 m에서 계측한 

음향 신호, (b) YD 143.502에 수심 65.25 m에서 계측한 음향 신호, (c) YD 

143.961에 수심 42.75 m에서 계측한 음향 신호, (d) YD 143.961에 수심 65.25 

m에서 계측한 음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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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환경 변동의 영향 
 

2.1. 유속의 영향 
 

본 절에서는 유속에 의해 수신된 음향 신호에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파면 곡률의 변화와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의 변동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였다. 

 

2.1.1. 시간-파면 곡률 변화 
 

그림 III-9(a), (c), (e)는 VLA1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계측한 

시간-파면 그래프이다. 관측 시간에 따라 시간-파면이 그리는 교차 

패턴의 곡률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9(c)에서는 

신호 선단부(해저면 1회 반사 음선)가 그림 III-9(a)에 비해 중간 

수심에서 먼저 도달하는데, 이는 신호 선단부가 해저면에서부터 해수면 

방향으로 전파되는 특성에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얕은 수심에서의 신호 선단부 역시 이른 시간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림 III-9(e)에서는 얕은 수심에서 전반적으로 

신호 선단부가 더 늦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음원의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같은 시간에 관찰한 

VLA1과 VLA2를 비교할 때, 두 결과의 경향이 반대로 나타난다. 또한 

관측 시간 동안 곡률의 변동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조류에 의해 나타나는 VLA의 기울기 변화로 

발생하는 수신기 간 상대 위치 차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모의하여 관측 

결과와 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VLA의 기울기 변화에 의한 시간-파면 

곡률 변화를 모의하기 위한 환경을 그림 III-8(a)에 모식도로 

표현하였으며, VLA의 기울기에 의한 수신기의 위치 변화를 그림 

III-8(b)에 나타냈다. 이 때 모의 시 이용한 기울기는 약 ±4°로, 기존 

선박 소음을 이용하여 추정한 VLA 기울기 정보를 이용하였다.[91] 

환경 모의 시, 음속 분포도 및 해저 지형이 거리 독립적이고, 유향에 

의한 항력 방향이 VLA 기울기 변화 방향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해류가 음원에서 VLA 방향으로 흐를 때, VLA가 음원이 

위치한 쪽의 반대 방향으로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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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8. VLA 기울기 변화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 방법. (a) 모의 환경 

모식도, (b) VLA 기울기에 대한 수신기 위치 변화. 

 

 

 
그림 III-9. 시간-파면 곡률 변화. (a) YD 143.357에 VLA1에서의 계측 결과, (b) 

VLA의 기울어진 각도가 0일 때 모의 결과, (c) YD 143.482에 VLA1에서의 계측 

결과, (d) VLA의 기울어진 각도가 +4.0472°일 때 모의 결과, (e) YD 143.732에 

VLA1에서의 계측 결과, (f) VLA의 기울어진 각도가 -4.0472°일 때 모의 결과. 

(a), (c), (e)의 단위는 dB이며, (b), (d), (f)의 단위는 °이다. 

그림 III-9(b), (d), (f)는 VLA의 기울기에 따른 모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 때 VLA를 구성하는 수신기의 위치는 그림 

III-8(b)에 나타냈다. 그림 III-9(d)는 VLA가 음원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우이며, 시간-파면의 곡률이 커서 신호 선단부가 수층 중앙에서 가장 

이르게 도달하는 현상이 모의 되었고, 그림 III-9(b)와 비교할 때, 신호 

선단부가 VLA이 기울어지지 않은 경우보다 더 이른 시간에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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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그림 III-9(e)와 같이 VLA가 음원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우를 모의한 결과, 시간-파면의 곡률이 크게 

나타나 수직선배열이 기울어지지 않은 경우보다 신호 선단부가 더 늦게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모의 결과들은 계측 

결과들에서 관찰되는 시간-파면의 곡률을 잘 모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파면 그래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곡률의 변화를 정량화하여 

비교하기 위해, 16번째 수신기의 신호 선단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을 이용하였다. 그림 III-10(a)는 42.5 m에 

위치한 음원이 LFM 신호를 송신할 때, 9번째 수신기에서 들어온 신호 

선단부의 도달시간에서 기준 시간을 뺀 결과를 나타낸다. 9번째 

수신기를 사용한 이유는 곡률이 클 때 신호 선단부가 수층 중간에 

위치한 수신기에서 먼저 도달하는 현상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VLA1 기준으로 YD 143.4~143.5와 같이 음수가 나타나거나 0에 

가까운 시간들은 시간-파면 곡률이 큰 경우로, VLA1이 음원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가정에 따라 VLA2에서 VLA1 

방향으로 해류가 흐른다고 예측할 수 있다. VLA1 기준으로 YD 

143.7~143.8과 같이 큰 양수 값을 가질 때에는 시간-파면 곡률이 

작은 경우로, VLA1이 음원 반대 방향으로 치우친다. 이 때는 가정에 

따라 VLA1에서 VLA2 방향으로 해류가 흐른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같은 

시간 동안 VLA1과 VLA2에서 계측한 시간-파면의 곡률 경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VLA1과 VLA2 사이에 음원이 위치하여, 음원 

기준으로 VLA1의 기울기 방향과 VLA2의 기울기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도달 시간 차이에 주기적인 증감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 해류의 주기성을 짐작할 수 있다. 

 

2.1.2. 상대 음속 변화 
 

유속 변화로 인해 VLA의 기울기가 변하여 각 수신기의 상대적 

도달 시간이 변화하여 각 시간-파면의 곡률이 달라지는 것 외에, 

유향에 따른 상대 음속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도달 시간의 절대적인 

값이 변화한다. 그림 III-10(b)는 VLA1, 2의 42.75 m에서 계측한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에 약 21 시간 동안 계측한 평균값을 제거함으로 

보정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유향에 따른에 상대 음속 변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관측한 데이터 가운데 주기성이 드러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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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VLA1과 VLA2의 증감 경향이 반대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유향과 도달시간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유속이 음속에 비해서 매우 작다는 가정 아래, 두 요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근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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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시공간적 불변 환경에서의 기준 도달 시간, t′는 해류에 
의해 영향을 받은 도달 시간이다. l은 음선 이동 거리로, 여기서는 신호 

선단부인 해저면 1회 반사 음선의 경로 길이이다. c는 기준 음속, u 는 

해류의 속력을 나타내며, 유향이 수신기에서 음원 방향일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 유향이 수신기에서 음원으로 진행하는 경우, u가 양수인 

관계로 t t′ > 가 되어 도달 시간이 증가하며, 유향이 음원에서 수신기로 
진행하는 경우, 반대의 관계가 성립하여 도달 시간이 감소한다. VLA1 

기준으로, YD 143.4~143.5의 경우, 도달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신기에서 음원 방향으로, 즉 조류가 VLA1에서 VLA2 로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YD 143.7~143.8의 경우, 도달 시간이 

감소함으로, YD 143.4~143.5의 경우와 유향이 반대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 경향을 통해 추정한 

유향이 그림 III-10(a)의 시간-파면의 곡률 변화를 통해 정량적으로 

유추한 유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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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0. 해류 관련 변동의 음향 파라미터 및 해류 추정 정보. (a) 시간-파면 

곡률 변화, (b) 해류로 인한 음속 변동 효과, (c) 선박 표류 정보. 

 

2.1.3. 유향 관련 자료와의 비교 검증 
 

시간-파면의 곡률 변화와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의 변화가 

주기적이며, VLA1과 VLA2에서 계측한 결과의 경향이 반대로 드러남을 

통해 조류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시간-파면 곡률 

변화를 이용하여 추정한 유향과,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추정한 유향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음향학적으로 추정한 

유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였다. 실험 데이터 측정 시, VLA의 위치 정보나, 조류의 특성을 

알 수 있는 환경 자료들을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uCTD 센서를 이용한 환경정보 측정을 위해 엔진을 끄고 표류시킨 

연구선 온누리호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해상풍의 영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표류로 인한 위치 

변화의 주된 원인이 조류일 것이라 추정하였다. 

그림 III-10(c)은 YD 143~144 동안 uCTD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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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계측하기 위해 엔진을 끄고 표류시킨 온누리호의 위치 정보이며 

이 때의 표류 방향을 함께 표기하였다. 이 때, 진행 방향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만을 나타내고, 계측 시간의 중간값을 (1)~(4)로 

표기하였다. 온누리호의 표류 궤적을 통해 추정한 시간 (1)에서의 

유향은 동남쪽 방향으로, VLA1에서 VLA2 방향이고, 시간 

(2)~(4)에서는 서북쪽으로 그 반대이다. 이 결과는 SAVEX15의 다른 

시기에 계측한 유향이 동남쪽과 서북쪽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으로 

형성되었고,[91, 92] 실험 해역이 약 5 km ⅹ 5 km 정도로 크지 않아, 

선박의 표류 정보를 통해 추정한 유향이 VLA1과 VLA2 사이 공간의 

유향을 대표한다는 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림 III-10(a), (b)와 비교하였을 때, 음향학적으로 추정한 

유향과 온누리호의 표류 궤적을 통해 추정한 유향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시간-파면의 곡률 결과와 같이 VLA1과 VLA2의 경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 또한 설명 가능한데, 음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VLA1에 

도달하는 신호에 미치는 해류의 진행 방향과 VLA2에 도달하는 신호에 

미치는 유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이다. 음향 데이터 신호의 주기적 

변화 또한 유향 변화를 통해 설명 가능한데, 유향이 조석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조류로 인하여 시간-파면의 

곡률과 신호 선단부 도달 시간이 주기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2.2. 내부 고립파의 영향 
 

본 절에서는 내부 고립파로 인한 음향 변동 현상을 분석하였다. 

내부 고립파들의 규모의 스케일은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와 

비교했을 때, 작기 때문에 음원과 수신기 사이에 내부 고립파가 존재할 

때, 거리 종속 음속 구조가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내부 고립파들이 

음파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내부 고립파가 음원과 

수신기 사이에 있는 시간대와 그 때의 위치를 uCTD와 VLA에서 

계측한 해양 환경 정보를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모의한 시간-

파면을 계측한 시간-파면과 비교를 통해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음향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내부 고립파가 존재할 때의 도달 시간 

변동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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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내부 고립파 정보 추정 
 

특정 시간대의 uCTD 센서를 이용하여 계측한 정보와 VLA 

위치에서 계측한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 고립파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SRA가 3번 스테이션에 설치되어 있을 때, uCTD 센서를 이용한 측정이 

여러 번 수행되었다. 그 중, 뚜렷한 내부 고립파 형상이 계측된 

772~818번 측정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장비 운용 시간은 YD 

143.632~143.674 (15:10~16:10 UTC) 이다. 이 때 uCTD 센서를 

통해 관측한 음속 분포도를 그림 III-11(a)에 나타내었다. 한편, 

VLA1에서 약 YD 143.615 근방에 uCTD에서 계측한 등온선과 비슷한 

경향이 관측되었으며, 이는 그림 III-11(b)의 등온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내부 고립파의 진행 방향 및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93] 이 기법은 SAVEX15 근방에서 

수행했던 TAVEX08에서 예인식 CTD 센서를 이용하여 관측한 내부 

고립파의 정보를 추정하는데 이용되었다. 본 절에서 이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추정한 내부 고립파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내부 고립파의 정보를 추정 하기 위해, 첫 번째로, Korteweg–de 

Vries(KdV) 방정식과 uCTD 계측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 고립파 

파라미터들을 추정하였다. KdV 방정식을 적용할 때, 먼저 수층의 밀도 

가 2개의 층을 이룬다고 가정하고, 각 층의 높이를 추정한다. 이 때 

밀도 분포도는 동일 시간대에 측정한 uCTD 자료 중, 내부 고립파가 

측정되지 않았을 때의 시간대를 평균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그림 

III-11(c)에 나타내었다. 이 때, 계측되지 않은 수심의 값은 직전의 

값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래프를 통해 밀도가 수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2개의 밀도 층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층의 밀도는 1023.35 kg/m3 의 대표값을 가지고, 

두번째 층의 밀도는 1025.17 kg/m3 의 대표값을 가진다. 수층의 평균 

밀도 ρ 는 밀도가 변화하는 구간에서의 값들을 평균하여 구했으며, 그 
값은 1024.38 kg/m3 이다. 첫 번째 밀도층의 높이는 해수면에서부터 

평균 밀도의 위치 차이로, 1h =34.76 m 이고, 두 번째 밀도층의 높이는 

해저면 깊이에서 첫 번째 밀도층의 높이를 뺀 값으로, 2h =65.24 m 

이다.  

겉보기 주기와 내부 고립파의 진폭은 uCTD 센서에서 계측한 음속 

분포도를 이용, 시각적 방법을 통해 결정하였는데, 각각 apT ≈ 1,256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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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η ≈ -6 m 이다. 이 때 진폭이 음수인 것은 내부 고립파로 인해 깊은 

수심 방향으로 밀도층이 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 매질의 영향이 없을 때, 내부 고립파의 전파 속도를 KdV 

방정식을 따르는 내부 고립파의 선형 위상속도와 비선형 위상 속도의 

평균을 통하여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계산 결과는 0.64 m/s 

이다.  

 

 1 2
, 0

1 2

1 ,
2KdV ISW l

h h
c c

h h
η

 −= + 
 

  (III.5) 

 

이 때 선형 위상 속도 lc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1 1 2 .l

h h
c g

H

ρ ρ
ρ
−≈   (III.6) 

 

특성 길이(characteristic length), L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며, 값은 약 194 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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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7) 

 

특성 길이의 값과 Cnoidal 모델을 이용하여 내부 고립파가 

단독으로 있을 때, 파장을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그 

값은 약 716 m 이다. 

 

 ( )2 0.5 3.7 ,ISW L K s Lλ = × = ≈   (III.8) 

 

이 때, ( )K s 는 제1종 완전 타원 적분(complete elliptic integral of 

1st kind)이며, 파라미터 s는 내부 고립파가 단독으로 있는 상황의 경우, 

0.5의 값을 지닌다. 해당 uCTD 센서에서 계측한 자료를 통해 추정한 

내부 고립파의 진폭, 특성 길이, 전파 속력은 기존 실험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관측한 내부고립파들의 정보와 유사하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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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1. 772~818번 uCTD 데이터 및 VLA1 계측 정보. (a) uCTD에서의 

수온, (b) VLA1와 uCTD에서 계측한 등온선 비교, (c) uCTD에서 계측한 밀도 

분포도, (d) 내부 고립파 모의에 이용한 uCTD에서의 음속. 

 

 

그림 III-12. 내부 고립파 ISW(1)의 공간적 특성 추정. (a) 방향 추정, (b) 위치 

추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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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내부 고립파의 방향을 도플러 천이(Doppler shift)를 

적용하여 구하였다. 해당 uCTD 자료를 관측할 때의 경로 및 배치를 

그림 III-12(a)에 나타냈다. 관측하는 연구선의 움직임으로 인해, 

겉보기 속도 apc 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cos ,ap KdV ISW sh sh ISWc c v θ= −   (III.9) 

 

여기서 shv 는 배의 속도, ,sh ISWθ 는 내부 고립파 기준, 방위각 

방향으로의 연구선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 도플러 천이 방정식과 apc

를 이용하여 겉보기 주파수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 ,cos1
,ap KdV ISW sh sh ISW

ap
ap ISW ISW

c c v
f

T

θ
λ λ

−
= = =   (III.10) 

 

식 (III.10)을 이용하여 ,sh ISWθ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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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11) 

 

이를 통해 구한 내부 고립파의 진행 각도는 선박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sh ISWθ =±79.19°이며, 코사인 함수의 특성 및 shv 에 따라 

진행 각도의 모호성이 그림 III-12(a)와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호성을 VLA1에서 계측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앞서, 

그림 III-11(b)에서 YD 143.6267 근방에 계측된 VLA1의 등온선과 

YD 143.6331에 최대값을 갖는 uCTD 계측 결과가 서로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 고립파가 VLA1과 uCTD 계측 지점 사이에 

존재할 때, 내부 고립파의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내부 고립파가 VLA1에서 uCTD 방향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고립파는 그림 III-12(a)의 첫 번째 경우와 같이 

서남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III-12(b)는 해당 내부 

고립파의 이동 방향과 위치의 추정결과를 나타냈다. 이 때,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음파 전달 경로와 내부 고립파가 이루는 각도는 ,ac ISW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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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이며, 다른 시간대에도 내부 고립파가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함을 보였다. [88] 해당 uCTD 정보를 가지고 추정한 내부 

고립파를 ISW(1)라 하고, ISW(1) 관련 파라미터의 추정 결과를 표 3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림 III-13. 내부 고립파가 군을 이루어 전파하는 형상 예시[95] 

 

표 3. 내부 고립파 ISW(1) 관련 파라미터 추정 결과 요약 

Symbol Quantity Value 

Tap Apparent period 1,256 s 

η0 ISW amplitude -6 m 

cKdV,ISW ISW speed using KdV equation 0.64 m/s 

L ISW characteristic length 194 m 

λISW ISW wavelength 716 m 

vsh Ship speed 0.371 m/s 

θsh,ISW 
ISW propagation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ship direction 
79.17° 

θac,ISW 
ISW propagation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acoustic path 

(receiver to source) 

48.53° 

 

그림 III-13와 같이 내부 고립파는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통 

군을 이루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YD 143.6~143.72 시간 동안에 관측된 

4개의 주요 내부 고립파가 차례로 관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림 III-11(b)와 같이 각 내부 고립파에 번호를 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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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특정 내부 고립파에 영향을 받는 관측 시간대에 그 내부 고립파와 

동일한 번호를 표기했다. 위에서 추정한 내부 고립파의 속력을 이용하여 

그림 III-11(b)의 VLA1에서 계측된 내부 고립파가 음원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5분이며, 각 번호의 내부 고립파가 음향 전달 

경로 사이에 위치한 시간대를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ISW(1)가 두 

관측 시간 YD 143.627, YD 143.648에 음향 전달 경로 상에 위치하고, 

나머지 관측 시간대에는 각 번호에 해당되는 1개의 주요 내부 

고립파만이 음향 전달 경로 상에 위치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위치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먼저 그림 III-11(b)와 같이 uCTD를 

통해 계측한 ISW(1)가 음파전달 경로에 위치할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이 후, VLA1에서 계측한 내부 고립파들이 그림 

III-13과 같이 군을 이루고, 각각의 내부 고립파가 ISW(1)과 동일한 

속도로 전파한다 가정하여 ISW(2), (3), (4)의 위치를 추정했다. 각 

송신 시간대에 내부 고립파의 위치를 추정한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각 시간대 별 내부 고립파 위치의 추정값 

Time (YD) 
Internal Solitary 

Wave label 

Location on the acoustic 

path from the source (m) 

143.627 (1) 2,747 

143.648 (1) 1,586 

143.669 (2) 2,094 

143.69 (3) 2,083 

143.711 (4) 1,745 

 

 

2.2.2. 시간-파면 모의 
 

2.2.2.1. 모의 결과를 통한 계측 결과의 정성적 분석 
 

내부 고립파에 의한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 비교하기 위해 그림 

III-14에 특정 시간대의 계측 결과와, 이 때의 모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III-14(a), (c), (e), (g), (i), (k)는 계측 결과로, 왼쪽의 흰색 원은 

음향 에너지의 상대적인 값을 dB로 나타내었고, 시간-파면 위의 흰색 

선은 적분 구간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신호 선단부이며, 빨간색 원은 

극값의 도달 시간을 의미한다. 그림 III-14(b), (d), (f), (h), (j)는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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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색상은 음선의 발사각도를 나타낸다. 그림 III-14(a), (b)는 

각각 내부 고립파가 음파전달 경로 상에 없을 때의 시간-파면 계측 

결과와 모의 결과이다. 계측된 음향에너지를 통해 음향 에너지가 채널 

영역에 집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파면을 통해 큰 에너지를 

갖는 신호들이 16번째 수신기에서의 신호 선단부 기준으로, 1, 2번 

수신기에서는 약 9~11 ms, 3~11번 수신기에는 약 13 ms 정도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III.1.2.1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큰 

에너지를 가지고 늦은 시간에 도달하는 신호들이 수중음향채널에 의해 

형성된 굴절 음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4(c), (e), (g), (i), (k)는 III.2.2.1절에서 추정한 내부 

고립파가 음파전달 경로 상에 존재하는 시간 대에서의 계측 결과이다. 

위 계측 계측 결과에서는 채널 축 근방의 음향 에너지가 산개되었고, 

채널 하단부인 50~60 m와 상단부인 24~30 m에 에너지가 집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III.1.1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채널이 형성된 거리 독립 환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성으로, 내부 

고립파에 의해 형성된 거리 종속 음속 분포도의 영향임을 예상할 수 

있다.  

모의 시, 그림 III-11(d)의 uCTD를 통해 계측한 음속 분포도를 

이용하여 내부 고립파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내부 고립파의 

중심부에서의 음속은 빨간색 대시선으로 표현된 YD 143.663을 

이용하고, 내부 고립파의 영향이 없는 배경 음속 분포도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현된 YD 143.6555에 계측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내부 

고립파의 중심부 0r 와 영향이 없는 지점 사이의 음속 변화는 KdV 

방정식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 )2
0 0( ) sech /r r r Lη η ′= −   의 형태로 

모의하였으며, 위치에 대해 진폭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음파 전달 

경로와 내부 고립파의 진행 방향 사이의 각도 ,ac ISWθ 를 이용하여 특성 

길이를 보정한 결과, ( ),

194
292

cos( ) cos 48.53ac ISW

L
L m

θ
′ = = ≈


이다. 또한 

내부 고립파의 움직임, 속도 효과는 무시하고, 정지된 해양환경임을 

가정하여 위치 변경만을 고려하였다. 그림 III-14(d), (f), (h), (j)는 

위의 모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시간대 별 추정한 위치에 대한 모의 

결과이다. 이 때, 각 시간대별 내부 고립파의 추정 위치의 주변 100 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 모의하고, 이 중 계측 결과와 가장 유사한 



 

 47

결과를 수록하였다. 

첫 번째로, 내부 고립파가 수신기 근방에 있을 때, 음향 집속 

수심이 채널 아래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모의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YD 143.627의 계측 결과인 그림 III-14(c)을 통해 음향 집속 

수심이 아래로 이동하였음을 시간-파면과 음향 에너지의 경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 결과는 그림 III-14(d)에 나타냈다. 모의 시 

ISW(1)의 위치는 음원 기준 2,750 m로 VLA1 근방에 있으며, 이는 

그림 III-11(b)의 ISW(1)의 계측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4(b)와 비교하였을 때, 작은 발사각을 갖는 굴절 음선들의 

도달 위치가 채널 아래 부근인 50~60 m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거리 

독립 환경에 비해 음향 집속 지점이 하단부로 내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림 III-15(a), (c)에 내부 고립파가 

없을 때, 그림 III-15(b), (d)에 내부 고립파가 2,750 m에 있을 때의 

고유 음선을 나타냈다. 이 때, 각 고유 음선은 -6.5~6.5°의 발사각을 

지녔으며, 시간-파면 그래프의 상대적 지연시간 기준 11~14 ms 

사이에 도달한다. 그림 III-15(a),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부 

고립파가 존재할 때, 27.75 m에 도달하는 고유 음선의 개수가 거리 

종속환경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적지만, 그림 III-15(c), (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1.5 m에 도달하는 고유 음선의 개수는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적은 수의 음선이 도달할 수록 전달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내부 고립파가 VLA 근방에 위치하는 경우, 채널 상단부의 

에너지가 적고, 채널 하단부가 크게 관측되는 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집속된 음향 에너지가 이른 시간에 채널 하단부에 

도달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II-14(e)와 그림 III-14(g)는 

YD 143.648와 YD 143.669 일 때의 계측 결과로, 각각 ISW(1)가 음향 

경로 상에 존재하여 영향을 줄 때와, ISW(2)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이다. 집속된 에너지가 채널 하단부의 반환점이 위치한 

50~60 m 지역에서 이른 시간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III-14(f)는 내부 고립파가 음원 기준 1,625 m 에 위치하였을 때의 

시간-파면 모의 결과로, 거리 독립 환경에서의 모의 결과인 그림 

III-14(b)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 도달시간인 그래프의 x축의 9~10 

ms 구간에서 55 m 이상의 채널 하단부의 반환점 근방에 도달하는 굴절 

음선들의 수가 증가하고, 그 곳의 에너지가 집속되어 크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III-16(a)는 거리 독립 환경에서 

고유음선 추적 결과이며, 그림 III-16(b)는 그림 III-14(f)에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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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내부 고립파가 존재할 때의 고유 음선 추적 결과이다. 선택된 각 

고유 음선은 5~7°의 발사각도를 가지며 시간-파면 그래프의 상대적 

지연시간 기준 9~10 ms에 도달한다. 내부 고립파가 존재할 때 깊이 

65.25 m에 굴절 경로를 따라 도달하는 고유 음선들의 개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그 경로가 유사하게 겹쳐있기 때문에, 채널 하단부에서 음향 

에너지가 집속되어 큰 값을 나타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III-14(h)는 내부 고립파가 음원 기준 2,025 m에 위치하였을 때의 

모의 결과로, 그림 III-14(f)를 모의할 때 이용한 내부 고립파의 위치가 

다르지만 계측결과와 유사하게 채널 하단부에서 이른 시간에 에너지 

집속 현상이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III-16(a), (c)를 

통해 내부 고립파가 해당 위치에 있을 때 유사한 경로를 지닌 도달 

음선의 개수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4(i), (k)는 계측 자료 중, ISW(3), (4)의 영향을 받는 

결과로 추정된다. 음향 에너지가 채널 중앙에 집속되지 않지만, YD 

143.648, YD 143.669의 결과와 다르게 50~70 m 지점에 도달하는 

음향 에너지가 더 늦은 시간인 11~14 ms 정도에 집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YD 143.69의 모의 결과는 그림 III-14(j)이며, 모의에서 채널 

하단부에 상대 도달 시간 11~14 ms 정도에 도달하는 굴절 음선들을 

모의할 수 있다. 이는 그림 III-15(e), (f)의 대비를 통해, 내부 

고립파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지점에 -6.5~6.5°의 발사각을 갖는 

굴절 음선이 도달하지 않으나, 내부 고립파가 존재할 때, 유사한 경로를 

지닌 고유 음선들이 다수 관측이 되어, 채널 하단부에 집속 현상이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 YD 143.711의 경우, 모의 결과가 계측 

결과와 크게 유사하지 않아 본 논문에 수록하지 않았다. 이 경우, 

ISW(4)가 ISW(1)과 군을 이루고, ISW(1)와 동일한 속도와 

진행방향을 따른다는 가정이 ISW(4)의 경우에는 잘 성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종합하면, 모의 결과를 통해 내부 고립파에 의한 굴절 

음선의 도달 시간 및 위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관측 결과의 

경향을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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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4. (a), (c), (e), (g), (i), (k) 계측한 시간-파면 데이터. 단위는 임의의 

기준에 대한 dB이다. 왼편의 흰색 원은 음향 에너지를 뜻하며, 시간-파면 위의 

실선은 추정 신호 선단부를 의미한다. (b), (d), (f), (h), (j) 각 시각에 추정한 내부 

고립파의 위치를 반영하여 모의한 시간-파면 결과, 단위는 발사 각도(°)이다.  

 

 

 

 

그림 III-15. -6.5~6.5°의 발사각을 갖는 고유 음선 경로. 각 음선은 약 11~14 

ms의 상대적 도달시간을 가짐.  (a) 거리 독립 환경에서 수신기의 깊이 27.75 m 

일 때 고유 음선, (b) 내부 고립파가 음원 기준 2,750 m에 위치하고 수신기의 

깊이 27.75 m에 위치할 때 고유 음선, (c) 거리 독립 환경에서 수신기의 깊이 

61.5 m 일 때 고유 음선, (d) 내부 고립파가 음원 기준 2,750 m에 위치하고 

수신기가 깊이 61.5 m에 위치할 때 고유 음선, (e) 거리 독립 환경에서 수신기의 

깊이 65.25 m 일 때 고유 음선, (f) 내부 고립파가 음원 기준 2,125 m에 

위치하고 수신기의 깊이 65.25 m에 위치할 때의 고유 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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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6. 5~7°의 발사각을 갖는 고유 음선 경로. 각 음선은 약 9~10 ms의 

상대적 도달시간을 가짐. (a) 거리 독립 환경에서 수신기의 깊이 57.75 m 일 때 

고유 음선, (b) 내부 고립파가 음원 기준 1,625 m에 위치하고 수신기의 깊이 

57.75 m에 위치할 때 고유 음선, (c) 내부 고립파가 음원 기준 2,025 m에 

위치하고 수신기의 깊이 57.75 m에 위치할 때 고유 음선. 

 

2.2.2.2. 내부 고립파의 형태에 따른 민감도 해석 
 

III.2.2.2.1의 결과를 얻기 위해, 내부 고립파들이 이동 시, 

분산(dispersion)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내부 

고립파는 본래 이동 시 분산이 일어나며 진폭과 파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내부 고립파에 따른 형상 변화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부 

고립파들이 이동하며 형상의 변형과 동시에 음속도 변화할 것이지만, 

내부 고립파의 형상 변화에 집중하기 위해 고정된 위치에서 내부 

고립파의 형상 변화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기존 

연구의 동중국해에서 계측한 내부 고립파 정보들을 이용하여 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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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을 때의 내부 고립파의 진폭과 특성 길이를 모의하였다.[94] 

그림 III-17(a)는 기존 문헌의 Figure 12(a)[94]에서 0 10mη ≈− , 

0 3mη ≈− 의 결과를 이용하여 모의한 내부 고립파 형상으로, 0 6mη ≈−
의 결과는 III.2.2.1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모의한 내부 고립파 

형상이다. 이 때 그림 III-17(a)에 나타난 특성 길이는 III.2.2.1의 추정 

방향과 동일하게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방향에 의한 영향을 보정해준 

결과이다. 음속 분포도는 그림 III-11(d)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최대 

진폭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평행 이동하여 최대 진폭에서의 음속 

분포도를 구하였다. 

그림 III-18에 모의 결과를 나타냈다. 내부 고립파의 진폭이 커지고 

특성 길이가 작은 경우 시간 파면에서 굴절 음선들이 다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내부 고립파의 진폭이 작아지고 특성 

길이가 커질 때에는 굴절 음선들의 개수가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부 고립파의 진폭, 특성길이가 모드 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2] 내부 고립파의 진폭이 크고, 특성 길이가 적절히 

작은 경우, 수평 방향의 음속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고 모드 연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내부 고립파가 존재할 때 굴절 음선들의 

경로 변화 및 수신기에 도달하는 음선 개수가 크게 변화하게 된다. 반면, 

내부 고립파의 진폭이 작고 특성 길이가 커지는 경우, 수평 방향의 음속 

변화율이 작게 나타난다. 이 경우, 단열성 모드 연성이 일어나며, 내부 

고립파로 인한 음파 전달 변화가 앞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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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7. 민감도 해석에 이용한 내부 고립파 정보. (a) 내부 고립파 형상, (b) 

음속 정보. 

 

 

그림 III-18. 내부 고립파의 형상에 따른 민감도 해석 결과. (a), (c), (e), (g) 

음원이 42.5 m 깊이에 위치할 때, 내부 고립파 형상에 따른 시간-파면 그래프. 

이 때 색깔은 음선의 발사 각도를 의미한다. (b), (d), (f), (h) 음원이 42.5 m 이고 

수신기가 57.75 m 일 때, 내부 고립파 형상에 따른 음선 추적 결과. 음선 추적 

결과에서 색깔은 음속을 나타낸다. (a), (b)는 거리 독립에서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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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내부 고립파와 조류의 영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
한 모의 

 

계측 시간에 따라 내부 고립파 및 조류의 영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두 해양 현상이 동시에 지배적인 상황에 대해 모의하여 

비교하였다. 조류의 경우, 상대 음속의 변화는 거리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음선 경로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VLA의 기울기 변화에 의한 수신기 위치 변동만을 반영하였다. 이 때, 

VLA의 기울기는 III.2.1.1절에서 모의한 결과와 동일하게 약 ±4°로 

했다. 내부 고립파의 형상은 III.2.2.1절에서 추정한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위치는 1,625 m로 고정하였다. 해당 환경에서 시간-파면 

모의 결과는 그림 III-19에 나타냈다. VLA의 기울기 변화로 인한 

수신기들의 위치 변화로 인해 반사 음선과 굴절 음선이 형성하는 시간-

파면의 곡률이 달라진다. 한편, VLA 기울기와 관계없이 일부 굴절 

음선들이 이른 시간에 도달하는 경향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내부 고립파로 인한 굴절 음선의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한 해양 환경에서 수신기의 위치 변화가 수직 방향으로 0.1 m 

이하, 수평 방향으로 약 ±5 m 로, 이 정도의 수신기 위치 변화로는 

음파전달 경로 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III-19. 내부 고립파가 음원 기준 1,625m에 위치했을 때, 수직 선배열 

기울기에 따른 시간-파면 결과. 색상은 음선 발사각도를 의미한다. (a) 수직 

선배열 기울기=0° 일 때, (b) 음원 방향으로 수직 선배열이 4.0472°로 기울 때,  

(c) 음원 반대방향으로 수직 선배열이 4.0472° 로 기울 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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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음향 파라미터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특정 수신기에서의 도달 신호를 이용하여 

1.2.2절에서 제시한 음향 파라미터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 VLA1과 

음원 사이의 음파 전달 경로 상에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시간대(YD 

143.627, YD 143.648, YD 143.669, YD 143.69, YD 143.711)에서의 

경향을 그림 III-20에 나타냈다. 파란색 원은 uCTD와 VLA1에서의 

수온 계측자료를 통해 추정한 내부 고립파들이 음파 전달 경로 상에 

위치한 시간이며, 빨간색 사각형은 그림 III-14(a)의 시간대(YD 

143.502)에 계측한 결과로, 에너지 경향을 확인해보았을 때, 내부 

고립파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음향 파라미터 분석을 위해 VLA1의 수신기 중, 수심 24 m에 위치한 첫 

번째 수신기, 수심 42.75 m에 위치한 6번째 수신기, 50.25 m에 위치한 

8번째 수신기에서 계측한 음향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각각 채널 

상단부, 채널 축 근방과 채널 하단부에 위치한 반환점 근방을 나타낸다.  

그림 III-20(a), (b)는 각각 24 m에서의 도심의 도달 시간과 

IQR을 나타낸다. 해당 지점은 내부 고립파로 인한 음속 변화가 가장 큰 

지점 중의 하나로, 내부 고립파의 위치에 따라 경향이 크게 바뀜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YD 143.627~YD 143.711의 

관측 결과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YD 143.627, YD 143.69 에서는 

도심의 도달 시간이 작으나, YD 143.648, YD 143.669, YD 143.711 

에서는 도심의 도달 시간이 대조군보다 크다. IQR의 경우, 도심의 도달 

시간과 경향이 반대이다.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YD 143.627, YD 

143.690에서의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그 경향이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내부 고립파에 의해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음향 집속 여부와 관련 있다. YD 143.627와 YD 143.69에서의 

계측 결과는 24 m 수심에서 집속되지 않고 흩어지므로, 그 크기가 작은 

음향 에너지가 계측되었고, 이는 도심 도달 시간의 감소, IQR 값의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YD 143.627의 계측 결과는 VLA1 근방에 내부 

고립파가 위치한 경우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채널 상단부의 굴절 음선 

도달 개수가 작아져 에너지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의 

시간대에서는 도심의 도달 시간이 크고, IQR이 굉장히 작음을 통해, 

굴절 음선들로 인한 음향 에너지가 강하게 집속됨을 예상할 수 있어, 

도심의 도달시간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결과들을 통해 

내부 고립파의 위치에 따라 채널 상단부에 도달하는 음향 에너지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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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III-20(c), (d)는 각각 42.75 m에서의 도심의 도달 시간과 

IQR을 나타낸다. 채널 축 근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항상 집속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내부 고립파가 이러한 경향을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D 143.627의 경우, 대조군과 같이 내부 

고립파가 없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 때, IQR이 1 ms 이하의 작은 값을 

나타내며 이는 에너지가 집속되었음을 나타내며, 도심 또한 대조군과 

유사하게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 이후로 11 ms 정도에 도달한다. 

하지만 YD 143.648 에서는 집속된 에너지가 이른 시간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심이 이른 시간에 도달했으나, IQR의 값이 1 ms 

이하로 작은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해 에너지가 산개 되지 않고 

집중된 형태를 나타내고, 시간-파면 계측 자료를 통해서 극값의 도달 

시간이 앞당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YD 143.669에서는 음향 에너지가 

산개되었다는 것을 IQR이 4 ms 정도로 기준보다 크고, 도심이 이른 

시간에 도달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YD 143.711의 경우, 

음향에너지가 약하게 산개된 형태라는 것을 IQ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심의 도달 시간과 IQR의 정량적인 값을 통해, 내부 고립파로 인해 

채널 축 근방에서 계측한 음향 에너지가 집속된 상태에서 이른 시간에 

도달하기도 하며, 산개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III-20(e), (f)은 채널 하단부인 50.25 m에서의 도심의 도달 

시간과 IQR을 나타낸다. YD 143.627의 경우는 음향 에너지가 집속된 

상황과 유사하며, 이는 내부 고립파가 수신기 근방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한 모의 결과와 같이 채널 축 하단부에 에너지가 모여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YD 143.648과 YD 143.669에 도심이 이른 시간 

대에 도달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IQR은 1 ms 미만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42.75 m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설명한 것과 같이 계측한 음향 에너지가 집속된 

상태로 이른 시간에 도달함을 나타낸다. 음향 파라미터의 결과는 시간-

파면에서 관측했던 채널 하단부의 반환점 근방에서 내부 고립파로 인해 

굴절 음선의 경로가 변경되어 에너지가 집속된 형태로 이른 시간에 

도달함을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정량적으로 구한 도심의 도달 시간과 IQR은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계측한 시간-파면과 함께 

비교하였을 때, 음향 집속과 산개 현상, 집속된 에너지의 도달 시간 

변경 등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외의 시간대인 YD 143.9~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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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에도 대조군에 대해 다른 시간대에 큰 변화가 나타남을 

관측하였다. 위의 음향 파라미터들이 IQR이 내부 고립파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변동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위 시간대에 관측되는 큰 변화 

또한 내부 고립파의 영향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II-20. 음원이 42.5 m에 위치할 때, VLA1에서 계측한 음향 파라미터 경향 

비교. (a) 수심 27.75 m서 계측한 도심의 도달 시간, (b) 수심 27.75 m에서 

계측한 IQR, (c) 수심 42.75 m에서 계측한 도심의 도달 시간, (d) 수심 42.75 

m에서 계측한 IQR, (e) 수심 50.25 m에서 계측한 도심의 도달 시간, (f) 수심 

50.25 m에서 계측한 I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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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부 조석파의 영향 
 

본 절에서는 내부 조석파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ASIAEX01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계측한 내부 조석파의 파장은 

보통 10 km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96] 

SAVEX15에서 계측한 내부 조석파의 영향을 분석하고, 거리 독립적인 

음속 분포도의 가정이 타당함을 보인 뒤, 이를 이용하여 내부 조석파가 

음향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3.1. 등온선을 이용한 내부 조석파 추정 
 

내부 조석파의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해 채널 하단부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내부 고립파의 경우, 등밀도선의 변화 중, 첫 번째 모드 

성분만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때 첫 번째 모드 성분은 채널 

상단부에서 큰 진폭을 가지고 채널 하단부에는 약한 진폭을 갖는다. 

그러므로 내부 고립파로 인해 채널 상단부에 의한 큰 음속 변화를 

나타내고, 채널 하단부에서의 음속 변화에는 약하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내부 조석파에 의한 음속 변화는 채널 하단부에서 좀 더 

관찰하기 용이할 것이다. 

 그림 III-3(a), (b)의 온도 그래프를 통해 그 변화를 짐작 할 수 

있다. 채널 하단부의 등온선은 앞서 설명한 이유로 내부 고립파의 

영향이 약하기 때문에 상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원만한 변화를 

나타내며, VLA1의 경우, 반일주기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환경 

변화 특성이 내부 조석파로 인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2.3.2. 내부 조석파 영향에 대한 가정 검증 
 

내부 조석파의 파장과 음원-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내부 조석파의 파장이 매우 크다면 내부 조석파에 의해 거리 독립적인 

음속 분포도가 생성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조석파는 수심이 낮아질수록 파장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17] 

ASIAEX01를 수행한 동중국해 연안에서 내부 조석파를 계측한 수심은 

400 m 근방으로,[96] SAVEX15의 수심인 100 m에 비해서 깊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의 내부 조석파의 파장이 ASIAEX01에서 추정한 

10 km 보다 짧아지며,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와 비교했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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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줄어들어 거리 종속적 음속 분포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해당 실험 영역에서 내부 조석파가 음속 

분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정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III-21(a)의 VLA1, 2에서 계측된 등온선의 이동평균 결과에  

세로 실선 및 점선을 통해 나타낸 VLA1, 2에서 계측한 내부 조석파의 

위상 차이는 약 90도이며, 음원이 VLA1, 2 사이의 중앙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위상 차이는 약 45도이다. 위상 차이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음속 변화가 단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라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음속과 수신기 사이의 음속 

변화를 선형 보간으로 나타내었다.[26] 그림 III-21(b)에 이 때 사용한 

음속 분포도를 나타냈는데, 해당 음속 분포도는 각각의 uCTD 계측 

시도를 통해 얻은 정보를 평균하여 얻은 값으로, 관측 시기와 무관하게 

채널 폭의 크기가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를 가정 검증을 위한 모의 시에 

이용하였다. 

 

 

그림 III-21. 내부 조석파가 음속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a) VLA1, 2에서 계측한 채널 하단부에서의 13.5°C 등온선, (b) 가설 검증 

및 거리 종속 음속을 모의 시에 이용한 음속 분포도. 

 

그림 III-22에 음원이 42.5 m에 위치하였을 때 시간-파면 및 

65.25 m에 도달하는 굴절 음선 추적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III-22(a)~(d)에는 비교군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리 독립 환경에서의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III-22(e)~(j)에 내부 조석파의 영향에 대해 

모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거리 종속 환경에서 고주파수 음향 신호의 

전달 손실, 에너지를 모의하기 어려움이 있어, 음선 추적 기법을 

이용하였다. 에너지가 집속되는 경우에 비슷한 경로를 갖는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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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들이 많이 도달한다는 정보를 토대로 채널 하단부에 도달하는 고유 

음선의 개수 변화를 관찰하였다.  

거리 독립 환경에서는 채널의 크기가 작을 때 60 m 이하의 채널 

하단부에 도달하는 굴절 음선이 없으나, 채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 도달하는 굴절 음선이 존재한다. 거리 종속 환경의 경우 큰 

채널과 작은 채널의 거리 독립 결과 경향의 중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III-22(e)~(h)의 거리 종속 환경 모의 결과는 그림 

III-22(c), (d)와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지만, 좀 더 적은 개수의 굴절 

음선이 채널 하단부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널 크기가 단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일종의 등가적인 거리 독립 음속 

분포도로 가정하여 모의한 결과는 그림 III-22(i), (j)와 같으며, 거리 

종속 결과와 유사한 개수의 굴절 음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내부 조석파의 영향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리 독립 음속 

분포도로 가정한 결과가 경향 비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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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2. 내부 조석파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존재할 때의 시간-파면 및 음선 

추적 모의 결과. 모의시, 음원 수심은 42.5 m, 수직선배열은 거리 2.78 km 에 

위치한다. RI은 거리 독립, IT는 내부 조석파를 의미한다. (a), (c), (e), (f), (i) 

시간-파면 결과, 색상은 도달한 음선의 발사 각도를 의미한다. (b), (d), (f), (h), (j) 

수심 65.25 m 위치에 대한 음선 추적 결과, 색상은 음속을 의미한다. 

 

2.3.3. 음향 파라미터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내부 조석으로 인한 음향 변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VLA1의 

경우, 11번째 수신기가 위치한 61.5 m에서 계측한 신호를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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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2의 경우, 10번째 수신기가 위치한 57.75 m에서 계측한 신호를 

이용하였다. 이 때 수신기의 위치는 13.5℃의 등온선 근방으로 정했다. 

그림 III-23는 채널 하단부에서 계측한 음향 데이터를 이용해 구한 

도심의 도달시간과 채널 하단부의 13.5℃의 등온선을 비교하였다. 채널 

하단부의 등온선은 1시간 동안 계측한 데이터를 50%씩 중첩하여 이동 

평균한 결과로, 30분 간격으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이동 평균은 일종의 

저주파수 필터로, 저주파의 변동 특성을 나타내기에 용이하다. 또한 

이동 평균을 통해 나타낸 등온선은 앞 절에서 설명한 등가 음속 구조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동평균 등온선과 음향 변동의 비교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그림에 등온선을 나타낼 때, 스케일 조절 및 평행 

이동을 수행 하였고 조정한 정도를 범례에 표기하였다. 두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한 결과, VLA1의 경우 

0.7, VLA2의 경우 0.68 정도로 서로의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왔음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등온선이 커질 때, 즉 채널 

하단부의 크기가 커질 때, 도심이 늦게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거리 독립 환경을 가정할 때, 비상관(incoherent) 전달 

손실을 모의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상관 전달 손실은 각 

모드나 음선의 경로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 차이를 무시하여 위치에 

따른 전달 손실의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이용하며, 그 크기는 에너지와 

관련있다. 거리 독립 환경에 대해, 정상모드법인 KRAKEN[97]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음원의 주파수는 11 kHz 이고, 음원의 

위치는 42.5 m 이다. 그림 III-24(a)와 같이 채널의 크기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수행한 결과, 그림 III-24(b)의 (2)와 (1), (3)의 결과에서와 

같이 채널 하단부의 폭이 커질수록 채널 하단부에서 전달 손실이 

줄어들어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채널의 폭이 커지는 경우, 수신기가 

채널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굴절 음선에 의해 에너지가 강하게 

집속되고, 도심이 늦은 시간에 도달한다. 반면, 채널의 폭이 작아져 

수신기가 채널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면 굴절 음선이 도달하지 않게 

되어 에너지의 집속이 약해지고 도달 신호의 에너지가 산개되어 도심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에 도달한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III-22(a)~(d), 

(i), (j)의 시간-파면 및 굴절 음선 추적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음향 파라미터의 경향과 등온선의 경향 비교를 통해 내부 

조석으로 인한 채널 크기의 증감이 음향 에너지의 집속에 변동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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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3. 채널 하단부에서 계측한 도심의 도달시간 및 채널 하단부의 

등온선과의 비교 (a) VLA1, (b) VLA2. 

 

 
그림 III-24. KRAKEN을 이용한 거리 독립 환경에서 수중음향채널의 크기 

변화에 따른 비상관 전달 손실 비교. (a) 음속 분포도, (b) 비상관 전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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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비상관 
잔향음 모의 

 

SAVEX15에서와 같이 천해에서 수중음향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음원이 채널 축 근방에 위치할 때, 그림 II-1(d)의 YD 

143.8~144.0의 계측된 음향 에너지가 깊이 방향에 대해 흩어진 상태가 

관측되었으며, 이는 거리 독립 환경에서 예측한 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널에 갇히지 않은 음향 에너지의 감소는 곧 해저면과 

상호작용하는 음향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해 해저면에 

의한 잔향음이 변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AVEX15와 같이 천해에 

수중음향채널과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연성모드법을 

이용하여 비상관 잔향음을 수치적으로 모의하고, 내부 고립파에 의해 

잔향음의 경향이 변화하는 현상을 보였다. 수치적 모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석적 방법인 연성모드 방정식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수치실험을 이용하여 내부 고립파의 파라미터에 따른 

잔향음의 변화를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수치적 기법: 연성모드법을 이용한 비상관 잔향음 모의 
 

비상관 잔향음은 다양한 음파전달모델을 통해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단방향 연성 모드법을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잔향음을 계산할 환경이 내부 고립파로 인해 거리 종속 음속 분포도를 

나타내고, 이로 인해 모드 연성이 음파전달을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단방향 연성모드법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각 모드 함수와 고유값들은 

ORCA[98]를 통해 계산하였다. 본 절에서는 먼저 단방향 연성모드법에 

대해 소개한 뒤, 이를 이용한 비상관 잔향음을 모의하는 방법과 모의 

결과를 보였다.  

 

1.1. 단상태 연성모드법 
 

거리 R 이 j번째 구간에 있을 때( 1[ , ]j jR r r−∈ ), 음압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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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 ( ) ( )

1( , ) ( ) exp ( ) ,j j j j
n s n n j

n

p r z r B z il r rφ−
− ≈ −    (IV.1) 

 

이 때, 첨자 ( )j 는 j  번째 거리 구간을, sz  는 음원 깊이를, ( )n zφ  는 

n 번째 모드 함수의 깊이 z 에서의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모드 계수 

( 1) ( )j
n sB z+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 ) ( ) ( )

1( ) ( )exp ( ) ,j j j j
n s nm m s m j j

m

B z C B z il r r+
− = −    (IV.2) 

 

여기서 m m ml k iα= +  는 m 번째 복소 파수이며, mk 는 m 번째 파수를, 

mα 는 m 번째 모드 감쇠율을, 
(0) ( )2

( )
( )

n s
n s

n s

zi
B z

k z

φπ
ρ

= , ( ) ( )j zρ  는 깊이 

z 의 밀도이고 
( )j
nmC 는 모드 연성 계수로, 경계면에서 음압과 거리 방향 

속력의 연속성을 만족할 때,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 ( ) ( ) ( )1 1( )
( )

( 1) ( 1)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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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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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 j jj
j n m m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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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l z

φ φ φ φ
ρ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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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V.3) 

 

1.2. 비상관 잔향음 
 

IV.1.1절에서 정의한 단방향 연성모드법을 이용하여 비상관 

잔향음을 계산할 수 있다.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환경은 Nⅹ2-D로 

가정하고, 3-D 음파전달 효과는 무시하였다. 3-D 효과는 수평방향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고 수직 방향의 모드 연성에 따른 에너지 전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Nⅹ2-D는 타당한 결과를 줄 것이다. 

그림 IV-1(a), (b)와 같이 특정 해저면 산란체가 음원으로부터 J

번째 거리 구간에 위치해 있고, 수신기로부터 K 번째 거리 구간에 

위치해있을 때, 이 산란체에 의한 m 번째 입사 모드와 n 번째 산란 

모드에 해당되는 잔향음의 기여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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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 ( )( , , , ) ( , , ) ( , , ) ,J K

mn s r b m s b sb n b r rbRL z z z t P z z r P z z r+ −Δ = ×  

 (IV.4) 

 

이 때, bz 는 해저면 산란체의 깊이, rz 는 수신기의 깊이, sbr 는 음원과 

해저면 산란체 사이의 수평 거리, rbr 는 수신기와 해저면 산란체 사이의 

수평거리이다. 거리 종속 환경에서 m 번째 입사 모드, 
( ) ( , , )J

m s r sbP z z r+
, 

n번째 산란 모드 
( ) ( , , )K

n r b rbP z z r−
 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1 ,

1
( , , ) ( ) ( ) exp ( ) ,J J J J

m s b sb m s m b m sb sb J i m

sb

P z z r B z z il r r g
r

φ+ +
− = −   

 (IV.5) 

 

 ( ) ( ) ( ) ( )
, 1

1
( , , ) ( ) ( ) exp ( )  ,K K K K

n r b rb n b n r n rb rb K

rb

P z z r B z z il r r
r

φ− −
− = −   

 (IV.6) 

 

 
( 1) ( ) ( ) ( )

1( ) ( )exp ( ) ,j j j j
n b nm m b m j j

m

B z C B z il r r− + −
− = −     (IV.7) 

 

그리고, 
( )

( )
0

(0)
,

( )2
( ) m b

m b s m
m b

zi
B z g

k z

φπ
ρ

−
− = 이다. ,i mg 는 산란 강도 중 m

번째 입사 모드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s ng 는 산란 강도 중 n 번째 

산란모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때 산란 강도 mnσ 는 분리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 ,mn i m s ng g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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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거리 종속 양상태 잔향음 모식도. (a) 특정 해저면 산란체에 의한 

잔향음 모식도. (b) 거리 종속 환경에서의 음원-산란체 및 산란체-수신기의 음파 

전달 경로 모식도 

 

다음은 본 모델에서 이용한 시간 종속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정상모드법 기반의 잔향음 모델은 음파가 음원에서 산란체로 입사된 뒤, 

산란체에서 수신기로 입사되는 도달 시간을 추정하기가 시간영역 음선 

이론 기반의 잔향음에 비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Elli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모드법 기반의 잔향음 계산 시, 각 모드의 

도달 시간을 동일하다고 여긴 가정과, 각 모드의 도달 시간을 각 모드 

별 군속도를 이용하여 구한 가정을 제시하였다.[74] 본 논문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연성모드법 기반의 잔향음을 구할 때, 각 모드의 

도달시간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가정은 기존에 

단열모드법을 이용한 거리 종속 환경에서의 계산 가능한 잔향음에도 

사용되었다.[75, 99] 이를 이용하여, 각 산란체에 의한 잔향음의 도달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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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sb i sb i rb j rb j
i j

t r c r c= Δ + Δ    (IV.8) 

 

이 때, ,sb irΔ 는 음원과 산란체 사이의 i 번째 거리 요소, ,rb jrΔ 는 

산란체와 수신기 사이 j번째 거리 요소, ,sb ic 은 음원과 산란체 사이의 

i번째 거리 요소의 음속 분포도의 깊이 방향 평균값, ,rb jc 은 산란체와 

수신기 사이 j번째 거리 요소의 음속 분포도의 깊이 방향 평균값이다. 

비상관 잔향음은 다음과 같이 각 산란체의 모드 별 기여도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0( ) / ,mn
m n

RL t E A t RL= Δ Δ Δ   (IV.9) 

 

이 때, 0E 는 음원의 에너지, AΔ 는 해저면에 위치한 단위 산란체의 

면적, tΔ 은 시간 간격이다.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Reverberation Modeling Workshop 

(RMW)[100]에서 제시한 거리종속환경에서 기존 단열모드법[75, 

99]을 이용한 계산과 비교하였다. 계산 환경은 그림 IV-2(a)에 

묘사되어있는 것과 같이 쐐기 형상이며, 음속은 1,500 m/s 로 등속 

구조를 가진다. 빨간색 원은 음원, 노란색 정사각형은 수신기를 

가리키는데, 음원 주파수는 250 Hz, 음원 깊이는 30 m, 음원 에너지는 

-17.26 dB 이다. 수신기 깊이는 50 m로, 1°의 빔을 가진다고 정하였다. 

산란 강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 람베르트(Lambert)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

sin sin ,

sin ,

mn m n

i m s m mg g

σ μ ϕ ϕ

μ ϕ

=

= =
  (IV.10) 

 

이 때, mϕ 는 m 번째 모드의 수직방향 각도를 말하며, 람베르트 계수 

μ 는 27 dB로 설정하고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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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거리 종속 환경에서 수행한 단방향 연성모드법 기반의 잔향음 모델 

검증. (a) 해양환경 묘사, (b) 잔향음 레벨 결과 비교.  

 

 

 
그림 IV-3. 내부 고립파 및 수중음향채널이 존재하는 천해 환경 및, 이 

환경에서의 잔향음 계산 결과. (a) 측면도, (b) 평면도, (c) 음속 분포도, (d) ISWr  

가 변화할 때 잔향음 수치 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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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환경에서 계산 결과는 그림 IV-2(b)에 나타냈다. 검은색 

실선과, 빨간색 일점 쇄선은 기존에 제시된 단열모드법 기반의 잔향음 

결과[75]를 가리키며, 파란색 점선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성모드법 

결과를 가리킨다. 거리 종속 환경에서의 단열모드법 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성모드법 잔향음 경향이 유사함을 통하여, 제시한 잔향음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1.3.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잔향음 계산 결
과 
 

위의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잔향음을 계산하였다. 그림 IV-3(a)의 구역 (0)과 (2)는 내부 

고립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변화하지 않는 음속 구간으로 그림 

IV-3(c)의 파란 실선의 음속 분포도를 가진다. 그림 IV-3(b)의 

구역(1)에서 내부 고립파의 영향으로 생기는 음속 변동을 

( )( , ) ( )( )C zC r z r zδ η ∂= ∂ 와 같이 선형화 된 형태로 나타내었다.[32] 

내부 고립파의 파장은 KdV 방정식의 형태를 이용하여 

( )2
0 0( ) sech /r r r Lη η= −   와 같이 모의하였다. 이 때, 0η 는 내부 

고립파의 진폭, L는 내부 고립파의 특성 길이(characteristic length), 

0 secISWr r θ= 은 방위각 별 음원과 내부 고립파 중심 사이의 길이로 θ는 

방위각 각도, ISWr 는 음원과 내부 고립파 중심 사이의 수직 길이를 

가리킨다. 내부 고립파의 최대 진폭 위치에서는 그림 IV-3(c)의 붉은 

대시선의 음속 분포도를 보인다. 실제 관측되는 내부 고립파는 

이동하지만, 물리적으로 몇 초 간의 위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음속 모의 시 정지된 해양 환경(frozen ocean)을 가정하였다. 음원은 

채널 축 근방인 40 m 깊이에 위치하여 모드 연성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음원 주파수는 400 Hz 이며, 음원 에너지는 0 dB 이다. 해저 

매질의 밀도는 1,850 kg/m3, 해저 매질의 음속은 1,650 m/s 의 등속 

구조이며, 해저 매질의 감쇠율은 0.1849 dB/m 이다. 해저면 산란 

함수는 람베르트 법칙을 따르며 이 때의 계수 μ 는 -30 dB 로 두었다. 
그림 IV-3(d)는 0η =15 m, L=100 m 일 때, ISWr 의 변화( ISWr =2 km, 

10 km, 20 km)에 따른 잔향음 수치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이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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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파가 없을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내부 고립파가 존재 할 때 

잔향음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 초에서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세 경우의 결과가 내부 고립파가 없을 때에 

비해, 5~10 dB 정도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잔향음의 감소율이 ISWr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ISWr =20 km 일 때, 

비정상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일반적인 잔향음 경향에 반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그림 IV-4. 수치해석적으로 구한 각 산란체에 대한 잔향음 기여도. (a)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잔향음, (b) ISWr =2 km 에서의 잔향음, (b) 

ISWr =10 km 에서의 잔향음, (d) ISWr =20 km 에서의 잔향음.  스케일은 dB를 

따른다. 

 

다음으로, 각 해저면 산란체의 위치에 따른 내부 고립파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 면적당 잔향음의 기여도를 수치적 기법을 

이용해 계산한 뒤, 등고선의 형태로 그림 IV-4에 나타냈다. 등고선은 

방위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X> ISWr 에 위치하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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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파의 영향을 받는 산란체의 기여도가 X< ISWr 에 위치한 산란체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ISWr 가 클수록 내부 고립파의 영향에 

의한 산란체 별 기여도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영역 내에서 

주변보다 큰 값을 가지는 지점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예측한 내부 고립파에 의해 발생하는 클러터[84, 101] 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추측된다.  

수치 해석을 통해,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잔향음의 

비정상적 증가 현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 절에서 이 현상에 

대해 해석적 기법인 연성모드 방정식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2. 해석적 방법 
 

본 절에서는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해저면 잔향음 모의 

결과에서 나타난 증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해석적 기법인 연성모드 

방정식과 이를 이용하여 얻은 모드 에너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연성모드 방정식을 도입하여 거리 종속 음속 분포도를 갖는 환경에서의 

음파전달을 모드 에너지의 경향 변화를 통하여 분석하고, 해석적 결과가 

수치적으로 얻은 모드 에너지의 경향을 잘 설명함을 보였다. 

 

2.1. 연성 모드 방정식 
 

2.1.1. 모드 에너지 유도 
 

협대역 신호에 대하여, 거리 R , 깊이 z 에서의 음장은 아래 식과 
같이 정상모드의 표현법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1

( )
( ) ( ),

M
m

m
m m

A R
p z z

k R
φ

=

=   (IV.11) 

 

이 때, M 은 모드의 개수, ( )mA R 은 거리 R 에서의 m번째 복소 모드 

진폭을 나타낸다. 복소 모드 진폭은 ( ) ( )exp( )m m mA R a R il R= 와 같이 

위상 보정을 해준 모드 진폭 ( )ma R 과 위상 항 exp( )mil R 으로 나타낼 수 

있다. 헬름홀쯔 방정식에서 진행방향으로의 산란만을 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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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모드 방정식은 ( )ma R 의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 )
( ) ( ),

M
n

nm m
m

a r
i r a r

r
ν

=

∂ = −
∂    (IV.12) 

 

 ( ) ( ) , ,nmil r
nm nm nm n mr r e l l lν ν −= = −   (IV.13) 

 

 
2
0 ( , )

( ) ( ) ( ) .nm n m

n m

k C r z
r z z dz

Ck k

δν φ φ=    (IV.14) 

 

연성 모드 방정식에 Dyson 급수를 적용하여 얻은, Yang 이 제시한 

모드 연성 매트릭스 정식화[41]를 이용하여, ( )mA R 를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0 0

2
0

0
1 1 1

,0 ,1 ,2

( ) (0) (0) (0)
2

.

n nm nm

n

M M M
il R il r il r

n n nm m nk km m
m m k

il R
n n n

A R e A i Z e A Z Z e A

e A A A

ηη − −

= = =

 
= − − + 

 
 = + + + 

  


 

 (IV.15) 

 

이 때, nmZ 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 )
2

20 ( ) ( ) sech ,nmil
nm n m

n m

k
Z H z z z dz e d

Lk k
ρρφ φ ρ

∞ −

−∞

 ×      

 (IV.16) 

 

여기서 ( )H z  는 내부 고립파의 최대 진폭에서의 음속 분포도와,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음속 분포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n jA 는 n 번째 복소 모드 진폭 중, 산란에 대한 j 번째 항을 

가리킨다: j =0 은 거리 독립 환경에서의 산란현상이 없을 때의 모드 

진폭을 가리키며, j =1은 단일 산란, j >1는 다중 산란의 모드 진폭을 

의미한다. 복소 모드 진폭 중, 첫 세 항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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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n nA A=   (IV.17) 

 

 0
,1 0

1

(0),nm

M
il r

n nm m
m

A i Z e Aη −

=

= −    (IV.18) 

 

 0

2
0

,2
1 1

(0).
2

nm

M M
il r

n nk km m
m k

A Z Z e A
η −

= =

= −    (IV.19) 

 

모드 진폭이 발산하지 않기 위해, 단일 산란이 

지배적( 0 1nmZη < )이라고 가정하여, 고차 모드 진폭을 무시하였다. 이 

경우, 식 (IV.15)를 이용하여, 거리 R 에서 n 번째 모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2 22 * *
,0 ,0 ,1 ,0 ,1

2 * *
,1 ,0 ,2 ,0 ,2

2 * *
,2 ,1 ,2 ,1 ,2 ,

nR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A R e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α− = + +

+ + +

+ + + +

  (IV.20) 

 

이 때 첫 세 항은 아래와 같이 Yang의 모드 에너지 표현식[41]과 같이 

나타난다. 

 

( ) ( )2 2 2
0 0 0Yang

1

( ) (0) 2 sin (0) (0) exp ,n

M
R

n n nm mn n m mn
m

A R e A Z k r A A rα η α−

=

 = + × −  
  

 (IV.21) 

 

이 때, 식 (IV.21)은 0 nmZη 에 대해 0차, 1차 항으로 표현되며 고차 

항들은 무시 되었다. 1차 항은 0exp( )mnrα− 에 비례하는 항들로 표현되며, 

모드 연성이 발생할 때 모드 에너지의 증감을 모드 감쇠율의 차이 mnα
의 식으로 표현된다.  

 

2.1.2. 수중음향채널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음향 모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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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SAVEX15과 같이 수중음향채널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음향 모드는 

수중음향채널에 의하여 갇힌 모드(trapped mode)와 해저면과 

상호작용하는 모드(bottom interacting mode)로 나눌 수 있다. 갇힌 

모드의 모드 번호는 [1, ]t T∈  ( t  계열로 표기), 해저면과 상호작용하는 

모드는 [ +1, ]b T M∈ ( b  계열로 표기)로 나타낼 수 있다. t계열 모드의 

모드 함수는 수층 내에서 두 개의 반환점이 있으며, 반환점 이후의 

모드는 해저면과 해수면 경계면을 향하여 감쇠한다. t 계열 모드는 

해저면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t 계열 모드의 모드 감쇠율은 

0이다. b 계열 모드의 모드 함수는 수층에서 진동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해저면과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모드 감쇠율이 0이 아니다.  

t  계열 모드가 b  계열 모드로 전환될 때( ,m t n b= = ), 모드 

감쇠율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mn tb t b bα α α α α= = − = −   (IV.22) 

 

이러한 모드 감쇠율의 차이는 ( )0 0exp( ) expmn br rα α− = 가 되게 하여, 

내부 고립파가 음원에서부터 멀어져갈 때, b 모드 에너지를 지수함수 

적으로 증가시킨다. 0r 이 충분히 큰 경우, 0 1nmZη < 를 가정하고, 

지수함수가 0 0exp( 2 ) exp(2 )mn br rα α− = 인 경우가 가장 크기 때문에, 

2

,1nA 항이 가장 지배적인 항이 된다. 이 때, 
2

,1nA 에 해당되는 모드 

에너지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 ) ( )

( ) ( )

0

0

22 22 2 22
,1 0

1

( )
0

1

0

2 cos( ) 0 0 ,

n n mn

mn m n

M
R R r

n n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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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r

nm nm mm m m
m m m

A e e Z e A

Z Z k r e A A

α α α

α α

η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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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23) 

 

그리고, b  계열 모드에 대한 모든 t  계열 모드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76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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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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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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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s( ) 0 0 ,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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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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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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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24) 

 

이 때, 비대각 성분은 0r 에 따라 진동하는 항을 나타낸다.  

고정된 위치에서 계측한 b 모드 에너지는 내부 고립파가 

음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식과 같이 증가함을 예상할 수 있다. t 모드 

에너지는 내부 고립파를 마주치기 직전까지 해저면에 의한 손실을 겪지 

않으나 b 모드로 전환된 이후에 해저면의 손실을 겪는다. 따라서 내부 

고립파가 음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록 t모드 에너지에서 전환된 b

모드 에너지가 겪는 해저면에 의한 손실이 적어 계측되는 b 모드 

에너지가 증가한다. 

 

2.1.3. 모드 에너지에 대한 수치 해석 결과와의 비교 
 

음원의 주파수가 400 Hz 일 때, 음속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그림 

IV-3(a)~(c)와 같은 환경에서의 모드 함수와 복소 파수의 결과를 그림 

IV-5(a), (b)에 나타내었다. 이 때 총 모드 개수는 22개로, t모드는 1, 

2번 모드에 해당되고, 나머지 모드들은 b 모드이다.  몇 개의 모드 

함수의 예시를 그림 IV-5(a) 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t 계열 

모드는 두 개의 반환점이 존재하는데, 이 반환점은 음속과 해당 모드의 

위상 속도가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반환점을 지나게 되면 모드 함수의 

경향이 소멸 모드(evanescent mode)로 변경되어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림 IV-5(b)는 모드 별 복소 파수를 나타낸다. 이 때 허수부는 모드 

감쇠율을 가리키며, 1, 2번 모드의 감쇠율이 0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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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 음속 분포도의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의 도파관 특성 (a) 모드 함수, 

(b) 복소 파수 

 

내부 고립파의 위치와 모드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드 

에너지를 그림 IV-5(a)~(c)의 환경에서 계산하였다. 이 때 0 ISWr r= , 

0η  =15 m, L=100 m 이다. 식 (IV.11)에서 제시된 복소 모드 진폭을 

수치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1( ) exp ( ) .j j

n n n j nA R B il R r k− = − ×    (IV.25) 

 

그림 IV-6는 계측한 지점의 거리가 음원에서부터 51 km 일 때, b  

계열 모드의 에너지와 ISWr 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다. 파란색 실선은 

모든 모드의 기여도를 합하여 구한 모드 에너지, 빨간색 일점 쇄선은 t

계열 모드의 기여도만을 이용하여 구한 모드 에너지 성분이며, 검정색 

대시선은 식 (IV.24)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수함수적 증가 경향을 

나타낸 식이다. ISWr 가 충분히 클 때, 모든 모드의 기여도를 합하여 얻은 

결과(파란색 실선)가 t 계열 모드들의 기여도를 합하여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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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빨간색 일점 쇄선)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결과들이 연성모드 방정식을 통해 얻은 결과인 [ ]exp 2 b ISWrα  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드 번호가 큰 결과들에서는 초기에 t 계열 

모드들의 기여도가 작기 때문에, 지수함수 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위해 

내부 고립파가 음원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야 한다. 또한, t 계열 모드의 

기여도는 ISWr 에 따라 진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해당 환경과 

주파수에서는 t 계열 모드가 2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식 (IV.24)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진동항은 오직 하나의 파수 성분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일 진동항의 진동수는 1,2 2 1k k k= −  의 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다. 위 결과를 통해 연성모드 방정식은 모드 에너지의 증가 경향 및 

진동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V-6. 해저면과 상호작용하는 모드 에너지와 ISWr  의 관계. (a) 4번째 모드, 

(b) 9번째 모드, (c) 14번 모드, (d) 20번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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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두 모드 접근법(two-mode approach) 을 이용한 비상관 
잔향음 모델링 
 

본 절에서는 수치적 잔향음 모의 결과의 해석을 위하여 연성모드 

방정식을 통해 구한 모드 에너지를 이용하여 잔향음을 모의하였다. 이 

때, 결과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두 개의 모드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단순화시킨 두 모드 접근법(two-mode approach)을 도입하였다. 먼저 

내부 고립파가 없는 환경에 대해서 잔향음을 모델링 하고,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 대해 잔향음을 모델링하고, 이 두 결과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때, 단상태 잔향음에 대하여만 모의하였다.  

두 모드 중 한 모드는 채널 내에 갇힌 모드이며, t로 표기하였으며, 

다른 하나의 모드는 해저면과 상호작용 하는 모드로, b 로 표기하였다. 

t  모드의 경우, 해저면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0.tα =   (IV.26) 

 

 ( ) ( ) 0,t b t bz zφ φ ±= =   (IV.27) 

 

이 때, bz 는 해저면 산란체가 위치한 깊이이며, 입사/산란 음장에 대한 

함수는 
2 2

1 1
( ) 1 ( )

2
b

n b n

n z z

z z
zi k k

φ φ±

=

 ∂ = ±
 ∂− 

로 정의되고, 는 음향 

파수, 은 해당 도파관에서 n번째 모드의 파수를 가리킨다.  

거리 R에 위치한 단위 면적 에 해당되는 비상관 잔향음을 모드 

표현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

( , , , ) ( , , ) ( , , ) ,mn s r b m s b n b rRL z z z R P z z R P z z R+ −Δ = ×  (IV.28) 

 

 ,( , , ) ( , ) ( ) ,m s b m s m b i mP z z R A z R z gφ+ +=   (IV.29) 

 

 ( , , ) ( , ) ( ),n r b n b n rP z z R A z R zφ− −=   (IV.30) 

 

k

nk

A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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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 , , )m s bP z z R+ 는 음원으로부터 거리 R 만큼 떨어져 있는 

산란체에서 계측된 입사 음장의 m 번째 모드이며, ( , , )n b rP z z R− 는 

산란체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수신기에서 계측된 산란 음장의 

n 번째 모드로, 
( ) ,

( )
( ,0) 2 n b

n b s n
b

z
A z i g

z

φπ
ρ

−
− =  이다. 단위 면적은 

극좌표계에서 ( )dA R r dθ≈ Δ 로 주어진다. 

 

2.2.1.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잔향음 
 

그림 IV-7(a)와 같이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해저면 잔향음은 b 모드의 기여도만 존재한다. 가역성(reciprocity)에 

의해 ( , , ) ( , , )m b r m r bP z z R P z z R− −= 을 만족하며, 식 (IV.27)을 고려할 때, 

단위 산란체에 의한 비상관 잔향음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2
2 2

2

( , ) ( , )1
( , , ) ( ) ( ) ,b s b r

bb s b b b bb b b
b b

A z R A z R
RL z z R z z

R k k
φ σ φ+ −Δ = × ×  

 (IV.31) 

 

이 때, 모드 에너지의 관계식인 
2 2

( , ) ( ,0) exp( 2 )m s m s mA z R A z Rα= − 와 

2
( ,0) ( )

( )m s m s
s

A z z
z

π φ
ρ

=  를 이용하여 식 (IV.31)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2 4
2 2

2 2 2,

( )2
( , , , ) ( ) ( ) ,

bR
b s

bb s s b b b bb n bISW X
w b

z e
RL z z z R z z

k R

αφπ φ σ φ
ρ

−
+ − 

Δ = × × × 
 

 

 (IV.32) 

 

여기서 ( )s wzρ ρ= 이다. 식 (IV.32)은 방위각에 대하여 독립적이며, 

그림 IV-7(a)의 고리 모양으로 나타난 면적 AS 에 대해 적분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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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

1, ,

( , , , ) ( , , , )

( , , , )

2 ,

A

b

bb s s b bb s s bISW X ISW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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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s s b ISW X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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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 z z z R RL z z z R dA

RL z z z R R rd

e
C r

R

π

α

θ

π
−

= Δ

= Δ Δ

= × × Δ



  

 (IV.33) 

 

여기서  

 

42
2 2

1, , 2 2

( )2
( ) ( ) .

b s

ISW X b b bb b b
w b

z
C z z

k

φπ φ σ φ
ρ

+ − 
= × × 
 

  (IV.34) 

 

 
그림 IV-7. 잔향음 계산 시, 각 환경 별 평면도 및 거리 R 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적분 면적. (a)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환경 및 적분 면적 

AS , (b) 내부 고립파가 존재할 때의 환경 및 내부 고립파의 영향을 받는 적분 

면적 BS , (c) 내부 고립파가 존재할 때의 환경 및 내부 고립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분 면적 CS . 대시선과 겹쳐져 있는 빨간 상자는 직선의 파면을 갖는 

내부 고립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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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8. 두 모드 접근법에서의 음파전달에 대한 도해. (a) 전방 음파전달, (b) 

후방 산란. 

 

2.2.2.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잔향음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잔향음을 해석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두 가지 가정을 하였다. 첫 번째 가정은 내부 고립파의 파면이 

그림 IV-7(b), (c)와 같이 같이 직선이며, 두 번째로 능동 소나 시스템 

운영 시, 내부 고립파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림 IV-8(a)의 전방 음파전달의 경우, 해저면 산란체에 입사되는 

음압은 b 모드만 작용하는데, 이는 식 (IV.27)과 같이 t 모드의 모드 

함수가 해저면에서 0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내부 고립파의 존재로 인한 

모드 연성으로 인해 변화된 에너지를 갖는 b 모드(실선)와 t 모드에서 

에너지가 전달된 b모드(대시선)가 존재한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0r

에 대한 진동을 무시한 경우, R 이 0r 보다 클 때 b 모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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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오른쪽 식의 첫 번째 항은 t 모드의 기여도를, 두 번째 항은 b

모드의 기여도를, 세 번째 항은 t 모드와 b 모드의 곱의 형태로 표현된 

기여도를 가리키며 0exp( )brα 에 비례한다. 이를 활용하여 구한 입사 

음장의 제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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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36) 

 

이 때, 식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0exp( )brα 과 연관된 항을 무시하였다. 

그림 IV-8(b)는 후방 산란의 경우의 음파전달에 대한 도해이다. 

해저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산란체에서 출발한 음파는 해저면 

깊이에서 모드 함수의 값이 존재하는 b 모드로만 구성되어 있다. b

모드의 에너지가 내부 고립파가 있는 영역에 도달 한 뒤, 모드 연성을 

통해 각각 t 모드와 b 모드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단상태 잔향음의 경우, 산란체와 내부 고립파 사이의 수평 거리는 0R r−  

이다. b모드에서 전달된 t모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0
2 22 ( )2 2

0( , ) ( ) ( ,0) ,b R r
t s tb b sA z R Z e A zαη − −− −=   (IV.37) 

 

그리고, 내부 고립파를 지난 후 b모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2 222 2

0( , ) ( ) ( ,0) .bR
b s bb b sA z R Z e A zαη −− −=   (IV.38) 

 

이 경우, 비상관 산란 음장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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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39) 

 

식 (IV.36)과 식 (IV.39)을 이용하여 유도한 잔향음을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하였다. 먼저, 식 (IV.36)의 0exp( )brα  

항을 무시하였다.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경우의 입사 음장과 산란 

음장의 모드 에너지 비교를 통해 가역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잔향음 유도를 단순화 하기 위해 기여도가 낮은 항인 0exp( )brα
를 무시하여 가역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였다. 해당 상황에 대한 가역성 

성립 여부에 대한 설명은 부록 3에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음원의 

깊이와 산란체 깊이에서의 밀도를 ( ) ( )s b wz zρ ρ ρ= =  로 동일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내부 고립파의 수평 길이가 충분히 작아, 내부 

고립파를 통과할 때의 모드 감쇠율의 효과를 무시하여, mn nmZ Z≈ 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tk 와 bk  의 차이가 작다고 하여 t bk k≈ 를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들을 토대로 식 (IV.36)과 식 (IV.39)의 

형태가 동일하게 된다. 식 (IV.28), 식 (IV.36)과 식 (IV.39)을 

이용하여 해저면 산란체에 의한 잔향음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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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40) 

 

첫 번째 항인 
1

( , , , , )bb s s bRL z z z R θΔ 은 내부 고립파의 잔향음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이는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잔향음 

결과인 식 (IV.32)에 나타나지 않는 t 모드의 기여도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때, 내부 고립파의 영향을 받는 영역인 BS 는 그림 

IV-7(b)에 나타나 있다. 이 영역은 방위각 [ ]( ), ( )ISW ISWR Rθ θ− 이며, 

1( ) cos ISW
ISW

r
R

R
θ −  =  

 
로 정의 된다. 두 번째 항인 

2
( , , , )bb s s bRL z z z RΔ 은 

b 모드의 기여도만으로 구성된 항이다. 이 때 적분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tb bbZ Z≈ 를 가정하였다. 거리 R 에서의 적분 면적은 그림 IV-7(c)의 

CS 로 표현되며 방위각 [ ]( ), 2 ( )ISW ISWR Rθ π θ− 로 구성된다. 

식 (IV.40)의 첫 번째 항을 영역 BS 에 대해 적분하여 얻은 잔향음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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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41) 

 

식 (IV.40)의 두 번째 항을 영역 CS 에 대해 적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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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42) 

 

거리 R 에서 고리 모양의 영역의 해저면 잔향음 

( , , , )bb s s b ISW
RL z z z R 은 식 (IV.41)과 식 (IV.42)을 합하여 얻을 수 

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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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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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IV.43)의 첫 번째 항 중, 거리 R에 대한 식을 ( )D R 로 두었다. 

( )D R 은 내부 독립파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해저면 잔향음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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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46) 

 

각 산란체의 기여도는 방위각에 대해 의존적으로, 이는 각 산란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모드 에너지가 그림 IV-7(b)에 묘사된 것과 

같이 거리 secISWR r θ− 에 대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때, 

secISWR r Rθ− < 로 내부 고립파의 영향을 받는 산란체의 b 모드 

에너지는 내부 고립파가 없을 때에 비하여 적은 거리에 대한 손실을 

겪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산란체에 의해 

잔향음이 증가한다. 

 

그림 IV-9. 정규화한 ( )D R 과 각 요소 별 시간에 대한 경향성.  

 

( )D R 은 잔향음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IV-9에 정규화한 ( )D R , ( )D R 의 적분 

파트와 감소 파트의 시간에 따른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위 모의 

결과에서, 0.5R ct= , c=1,500 m/s을 통해 시간 종속성을 나타내었으며, 

ISWr =20 km, bα =4e-5 Np/m 이며 이는 그림 IV-5(b)의 7번째 

모드의 모드 감쇠율이다. 첫 번째, ( )D R 은 극점을 갖는데, ( )D R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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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 파트는 거리에 따라 증가하지만, 감소 파트 
4 b Re

R

α−

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R 이 충분히 클 때, 적분 파트의 증가로 인하여 
4

( )
bRe

D R
R

α−

> 을 만족한다. 감소 파트는 일반적인 단상태 잔향음의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로 인해, ( )D R 은 내부 고립파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장거리에서의 잔향음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3. 잔향음 수치 모의 결과 해석 
 

본 절에서는 IV.1.1절에서 소개한 수치적 기법인 단방향 연성모드법 

을 통해 모의한 잔향음의 결과를 IV.2.2절의 두 모드 접근법 기반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 때, IV.1.1절의 결과를 수치적 모의 결과로, 

IV.2.2절의 결과를 해석적 모의 결과로 표기하였다. 또한 내부 고립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들과 내부 고립파 군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민감도를 수치적 기법을 이용해 시험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3.1. 잔향음의 수치적 모의 결과와 해석적 모의 결과와의 
비교 및 해석 
 

수치적 모의 결과와 해석적 모의 결과의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식 

(IV.33)의 1, ,ISW XC , 식 (IV.43)의 1,ISWC , 2, ISWC 의 값을 1로 두었다. 

, c =1,500 m/s을 통해 시간 종속성을 나타내었으며, bα 는 

4e-5 Np/m 로 두었다. 해석적 모의 결과는 그림 IV-10(a)에 

나타내었다. 내부 고립파가 음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잔향음의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ISWr =20 km 일 때, 마치 혹과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IV-3(d)의 수치적 모의 결과의 경향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0.5R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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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0. ISWr 의 변화에 대한 해석적 잔향음 모의 결과. (a) 정규화한 잔향음, 

(b) ( )D R 에 의한 추가적인 잔향음 항에 의한 효과. 

 

그림 IV-10(b)는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 )D R 에 의한 

효과를 내부 고립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란체에 의한 잔향음 

결과(파랑색 실선)와 비교하였다. ISWr =20 km 의 경우와 같이, ( )D R 의 

극점이 도달하는 시간 대에서 ( )D R 의 값이 내부 고립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란체에 의한 잔향음 결과보다 클 때, 혹 형상의 특이한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 )D R 을 통해 예상한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그림 IV-10(b)에서 ISWr =  20 km 의 ( )D R  결과와 

같이, 내부 고립파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잔향음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음원 기준으로 

산란체 위치가 멀어질 수록, t모드 에너지가 b모드 에너지에 비해 크고, 

내부 고립파의 영향으로 전환된 b 모드 에너지가 기존의 b 모드 

에너지에 비해 크게 나타나 잔향음의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의 결과를 통해, 두 모드 접근법은 잔향음 수치 모의 결과의 

경향을 잘 모의하며, 내부 고립파로 인해 발생하는 잔향음의 증가를 t

모드에서의 에너지 전달로 인한 b모드의 에너지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3.2. 내부 고립파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 해석 
 

내부 고립파의 형상이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부 고립파에 관련된 파라미터 중, 특성 길이( L ), 진폭( 0η ), 음원 
깊이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음원 주파수는 4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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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도파관의 특성은 그림 IV-3(a)~(c)와 동일하다.  

먼저, L 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0η =15 m, ISWr =10 km으로 

두고 L=20 m, 100 m, 1,000 m 에 대한 계산한 결과를 그림 IV-11에 

나타냈다. 

 

 

 
그림 IV-11. L의 변화에 대한 잔향음 결과 및 산란체 별 기여도. (a) L에 따른 
잔향음 레벨, (b) L=20 m 에서의 잔향음 기여도, (c) L=1000 m 에서의 잔향음 
기여도. 

그림 IV-11(a)는 세 경우에 대해 잔향음 레벨을 나타냈다. L

=100 m 일 때, 세 경우 중, 잔향음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른 두 경우는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잔향음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모드 연성과 L에 대한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32] 그림 IV-11(b)는 L=20 m 에서의 잔향음 기여도로, 무효화 

효과(cancellation effect)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이 너무 작아 모드 

위상의 변화가 미미할 때, 모드 연성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림 IV-11(b)의 결과를 L =100 m일 때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IV-4(c)와 비교하였을 때, 기여도의 변화가 작음을 통하여 무효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1(c)는 L =1,000 m에서의 잔향음 

기여도로, 단열성 거동(adiabatic behavior)을 확인할 수 있다. 단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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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은 L 이 충분히 커서 수평방향 음속 구배가 약하게 나타날 때 

나타나며, 모드 연성 결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직 방향 음향 

에너지의 변동이 적게 나타난다. 이는 그림 IV-11(c)의 기여도가 L

=100 m일 때인 그림 IV-4(c)보다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그림 IV-4(a)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L 의 크기가 잔향음의 크기를 뚜렷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2은 0η 의 변화에 따른 잔향음 레벨 결과를 비교하였다. 

0η 이 클 수록 내부 고립파의 유무에 따른 음속 분포도 차이를 크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드 연성이 강하게 나타나 잔향음의 증가 경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0η 의 증가에 따라 잔향음의 

증가량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난다. 식 (IV.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음속 분포도의 차이가 ( )H z 를 적분하는 

식에 포함되어 있어 모드 에너지와 잔향음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잔향음의 증가가 진폭의 증가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V-12. 내부 고립파의 진폭에 대한 잔향음 레벨 비교. 

 

다음으로 음원의 깊이가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림 IV-13(a)는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그림 IV-13(b)는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음원의 깊이에 따른 잔향음 레벨 

비교를 나타낸다. sz = rz =40 m (빨간색 대시선)로 채널 축에 위치할 때, 

그림 IV-13(a)와 그림 IV-13(b)의 잔향음 레벨의 차이가 크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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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의 경우, t 모드 중 첫 번째 모드의 기여도가 지배적이며, 이 경우 

그림 IV-5(a)에 묘사된 것처럼 z < 20 m, z > 60 m 구간에서 
( ) 0t szφ ≈ 를 만족한다. 음원이 채널 축 바깥에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경우, 위의 특성에 의해 식 (IV.44)의 1,ISWC 이 거의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해당 환경의 잔향음은 음원/수신기의 깊이에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원의 깊이는 이러한 환경에서 잔향음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IV-13. 음원 깊이의 변화에 따른 잔향음 레벨 비교. (a)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잔향음 레벨, (b)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잔향음 레벨. 

 

또한, 해저 매질의 성질에 따라서도 잔향음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해저 매질의 특성에 따라 해저면 반사 계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해저면 잔향음의 준위가 달라진다. 앞선 예제에서 사용한 해저 

매질은 모래(sand)와 특성을 지니며, 밀도가 큰 편이고 음속이 빠른 

편이다. 해저면이 모래일 때의 결과를 진흙(mud), 토사(silt)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때 진흙의 밀도는 1500 kg/m3, 음속은 1520 

m/s, 감쇠율은 0.0526 dB/m 를 이용하였으며, 토사의 밀도는 1700 

kg/m3, 음속은 1575 m/s, 감쇠율은 0.2540 dB/m 를 이용하였다.[90] 

이 때 바닥 매질의 임피던스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모래, 토사, 진흙 순으로 반사가 잘 일어난다. 따라서 진흙과 같은 

환경에서는 잔향음이 약하게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IV-14는 수치적 방법을 통해 얻은 해저 매질에 따른 잔향음을 비교한 

결과이다. 진흙과 같이 감쇠가 잘 일어나는 해저면에서 내부 고립파에 

의한 잔향음의 증가량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진흙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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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에 의한 손실이 큰 환경에서, 해저면에 의해 손실된 b  모드 

에너지와 채널 내에 갇혀 있다 전환된 b 모드 에너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통해, 진흙으로 주로 구성된 천해 환경의 경우, 

잔향음의 크기가 작을거라 예상하고 그 영향을 배제하기 쉬우나 내부 

고립파에 의해 잔향음이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여 능동 소나 시스템의 

계측값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IV-14. 해저 매질에 따른 잔향음 경향 비교. 

 

마지막으로 내부 고립파가 군(packet)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 

대해서 계산하고, 내부 고립파 군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일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해보았다. 내부 고립파 군의 형상은 그림 

IV-15(a)와 같이 3개의 내부 고립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내부 

고립파의 특성은 1L =20 m, 1η =15 m, 2L =60 m, 2η =12 m, 3L =100 

m, 3η =10 m 이다.  계산 결과는 그림 IV-15(b)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군을 이루고 있을 때의 잔향음 레벨 결과가 각각의 내부 

고립파가 한 개씩만 존재할 경우에 비해 더 크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내부 고립파에 의한 잔향음은 작은 특성 길이로 인한 

무효화 효과가 발생하여 증가효과가 작게 나타나지만, 더 큰 특성 

길이를 갖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내부 고립파가 모드 연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모드 연성은 내부 고립파 군의 형상과 많은 연관이 

있으므로,[37] 다른 형상의 내부 고립파 군에 대해서는 잔향음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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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5. 내부 고립파 군이 존재할 때의 잔향음. (a) 내부 고립파 군의 형상, 

(b) 내부 고립파 군이 존재할 때와 각각 하나의 내부 고립파만 존재할 때의 

잔향음 레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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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AVEX15의 수중음향채널이 관측된 천해 환경에서 

해양 현상에 의한 음속 분포도의 변동 및 수신기 위치 변화가 음향 

변동과 비상관 잔향음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로, 조류, 내부 고립파, 내부 조석파가 수층의 변동을 주로 

일으킨다고 가정하고, SAVEX15에서 계측한 결과를 통해 각각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정성적인 분석 방법으로, 계측한 시간-

파면의 경향을 음선 추적 기법을 통해 모의한 결과와 비교하고, 

정량적인 분석방법으로 도달한 음향 신호의 구조를 신호 선단부와 

도심의 도달 시간, 사분위수 범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류의 경우, 유향에 따라 수직선배열이 기울고, 거리 독립적으로 

상대 음속이 바뀐다고 가정하였다. 실험 데이터에서 관측된 시간-

파면의 곡률 변화 및 신호 선단부의 도달 시간 변화를 통해 유추한 

유향과 선박의 표류를 통해 유추한 유향이 일치하였다. 

내부 고립파로 인해 음속 분포도가 시간에 따라 거리 종속적으로 

변동함을 가정하고, 계측한 음속 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내부 고립파의 

위치와 그 시간대를 유추하였다. 유추한 내부 고립파 정보를 시간-

파면을 모의 시 반영하고, 계측한 시간-파면과 정성적으로 비교하여 

내부 고립파로 인해 굴절 음선들의 도달 시간이 변동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측 데이터를 도심과 사분위수 범위와 같은 도달 시간 관련 음향 

파라미터를 통해 정량화하여, 시간에 따른 파라미터들의 변동이 내부 

고립파가 음파전달에 영향을 주는 시간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내부 조석파의 경우, 내부 조석파의 파장이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에 비해 커서, 조석 주기로 거리 독립적인 음속 분포도 변동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내부 조석에 의한 음향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파라미터를 통해 정량화하였다. 내부 조석으로 인한 수중음향채널의 

하단부의 크기 변동을 등온선을 통해 나타내고, 이 때의 채널 하단부의 

음향 에너지 집속 정보의 변화를 도심의 도달시간 변동을 통해 

나타내었다. 두 파라미터의 비교를 통해 두 파라미터의 경향이 유사하고, 

같은 주기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거리 종속 음속 분포도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수중음향채널에 집속된 에너지가 산개될 수 있음에 

착안하여, 내부 고립파에 의한 해저면 잔향음의 경향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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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모드법을 이용한 수치적 방법을 통해 모의하고, 그 결과를 해석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성모드 방정식을 통해, 바닥과 상호작용하는 

모드의 에너지의 내부 고립파의 위치에 따른 변화 경향이 수치적으로 

구한 모드의 에너지 변화 경향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성모드 

방정식을 통해 얻은 모드 에너지를 두 모드 접근법에 적용하여 해석적 

결과를 얻었다. 해석적 결과와 수치적 결과의 비교를 통해, 내부 

고립파의 영향으로 증가한 바닥과 상호작용하는 모드의 에너지로 인해 

해저면 잔향음이 증가함을 설명할 수 있었다. 내부 고립파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를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 바닥에 

상호작용하는 에너지는 채널 내에 음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모드 

연성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특성 길이를 가질 때, 큰 진폭을 

가질 때 잔향음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저면 반사 

손실이 큰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잔향음의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부 고립파가 군을 형성하고 있을 때 잔향음의 

증가 폭이 내부 고립파가 단독으로 있을 때와 다르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음향학적, 해양학적, 수중 통신 및 군사 작전 수행시의 

기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학문적으로 이전에 흔히 

관측되지 않은 천해에서의 수중음향채널 구조가 형성되었을 때 

음파전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법들은 

여러 해양 환경 현상으로 인한 음속 분포도의 변화와 고주파수 음향 

변동의 연관성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SAVEX15의 계측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연구를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논문이 밝힌 음향 변동과 해양 현상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음향 신호의 

계측을 통한 해양 현상의 원격 탐사 기법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수중 통신 시, 해양 현상이 고주파수 음향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해당 해역에서 통신 시스템 운용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해당 환경에서의 능동 소나 시스템의 운용 

시, 음향 변동과 잔향음의 경향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측한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 고주파수 음향데이터의 에너지의 경우, 음파전달 

모델의 특성 상 모의하기 어려워, 계측된 음향 에너지와의 비교 분석이 

미흡하였다. 저주파수 음향 신호로는 이동하는 송신기에서 송신한 

저주파수 신호를 계측한 자료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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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에너지를 분석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 예상된다. 음향에너지를 

모의하는 경우, 밀도, 음속, 감쇠율과 같은 해저 지질 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주파수 대역 별 해저 지질 특성에 대한 역산을 먼저 

수행하여 해저 지질 특성을 추정해야 한다. 환경 특성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음향 에너지 모의가 가능해 질 때, 음향 에너지와 해양 

현상과의 연관성을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잔향음의 변동 현상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모의 결과와 그 

해석만 제시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측 잔향음을 얻기 

위한 실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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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음원 신호 보상 기법 
 

1.1. 음원 신호 보상 기법 유도 
 

서로 다른 음원 신호를 사용하였을 때의 에너지를 동등하게 

비교하기 위해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서로 다른 음원 

신호를 이용하여 계측한 값을 비교할 때, 계측 신호에 음원 신호의 

에너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음원 레벨을 이용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준다. 몇 가지 가정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 기법을 통해, 계측 결과에서 

충격 응답(impulse response)의 에너지를 음원 신호의 형태과 관계없이 

얻을 수 있다.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충격 응답 ( )h t 이 델타 함수(delta function)로 표현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1

( ) ,
N

i i
i

h t a tδ τ
=

= −   (A.1) 

 

이 때, N 은 다중 경로 개수이고, 
ia 는 i번째 다중 응답의 크기, 

iτ

는 i번째 다중 응답의 지연 시간이며, 충격 응답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2

1

( ) ,
N

i
i

h t dt a
=

=   (A.2) 

 

(A.1)의 충격 응답 표현식을 이용하여 계측 신호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1

( ) ( ) ( ) ( ) ( ),
N

i i
i

p t h t s t n t a s t n tτ
=

= ∗ + = − +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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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 )s t 는 음원 신호, ( )n t 는 계측된 소음이다. 음원 신호를 

이용한 정합 필터(matched filter)를 처리한 결과, 소음의 영향을 충분히 

감소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정합 필터 결과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 

된다. 

 

 ( )
suppressed

1

( ) ( ) ( )

( ) ( ) ( )
N

i i
i

mf t p t s t

a s t s t n t s tτ
=

= ∗ −

= − ∗ − + ∗ −


( )
1 1

( ) ( ),
N N

i i i ss i
i i

a s t s t t dt a R tτ τ
= =

′ ′≈ − + = + 

  (A.4) 

 

이 때, ( )mf t 는 정합 필터를 적용한 계측 신호이고, ( )ss iR t τ+  는 

음원 신호의 자기상관함수로, 0it τ+ =  일 때 가장 큰 값을 지니고, 

0에서 멀어질 수록 급속도로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는 특징을 

가진다. ( )mf t 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2
2

1

22

1 ( )

( ) ( )

( ) ( ) ( ) ,

N

i ss i
i

N

i ss i i j ss i ss j
i i i j j

mf t dt a R t dt

a R t dt a a R t R t dt

τ

τ τ τ

=

= ≠

 = +  

= + + + +

 

   
 

 (A.5) 

 

이 때, 자기상관함수의 특징을 이용하여, 

 

 ( ) ( ) 0,ss i ss jR t R t dtτ τ
∞

−∞
+ + ≈   (A.6) 

 [ ] [ ]2 2
( ) ( ) ,ss i ssR t dt R t dtτ

∞ ∞

−∞ −∞
+ =    (A.7) 

 

을 가정할 수 있다. 식 (A.6)의 경우 자기상관함수 ( )ss iR t τ+ 는 

0it τ+ = 에서만 값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는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식 (A.7)의 경우, 적분 구간의 길이가 충분히 커서 0it 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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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시간을 포함할 때 성립한다. 

식 (A.5)에 가정을 나타내는 식 (A.6)과 식 (A.7)을 적용할 때, 

대각성분들만 남아 ( )mf t 의 에너지는 다음 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 

 

 [ ] [ ]2 2 2

1

( ) ( ) .
N

ss i
i

mf t dt R t dt a
=

≈ ×    (A.8) 

 

식 (A.2)과 같이 충격 응답의 에너지를 나타내기 위해, 식 (A.8)에 

음원 신호의 에너지를 보상해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

( )
( ) .

( )ss

mf t
p t

R t dt
=


   (A.9) 

 

이러한 특성은 주변 소음이 없으며, 각 다중 경로 간의 도달 시간 

차이가 펄스 신호 길이보다 길어 겹치는 신호들이 없을 때, 위 방법을 

통해 획득한 충격 응답의 에너지가 음원 신호와 관계없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수치 실험 결과 
 

결과를 해석 하기 위해 세 경우에 대한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각 1) 소음이 없고, 다중 경로를 나타내는 신호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 

2) 소음이 없고 다중 경로를 나타내는 신호들이 중첩되는 경우, 3) 백색 

가우시안 소음(white Gaussian noise; WGN)이 존재하고, 다중 경로를 

나타내는 신호들이 중첩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수치 실험 시에 사용한 음원 신호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SAVEX15에서 이용한 M계열 신호와, LFM 신호를 이용하였다. 각 

신호의 자기상관함수를 그림 A-1에 표기하였으며, 각 자기상관함수의 

적분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M계열 신호를 MLS로 표기하였다. 이 때, 

각 음원 레벨은 0 dB로 동일하며, MLS의 신호 길이는 0.0511 s, LFM의 

신호 길이는 0.06 s이다. 이 때 각 음원 신호의 자기상관함수를 적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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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MLS

2

ss,LFM

( ) 5.7405 09,

( ) 8.9695 09.

R t dt E

R t dt E

= −

= −




  (A.10) 

 

두 음원 신호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원 레벨을 

가지더라도 자기상관함수의 형상과 적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A-1. LFM과 M계열 신호의 자기상관함수 형상. (a) 자기상관함수, (b) 

확대한 자기상관함수. 

 

1.2.1. 소음이 없으며, 신호들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소음이 없으며, 충격응답을 구성하는 다중 경로의 지연 시간의 

길이가 각 신호의 길이보다 길어, 신호들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수치 실험을 수행했다. 이 때, 충격응답의 표현은 다음 식과 

같으며, 충격응답의 에너지는 14이다. 

 

 ( ) 1 ( 0.1) 2 ( 0.2) 3 ( 0.3).h t t t tδ δ δ= × − − × − + × −   (A.11) 

 

이 때, 충격응답의 시계열 신호는 그림 A-2(a)와 같으며, 그림 A-

2(b)는 계측 신호를 나타내고, 그림 A-2(c)는 정합 필터를 적용한 

계측 신호에 음원 신호 보정 기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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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소음이 없으며, 신호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의 적용 결과. (a) 충격 응답 신호 모의 결과, (b) 이 때의 계측 신호, (c)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을 적용한 정합 필터 적용 결과. 

 

각 계측 신호에 정합 필터 처리를 한 결과를 
[ ]
[ ]

2

MLS

2

LFM

( )
0.64

( )

mf t dt

mf t dt
=


와 같이 비로 나타낼 때,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을 적용한 결과, [ ]2

MLS ( )p t dt   

=14.0000, [ ]2

LFM ( )p t dt  =14.0000로 두 결과가 서로 일치하며, 그 

값은 충격응답의 에너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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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소음이 없으며, 신호들이 중첩되는 경우 
 

소음이 없으나, 신호들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의 충격응답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된다.  

 

 ( ) 1 ( 0.01) 2 ( 0.02) 3 ( 0.03).h t t t tδ δ δ= × − − × − + × −  (A.12) 

 

이 때의 충격응답을 그림 A-3(a)에 나타냈다. 그림 A-3(b)는 각 

계측 신호를 나타낸 결과이며, 각 계측 신호에 정합 필터 처리를 한 

결과의 에너지 비를 
[ ]
[ ]

2

MLS

2

LFM

( )
0.6315

( )

mf t dt

mf t dt
=


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두 신호의 에너지값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A-3(c)와 같이 정합 필터 처리를 한 계측 신호에 음원 신호 보정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 ]2

MLS ( )p t dt  =13.8115, [ ]2

LFM ( )p t dt 

=13.9976과 같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도, 각 계측 신호에 대해음원 

신호 보상 기법을 적용한 결과의 값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며, 그 값이 충격응답의 에너지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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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소음이 없으며, 신호가 중첩되는 경우에 대한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의 

적용 결과. (a) 충격 응답 신호 모의 결과, (b) 이 때의 계측 신호, (c)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을 적용한 정합 필터 적용 결과. 

 

1.2.3. 백색 가우시안 소음이 존재하고, 신호들이 중첩되는 
경우 

 

백색 가우시안 소음이 존재하고, 신호가 중첩되는 경우의 결과를 

그림 A-4에 나타냈다. 이 때의 충격응답은 식 (A.12)과 그림 A-

3(a)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 때, 충격 응답을 구성하는 다중 경로 간의 

지연 시간 차이는 각 펄스의 길이보다 짧으며, 충격 응답의 에너지는 

14이다. 가우시안 소음의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0.5으로 두었다. 이 

때의 계측 신호는 그림 A-4(b)와 같이 나타난다. 각 계측 신호에 정합 

필터 처리를 한 결과의 에너지 비를 
[ ]
[ ]

2

MLS

2

LFM

( )
0.6213

( )

mf t dt

mf t dt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두 신호의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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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A-4(c)와 같이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 ]2

MLS( )p t dt  =14.2410, [ ]2

LFM( )p t dt  =14.6704과 같이 나타난다.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을 적용한 결과의 값이 서로 비슷하며, 그 값이 

충격응답의 에너지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A-4. 백색 가우시안 소음이 있으며, 신호가 중첩되는 경우에 대한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의 적용 결과. (a) 충격 응답 신호 모의 결과, (b) 이 때의 계측 

신호, (c) 음원 신호 보상 기법을 적용한 정합 필터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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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성 행렬 유도 
 

본 장에서는 IV.1.1절에서 사용한 단방향 연성모드법에 쓰이는 연성 

행렬을 유도하였다. 먼저 양방향 연성모드법의 유도에서부터 시작하여, 

후방 산란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가정할 때 성립하는 단방향 

연성모드법의 연성 행렬을 유도하였다.[90] 표기는 본문과 달리, 

Evans[102]의 결과식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2.1. 양방향 연성모드법 
 

거리 방향으로 N개의 구간으로 나뉜 2차원 축 대칭 환경에서, 

연속적인 모드의 기여를 무시할 때, 음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 ) ( ) ( ) ( )

1

ˆ ˆ( , ) 1 ( ) 2 ( ) ( ),
M

j j j j j j
m m m m m

m

p r z a H r b H r zφ
=

 = +    (B.1) 

  

 

이 때, ˆ1, 2H  는 한켈 함수(Hankel function)의 비로, 수치해석 시 

발산을 막기 위해서 도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 )
(1)
0

(1)
0 1

ˆ1 ( ) ,
j

rmj
m j

rm j

H l r
H r

H l r −

=   (B.2) 

 

 
( )
( )

(2)
0

(2)
0

ˆ 2 ( ) ,
j

rmj
m j

rm j

H k r
H r

H k r
=   (B.3) 

 

j 번째 경계면에서 음압의 연속성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 식이 모든 

z에 대해 성립해야 한다. 

 

( 1) ( 1) ( 1) 1 ( ) ( ) ( ) 1
1 1

1 1

2 ( ) ( ) 1 ( ) ( ).
M M

j j j j j j j j
m m m j m m m j m m

m m

a b H r z a H r b zφ φ+ + + + +
+ +

= =

   + = +      

 (B.4) 

식 (B.4)의 양변에 다음의 연산자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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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
( )

( )

j
n

j

z
dz

z

φ
ρ

+

+⋅   (B.5) 

 

m번째 성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이 때 모드의 직교성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 ( 1)

( 1)

( ) ( )
,

( )

j j
m n

nmj

z z
dz

z

φ φ δ
ρ

+ +

+ =   (B.6) 

 

연산자를 식 (B.4)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 1) ( 1) ( ) ( ) ( )
1 1

1

2 ( ) 1 ( ) , 1, , ,
M

j j j j j j
m m m j m m j m lm

m

a b H r a H r b c l M+ + +
+ +

=

 + = + =     

 (B.7) 

이 때, 

 
1

( 1)

( ) ( )
.

( )

j j
n m

nm j

z z
c dz

z

φ φ
ρ

+

+=    (B.8) 

 

행렬 형태로 이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1) ( 1) ( 1) ( 1) ( 1) ( ) ( )
2 1 .j j j j j j j+ + + + ++ = +a H b C H a b   (B.9) 

 

 

다음으로, 경계면에서 입자의 거리 방향 속력이 연속성을 만족해야 

한다. 거리 방향 속력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 )

( ) ( ) ( ) ( ) ( ) ( )
( ) ( )

1

1 ( , ) 1
1 ( ) 2 ( ) ( ).

j M
j j j j j j

rm m m m m mj j
m

p r z
l a H r b H r z

r
φ

ρ ρ =

∂  − ∂   

 (B.10) 

 

이에 다음 연산자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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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j
n z dzφ +⋅   (B.11) 

 

아래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1) ( 1) 1 ( ) ( ) ( )2 ( ) 1 ( ) , 1, , ,j j j j j j
n n m j m m j m nma b H r a H r b c n M+ + +  − = − =     

 (B.12) 

이 때, 

 

 
( ) 1

( 1) ( )

( ) ( )
ˆ .

( )

j j j
rm n m

nm j j
rn

l z z
c dz

l z

φ φ
ρ

+

+=    (B.13) 

 

이를 행렬 형식으로 표현하면, 

 

 ( )( 1) ( 1) ( 1) ( 1) ( 1) ( ) ( )
2 1

ˆ .j j j j j j j+ + + + +− = −a H b C H a b   (B.14) 

 

식 (B.9)와 식 (B.14)를 이용하여 ( 1)j+a , ( 1)j+b 에 대해 행렬 식을 

정리하면, 

 

 
( ) ( )( 1) ( )
1 2
( ) ( )( 1) ( )
3 4

,
j jj j

j jj j

+

+

    
=     

    

R Ra a
R Rb b

  (B.15)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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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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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 C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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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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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방향 연성모드법 
 

양방향 연성 모드법은 정확하지만 계산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 산란(single scattering)을 가정하여 고차 

다중 산란을 무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단방향 연성모드법을 유도할 

수 있다. 

식 (B.15)의 경우에서 단일 산란을 가정하면, (j)번째 경계면에서 

후방 산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 1)j+ =b 0  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 ) 1 ( )
4 3 ,j j−= −b R R a   (B.17) 

 ( )( 1) ( ) 1 ( )
1 2 4 3 .j j j+ −= −a R R R R a    (B.18) 

 

양방향 연성 모드법에서 후방 산란의 영향이 약하다고 가정할 때, 

단방향 연성모드의 실용적인 적용으로,  

 

 ( 1) ( ) ( )
1 ,j j j+ =a R a   (B.19) 

 

이는 음압의 연속성과 입자의 거리방향 속도의 연속성을 통해 얻은 

계수의 산술 평균과 같다. 

참고로, 본문에서 표현한 모드 진폭에는 거리에 대한 위상정보를 

포함하여 표현한 식이기 때문에, 모드 연성 행렬에 한켈 함수의 형태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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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평지 환경에서의 가역성 성립 
여부 
 

가역성은 주어진 해양 환경에서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을 때에도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거리 독립 환경에서는 가역성이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환경인 경우, 거리 

종속 환경이 되어 가역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거리 독립 환경에서의 가역성을 확인하고, 연성모드 

방정식을 이용하여 거리 종속 환경 중,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평지 

환경에서의 가역성을 확인하였다. 이 때, 각 모드별 가역성, 각 모드의 

기여도를 합한 음압의 가역성을 확인하였다. 

 

3.1. 거리 독립 환경에서의 가역성 성립 여부 
 

거리 독립 환경에서 정상모드법을 통해 표현한 음압은 아래 식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1

2
( , ) ,m

M
il R

RI s r m s m r
m m

i
p z z z z e

k R

π φ φ
=

=   (C.1) 

 

음원에서 수신기 방향으로 가는 m  번째 모드 성분을 , ,RI f mp , 

수신기에서 음원 방향으로 가는 m 번째 모드 성분을 , ,RI b mp  이라 

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즉 각 모드 성분과 음압에 

대해 가역성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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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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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e .

m

m

il R
RI f m RI b m m s m r

m

M
il R

RI s r RI r s m s m r
m m

i
p p z z

k R

i
p z z p z z z z

k R

π φ φ

π φ φ
=

= =

= =
  (C.2) 

 

3.2. 거리 종속 환경에서의 가역성 성립 여부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평지 환경은 거리 종속 환경이며 그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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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그림 C-1(a)와 같이 음원 위치 sz  

에서 수신기 위치로 전파될 때의 복소 모드 진폭 , , ( , )RD f n sA z R 이라 하고, 

그림 C-1(b)와 같이 수신기 위치 rz 에서 음원 위치로 전파될 때의 

복소 모드 진폭 , , ( , )RD b n rA z R 이라 정의 할 수 있다. 각각의 복소 모드 

진폭을 IV.2.1절의 연성 모드 방정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41] 

 

 
그림 C-1.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평지 환경에서의 음파전달. (a) 음원 

위치에서 수신기 위치로 전파, (b) 수신기 위치에서 음원 위치로 전파. 

 

 0
, , ( , ) ( ,0) ( ,0) ,n n nmil R il R il r

RD f n s n s nm m s
m

A z R A z e e S A z e−= +   (C.3) 

 0
, , ( , ) ( ,0) ( ,0) ,n m mnil R il R il r

RD b n r n r nm m r
m

A z R A z e S A z e e−= +   (C.4) 

 

이 때, mnS 은 산란과 관련된 항의 계수를 의미하며, mnZ 의 함수이다. 이 

때, mn nmZ Z=  이므로, mn nmS S=  이 성립한다. 두 복소 모드 진폭의 첫 

번째항은 거리 독립 환경에서의 모드 진폭과 동일하며, 두 번째 항은 

산란 관련 항으로, 내부 고립파에 의한 복소 모드 진폭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위의 복소 모드 진폭을 이용하여 각 모드 별 음압 기여도를 구하고, 

각 모드 별 음압 기여도를 합하여 음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원과 수신기는 그림 C-1(a), (b)와 같이 내부 고립파 바깥에 

위치하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음원과 수신기 위치에서의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위치에서 같은 형상의 모드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초기 위치에서의 복소 모드 진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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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0) ( ,0) ( ,0) 2 ( ).RD f n RD b n RI n nA z A z A z i zπ φ= = =   (C.5) 

 

음원에서 수신기 방향으로 전파되는 경우와 수신기에서 음원 

방향으로 전파되는 경우, m번째 모드의 음압 성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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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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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k R

φ

π πφ φ φ φ −

=

= + 
 

 (C.7) 

 

식 (C.6), (C.7)의 첫 번째 항은 거리 독립 환경에 의한 값으로 

가역성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항인 산란으로 

인한 변동은 가역성이 성립하지 않아, , , ( , )RD f n s rp z z , , , ( , )RD b n r sp z z 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평지 환경에서 

각 모드의 음압 성분에 대해 가역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음원에서 수신기 방향으로 전파될 때의 음압과 수신기에서 

음원 방향으로 전파될 때의 음압은 아래의 식들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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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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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9) 

 

식 (C.8), (C.9)에서 첫 번째 항은 거리 독립 환경으로 가역성이 

성립하고, 두 번째 항은 산란 관련 항으로 mn nmS S=
 이기 때문에 

가역성이 성립한다. 따라서 음압의 경우에는 내부 고립파가 존재하는 

평지 환경에서 가역성이 성립한다. 

 

  



 

 114

참고 문헌 

 

[1] Urick, R.J., Principles of underwater sound,  3rd ed. (Peninsular 
Publishing, 1983). 

[2] Jensen, F. "Numerical models of sound propagation in real oceans." in 

OCEANS 82. 1982. IEEE. 
[3] Wenz, G.M., "Acoustic ambient noise in the ocean: Spectra and 

sources." J. Acoust. Soc. Am. 34(12): 1936-1956 (1962). 
[4] Essen, H.-H., F. Schirmer, and S. Sirkes, "Acoustic remote sensing of 

internal waves in shallow water."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4(1): 33-47 (1983). 

[5] Tiemann, C.O., P.F. Worcester, and B.D. Cornuelle, "Acoustic remote 

sensing of internal solitary waves and internal tides in the Strait of 

Gibraltar." J. Acoust. Soc. Am. 110(2): 798-811 (2001). 
[6] Sabra, K.G. and D.R. Dowling, "Effect of ocean currents on the 

performance of a time-reversing array in shallow water." J. Acoust. 
Soc. Am. 114(6): 3125-3135 (2003). 

[7] Roux, P., W.A. Kuperman, W.S. Hodgkiss, H.C. Song, T. Akal, and M. 

Stevenson, "A nonreciprocal implementation of time reversal in the 

ocean." J. Acoust. Soc. Am. 116(2): 1009-1015 (2004). 
[8] Worcester, P.F., "Reciprocal acoustic transmission in a midocean 

environment." J. Acoust. Soc. Am. 62(4): 895-905 (1977). 
[9] Worcester, P., R. Spindel, and B. Howe, "Reciprocal acoustic 

transmissions: Instrumentation for mesoscale monitoring of ocean 

currents." IEEE. J. Ocean. Eng. 10(2): 123-137 (1985). 
[10] Wang, Y., H. Hachiya, T. Nakamura, and H. Fujimori, "Precise 

measurement of travel time difference for acoustic reciprocal 

transmission." Jpn. J. Appl. Phys. 42(5B): 3206-3211 (2003). 
[11] Worthmann, B.M., H. Song, and D.R. Dowling, "High frequency source 

localization in a shallow ocean sound channel using frequency 

difference matched field processing a." J. Acoust. Soc. Am. 138(6): 
3549-3562 (2015). 

[12] Cho, C. and H. Song, "Impact of array tilt on source-range estimation 

in shallow water using the array invariant." J. Acoust. Soc. Am. 141(4): 
2849-2856 (2017). 

[13] Lee, I. and J.T. Liu, "Rectification of the heading and tilting of sediment 

trap arrays due to strong tidal currents in a submarine canyon." 
Geophys. Res. Lett. 33(8):  (2006). 

[14] Romanowicz, B., D. Stakes, J.P. Montagner, P. Tarits, R. Uhrhammer, 

M. Begnaud, E. Stutzmann, M. Pasyanos, J.-F. Karczewski, and S. 

Etchemendy, "MOISE: A pilot experiment towards long term sea-floor 

geophysical observatories." Earth, planets and space. 50(11-12): 
927-937 (1998). 

[15] Freitag, P., M. McPhaden, C. Meinig, and P. Plimpton. "Mooring motion 

bias of point-Doppler current meter measurements." in Current 



 

 115

Measurement Technology, 2003. Proceedings of the IEEE/OES 
Seventh Working Conference on. 2003. IEEE. 

[16] Colosi, J.A., T.F. Duda, and A.K. Morozov, "Statistics of low-

frequency normal-mode amplitudes in an ocean with random sound-

speed perturbations: Shallow-water environments." J. Acoust. Soc. 
Am. 131(2): 1749-1761 (2012). 

[17] Gerkema, T. and J. Zimmerman, "An introduction to internal waves." 
Lecture Notes, Royal NIOZ, Texel.  (2008). 

[18] Apel, J.R., L.A. Ostrovsky, Y.A. Stepanyants, and J.F. Lynch, "Internal 

solitons in the ocean and their effect on underwater sound." J. Acoust. 
Soc. Am. 121(2): 695-722 (2007). 

[19] Nam, S., D.j. Kim, H.R. Kim, and Y.G. Kim, "Typhoon‐induced, highly 
nonlinear internal solitary waves off the east coast of Korea." 
Geophys. Res. Lett. 34(1):  (2007). 

[20] Nam, S. and J.H. Park, "Semidiurnal internal tides off the east coast of 

Korea inferred from synthetic aperture radar images." Geophys. Res. 
Lett. 35(5):  (2008). 

[21] Park, K.-A., K. Chang, H. Na, U. Jung, K.-I.C. Forcing, C. Zhang, C. 

Park, D. Kang, S. Ju, and S. Lee, Oceanography of the East Sea (Japan 
Sea). 2016, Springer, Switzerland. 

[22] Garrett, C., "Internal tides and ocean mixing." Science. 301(5641): 
1858-1859 (2003). 

[23] Lynch, J.F., G. Jin, R. Pawlowicz, D. Ray, A.J. Plueddemann, C.S. Chiu, 

J.H. Miller, R.H. Bourke, A.R. Parsons, and R. Muench, "Acoustic 

travel‐time perturbations due to shallow‐water internal waves and 
internal tides in the Barents Sea Polar Front: Theory and experiment." 
J. Acoust. Soc. Am. 99(2): 803-821 (1996). 

[24] Headrick, R.H., J.F. Lynch, J.N. Kemp, A.E. Newhall, K. von der Heydt, 

J. Apel, M. Badiey, C.-s. Chiu, S. Finette, and M. Orr, "Acoustic normal 

mode fluctuation statistics in the 1995 SWARM internal wave 

scattering experiment." J. Acoust. Soc. Am. 107(1): 201-220 (2000). 
[25] Headrick, R.H., J.F. Lynch, J.N. Kemp, A.E. Newhall, K. von der Heydt, 

J. Apel, M. Badiey, C.-s. Chiu, S. Finette, and M. Orr, "Modeling mode 

arrivals in the 1995 SWARM experiment acoustic transmissions." J. 
Acoust. Soc. Am. 107(1): 221-236 (2000). 

[26] Tiemann, C.O., P.F. Worcester, and B.D. Cornuelle, "Acoustic 

scattering by internal solitary waves in the Strait of Gibraltar." J. 
Acoust. Soc. Am. 109(1): 143-154 (2001). 

[27] Sperry, B.J., J.F. Lynch, G. Gawarkiewicz, C.-S. Chiu, and A. Newhall, 

"Characteristics of acoustic propagation to the eastern vertical line 

array receiver during the summer 1996 New England shelfbreak 

PRIMER experiment." IEEE. J. Ocean. Eng. 28(4): 729-749 (2003). 
[28] Duda, T.F., J.F. Lynch, A.E. Newhall, L. Wu, and C.-S. Chiu, 

"Fluctuation of 400-Hz sound intensity in the 2001 ASIAEX South 

China Sea experiment." IEEE. J. Ocean. Eng. 29(4): 1264-1279 (2004). 
[29] Dozier, L. and F. Tappert, "Statistics of normal mode amplitudes in a 

random ocean. I. Theory." J. Acoust. Soc. Am. 63(2): 353-365 (1978). 
[30] Zhou, J.X., X.Z. Zhang, and P.H. Rogers, "Resonant interaction of 



 

 116

sound wave with internal solitons in the coastal zone." J. Acoust. Soc. 
Am. 90(4): 2042-2054 (1991). 

[31] Creamer, D.B., "Scintillating shallow‐water waveguides." J. Acoust. 
Soc. Am. 99(5): 2825-2838 (1996). 

[32] Preisig, J.C. and T.F. Duda, "Coupled acoustic mode propagation 

through continental-shelf internal solitary waves." IEEE. J. Ocean. 
Eng. 22(2): 256-269 (1997). 

[33] Tielbürger, D., S. Finette, and S. Wolf, "Acoustic propagation through 

an internal wave field in a shallow water waveguide." J. Acoust. Soc. 
Am. 101(2): 789-808 (1997). 

[34] Duda, T.F. and J.C. Preisig, "A modeling study of acoustic propagation 

through moving shallow-water solitary wave packets." IEEE. J. Ocean. 
Eng. 24(1): 16-32 (1999). 

[35] Lynch, J., A. Newhall, B. Sperry, G. Gawarkiewicz, A. Fredricks, P. 

Tyack, C. Chiu, and P. Abbot,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in 

acoustic propagation characteristics at the New England shelfbreak 

front." IEEE. J. Ocean. Eng. 28(1): 129-150 (2003). 
[36] Chiu, C.-S., S.R. Ramp, C.W. Miller, J.F. Lynch, T.F. Duda, and T.Y. 

Tang, "Acoustic intensity fluctuations induced by South China Sea 

internal tides and solitons." IEEE. J. Ocean. Eng. 29(4): 1249-1263 
(2004). 

[37] Colosi, J.A., "Acoustic mode coupling induced by shallow water 

nonlinear internal waves: Sensitivity to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space-time scales of internal waves." J. Acoust. Soc. Am. 124(3): 
1452-1464 (2008). 

[38] Katsnelson, B., V. Grigorev, and J.F. Lynch, "Intensity fluctuations of 

midfrequency sound signals passing through moving nonlinear internal 

waves." J. Acoust. Soc. Am. 124(3): EL78-EL84 (2008). 
[39] Rouseff, D., D. Tang, K.L. Williams, Z. Wang, and J.N. Moum, "Mid-

frequency sound propagation through internal waves at short range 

with synoptic oceanographic observations." J. Acoust. Soc. Am. 124(3): 
EL73-EL77 (2008). 

[40] Colosi, J.A. and A.K. Morozov, "Statistics of normal mode amplitudes 

in an ocean with random sound-speed perturbations: Cross-mode 

coherence and mean intensity." J. Acoust. Soc. Am. 126(3): 1026-
1035 (2009). 

[41] Yang, T., "Acoustic mode coupling induced by nonlinear internal 

waves: Evaluation of the mode coupling matrices and applications." J. 
Acoust. Soc. Am. 135(2): 610-625 (2014). 

[42] Oba, R. and S. Finette, "Acoustic propagation through anisotropic 

internal wave fields: Transmission loss, cross-range coherence, and 

horizontal refraction." J. Acoust. Soc. Am. 111(2): 769-784 (2002). 
[43] Badiey, M., B.G. Katsnelson, J.F. Lynch, S. Pereselkov, and W.L. 

Siegmann, "Measurement and modeling of three-dimensional sound 

intensity variations due to shallow-water internal waves." J. Acoust. 
Soc. Am. 117(2): 613-625 (2005). 

[44] Badiey, M., B.G. Katsnelson, J.F. Lynch, and S. Pereselkov, 

"Frequency dependence and intensity fluctuations due to shallow 



 

 117

water internal waves." J. Acoust. Soc. Am. 122(2): 747-760 (2007). 
[45] Luo, J., M. Badiey, E. Karjadi, B. Katsnelson, A. Tskhoidze, J. Lynch, 

and J. Moum, "Observation of sound focusing and defocusing due to 

propagating nonlinear internal waves." J. Acoust. Soc. Am. 124(3): 
EL66-EL72 (2008). 

[46] Lin, Y.-T., T.F. Duda, and J.F. Lynch, "Acoustic mode radiation from 

the termination of a truncated nonlinear internal gravity wave duct in 

a shallow ocean area." J. Acoust. Soc. Am. 126(4): 1752-1765 (2009). 
[47] Lynch, J.F., Y.-T. Lin, T.F. Duda, and A.E. Newhall, "Acoustic ducting, 

reflection, refraction, and dispersion by curved nonlinear internal 

waves in shallow water." IEEE. J. Ocean. Eng. 35(1): 12-27 (2010). 
[48] Reeder, D.B., L.Y. Chiu, and C.-F. Chen, "Experimental evidence of 

horizontal refraction by nonlinear internal waves of elevation in 

shallow water in the south china sea: 3D versus Nx2D acoustic 

propagation modeling." J. Comput. Acoust. 18(03): 267-278 (2010). 
[49] Badiey, M., B.G. Katsnelson, Y.-T. Lin, and J.F. Lynch, "Acoustic 

multipath arrivals in the horizontal plane due to approaching nonlinear 

internal waves." J. Acoust. Soc. Am. 129(4): EL141-EL147 (2011). 
[50] Luo, J. and M. Badiey, "Frequency dependent beating patterns and 

amplitude increase during the approach of an internal wave packet." J. 
Acoust. Soc. Am. 131(2): EL145-EL149 (2012). 

[51] McMahon, K.G., L. Reilly-Raska, W.L. Siegmann, J.F. Lynch, and T.F. 

Duda, "Horizontal Lloyd mirror patterns from straight and curved 

nonlinear internal waves." J. Acoust. Soc. Am. 131(2): 1689-1700 
(2012). 

[52] Lin, Y.-T., K.G. McMahon, J.F. Lynch, and W.L. Siegmann, "Horizontal 

ducting of sound by curved nonlinear internal gravity waves in the 

continental shelf areas." J. Acoust. Soc. Am. 133(1): 37-49 (2013). 
[53] Shmelev, A.A., J.F. Lynch, Y.-T. Lin, and H. Schmidt, "Three-

dimensional coupled mode analysis of internal-wave acoustic ducts." 
J. Acoust. Soc. Am. 135(5): 2497-2512 (2014). 

[54] Rouseff, D., A. Turgut, S.N. Wolf, S. Finette, M.H. Orr, B.H. Pasewark, 

J.R. Apel, M. Badiey, C.-s. Chiu, and R.H. Headrick, "Coherence of 

acoustic modes propagating through shallow water internal waves." J. 
Acoust. Soc. Am. 111(4): 1655-1666 (2002). 

[55] Yang, T., "Measurements of temporal coherence of sound 

transmissions through shallow water." J. Acoust. Soc. Am. 120(5): 
2595-2614 (2006). 

[56] Yang, T., "Temporal coherence of sound transmissions in deep water 

revisited." J. Acoust. Soc. Am. 124(1): 113-127 (2008). 
[57] Dashen, R., W.H. Munk, and K.M. Watson, Sound transmission through 

a fluctuating oc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58] Yang, T., "Properties of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channels 

in shallow water." J. Acoust. Soc. Am. 131(1): 129-145 (2012). 
[59] Gong, Z., T. Chen, P. Ratilal, and N.C. Makris, "Temporal coherence 

of the acoustic field forward propagated through a continental shelf 

with random internal waves." J. Acoust. Soc. Am. 134(5): 3476-3485 
(2013). 



 

 118

[60] Colosi, J.A., Sound Propagation through the Stochastic Oc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61] Song, A., M. Badiey, A.E. Newhall, J.F. Lynch, H.A. DeFerrari, and B.G. 

Katsnelson, "Passive time reversal acoustic communications through 

shallow-water internal waves." IEEE. J. Ocean. Eng. 35(4): 756-765 
(2010). 

[62] LePage, K.D., "Bottom reverberation in shallow water: Coherent 

properties as a function of bandwidth, waveguide characteristics, and 

scatterer distributions." J. Acoust. Soc. Am. 106(6): 3240-3254 (1999). 
[63] LePage, K.D., "Bistatic reverberation modeling for range‐dependent 

waveguides." J. Acoust. Soc. Am. 112(5): 2253-2254 (2002). 
[64] 박중용, 추영민, 이근화, 성우제, "연성모드법 기반의 원거리 비상관 해

저면 잔향음 모델." 한국음향학회지 35(4): 243-252 (2016). 
[65] Harrison, C., "Closed-form expressions for ocean reverberation and 

signal excess with mode stripping and Lambert’s law." J. Acoust. Soc. 
Am. 114(5): 2744-2756 (2003). 

[66] Harrison, C.H., "Closed form bistatic reverberation and target echoes 

with variable bathymetry and sound speed." IEEE. J. Ocean. Eng. 30(4): 
660-675 (2005). 

[67] Keenan, R.E. "An introduction to GRAB eigenrays and CASS 

reverberation and signal excess." in OCEANS 2000 MTS/IEEE 
Conference and Exhibition. 2000. IEEE. 

[68] 추영민, 성우제, 양인식, 오원천, "음선 기반 중주파수 대역 잔향음 모델 

개발 및 실측 데이터 비교." 한국음향학회지 28(8): 740-754 (2009). 
[69] Lee, K., Y. Chu, and W. Seong, "Geometrical ray-bundle reverberation 

modeling." J. Comput. Acoust. 21(03): 1350011-1-1350011-17 
(2013). 

[70] Choo, Y., W. Seong, and W. Hong, "Modeling and Analysis of 

Monostatic Seafloor Reverberation from Bottom Consisting of Two 

Slopes." J. Comput. Acoust. 22(02): 1450005-1-1450005-15 (2014). 
[71] Choo, Y., W. Seong, and K. Lee, "Efficient algorithm for long-range 

monostatic reverberation in shallow water using geometrical ray-

bundle." J. Comput. Acoust. 24(02): 1650002-1-1650002-12 (2016). 
[72] Bucker, H. and H.E. Morris, "Normal‐Mode Reverberation in Channels 

or Ducts." J. Acoust. Soc. Am. 44(3): 827-828 (1968). 
[73] Zhang, R. and G. Jin, "Normal-mode theory of average reverberation 

intensity in shallow water." J. Sound Vib. 119(2): 215-223 (1987). 
[74] Ellis, D.D., "A Shallow-Water Normal-Mode Reverberation Model." J. 

Acoust. Soc. Am. 97(5): 2804-2814 (1995). 

[75] Preston, J.R. and D.D. Ellis. "A Matlab and normal mode based 

adiabatic range-dependent reverberation model." in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derwater Acoustic Measurements: Technologies 
and Results, Kos, Greece. 2011. 

[76] 오선택, 조성호, 강돈혁, 박경주, "저주파수 정상모드 잔향음 모델." 한국
음향학회지 34(3): 184-191 (2015). 

[77] Lingevitch, J.F. and K.D. LePage, "Parabolic equation simulations of 

reverberation statistics from non-Gaussian-distributed bottom 

roughness." IEEE. J. Ocean. Eng. 35(2): 199-208 (2010). 



 

 119

[78] Isakson, M.J. and N.P. Chotiros, "Finite element modeling of 

reverberation and transmission loss in shallow water waveguides with 

rough boundaries." J. Acoust. Soc. Am. 129(3): 1273-1279 (2011). 
[79] Isakson, M.J., B. Goldsberry, and N.P. Chotiros, "A three-dimensional, 

longitudinally-invariant finite element model for acoustic propagation 

in shallow water waveguides." J. Acoust. Soc. Am. 136(3): EL206-
EL211 (2014). 

[80] Gao, B., N. Wang, and H.Z. Wang, "Investigation of Sea Surface Effect 

on Shallow Water Reverberation by Coupled Mode Method." J. Comput. 
Acoust. 25(02): 1750017-1-1750017-12 (2017). 

[81] LePage, K.D., "Modeling propagation and reverberation sensitivity to 

oceanographic and seabed variability." IEEE. J. Ocean. Eng. 31(2): 
402-412 (2006). 

[82] LePage, K.D. and B.E. McDonald, "Environmental effects of waveguide 

uncertainty on coherent aspects of propagation, scattering, and 

reverberation." IEEE. J. Ocean. Eng. 31(2): 413-420 (2006). 
[83] Lunkov, A., "Interference structure of low-frequency reverberation 

signals in shallow water." Acoust. Phys. 61: 547-555 (2015). 
[84] Henyey, F.S. and D. Tang, "Reverberation clutter induced by nonlinear 

internal waves in shallow water." J. Acoust. Soc. Am. 134(4): EL289-
EL293 (2013). 

[85] Song, H. and W. Hodgkiss, "Efficient use of bandwidth for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J. Acoust. Soc. Am. 134(2): 905-908 (2013). 
[86] Song, H., W.S. Hodgkiss, S. Kim, B. Kim, S. Cho, Y. Park, and S. Nam, 

Shallow-water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2015 (SAVEX15) Trip 
Report. 2015. 

[87] Song, H., C. Cho, W. Hodgkiss, S. Nam, S.-M. Kim, and B.-N. Kim, 

"Underwater sound channel in the northeastern East China Sea." 
Ocean Eng. 147: 370-374 (2018). 

[88] Lee, S.W. and S.H. Nam. "Characteristics of mode 1 and mode 2 

nonlinear internal waves observed during the SAVEX-15." in 제 32회 
수중음향학 학술발표회. 2017. 

[89] 이승우, 남성현.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관측된 비선형 단주기 내부파

의 특성." 2017년 추계 한국해양학회. 
[90] Jensen, F.B., W.A. Kuperman, M.B. Porter, and H. Schmidt, 

Computational ocean acoustic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1). 

[91] Byun, G., C. Cho, H.C. Song, J.S. Kim, and S.-H. Byun, "Calibration of 

array tilt using a source of opportunity  (in revision)." J. Acoust. Soc. 
Am.  (2017 ). 

[92] Nam, S.H., D.J. Kim, S.W. Lee, B.K. Kim, K.M. Kang, and Y.-K. Cho, 

"Nonlinear internal wave spirals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in 

revision)." Scientific Reports.  (2017). 
[93] Smith, C.M., Effects of propagating internal waves on shallow-water 

acoustic propagation during the transverse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of 2008, in Dept. Acoust. 2010, Penn State Univ.: PA, USA. 

[94] Cho, C., S. Nam, and H. Song, "Seasonal variation of speed and width 

from kinematic parameters of mode‐1 nonlinear internal waves in the 



 

 120

northeastern East China Sea." J. Geophys. Res. Oceans. 121(8): 5942-
5958 (2016). 

[95] Apel, J.R., "A new analytical model for internal solitons in the ocean." 
Journal of Physical Oceanography. 33(11): 2247-2269 (2003). 

[96] Duda, T.F., J.F. Lynch, J.D. Irish, R.C. Beardsley, S.R. Ramp, C.-S. 

Chiu, T.Y. Tang, and Y.-J. Yang, "Internal tide and nonlinear internal 

wave behavior at the continental slope in the northern South China 

Sea." IEEE. J. Ocean. Eng. 29(4): 1105-1130 (2004). 
[97] Porter, M.B., The KRAKEN normal mode program. 1991, SACLANT 

Undersea Research Centre: La Spezia, Italy. 

[98] Westwood, E.K., C. Tindle, and N. Chapman, "A normal mode model 

for acousto‐elastic ocean environments." J. Acoust. Soc. Am. 100(6): 
3631-3645 (1996). 

[99] Ellis, D.D. "Solutions to range-dependent reverberation and sonar 

workshop problems using an adiabatic normal mode model." in Proc. 
4th International Conf. and Exhibition on Underwater Acoustic 
Measurements: Technologies and Results. 2011. 

[100] Perkins, J.S. and E.I. Thorsos, "Overview of the reverberation 

modeling workshops." J. Acoust. Soc. Am. 122(5): 3074-3074 (2007). 
[101] Lee, S.C., S. Kim, J.W. Choi, D. Kang, J.S. Park, and K. Park, 

"Possibility of False Target Signals Induced by Reverberation Due to 

Internal Waves in Shallow Water." J. Acoust. Soc. Kr. 34(2): 98-107 
(2015). 

[102] Evans, R.B., "A coupled mode solution for acoustic propagation in a 

waveguide with stepwise depth variations of a penetrable bottom." J. 
Acoust. Soc. Am. 74(1): 188-195 (1983). 

  



 

 122

Abstract 

The effect of ocean variability in 

East China Sea on the acoustic 

variability and reverberation trend 
 

Jungyong Park 
 

The acoustic propagation variability is induced by the 

environmental variability in the real ocean. The analysis of the 

acoustic variability can be employed to the remote sensing of the 

ocean phenomena,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and this 

analysis contributes to operate the ocean surveillance system and 

sonar system effectively.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acoustic variability and 

ocean variability observed in the shallow-water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SAVEX15) performed in East China Sea. The 

underwater sound channel is observed rarely in the shallow water 

and the research in this environment has not performed much. When 

the source is located near the channel axis, rays reflecting at the 

boundaries and refracted rays are observed. The refracted rays 

focus at the channel region and high acoustic energy will observed at 

the channel region. However, focusing rate of acoustic energy with 

high frequency band is changed as time passes. To assume that 

current, internal solitary wave and internal tide vary water column 

mainly, the effect of each ocean phenomena on the acoustic variability 

is analyzed; current also changes vertical line array tilt.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measured timefront, the acoustic arrival 

structure received at the vertical line array, is compared with the 



 

 123

modeled one. Acoustic parameters such as leading edge and centroid, 

interquartile range are calculated from the acoustic arrival and its 

trend is analyzed quantitatively.  

The current is assumed to change relative sound speed and 

receiver array element location by tilting angle along its flow 

direction. This features are utilized to analyze the tidal periodicity of 

the timefront curvature variation and arrival time of leading edge.  

The internal solitary wave induces range dependent sound speed 

profile. Estimated internal solitary wave location is used to model the 

timefront and compare with the measured data. The arrival time of 

centroid and interquartile range varies when an internal solitary wave 

was located between the source and receiver.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s that internal solitary wave induces the occurrence of 

energy focusing and scattering, and shift of focusing region and 

arrival time variability.  

The internal tide is observed by the size variation near the lower 

channel region with tidal periodicity. The internal tide is assumed to 

changes sound speed profile range independently, and it changes the 

strength of the acoustic energy at the lower region. The relation 

between internal tide and acoustic variability is represented by 

comparing the trend of isothermal line at the lower channel region 

and arrival time of the centroid.  

When the source is located near the channel axis in the shallow 

water with underwater sound channel and internal solitary wave, the 

bottom reverberation trend variation is investigated. When the 

internal solitary wave disappears, the acoustic mode energy with low 

shooting angle are trapped in the channel and bottom reverberation 

becomes weak because these energy does not interact with the 

bottom. However, when internal solitary wave exists, so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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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ped energy will interact with the bottom due to mode coupling. 

The numerical scheme using coupled mode method shows that the 

reverberation can increases when internal solitary waves exists and 

the reverberation increment is function of the location of internal 

solitary wave. To examine the numerical result, the coupled mode 

equation is utilized. Also, the sensitivity test for the internal solitary 

wave parameter is performed numerically. 

 

Keywords : acoustic variability, shallow water, current, internal 

solitary wave, internal tide, reverberation, mode coupling 

Student Number : 201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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