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박사 학위논문

저주파 능동 예인형 소나

시스템에서 동해 해역 잔향음

모델링 및 변동성 분석
Ocean reverberation modeling and variability 

analysis from the East Sea in a low-frequency 

active towed array sonar system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정 영 철





ii

저주파 능동 예인형 소나 시스템에서

동해 해역 잔향음 모델링 및 변동성 분석

정 영 철

초 록

실제 해양환경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가변적이므로 수상함

의 선저고정형 소나만을 이용한 표적 탐지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저주파 능동 예인형 소나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소나 운용심도로

조절로 원거리 표적 탐지가 가능해졌다. 능동소나 시스템에서 주요 음원

은 표적신호, 해양 잔향음, 주변소음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해양 잔향음

은 표적신호를 마스킹하여 탐지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능동 예인형 소나신호 모의를 위해 기

존 알고리듬을 개선하였고, N×2D 기하학 구조 및 수심 양상태 환경, 거

리종속 해저지형, 거리독립 음속구조를 가정하여 해양 잔향음, 표적신호, 

주변소음 시계열 신호를 개발하였다. 해양 잔향음은 에너지 플럭스 모델

과 음선 음파전달 모델을 기반으로 자귀회귀 모델 및 콘볼루션 이론을

통해 시계열 신호가 모의되었고, 표적신호는 음선 음파전달 모델을 이용

한 하이라이트 모델로, 주변소음은 Wenz 곡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자귀

회귀 모델로 시계열 신호가 모의되었다. 특히, 잔향음과 표적신호에서 소

나 플랫폼·표적·산란체 모션에 따른 양상태 도플러 변이가 적용되었고, 

삼중선 배열 신호는 수신기 참조 위치에서 방위각별 모의 신호와 센서별

시간 지연차를 적용하여 구현되었다.

과거 해양 잔향음 실험은 고주파 대역의 음원과 고정된 하이드로폰, 

수직 선배열 또는 예인된 단일 수평 선배열의 수신기를 이용하여 수행되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동해상에서 국내 최초로 수행된 능동 예

인형 소나 시스템 해상실험을 기반으로 가변심도 능동소나와 삼중선 수



iii

신 배열을 이용한 해양 잔향음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음원·수신기의 수

심 변화, 해저지형 변화, 확률적 특성, 잔향음 도플러 효과 등 주요 요인

들이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해상실험과 유사한 조건에서 모의된 삼중

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들은 해상실험 결과와 비교되었고,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구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실험 분석과 모델링 분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기여도와 의의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최초로 수행된 동해 능동

예인형 소나 해상실험에서 음원·수신기의 수심, 해저지형의 변화에 따른

잔향음의 가변성을 분석하고 규명하였다. 둘째, 국내 최초로 시간과 주파

수 영역의 해양 잔향음 도플러 확산 현상을 분석하여 비대칭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였다. 셋째, 거리종속 해저지형의 특성이 반영된 해양 잔향

음을 삼중선 수신 배열에서의 복잡한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실제 신호처리 빔형성 기법을 적용하여 잔향음 신호를 검증

하였다. 넷째, 자귀회귀 모델, 주파수 영역에서의 콘볼루션 기법 등 기존

알고리듬을 개선하여 능동소나 시계열 신호 모델링의 계산 효율성을 극

대화하였다.  

제안된 신호모의 기법은 함정 예인 이동 상황의 수심 양상태 모델로

완전한 양상태 모델이 아니나 기존 기법들에 대비하여 계산 효율성이 극

대화되었고, 동해 환경의 잔향음 특성들이 잘 반영될 수 있었다. 향후, 

동 알고리듬은 소나 운용요원 훈련을 위한 모의신호 알고리듬, 능동소나

성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소나, 능동소나, 해양 잔향음, 표적 신호, 주변소음, 삼중선 배열

학 번 : 2017-3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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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실제 해양환경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음속구조, 해저지형,

주변소음 등 가변적인 해양 환경요소들이 상존하여 수중표적 탐지에 많

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동해의 경우에도 음영대(shadow zone),

해수면 덕트(surface ducts) 현상으로 표적탐지는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

며, 서·남해의 경우도 선박 항행에 따른 주변소음이 높고 천해 음파전달

현상의 특징인 다중경로 다반사로 인한 간섭 요소들이 발생한다.

최근 선박의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 기술이 발전되어 선체 고정형 소

나(HMS, Hull Mounted Sonar), 예인배열 소나 체계(TASS, Towed

Array Sonar System) 등의 단일 소나 체계만을 이용한 표적 탐지도 제

한사항이 발생한다. 특히, 능동소나는 수동소나와 달리 음원이 주변선박

소음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 아니라 송신된 신호에 의해 반사

되거나 산란되는 신호이므로 소나 시스템의 송신펄스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고 해양환경 조건에 따라 음파전달 특성이 변화한다. 능동소나의

주요 신호는 표적신호, 해양 잔향음, 주변소음으로 구성되는데, 주변소음

이 잔향음 대비 우세한 ‘소음 제한환경’(noise-limited environment)의 경

우 송신신호의 음원 준위가 증가되면 신호 대 소음비(SNR,

Signal-to-Noise Ratio)가 높아져서 표적탐지에 유리하나, 잔향음이 주변

소음보다 우세한 ‘잔향음 제한환경’(reverberation-limited environment)

의 경우 잔향음 신호는 표적신호를 마스킹하여 탐지성능에 악영향을 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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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능동 예인형 소나 운용 모식도

이에 따라 그림 1-1에서와 같이 원거리 표적 탐지를 위해 심도 조절

이 가능한 능동 예인형 소나(ATAS, Active Towed Array Sonar)가 개

발 되었고, 선체 고정형 소나와 더불어 저주파수의 능동 핑을 송신하여

다기능 예인 선배열(MFTA, Multi-Function Towed Array) 소나체계에

수신되는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고,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한 작전

운용도 가능하다[1].

한편, 기존 단일 선배열(signle line array)은 센서의 길이와 주파수에

비례하는 방향성을 통해 신호 대 소음비가 높게 형성되어 표적 방위를

탐지할 수 있으나, 빔형성 신호처리를 수행하면 함수 방향을 기준으로

좌·우 구분이 되지 않는 모호성이 있다. 이에 따라 NURC(The NATO

Undersea Research Centre)는 좌·우 구분이 되지 않는 모호성을 극복하

기 위해 쌍 배열 또는 다중 배열을 연구하게 되었다. 결국 해상에서 함

정 기동에 따른 선배열 회전성, 성능저하 문제 등으로 인해 다중 배열

중 안정성이 있는 삼중선 배열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삼중선 배

열은 선배열과 삼중 배열이 결합된 것으로 삼각 형태의 롤 센서간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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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지연 차이를 통해 전방위에서 높은 지향각을 형성하여 빔형성이

가능하다[2, 3]. 따라서, 단일 선배열의 단점인 함수 기준의 좌·우 구분이

되지 않는 현상을 삼중선 배열의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고, 전방위에서

표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과거 국내 잔향음 해상실험은 표 1-1과 같이 한반도 동, 서, 남해 해

역에서 주파수 5 k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 CW(Continuous Wave)와

LFM(Linear Frequency Modulated) 등 펄스 신호를 송신하여 잔향음을

측정한 실험들이 주를 이루며, 특히 수신기의 경우 예인 단일 선배열의

센서를 활용하거나 고정된 수직 선배열 센서 또는 무지향성의 하이드로

폰 등을 위주로 사용하였다[4-8]. 특히, 음원과 수신기의 수심은 해수면

인접한 위치에서 수행되었고 짧은 길이의 신호가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실험 데이터 기반의 모델링을 수행하더라도 해수면에 인접한 선저 고정

형 소나가 가정되므로 해수면 산란이 우세한 짧은 거리에서의 해양 잔향

음 신호들 위주로 모의되었다.

표 1-2에서와 같이 국외에서도 1990년 이후 저주파수 음원과 삼중선

예인 배열을 이용한 잔향음 측정 실험이 수행되어 3 kHz 이하 저주파수

대역의 펄스 신호를 송신하여 잔향음을 분석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형적 클러터가 많이 발생하는 천해 환경의 잔향음 측정실험

위주로 진행되었다[9-15].

모델링 기법도 천해환경에 적합한 정상모드 기반의 잔향음 모의가 주

를 이루고 해저지형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거리독립 환경에서의 음파

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된 비상관(incoherent) 잔향음 세기와 해상실

험 결과 비교에 집중되었고, 능동 예인형 소나와 연계된 음원과 수신기

의 가변 심도, 해저지형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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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Experiment
site

Transmit
waveform

(pulse 
length)

Frequency 
(kHz)

Fix /
towed
array

Source/
receiver
depth
(m)

Water
depth
(m)

2001 East Sea
CW

(1, 2, 10 
ms)

70
Fixed

hydrophones
(TC-4014)

18 20

2005 East Sea
CW, 
LFM

(500 ms)
1.2

Towed 
horizontal
single line 

array

100 1340

2007 West Sea
CW, 
LFM

(50 ms)
5

Fixed 
vertical

line array
6.8 20

2008 East Sea
CW, 
LFM

(50 ms)
5

Fixed 
vertical

line array
30 1500

2010 Tongyeong
South Sea

CW
(1,5,10 

ms)
17

Fixed 
omni-

directional
sensor
(D-17)

5, 18 37

2013
Taean 

Peninsula 
West sea

CW
(3 ms) 10

Fixed omni-
directional

sensor
9, 15 35 ~ 57

표 1-1. 국내 잔향음 측정 해상실험 환경[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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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Experiment
site

Transmit
waveform

(pulse 
length)

Frequency 
(kHz)

Array
type

Source/
receiver
depth
(m)

Water
depth
(m)

1990
West coast of 
Sardinia in the
Mediterranean

LFM
(8 / 16 

s)

0.95 /
0.96

Towed 
horizontal

triplet array
64/52 2800

1993 Mid-Atlantic 
ridge 

LFM
(2, 4, 5 

s)

0.2
~ 1.4 /

SUS 
bomb

Towed 
horizontal

triplet array

400 ~ 
500

4000
~ 4800

2003 New Jersey
STRATAFORM

LFM
(1, 1.5 s)

0.4 ~ 
1.25

Towed 
horizontal

triplet array
30 ~ 35 70 ~ 90

2004
Malta Plateau 

in the
Mediterranean

SUS/
LFM

(1.5, 1 s)
0.7 ~ 1.7

Towed 
horizontal

triplet array
91 / 90 80 ~ 120

2004 Perisian
Gulf

CW
(20, 200 
ms, 1 s)

/
LFM

(20 ms) 

3.5 Fixed 
hydrophone 7.62 50

2013
Panama city 
beach, FL, 

USA

CW
(1 s)

 /
LFM
(1 s)

1.8 ~ 8.4 

Towed 
horizontal

triplet array
/ fix and 
vertical 
array

18 / 20 19 ~ 20

표 1-2. 국외 잔향음 측정 해상실험 환경[9-15]

한편, 2015년 8월 동해상에서 국내 최초의 능동 예인형 소나와 삼중선

예인 배열을 이용한 해양 잔향음 측정실험이 수행되었다. 동 실험은 함

정 예인 상황으로 가변심도의 능동소나와 삼중선 배열을 이용하여 잔향

음을 측정하였고, 음원·수신기의 심도 변화에 따른 잔향음 특성을 관측

한 것은 국내 최초였다. 동 해상실험 분석결과는 저주파 능동예인 소나

시스템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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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주파수 3 kHz의 저주파수 가변심도 능동

소나를 이용한 잔향음 해상실험을 분석하였고, 음원과 수신기의 수심 변

화, 해저지형의 변화가 연계된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여 특성을 규명하였

다. 또한, 잔향음 세부요소별 비상관 세기, 확률적 특성, 그리고 잔향음

도플러 확산 현상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후 모델링을 수행하

기 위해 기존 비상관 잔향음 세기에 집중되었던 기법들을 보강하여 시계

열 신호모의 기법으로 발전시켰으며 복잡한 삼중선 배열에서 수신되는

모든 엘리먼트 신호들에 대해서 모의하였다. 또한, 방위각별 높은 지향각

을 형성하는 신호처리 빔형성 기법을 모의 엘리먼트 신호에 실제로 적용

하여 해상실험과 비교하고 검증하였다.

제 2 절 기존연구 분석

1. 능동소나 방정식

능동소나는 그림 1-2에서와 같이 최초 송신 프로젝터에서 생성된 음

원 펄스가 해양 도파관을 통해 표적에 전파되어 반사 또는 산란되고, 이

에 대한 반향음이 수신배열 센서로 전달된다. 일반적인 능동소나 방정식

은 식 (1-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6-19]

   

     ⊕ ≥ . (1-1)

여기서 (Source Level)은 음원 준위, (Transmission Loss 1)은

음원에서 표적까지 전달손실, (Target Strength)는 표적 강도, 

(Transmission Loss 2)은 표적에서 수신기까지 전달손실, (Noise

Level)은 배경소음 준위, (Reverberation Level)은 잔향음 준위, ⊕는

선형 파워의 합을 데시벨 단위로 전환한 값, (Directivity Index)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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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지수, (Detection Threshold)는 탐지 한계치, (Signal excess)는

신호 이득을 의미한다.

그림 1-2. 능동소나 모식도

세부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전달손실 은 음원 준위의 에너지가 해

양 도파관을 따라 표적에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고, 는 송신 펄

스가 표적에 도달하였을 때 산란되는 표적 강도로 표적의 크기, 형태 및

구조, 발생 원인 등에 따라 변화한다. 전달손실 는 표적에서 반사 또

는 산란된 신호가 다시 수신기로 전달될 때의 손실이고, 잔향음 은

해수/해저 경계면 또는 생물학적 활동에 따른 산란신호가 발생될 때 수

신되는 신호이고, 주변소음 은 그 외의 해양배경소음으로 정의된다.

지향지수 는 송·수신 배열의 특성에 따라 원하는 방위로 응답특성을

증가시키는 센서의 지향특성을 나타낸 수치이고, 탐지 한계치 는 데

시별 단위의 로 정의되며 탐지와 오탐지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표

적 탐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호 대 소음비를 의미한다. 신호초과 는

통상 소나성능을 설계하기 위해 과 를 적용하여 그 차이를 통해

요구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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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준위 은 송신 프로젝터로부터 생성되는 펄스의 에너지와 관계

되어 송신신호의 진폭, 펄스 길이, 대역폭, 펄스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능동소나에서 다양한 송신파형을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한데 음원에서 참조 거리까지 측정된 신호 에너지 와 신호

세기 는 매질 밀도 , 음속 , 압력 신호 , 전송 주기 를 고려하여

식 (1-2), (1-3)과 같이 주어진다.

  

 




, (1-2)

  , (1-3)

음원 에너지 준위 ESL과 음원 세기 준위 은 식 (1-4) ~ (1-6)와

같다.

  log, (1-4)

  log, (1-5)

  log, (1-6)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 는 식 (1-7)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

, (1-7)

보통 신호는 대역폭 로 제한되고 중심 대역에서 평평한 스펙트럼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는 식 (1-8)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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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기서 는 신호 대역의 중심에서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이다.

일반적으로 소나 수신기는 빔 형성기, 정합 필터, 탐지기, 평균기, 임

계치로 구성되어 있고, 정합 필터는 신호를 압축하여 대역폭의 역수인

효과적인 주기 1/W를 가지는데 정합 필터의 신호처리 이득은 식 (1-9)

와 같다.

  log, (1-9)

(Figure of Merit)은 식 (1-10)과 같이 이 탐지확률 50 %에

대한 탐지한계치 와 같아질 때의 값을 의미하며, 거리에 따라 전달손

실이 증가하므로 소나의 최대 탐지거리 성능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

용된다.

  

  . (1-10)

     ⊕. (1-11)

만약 주변소음이 잔향음보다 우세할 때 은 ⊕ 항이 과

같아져 식 (1-12)로 정의되고, 잔향음이 주변소음보다 우세할 때

⊕은 과 같으므로 은 식 (1-13)과 같다.

    . (1-12)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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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상태 / 양상태 능동소나

그림 1-3. 단상태 및 양상태 모식도 [17, 18]

그림 1-3(a)과 같이 능동소나에서 음원이 수신기와 충분이 가까이 있

어 같은 위치에 있다고 가정될 때 단상태 환경(monostatic geometry)으

로 정의되며, 단상태 능동소나는 음원 신호가 표적으로 입사된 이후 반

향음이 수신될 때 같은 음파전달 경로를 가진다. 이때 상반성 원리가 성

립하므로 음원에서 표적으로의 음파전달은 표적에서 수신기로의 음파전

달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림 1-3(b)에서와 같이 음원이 수신기와 충분히 떨어져 있을

경우 상반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때 양상태 환경(bistatic

geometry)으로 정의된다[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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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단상태 및 양상태 동일 이동시간 형상 비교 [17, 18]

그림 1-4에서 보듯이 타원형의 양상태 환경에서 음원에서 표적까지

거리는 이고 표적에서 수신기까지 거리는  , 음속 가 일정할 때 총

거리 은 식 (1-14)와 같고, 수신신호의 측정된 이동시간 는 식 (1-15)

와 같다.

       . (1-14)

 

 
. (1-15)

원형인 단상태 환경의 경우 식 (1-16)과 같이 음원에서 표적까지 거

리 와 표적에서 수신기까지 거리 이 같으므로 거리는 으로 동일하

고, 이동시간 는 식 (1-1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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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7)

그림 1-5. 양상태 동일 도달에 대한 타원 모식도 [17, 18]

양상태 환경에서 음원, 표적, 수신기는 그림 1-5의 삼각형 형태로 특

성화될 수 있는데 수신기 중심의 동일 도달시간에 대한 타원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다. ,  평면에서 총 거리 이 주어질 때 표적 위

치는 식 (1-18)과 같은 타원 형상으로 주어지고, 음원과 수신기간 거리

가 이면 장축과 단축은 식 (1-19), (1-20)과 같고, 타원에 대한 동일

이동시간은 식 (1-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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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main axis :        . (1-19)

minor axis :     
  

    
 . (1-20)

        . (1-21)  

직접파는 음원과 수신기간 가장 직접적인 경로에서 측정된 신호로 다

중 경로의 전파도 포함된다. 직접파는 단방향 전파이므로 매우 크고 양

방향 전달손실이 포함된 반향음이 쉽게 마스킹 될 수 있다. 반향음이 직

접파에 의해 가려질 때 타원형 내부 영역의 도달 시간은 직접파의 마스

킹 시간 와 이동시간 를 이용하여 정의되는데, 만약 음원에서 수신기

까지 직접파의 이동 시간이 이면 와  두 도달간 차이는 동일한 단

상태 거리를 형성한다.

 




  
, (1-22)

또한, 표적의 위치는 수신기 중심의 좌표가 참조점으로 설정되어 거리

와 각도 를 이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 궤적의 위치가 타원형이면 동

일한 도달시간의 와 고정된 는 위 조건을 만족하며, 코사인 법칙을

통해 식 (1-23), (1-24)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co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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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1-24)

여기서, 은 위 방정식을 결합하여 을 제거하고, 추정 가능한 ,

, 의 함수로서 식 (1-25)와 같이 정의될 수 있고, 가 0이 되거나 

이 무한대로 갈 때 은 이 된다.

  





cos

 


, (1-25)

직접파로 인해 수신 신호는 +까지 마스킹 될 수 있고 반향음 신

호는 이 시간 이후 시작된다. 따라서, 가 +보다 클 때 최소 동일한

단상태 거리는 식 (1-26)과 같으며, 이때 마스킹 되지 않은 거리가 형성

되고 의 최소값보다 작을 때 마스킹 된다.

 ≥


, (1-26)

3. 해양 잔향음 모델링 연구

3.1 잔향음 모델링 기법

잔향음 모델링은 크게 셀 산란 모델(cell-scattering model)과 점 산란

모델(point-scattering model)로 구분된다.[19] 셀 산란 모델은 해양에서

산란체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해양환경을 셀로 나누고

각 셀에 다수의 산란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통해 시간의 함수

로 평균 잔향음을 산출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점 산란 모델은

산란체가 해양에서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된 확률 접근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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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잔향음 준위는 단위 산란체가 기여하는 반향음을 합하여

모의될 수 있다[20].

대표적인 셀 산란 모델로 Hodgkiss(1984)의 REVMOD(Reverberation

Spectrum Model)를 예로 들 수 있고[21], 해수면, 해저면, 부피 잔향음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다. 기본환경은 산란체가 구형 셀의 격자

로 구분되어 구형확산의 음파전달이 이루어질 때의 전달손실과 감쇠계수

요인이 반영되었고, 송신신호 스펙트럼, 송·수신 빔패턴, 도플러 효과 등

이 반영되었다. Chamberlain과 Galli[22]는 REVSIM(REVerberation

SIMulation) 모델을 개발하였고 비정상 신호에 대한 소나 잔향음 시계열

신호를 선형 스펙트럼 예측 방법으로 모의하였다. 여기서, Faure,

Ol'shevskii, Middleton에 의해 정립된 잔향음 준위 계산식과 함정 속도

에 따른 도플러 효과를 반영하여 잔향음 포락선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구하였고, 자기회귀 모델을 적용하여 시계열 신호를 모의하였다. 또한

Luby와 Lytle[23]은 다중 소나 빔 특성에 따른 다변량 자기회귀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고, 스펙트럼 영역에서 창 겹침 방법을 적용하여

Chamberlain과 Galli의 시계열 신호 모의 방법을 일부 보강하였다.

이후 음파전달 모델링 기법 발전에 따라 비상관 잔향음 세기 모델링

으로 집중되었는데 해양환경과 잔향음 발생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을 토

대로 시간 경과에 따른 잔향음 세기 변화들이 연구되었다. 또한, 지음향

역산을 통해 해양인자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해상실험 데이터와 모의된

잔향음 세기를 비교하였다. 대표적으로 Ellis(1995)는 천해 능동소나용 모

델 개발 목적으로 정상모드 모델의 PROLOS를 개발하였다[24, 25]. 정상

모드 음파전달 모델을 이용한 잔향음 모델링은 시간 의존성과 산란 함수

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단일 주파수, CW 펄스를 이용하

므로 펄스의 시간 의존성에 대한 퓨리에 합성이 요구되었고, 산란 적용

은 모든 거리에 대한 음장을 입사와 반사요소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였

다. 이에 따라 그룹속도를 이용하여 모드별 이동시간을 계산하였고, 위상

속도를 이용하여 해저면 경계에 도달되는 각도를 계산하였다[26]. 또한,

해수면과 해저면에서 입사되고 반사되는 음장을 얻기 위해 음장들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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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파와 하향파로 분리될 수 있는 모드함수를 선택하였고, Lambert 법칙

과 같은 평면파 산란함수를 적용하였다. 모드이론은 천해 저주파에서 효

과적이고 정확한 장점을 가지나, 음선모델과 같이 음장을 분리하여 해저

면 손실 반사계수를 사용하므로 저주파수 대역에서 해저 퇴적물 투과에

대한 모의가 부정확하다. 또한, Ellis 등(2008)은 단열 정상모드 방법을

이용하여 거리종속 기법으로 확장하였고, Kwan과 Ellis(2009)는 경사진

해저면 환경에서 단열 정상모드를 이용하여 잔향음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여기서, 단열 정상모드 계수, 고유값, 그룹 속도들은 PROLOS를 이

용하여 계산되고, 모의된 잔향음은 ONR 잔향음 모델링 워크숍에서 에너

지 플럭스 모델, 거리종속 환경의 잔향음 결과와 비교되었다[24, 25].

Terry와 Deveau(1999)는 고주파수에서 모드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다중 모드들의 전파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보간법을

이용하여 최종 계산되는 모드들을 샘플링하고 사라진 모드들을 대체하였

다. 모드 수는 주파수와 수심의 곱에 비례하므로 고주파수 또는 심해에

서 동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단점은 단열 거리 의존성이 적용될 때 각

모드의 고유 값이 거리 평균화 되어 해저지형과 음속구조의 변화가 적을

경우만 유용하고, 계산시간 또한 많이 소요된다[24].

Weinberg와 Keenan(1996)은 음선 이론을 변형하여 GRAB(Gaussian

Ray Acoustic Bundles)을 개발하였는데 음선의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가

우시안 에너지 분포의 폭을 가진다고 제안되었다. 고전적인 음선모델처

럼 음원에서 수신기까지 모든 음선들이 일대일 대응되는 기법이 아닌 특

정 음원에서 진행되는 음선이 에너지 빔을 형성하여 가우시안 분포에 해

당되는 수신기들의 음압에 영향을 주고, 수직분포에서 모든 음선들이 같

은 위치의 수신기와 교차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음

선의 수도 많아져 계산 속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는 고유음선의

간격이 수직각도 증가율인 0.1° 또는 0.01°로 계산되기 때문이었다.

GRAB은 해저지형, 해저 손실, 음속 구조에서 거리 의존성을 다루는 것

이 가능하고, 수학적으로 가우시안 음선의 폭을 결정하는데 경험적인

의 최소 개구면으로 설정된다. 美 해군은 심해와 천해에서 강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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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주파수 범위를 쉽게 다룰 수 있는 GRAB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24, 27, 28].

Collins와 Evans는 단방향으로 진행하는 포물선 방정식을 기반으로

양방향 모두 계산이 가능한 양방향 포물선 방정식 모델(Two-way PE)

을 개발하였다[24]. 양방향 포물선 방정식은 기존 포물선 방정식에서 계

산할 수 없었던 후방산란을 포함하여 해저면이나 해수면에서 산란되는

잔향음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동 방법에서 거리 의존적인 해저지형

이 거리독립의 요소로 근사되었고, 경계면 조건은 거리의 도함수를 이용

하여 포물선 근사 되었다. 단점은 주파수 500 Hz ~ 15 kHz 대역에서

속도가 느리고, 특히 주파수 1 kHz 이상의 대역에서 계산시간이 매우

느려진다.

Smith와 Tappert(1996)는 중앙 대서양 해상실험에서 잔향음 분석을

위해 포물선 방정식을 적용하였다.[24] 해저지형의 특징과 반향음간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동시간은 준음선 추적기법으로 계산되었다. 실험

주파수 대역은 200 ~ 255 Hz 이었고, 낮은 각도로 발생하는 장거리 산

란을 도식화하기 위해 포물선 근사법이 활용되었다. 측정 데이터와 모델

간 비교에서 분석거리를 높은 해상도 간격(~ 100 m)로 설정할 경우 일

부 지역에서 음영대가 발생되고 결과적으로 잔향음 신호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해저 경사가 높아 질 경우 거리 영역에 대한 상호작용이 커져 산

란이 증가하고 잔향음의 첨두 값이 생성되었다. 분석거리를 km 이상의

저해상도 간격으로 설정할 경우 비교적 정확하였는데 이는 큰 간격에 대

한 변동이 종합적인 잔향음 변동에 우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

라서, 同 방법은 장거리 산란 도식화에는 유용하나 단거리 급격한 지형

변화에 대한 결과는 부정확하다.

Harrison(2003)은 등음속 환경에서 음파전달과 잔향음에 대한 해석적

인 에너지 플럭스 모델을 개발하였고[29-31], 산란강도 법칙과 거리종속

환경에 대한 방법들이 선택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등음속 구조로만 설정

된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단일 주파수의 효과가 묻히는 광대역 능동소나

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Harrison(2005)은 가변적인 해저지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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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 선형적인 음속구조가 포함된 방법을 확장하였다. 이 계산식은 매우

복잡하나 직관적이고, 잔향음과 신호대 잔향음비(SRR, Signal to

Reverberation Ratio)에서 굴절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31].

Cole(2004)는 로이드 거울 패턴의 잔향음을 생성하기 위해 코히어런트

잔향음 모델을 제시하였다[12]. 천해 페르시아 걸프만에서 측정된 해상실

험 데이터에서 로이드 거울 간섭패턴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패턴이 형

성되려면 패턴 주기가 간섭되지 않도록 펄스 길이가 충분히 길어야 하였

다. Cole은 해저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로들을 4개(음원-해저면-음원,

음원-해수면-해저면-음원, 음원-해저면-해수면-음원, 음원-해수면-해저

면-해수면-음원)로 한정하였고, 해저면 산란 손실이 해수면 산란 손실보

다 크고 짧은 협대역 펄스가 전송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로 잔향

음 코히어런스는 펄스길이, 송신신호의 대역폭, 물리적 해양환경, 해수면

산란 손실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며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잔향음 세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지웅

(2002) 등은 천해 고주파 단상태 잔향음 모델을 연구하였다[4]. 음선모델

과 정상모드 이론이 결합된 RAYMODE 기반의 다중경로 확장방법을 적

용하여 고유음선을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음원에서 산란체까지 도달시

간과 전달손실을 계산하였다. 경계면 산란은 복합 거칠기 모델로 예측하

였는데, 해수면 산란강도 모델은 McDaniel과 Gorman(1982)의 복합 거칠

기 모델(3 ~ 60 kHz)을, 해저면은 Jackson 등(1986)의 복합 거칠기 모델

(10 ~ 100 kHz)을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잔향음 준위를 계산하여

2001년 동해 해상실험 자료와 비교하였고, 의미 있는 유사한 경향을 모

의하였다.

오택환(2006)은 주파수 10 kHz 대역의 중주파수 양상태 잔향음 모델

을 연구하였다[5]. 잔향음 준위는 음선이론을 사용하여 음파전달 경로에

서 전방/후방 산란의 상호작용을 가정하였고, 해양환경은 거리독립 해양

환경으로 가정되었다. 또한, 실험에 근거한 저주파 단상태 산란모델

(Chapman-Harris 식, Lambert 법칙)과 이론식에 근거한 고주파 산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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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APL-UW 해수면/해저면 산란모델)을 주파수에 따라 선형 보간하여

단상태 산란강도를 산출하였고, 양상태 정리를 통해 단상태 산란강도를

양상태 산란강도로 확장하였다.

추영민(2009) 등은 산란 모델과 결합이 용이한 음선이론을 기반으로

중주파수 대역 잔향음 모델을 개발하였다. 잔향음 모델은 자체 개발한

음선모델인 SIMRAY를 이용하여 (1) 해수면 산란 신호로 실험 기반의

Chapman-Harris 식과 이론 기반의 APL-UW/SSA 모델, (2) 해저면 산

란 신호로 실험 기반의 Lambert 법칙과 이론 기반의 APL-UW/SSA 모

델로 산란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모델 검증을 위해 정상모드법 기반

의 Ellis 모델과 2006년 ONR 잔향음 워크숍 결과를 비교하였다[6].

박중용(2016) 등은 연성 모드 기반의 양상태 비상관 잔향음 모델을 제

시하였다[32]. 거리종속 환경에서 단방향 연성모드 기반의 음파전달 모델

을 사용하여 음원에서의 산란체에 도달하는 음압과 산란체에서 수신기에

도달하는 음압을 계산하였다.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美 해군

잔향음 모델링 워크숍 I, II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계산하였고, 모의결과

를 음선이론 기반의 비상관 잔향음 세기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입증

하였다.

김선효 등(2013)은 고속이동 음원에 대한 잔향음 시계열 신호를 모의

하였고[7], 잔향음 채널 임펄스와 음원 신호를 콘볼루션하여 시계열 신호

를 모의한 바도 있다. 김선효 등(2013)은 음선이론인 Bellhop 모델을 이

용하여 단상태 능동소나에 대한 합성 신호를 모의하였고[33], 합성 신호

는 표적 반향음, 잔향음, 주변소음 시계열 신호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잔향음 신호 모의는 음원에서 경계면(해수면 및 해저면), 경계면에서

수신기로 모든 고유음선 정보들을 계산하고, 산란면적의 변화율을 반영

하여 같은 시간 구간에서 음압 강도의 합을 수행하였고, 경계면을 따라

적분하여 시간에 따른 잔향음 임펄스 응답을 계산하였다. 또한, 진폭이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랜덤 신호를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잔향음 임펄

스 응답과 음원 신호를 콘볼루션하여 시계열 신호를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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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란강도 모델

불규칙하거나 거친 경계면에서 음파의 현상을 예측하는 것은 수학적

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경계면의 거칠기의 특성은 그 크기에

따라 분류되는데 음파의 파장 대비 경계면의 거칠기가 큰 경우 키르히호

프 근사법(KA, Kirchhoff Approximation)을 적용하고, 음파의 파장 대비

경계면의 거칠기가 작을 경우 섭동 근사법(PA, Pertubation

Approximation)으로 접근하여 산란강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가정에 따라 유효성의 한계가 있어 두 방법이 모두 고려된 복

합 거칠기 이론(CRA, Composite Roughness Approximation) 모델도 제

시된 바 있다. 이와 달리 경계면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산란강도에 대해

접근하는 소경사 근사법(SSA, small slope approximation)도 존재한다

[34-41]. 한편, KA, PA, CRA, SSA 기법과 달리 실해역 산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도된 실험식들도 있으며, 대표적인 이론은 해저면 산란강도

모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Lambert 법칙과 해수면 산란강도 모의에

활용되는 Chapman-Harris 법칙 등이 존재한다[42, 43].

3.2.1 Lambert 법칙

Lambert는 해저면이나 해수면에서 산란되는 음파의 강도 변화를 그

경계면에 들어오는 입사각과 산란되는 각을 이용하여 경험적 식을 제시

하였는데, 이를 Lambert 법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 (1-27)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43].

  sinsin , (1-27)

여기서 는 Lambert 계수, 는 입사각, 는 산란각이다.



21

Lambert 법칙은 산란강도 계산에 있어 단순하여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실제 해양 데이터 기반의 경험적인 식이므로 물리적인 의미와 수

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주파수와 매질의 특성 값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또한, 낮은 입사각에서 타당한 결과 값을 보이나 높은 입사각에서는 실

제 값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험 해역의 매질과 음원의 주파수를

고려하여 계수 값을 실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3.2.2 Ellis와 Crowe 3-D 산란 함수

Ellis와 Crowe는 Lambert 법칙의 산란강도가 고각에서 실측 데이터와

잘 맞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Lambert 법칙에 KA를 이용한 수학

적인 항을 추가하였고, 이는 식 (1-28), (1-29)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4].

  sin
sin    exp,       (1-28)

  cos cos  coscoscossin sin . (1-29)

여기서 는 Lambert 계수, 은 산란 커널 계수, 는 입사각, 는

산란각, 는 평면 강도, 는 평면 폭, 는 경계면에 반사된 음선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이다. 위 식은 기하학적 특성이 고려되어

양상태 산란강도를 계산 할 수 있다.

3.2.3 Chapman-Harris 산란 모델

Chapman과 Harris는 바람의 세기에 따른 해상상태, 주파수에 의존적

인 산란강도를 측정하였고 규칙성을 규명하여 Chapman-Harris 실험식

을 제시하였다. Chapman-Harris 실험식은 해수면 잔향음에 대한 산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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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구할 때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42].

  log   log . (1-30)

   . (1-31)

여기서, 는 입사각, 는 산란각, 는 바람 속도 (knots), 는 송신

신호의 중심 주파수(kHz)이다.

4. 해양 잔향음 실험적 연구

국내·외 연구원들은 심화된 해양환경 조사와 데이터 측정을 통해 해

양환경이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과 물리적인 현상 등을 규명하기 위해 노

력하였고, 표 1-3과 같이 여러 해역에서 다국가 연구원들과 여러 척의

선박 동원 하에 잔향음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도 진행되었다[13, 14].

Preston과 Kinney[9]는 1990년, 지중해 Sardinia 서쪽 해안(수심 : 약

2800 m)에서 2 척의 연구선 지원 하에 측정 되어진 양상태와 단상태 잔

향음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음원은 LFM 신호로 중심주파수는 950 ~ 960

Hz이고 대역폭은 32, 64 Hz, 펄스 길이는 8 ~ 16 s이다. 수신기는 수평

선배열이 이용되었고, 정합 여파기를 통해 신호 대 소음비를 높이고 공

간상에서 데이터와 모델링 차이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GSM(Generic

Sonar Model) 모델을 이용하여 후방산란 강도를 추정하였고, 높은 스침

각과 평면 반사에서 모델링 결과와 좋게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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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다국적 연구소·기관의 해양 잔향음 해상실험[14].

Year Program Region Main goal

1993
ARSRP (Acoustic 

Reverberation Special 
Research Program)

Mid-Atlantic ridge Long-range bottom dominated 
reverberation

1996
~

1998

RR/REA (Rapid Response / 
Rapid Environmental 

Assessment)

Mediterranean and 
west Atlantic 

continental shelves

Validation of directional 
reverberation data as an 

operational remote sensing tool

2000
~

2004

BCE (Boundary 
Characterization Experiment)

Malta plateau, 
New Jersey shelf, 
and Scotian shelf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key factors of ocean boundaries

2004 ACRE (Acoustic Clutter 
Reconnaissance Experiment)

STRATAFORM 
area

(short for strata 
formation on 

margins)
on the New Jersey 

shelf 

Geologic clutter, 
which includes both surficial 

and buried features

2013 TREX13 (Target and 
Reverberation EXperiment)

Panama city beach, 
FL, USA

Shallow reverberation and
ocean environment effects

Preston[10]은 중앙 대서양 해령(수심 : 3,300 ~ 5,200 m) 인근 해역에

서 3척의 연구선이 동원되어 측정되어진 단상태와 양상태 잔향음을 분석

하였다. 사용된 음원은 200 ~ 1400 Hz의 LFM 신호와 광대역의 SUS 폭

탄이고, 수신기는 수평 선배열을 통해 데이터가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에

서 해산으로부터 높은 산란강도가 발생하였고 해저지형과 산란강도간 높

은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로 인해 잔향음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요인 중 지형적 특징들이 우세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Preston[11]는 2004년 지중해 Malta 해대 인근 해역(수심 : 80 ~ 160

m)에서 연구선 1척 지원 하에서 700 ~ 1700 Hz 대역의 1.5 s LFM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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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US 폭탄을 음원으로 이용하여 수평 삼중선 배열로 측정된 잔향음

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해양 플랫폼과 인근 지원선박에서 강한 산란이

발생하였고, Ragusa 해령으로부터 반향 되어진 15 s의 광대역 신호를

관측 할 수 있었다. 또한, 시뮬레이티드 어니일링(Simulated Anealing,

SA) 기법을 이용하여 바닥 속도, 층 두께, 감쇠에 대한 해저질의 정보를

추정하였다.

Ellis et al.[13] 과 Yang et al.[14]은 2013년 미국 플로리다 파나마 시

티 연안(수심 : 19 ~ 20 m)의 천해 환경에서 CW, LFM, 광대역 음원을

송신하여 고정된 삼중선 배열로 측정된 잔향음 빔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파이프 형상의 인공 수중표적, 선박 잔해, 해저지형 등에 대한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델과 데이터 차이를 분석하였고, 특정 빔 방위에

서 정상모드 잔향음 모델과 잔향음 실험결과 신호를 비교하여 민감하게

발생하는 지형적인 영향과 모델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장기간대에

걸쳐 측정된 해상파고, 특정 항로에서 심화된 다중빔 해저지형 조사 등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잔향음 신호를 분석하였고, 주야간 생물학적 활동,

해저 지형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잔향음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환경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Reference [45], [46]처럼 예인 선배열로 측정된 다양한 잔향

음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잔향음 모델링, 잔향음 세기 분석, 역산 기법

을 통해 바닥정보 추출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편, 최근 소나 시스템은 대역폭이 증가되고 배열 크기도 크게 설계

되어 고해상도의 성능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신호 대 소음비가 증

가되어 탐지 성능도 향상되었다. 반면에 다수의 클러터들이 발생하여 전

통적으로 가정되어온 레일레리 분포에서 K-분포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

라 오탐지 확률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소나 시스템

과 해양 환경적 요인들이 반영된 잔향음 포락선의 물리적인 모델들을 개

발하거나 연구하게 되었다[47, 48].

Preston과 Abraham[49]은 2001년, New Jersey 대륙붕 인근 해역(수

심 : 65 ~ 85 m)에서 390 ~ 440 Hz 대역의 LFM 신호를 송신하여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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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열로 잔향음 데이터를 측정하여 분석하였고, 잔향음의 레일레이하지

않은 확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모멘트 추정과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 K-S test) 기법을 적용하여 확률적인

특성을 해석하였다. 여기서, 스파이크처럼 발생하는 K 분포의 특성이 일

부 잔향음 신호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 레일레이 확률 분포와 유사한 특

성을 보였다.

5. 해양 잔향음 도플러 연구

도플러 효과 또는 도플러 변이는 관측 위치에서 음원이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 신호의 주파수 또는 파장의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 1842년,

최초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도플러로부터 명명되었으며, 해양

잔향음에서도 플랫폼에 탑재 또는 예인되는 송·수신기 모션 또는 산란체

모션에 기인하여 공간상 분포되어 있는 단위 산란체들에 의해 시변적인

도플러 현상이 다르게 발생한다. 특히, 도플러 현상은 CW 펄스 등 도플

러에 민감한 파형을 송신한 경우 유의미하게 분석되어 표적의 상대속도

를 분석할 수 있고, 탐지 및 추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수중에서 음원 또는 수신기 모션에 의한 도플러 현상은 다음과 같이

연구가 수행되었다. Bennett[50]은 등온과 비손실 매질 환경에서 음선 이

론을 이용하여 음원과 수신기에서 관측되는 일반적인 도플러 변이 식을

유도하였다. 도플러 변이는 음선의 이동경로를 시간 미분한 값과 중심

주파수와 음속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데 최종 유도한 식은 음선 경로에

대한 굴절 지수의 시간적 변화율, 음파의 수직 방향과 음선 이동방향간

각도, 음파의 수직 방향의 벡터와 속도 벡터의 프로덕트로 유도하였다.

Dyson[51]은 Bennett의 도플러 식을 토대로 이동 음원· 수신기에 대한

위상 경로의 변화율 식을 케이스 별로 분석하였고, (1) 자유 공간에서 이

동 매질에 대한 반사 (2) 일정하거나 공간상 변화하는 굴절지수에 대한

매질, (3) 수평 경계층으로 구성된 매질에서 수직 이동에 대한 상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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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Peterson과 Porter[52]는 VirTEX(Virtual Time-series EXperiment)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수중통신 채널 시계열 신호를 모델링하였다. 음선

모델을 이용하여 고유음선을 구한 이후 음원 신호와 콘볼루션을 하였으

며, 사전에 음원 신호에서 이동 음원/수신기에 대한 근사된 도플러가 반

영되었다. 이를 통해 수중 음파채널과 시변적인 해수면 환경에서 음향통

신 모뎀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잔향음 도플러의 경우 음원에서 수신기로의 단일 경로가 아닌 전방위

에서 경계면 산란체 또는 부피 산란체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이므로 매우

복잡할 수 있다. Marsh는 경계면(해수면 또는 해저면) 잔향음 도플러 스

펙트럼에 대한 간단한 식을 제시하였으며, 해수면 잔향음의 스펙트럼은

입사각과 산란각에 대한 경계면의 스펙트럼과 중력가속도, 표면장력, 해

수파의 위상속도 등으로 구하였고, 해저면 스펙트럼은 음원 속도, 입사

각, 산란각으로 구하였다[53]. 또한, 음원과 수신기의 빔폭에 따라 스펙트

럼의 폭이 조정된다고 언급하였다.

Roderick과 Deavenport는 해상상태에 따른 해수면 전방산란과 후방산

란에 대한 스펙트럼을 연구하였고, 해수면 거칠기에 따른 레일레이 변수

의 크기 변화에 따라 스펙트럼의 변화를 도출하였고, 해수파의 방향성과

연계된 실험 결과, 선행 연구 등을 요약하였다[54, 55].

Ol'shevskii[56]는 확률적 접근을 통해 잔향음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

였으며, 산란체의 모션 또는 배열의 모션과 연계된 잔향음 도플러를 연

구하여 실험에서 관측된 잔향음 특징을 확인하였다. Faure[57]는 해수면

과 부피 잔향음을 푸아송 분포로 가정하여 공분산과 스펙트럼 밀도의 근

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심 주파수 를 가지는 협대역 순음을 가정하

여 산란체의 속도에 대한 확률밀도 함수와 도플러를 이용하여 잔향음 스

펙트럼을 구하였고, 도플러 확산에 대한 대역폭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특

히, (1) 펄스 길이가 긴 신호 (2) 펄스 길이가 짧은 신호 (3) 중간 길이

의 신호를 통해 잔향음 스펙트럼을 구하였고, 케이스별 도플러 스프레딩

에 대한 원인을 음원의 스펙트럼, 산란체의 스펙트럼 등으로 구분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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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ton[58, 59]은 잔향음 도플러에 대한 식을 유도하였는데 송신기,

수신기, 단위 산란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일정하고, 등음속 상황과 원

거리 음장 환경으로 가정하여 잔향음 도플러 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음

속 구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등음속 환경에 대한 식과 유사하게 잔향

음 도플러 식을 유도하였고, 플랫폼 및 산란체 속도가 음속보다 매우 작

다는 가정 하에 1차 근사된 잔향음 도플러 식을 제시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크게 모델링과 해상실험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능동소나 신호 모델링은 직접적으로 복잡한 수신센서 배열의 엘

리먼트 신호를 모의하지 않고 해당 지향각에서 빔 패턴을 반영하여 신호

특성을 모의하였고 잔향음 도플러 현상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능동소나 시계열 신호를 모의하기 위해 주

음원인 해양 잔향음 신호, 표적신호, 주변소음을 모의하였다. 해양 잔향

음은 선행연구된 에너지 플럭스 모델과 음선 기반의 음파전달 모델을 기

반으로 해저지형의 거리종속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심 양상태(depth

bistatic) 기하학 구조에서 N×2D 방위각별 신호를 구현하였고, 계산 효

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퓨리에와 역퓨리에 변환 등 주파수 영역에서의

계산으로 빠르게 구현하였다.

표적신호는 하이라이트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표적이 타원 실린더 형

상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각 하이라이트 표적에 대해 도플러 정보가

반영된 송신신호와 임펄스 응답을 콘볼루션하고 합하였다. 주변소음은

기존의 Wenz 곡선 스펙트럼 정보를 활용하였고, AR(autoregressive) 모

델을 적용하여 랜덤 특성의 시계열 신호를 구현하였다. 최종적으로 삼중

선 배열의 센서 위치와 방위각별 단위 벡터가 적용된 센서 지연맵 구현

하여 모든 센서 엘리먼트에 대한 신호들을 모의하였다.

해상실험 분석은 국내 최초의 가변심도 능동소나 시스템을 이용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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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음 해상실험을 기반으로 ① 음원과 수신기 수심 변화, ② 해저지형의

변화, ③ 잔향음 확률적 특성, ④ 잔향음 도플러 효과의 4가지 특징을 구

분하여 진행되었고, 모델링 분석도 해상실험에서 주어진 해양환경과 소

나 시스템 특성을 적용하여 해상실험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제 4 절 논문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능동소

나 방정식, 단상태 / 양상태 능동소나, 해양 잔향음 모델링, 실험적 연구,

잔향음 도플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고, 2장에서는 해양 잔향음

관련 이론 및 특성들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능동 예인형 소나 시스템

에서 잔향음, 표적신호, 주변소음이 포함된 효율적인 시계열 신호 모의

기법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동해 해상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와 3장에서

개발된 합성 시계열 신호를 이용하여 해상실험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

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 요약, 한계점 등의 결론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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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해양 잔향음 관련 이론 및 특성

제 1 절 잔향음 정의 및 물리적 발생 요인

Ol'shevskii[56]는 해양 잔향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해양 잔향

음은 송신된 신호가 매질의 비균질성과 경계면의 불규칙성에 의해 부분

적으로 산란될 때 발생되고, 이 중 해양환경의 비균질성은 해양 생물, 공

기 버블, 음속 또는 밀도의 변화, 해저면의 돌출된 암석, 조개류의 파편

조각, 해초 등을 의미하고, 경계면 불규칙성은 음파가 해수면 또는 해저

면에서 전방 반사되거나 거친 표면에 의해 산란되어 발생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1999년 美 해군 연구국(ONR, Office of Naval Research) 주

관 잔향음 모델링 워크숍에서 잔향음은 ‘능동소나에서 신호를 송신한 이

후 음향센서에서 수신되는 음원 중 표적에 의해 반향되거나 주변/배경소

음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와 관계된 음원’으로 정

의된 바 있다[24]. 잔향음 신호 에너지에 기여하는 요인은 송신 신호의

파워, 신호 펄스 길이 및 형태, 송·수신 배열의 방향성의 소나 시스템의

운용 제원과 음파 감쇠, 해양 매질에서 산란체의 특성 등 해양환경적 특

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2-1. 해양 잔향음 발생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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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양 잔향음은 부피 잔향음, 해수면 잔향음, 해저면 잔향

음으로 구분되는데, 부피 잔향음은 미생물, 어류, 온도 불규칙성 등 비균

질성으로 산란되어 발생하는 현상이고, 해수면 잔향음은 해수 표면상에

서 공기 버블과 해수파에 의해 산란될 때 발생되며, 해저면 잔향음은 해

저면의 비균질성과 해저 표면상의 불규칙성으로 발생된다. 물론, 잔향음

준위는 시간 변화에 따라 감소되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수면 또는 해저면 잔향음이 부피 잔향음보다 우세하게 발생하고, 시·

공간적인 해양환경에 따라 특정 해역에서는 해수면 잔향음이 우세하게

관측되거나 해저면 잔향음이 우세하게 관측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

서, 해양 잔향음은 다양한 물리적 현상들을 기반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

제 2 절 잔향음 세기 일반식 및 음파전달 모델별 특징

그림 2-2. 해양 잔향음 발생 환경에 대한 모식도[6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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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에서 보듯이 불규칙한 해양 경계층 산란에 의해 발생되는 일

반적인 잔향음 세기 방정식은 식 (2-1)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24, 25].

첨자 와 은 음원과 수신기이고, 는 음원 세기이며, 와 은 각각

음원에서 산란체, 산란체에서 수신기까지 수신되는 음압 세기를 의미한

다. 는 산란 면적에 경로로 입사하여  경로로 산란된 경우

에 대한 산란강도이고, 는 입사되고 산란되는 음 전달 사이의 방위각이

다. 는 음 전달 항 와 연계된 산란 단면적이고, 이중 합은 각 음파

전달 항 와 연계된 모든 음선 또는 모드들을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이중적분은 시간 에서 펄스에 의해 접촉되는 모든 면적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잔향음 모의에 적용되는 일반식이 같음에도 불구

하고 각 모델별로 음파전달 모델, 산란함수 및 면적 등이 상이하게 적용

되므로 모델별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음파전달 모델링은 파동 방정식 혹은 헬름홀츠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으로써, 수학적/물리적 가정에 따라 음선 이론, 정상모드 모델, 파수

적분 방정식 모델, 그리고 포물선 방정식 모델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표

2-1은 음파전달 모델별 적용성 및 실용성을 평가한 표이다[19, 60, 61].

대표적인 모델별로 천해와 심해 환경별 적합한 모델과 주파수 500 Hz

대역 미만인 저주파와 이상인 고주파로 구분되어 적용성과 실용성에 대

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된 바 있다. 음파전달 모델 중 음선이론은 美

해군 표준모델로 활용되어 해저지형과 음속구조의 변화가 고려된 거리종

속 해양환경을 모델링 하는데 유용하며, 경계면 잔향음에 대한 산란 현

상을 모의하는데 시간 변화에 따라 입사되고 산란되는 고유음선들을 쉽

게 산출하고 음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소나 시뮬레이터에서 광

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24]. 그러나, 음선이론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성

능이 저하되는데 평면파 반사계수에 대한 정확한 해저손실을 구할 수 없

고, 특히 전단파 현상이 중요한 상황과 주파수 200 Hz 이하 대역에서 해

저투과와 재방사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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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음파전달 모델별 적용성 및 실용성 평가.[19, 61]

●: 적용가능하며 실용적, ◐: 정확성 또는 계산 효율에 한계 존재,

○: 해당사항 없음. 저주파: 500 Hz 미만, 고주파: 500 Hz 이상

구 분

장점 단점

천해 심해

저주파 고주파 저주파 고주파

종속 종속 독립 종속 독립 종속 독립 종속

음선 이론 ○ ○ ◐ ● ◐ ◐ ● ●

정상모드 ● ◐ ● ◐ ● ◐ ◐ ○

파수 적분 ● ○ ● ○ ● ○ ◐ ○

포물선 방정식 ◐ ● ○ ○ ◐ ● ◐ ◐

정상모드 이론은 천해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인데 이는 복잡한 해저투

과 현상을 다룰 수 있고 표면덕트 현상에서 음장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모드 수들이 음선이론의 고유음선의 수에 대비하여

훨씬 적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단축된다[24]. 일반 정상모드 모델의 경우

거리종속 환경에 대한 모의가 불가능하고 단열 근사법(adiabatic

approximation)으로 확장 될 때 적용이 가능하나 거리 의존성이 약하고,

주파수와 수심 증가에 따라 계산속도 또한 느려진다. 잔향음 신호를 모

의할 경우에도 시간지연 차이를 이용한 산란 영역을 구할 수 없으나, 음

선이론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 다중경로 확장법을 이용하여 모드 에너

지가 상향파과 하향파로 분리될 때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선이론과

동일한 반사계수가 요구되므로 저주파 대역에서 성능이 저하된다.

고전적인 포물선 방정식은 전방으로 이동하는 영역들만 계산이 가능

하고,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잔향음 모델링이 어려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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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포물선 방정식이 개발되어 모의가 가능하다. 단점은 주파수 1

kHz 이상 대역에서 매우 느려져서 일반적인 능동소나 모델링에서 활용

되지 않고 있다 [24].

이와 같이 잔향음 모의를 위한 음파전달 모델별 장·단점을 표 2-2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쉽게 모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음선이론 기반의 잔향음을 모의하였다.

표 2-2. 잔향음 모의에 대한 음파전달 모델별 장·단점 비교

구 분 장점 단점

음선

이론

· 美 해군 표준모델로 활용 중

· 고주파에서 빠른 속도로

정확한 값 도출 가능

· 거리종속 환경에 대한 모의 가능

· 시간 변화에 따른 고유음선들

쉽게 산출, 잔향음 모의 가능

· 저주파 대역에서 他 모델 대비

성능 저하

정상

모드

· 천해 저주파 거리독립 환경에서

계산시간이 빠름

· 천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음파전달 현상 모의

· 다중경로 확장법을 적용하여

잔향음 모의 가능

· 거리종속성 제한적 모의

· 저주파수 대역에서 정확도 저하

· 고주파·연성모드법을 이용한
거리종속 환경에서 많은

계산시간 소요

포물선

방정식

/ 파수

적분

· 계산 정확도가 높음

· 거리종속 환경에 대한 모의 가능

· 단방향 포물선 방정식은 잔향음

모의 불가, 양방향 모델만 가능

· 많은 격자 사용으로 계산시간

다수 소요

· 주파수 1 kHz 이상 대역에서

계산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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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양환경별 음파전달 및 잔향음 특성

1. 천해

천해에서 음파전달 특징은 심해와 다르게 발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경계면, 즉 해수면과 바닥의 영향에 있다. 천해에서는 심해에서와는 달리

음파와 수면, 바닥 간의 상호 작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파도가 없고 매

우 평탄한 수면의 경우 압력소멸 평면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음의 반사

면 반사계수가 –1이 되는 경계면이 되는 전반사가 발생하므로 물리적으

로 다루기 쉬운 상황이 된다. 그러나 실제 해상에서는 항상 파도가 존재

하기 때문에 파도로 인한 거칠기의 영향으로 산란 효과와 이때 생성된

공기 방울의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60].

천해는 해저면 종류, 음속구조가 심해에 대비하여 더욱 가변적이고,

해저 퇴적물은 심해와 달리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모래, 진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심해는 암반에 둘러싸인 연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천해 퇴적물은 거칠기가 큰데 이는 조개껍질, 모래파, 쓰레기

등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해에서는 식별되는 해양생물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해수면, 해저면 잔향음 보다 부피 산란강도가 더

크게 발생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또한, 선박항행으로 인해 주변소음이 높

으며, 딱총새우 등에 따른 순간소음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공간상 일일 음속구조 및 주변소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5.

5.14 ~ 28일까지 제주 서남방 해역에서 해국해양연구원 주관으로 수행된

SAVEX15(Shallow-water Acoustic Variability EXperiment in 2015) 해

상실험 자료를 참고하였다[62]. 그림 2-3은 제주 서남방 100 km 해상에

서 수행된 SAVEX15 해상실험 해역 장소이고, 실험해역의 크기는 10

km × 10 km로 수심은 100 m 내외이다. 그림 2-4는 해상실험에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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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배열 센서 장비를 의미하며, 수직 선배열은 24 m부터 80.25 m까지

3.75 m 간격으로 총 16개가 수직으로 설치되었다. 여기서 빨간색 삼각형

의 두 개의 지점이 수직 선배열(VLA)이 설치된 장소로 실험기간 동안

고정시켜 CTD(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장비를 통해 음속구

조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2-3. SAVEX15

해상실험 위치 [62]

그림 2-4. SAVEX15

해상실험 개요도[62]

   

그림 2-5. VLA #1, #2에서 일일 음속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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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VLA #1, #2에서 하루 동안 측정된 수심별 음속구조를 모

두 전시한 것이다. 해수 표면에서 22 m에서 1500 ~ 1505 m/s의 음속으로

시작하여 수심 증가에 따라 음속이 감소한다. 또한, 수심 30 ~ 40 m까지

최소 음속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이후로 음속이 다시 증가하다가 수심

60 ~ 70 m 부근 이후로 부분적인 변동을 관측할 수 있으나 80 m까지는

거의 일정한 음속을 보이고 있다. 시간대별로 음속을 보기 위해 그림

2-6과 같이 VLA #1과 VLA #2에 측정된 음속구조를 나타내었으며,

VLA #1에서 수심 22 m 위로는 계측되지 않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다. 음속은 계측된 수온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고 수중음파채널이 형

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위치이더라도 하루 동안의 시

간 변화에 따라 음속구조가 변동하며, 특히 수중음파 채널의 폭의 변동

성이 심한데 이러한 현상은 음파전달에 영향을 미쳐 수중에서의 잔향음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VLA #1

VLA #2
  

 

그림 2-6. VLA #1, #2에서 일일 음속구조의 변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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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천해 제주 서남부 해역 실제 일일 소음준위 변화량

(VLA 수심 24, 35, 50, 65, 72, 80 m / 오전 09시~다음날 0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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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주변소음의 경우 ’15. 5. 15일 9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수직 선배

열을 이용하여 수심별 주변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림 2-7은 수심 24,

35, 50, 65, 72, 80 m에서 측정된 소음 준위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였다. 샘

플링 주파수는 100 kHz로 최대 주파수 50 kHz까지 관측할 수 있고, 19 ~

20시 사이에 딱총새우 등 해양생물의 임펄스 신호로 인한 전 주파수 대

역에서의 준위가 높게 관측되었다. 시간 변화에 따라 주파수 대역별 준

위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해수면과 근접한 24 m 부근에서

주변 선박 및 자체 선박 기계류에 의한 토널 성분으로 인해 저주파수 대

역에서 준위가 높게 발생하였다. 비록 5월 기간 중 하루 동안의 변화였

지만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주변소음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가변적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능동예인형 소나의 경우 음원과 수신기의 운용수심을 조절할 수 있으

므로 이에 따른 천해 환경의 음파전달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2-8

은 해저 수심 100 m, 대표적인 하계 음속구조, 바닥 매질은 모래로 가정

하여 음원 주파수 3 kHz, 음원 수심을 10 m부터 100 m까지 변화시키면

서 음파전달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2-8. 천해 해양환경 예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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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0, 11, 12, 13은 천해환경에서 음원 수심이 10, 30, 50, 70,

90 m일 때 전달손실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음원 수심이 해수면에 근접한

10 m와 30 m의 경우 특정 위치에서 수렴대가 형성되어 음파 전달이 잘

이루어지고 해수면과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원 수심의 증가에 따라 해수면의 상호작용이 감소되

어 음파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저면에 보다 우세한 음파전달이

이루어져 해저면 산란이 강하게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

해저 수심으로 인해 다반사에 의한 간섭현상이 심화되며, 음원 수심 증

가에 따라 해저면 잔향음이 해수면 잔향음보다 우세하게 발생되어 이는

표적신호 탐지에 간섭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림 2-9. 천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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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천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30 m)

그림 2-11. 천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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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천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70 m)

그림 2-13. 천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9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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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천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잔향음의 특징은 아래

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해저지형에 의해 강한 산란현상이 발생하

고, 잔향음 신호와 해저지형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림 2-14에서

보듯이 ’13. 5월 미국 플로리다 파나마 시티 연안에서 수행된

TREX13(Target echo and Reverberation EXperiment 2013)에서 정규화

된 잔향음 준위와 해저지형 변동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5. 1일 거

친 해수면 상황과 5.16일 고요한 해수면에서 잔향음 준위가 동일한 등고

선상에서 높게 발생하였고, 해저의 저지대에서 높은 잔향음 준위가 해저

의 산등성이에서 낮은 잔향음 준위가 발생하였다.

그림 2-14. 해저지형 변동과 잔향음 준위의 변동간 비교-1 [14]

특히, 그림 2-15에서와 같이 빔형성 처리된 신호에서 진방위 109 ~

149 °의 잔향음과 해저지형간 교차 상관계수는 55 % ~ 75 % 높은 수준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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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해저지형 변동과 잔향음 준위의 변동간 비교-2 [14]

’04. 4 ~ 5월, 지중해 Malta 해대 실험에서도 수심이 얕은 지형과

Ragusa 해대와 연계된 지층에서 우세한 산란들이 관측되었다. 그림

2-16은 SUS 폭탄을 투하하여 진방위 116 °에서 관측된 잔향음 신호의

스펙트로그램이다. 여기서, 15 초 시간 지연 후에 선박 잔해에 의한 광대

역의 클러터를 관측할 수 있고, 시간 19 ~ 24 초 주파수 1 ~ 2 kHz 대

역에서 Ragusa 산등성이로부터 강한 산란 발생하여 형성된 신호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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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지중해 Malta 해대 잔향음 스펙트로그램 [63]

(음원 : SUS 폭탄, 진방위 116 ° 빔형성 신호)

둘째, 시·공간적 환경에 따라 잔향음 신호들이 변화하였다. TREX13

실험은 고정된 수신기를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잔향음을 지속적으로 측

정하였으므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잔향음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7은 12일간 측정된 잔향음 결과로 LFM 송신신호 2. 7 ~ 3. 6

kHz, 129도 방위에서 빔 형성된 여러 개의 송신신호에 대한 잔향음 데

이터를 전시하였다. 상단 x축은 일자, 하단은 소요시간을, y축은 로그 스

케일의 지연 시간(s)을 의미한다. 여기서 수평 선들은 정적인 표적을 의

미하여 동일한 도달시간을 가진다. 4. 30일 생물학적 활동도 관측되어 잔

향음에서 20 dB 증가하였고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된 잔향음이라도 해양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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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TREX13 해상실험 12일간 잔향음 변화 [14]

(LFM 2.7 ~ 3.6, SL = 200 dB re 1  at 1 m)

그림 2-18. TREX13 고요한/거친 해수면간 잔향음 비교 [14]

(CW 1.9, 2.7, 3.5, SL = 200 dB re 1  at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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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은 CW 신호, 주파수 1.9, 2.7, 3.5 kHz, 펄스 길이 1초의 송

신신호를 이용하여 측정된 잔향음 결과이다. 해상상태가 고요한 4.24일과

상대적으로 거친 해수면인 5. 1일이 비교되었고, 거친 해수면 결과는 거

리 3km에서 약 10 dB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파수 의존성이 없

이 거친 해수면에 의한 산란 손실 발생으로 잔향음 준위가 크게 감소되

었다.

셋째, 인공·자연적 해저 클러터에 의한 K-분포 확률의 잔향음 신호가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잔향음 포락선은 레일레이 분포의 확률특성을

보이지만 천해 환경에서 고해상도 소나 시스템을 이용할 때 표적과 유사

한 레일레이하지 않은 잔향음 또는 클러터가 발생한다. 그림 2-19는 천

해 환경의 뉴저지 대륙붕에서 측정된 잔향음 신호 결과로 (a)는 정합 필

터된 브로드사이드 빔 방위의 잔향음의 결과이고, (b)는 정규화된 잔향

음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50 s 이후 시간대에서 잔향음이 해저 클러터

에 의해 레일레이 분포 한계치 이상의 값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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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뉴저지 대륙붕에서의 K-분포 잔향음 특성 예제 [49]

- (a) : 정합 필터된 빔 잔향음 세기 (브로드사이드).

- (b) : 정규화된 잔향음 세기 및 레일레이 분포에 대한

한계치(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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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해

심해 환경은 천해 환경에 대비하여 수심이 깊고 수심에 따른 해수 온

도 등의 변화로 인해 수온약층과 음속 최소층이 형성되는데, 보통, 음파

의 진행 경로는 음속이 낮은 방향으로 굴절되기 때문에 음속구조 변화는

음파전달 현상의 변화로 이어지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심해 환경의 잔향음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음원/수신기 수심 변화에 따른 음파전달 현상의 변화가 심화된다. 그림

2-20은 해저 수심 1250 m, 대표적인 심해 하계 음속구조와 바닥 매질은

점토로 가정하여 음원 주파수 3 kHz, 수심을 10 m부터 300 m까지 변화

시키면서 음파전달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2-20. 심해 해양환경 예제 모식도

그림 2-21은 심해환경에서 음원 수심 10 m에 대한 전달손실을 도식

화한 것이다. 근거리에서 음원의 낮은 수심과 음속구조의 영향으로 해수

면과 해저면 상호작용에 의한 잔향음이 우세하게 발생됨을 예측할 수 있

고, 원거리에서 전달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음파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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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거리 표적 탐지에 불리하고 근거리

또한 잔향음 발생으로 인해 표적 탐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21. 심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10 m)

그림 2-22. 심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50 m)

그림 2-22는 음원 수심 50 m에 대한 전달손실로 음원 수심 10 m의

결과와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근거리에서 해수면과 해저면에 의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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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우세하게 발생하며, 거리 12 ~ 16 km 특정 위치에서 수렴대가

발생하여 음파전달이 상대적으로 잘 전달되고 그 외 지역에는 음이 전달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3은 음원 수심 100 m에 대한 전달손실로 해수면 인근에서의

음파전달은 잘 되지 않으나 해저면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대되

었다.

그림 2-23. 심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100 m)

그림 2-24, 25, 26, 27은 음원 수심 150, 200, 250, 300 m에 대한 전달

손실로 수심 200 m 이하에서 원거리까지 음 전달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한, 해저면에도 입사되는 음 전달 영역이 넓어져서 원거리까지 도달하였

다. 결국, 주어진 음속구조에서 음원 수심이 증가할수록 해저면 잔향음이

우세하게 발생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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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심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150 m)

그림 2-25. 심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2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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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심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250 m)

그림 2-27. 심해 환경의 전달손실 ( = 3 kHz,  = 3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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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심해 환경에서도 해저 지형적 요인 및 경사에 따른 강한 산란이

발생하였다. 1993년 7월, NATO SACLANT 수중연구센터는 심해인 중

앙 대서양 해령 인근 해상에서 단상태와 양상태 산란을 측정하고 분석하

였다[43]. 실험해역 수심은 3,300 ~ 5,200 m 범위이고, 주파수 200 ~

1,400 Hz 펄스와 SUS 폭탄을 음원으로 활용되었다. 음원 수심은 120 ~

1,200 m로 변화시켰으며, 수신기 수심은 400 ~ 500 m 범위이다. 그림

2-28에서 가파른 지형인 북쪽 방향에서 강한 후방산란 준위들이 발생하

였고, 해산으로부터 가장 강한 신호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 위

치에서 강한 잔향음 신호들이 지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

다. 결론적으로 음파 채널이 형성된 환경에서 평면 지형에 의해 코히어

런트 후방산란이 우세하였고 작은 크기의 거칠기와 가파른 경사 또한 잔

향음 세기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강한 코히어런트 후방산란은 대부분

큰 입사각의 경사에서 발생하는데 수평방향의 입사각이 거의 수직이기

때문이다.

 

그림 2-28. 해저지형 변동과 잔향음 준위의 변동간 비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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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비정상 신호로서의 확률적 특성

해양 잔향음은 랜덤 프로세서로서 식 (2-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

잔향음의 랜덤 특성은 단위 산란체의 개수가 개로 존재할 때 합을 통

해 나타낼 수 있고, 각 거리 , 시간 에 대한 단위 산란체로부터 발생

된다. 실제 잔향음은 평균 파워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광의의 정상

확률 과정(WSS, Wide-Sense Stationary)이 아니다. WSS 프로세스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멘트가 일정하고, 자기상관 함수(ACF)는 오직 시간

지연에 의존해야 하며, 에르고딕성(ergodic)은 앙상블 평균과 랜덤 프로

세스의 시간적 평균 값이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식 (2-3)과 같이 정규

화 과정을 통해 WSS와 에르고딕성에 대한 랜덤 프로세스를 형성할 수

있다. [17]

  
  









 . (2-2)




. (2-3)

 

   . (2-4)

여기서 는 번째 단위 산란체의 진폭, 는 번째 단위 산란체의 거

리, 는 주기 를 가지는 송신 펄스, 는 번째 도플러 스케일, 는

번째 단위 산란체의 시간지연, 은 시간에 의존적인 잔향음의 표준편

차이다.

정규화된 잔향음의 자기상관 함수(ACF)는 식 (2-5)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 산란체의 개수 i가 1부터 까지 있을 때 진폭, 시간, 도플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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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에 대한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5)

여기서 단위 산란체는 독립적으로 이상 분포되어 있고, 잔향음은 평균

값 0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산란체는 거리별 균일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

되면 시간지연도 시간 0부터 T까지 균일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될 수 있

다.

수신된 소나 신호는 빔형성 처리 이후 식 (2-6)과 같이 표현되는데

첫 번째 항은 표적 반향음, 두 번째 항은 잔향음, 세 번째 항은 주변소음

에 대한 것이다. [48]

   
  



 . (2-6)

이 신호를 펄스 압축에 해당하는 정합 여파기를 적용하면 식 (2-7)의

자기상관 함수를 통해 식 (2-8)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

∞

. (2-7)

  
  



. (2-8)

잔향음의 복소 포락선은 중심 주파수에서 제로 주파수 만큼 이동하는

기저대역 이동 과정과 저역통과 여파기를 거친 이후 데시메이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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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고 셀 평균화를 통해 식 (2-9)와 같은 복소 포락선의 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

  
 

 
 

  




 



(2-9)

여기서 는 저역통과 여파기, 는 빔데이터의 원 신호, 는

복소 포락선 신호, 는 음원의 중심주파수, 는 표적 반향음의 진폭,

는 기저대역 이동된 음원의 자기상관 함수, 는 표적 반향음의 도달

시간, 는 번째 산란체에 의해 발생되는 잔향음의 진폭, 는 번째 산

란체에 의해 발생되는 잔향음의 도달 시간, 은 산란체 개수, 는 정합

여파기 적용된 주변소음의 복소 포락선 신호이다.

그림 2-29. 소나 해상도 셀에 대한 모식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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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과 Lyons[48]는 이산 산란체 모델에 대한 잔향음 복소 포락

선을 식 (2-10)과 같이 표현하였다.

  
  




  . (2-10)

그림 2-29와 같이 소나 해상도 셀에서 빔폭이 클수록 대역폭이 작을

수록 해상도 크기는 커지므로 해당 셀에서 산란체의 개수는 증가하게 된

다. 또한, 소나 해상도 셀에서 산란체의 개수는 식 (2-11)과 같이 음속

, 경사 거리  , 빔폭 , 산란체 밀도 에 비례하고, 대역폭 과 스침

각 에 반비례 한다.

  


cos 


. (2-11)

이에 따라 산란체 밀도는 식 (2-12)와 같이 역으로 추정될 수 있

다.[48]

 


 
. (2-12)

형상 모수 는 식 (2-13)과 같이 소나 셀에서 산란체의 개수 와

동일하고, 척도 모수 는 식 (2-14)처럼 산란체 크기 분포에 대한 평균

값 와 단위 평균 후방산란된 파워 의 곱을 이용하여 평균 산란체의

크기로 구할 수 있다. 형상 모수와 척도 모수는 모멘트 추정기법을 통해

계산될 수 있다.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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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

통상, 잔향음 포락선의 확률 분포는 소나 해상도 셀에서 산란체가 충

분히 분포되어 있을 때 중심 극한정리에 의해 가우시안 형태로 발생되고

레일레이 분포를 따르지만, 해상도 셀에서 산란체의 수가 너무 적어 이

상적으로 분포되지 않을 경우 레일레이 확률 신호 대비 신호 첨두값이

상대적으로 큰 신호 개형을 갖게 되고 중심극한 정리가 위반되는 조건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상 모수 값은 레일레이 확률밀도 함수에

얼마나 근접한 지에 대한 척도로서 나타낼 수 있고, 소나의 빔폭에 비례

하고 대역폭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대역폭이 크면 소나 해상도의 셀 크기는 작아지고 이에 따라

산란체의 수가 적어지며 형상 모수의 값도 작아진다. 형상 모수의 값이

작을수록 잔향음 포락선은 중심 극한정리에 위배되어 더욱 레일레이 하

지 않은 확률의 경향을 가지며 클러터 또한 많아져서 오탐지 확률이 증

가하게 된다. 반면에 형상 모수의 값이 무한대로 근접하여 충분히 클 때

이상적인 레일레이 분포와 유사한 확률을 띄게 된다.

K-분포 잔향음은 복소 가우시안의 랜덤 변수와 감마 분포의 랜덤 변

수를 이용하여 모의 될 수 있다. 만약 가 평균 0, 파워 로 복소 가우

시안 분포되어 있고, 는 에 독립적으로 형상 모수 와 단위 크기의

감마로 분포되어 있을 때 식 (2-15)와 같이 형상 모수 와 척도 모수 

에 대한 K-분포 포락선이 생성 될 수 있다[48].

 . (2-15)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는 표준 가우시안 랜덤 변수를 이용하여 생

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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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6)

여기서 과 는 독립적이고, 평균 0, 단위 분산, 실수의 가우시안

랜덤 변수이다.

감마 분포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가 자연수일 때 는 지수 랜덤변

수들을 만큼 합함으로써 식 (2-17)과 같이 생성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면 식 (2-18)과 같다.

  
  



log. (2-17)

  
  



log   
. (2-18)

여기서  는 내림함수로서 에서 ∞로 근접하는 정수를 반환하고,

는 [0, 1]에서 독립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랜덤 변수이다.

가 자연수 일 때, 의 분포는  자유도에 따라 카이 제곱 분포의

크기를 가지며, 식 (2-19)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2-19)

여기서 는 표준 가우시안 랜덤 변수이다.

예제로 그림 2-30, 31, 32와 같이 형상모수 를 0.5, 5, 20으로 설정하

여 K 분포의 신호를 생성해 보았고, 오탐지 확률(PFA, Probability of

False Alarm)과 확률 밀도 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로

서 도식화하였다. 형상모수 가 감소할수록 신호의 첨두값이 표적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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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하게 발생하는 신호가 생성되고 레일레이 확률밀도 함수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오탐지 확률도 레일레이 분포의 오탐지 확률에 비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형상모수 가 증가할수록 레일레이 한

계치를 벗어난 첨두값이 감소하였으며 레일레이 확률밀도 함수와 유사해

져 오탐지 확률도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변화였다.

이와 같이 대역폭이 큰 LFM 신호와 같이 고해상도 송신신호를 운용

할 경우 인공·자연적인 클러터가 많이 존재하는 천해 환경은 K 분포의

랜덤 특성의 신호로도 모의가 가능하며 형상모수의 크기 조정을 통해 특

성을 세부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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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K 분포 복소 포락선 신호 모의 예제-1 (=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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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K 분포 복소 포락선 신호 모의 예제-2 (=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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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K 분포 복소 포락선 신호 모의 예제-3 (=2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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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송신신호 주파수, 펄스 길이에 따른 잔향음 특성

능동소나 펄스는 기본적으로 연속파(CW, Continous Wave), 부호 펄

스(CP, Coded pulses), 의사 펄스(PRN, pseudo random pulse), 충격 펄

스(Impulsive pulses)의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각 펄스는 탐지와 추적

에서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16].

CW 펄스는 매우 협소한 대역의 신호로 도플러 분해능에서 좋은 성능

을 보이나 거리 분해능은 좋지 않다. 따라서, 우수한 도플러 분해능을 통

해 잔향음 대비 표적신호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탐지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거리 분해능은 펄스 길이에 반비례하여 향상되는데 이는 펄

스 길이가 감소할 때 대역폭이 증가되며, 대역폭 증가에 따라 거리 분해

능이 향상되어 신호 대 잔향음 비가 증가한다.

부호 펄스(CP)는 주파수 변조(FM, Frequency Modulation) 펄스인데

주파수에서 위와 아래 방향으로 스위프되거나 선형적으로 스위프된

LFM(Linear Frequency Modulation) 펄스와 주기적인 HFM(Hyperbolic

Frequency Modulation) 펄스로 구분된다. 부호펄스는 거리 분해능이 우

수하나 도플러 분해능이 거의 없고, 잔향음에 대비하여 높은 이득을 가

지므로 도플러 변이가 적은 표적을 탐지하는데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의사 펄스(PRN)는 광대역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CW와 CP의 좋은 성

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좋은 탐지성능과 거리, 도플러 분

해능을 보인다. 그러나, 現 기술의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同 신호를 발

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리와 도플러에 따른 레플리카의 상관관계

가 필요하므로 신호처리하기 어렵다.

충격파 음원은 공기총, 폭발물, 스파크에서 발생하는 짧은 주기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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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신호이다. 이 신호들도 거리 분해능이 우수하나 도플러 분해능이

저하된다. 또한, 전 주파수 대역에 대한 신호의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낮은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송신신호의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효과들이 발생하는데 일

반적으로 전달손실이 증가하고, 주변소음 또는 자체소음들이 감소되거나

개선된다. 이에 따라 경계면인 해수면과 해저면에 대한 손실도 증가하며

후방산란도 증가한다.

이와 같이 송신신호별 특징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표 2-3은 일반적인

신호특성에 따른 능동소나 시스템의 성능 변화를 정리하였다.

구분 증가(Increase) ↑ 감소(Decrease) ↓

송신

준위

○ 표적신호 준위 ↑

○ 잔향음 준위 ↑

○ 표적신호 준위 ↓

○ 잔향음 준위 ↓

주파수

○ 전달손실(TL) ↑

○ 해수면·해저·후방산란 ↑

○ 표적강도 ↑

○ 배열이득 ↑

○ 추적 정확도 ↑

○ 신호처리 계산량 ↑

○ 전달손실(TL) ↓

○ 해수면·해저·후방산란 ↓

○ 표적강도 ↓

○ 배열이득 ↓

○ 추적 정확도 ↓

○ 신호처리 계산량 ↓

펄스

길이

○ 탐지 임계치(DT) ↑

○ 신호처리 이득 ↓

○ 탐지 임계치(DT) ↓

○ 신호처리 이득 ↑

표 2-3. 신호특성에 따른 능동소나 시스템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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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W(Continous Waveform) 송신신호

CW 신호는 중심 주파수 , 펄스 길이 가 주어질 때 식 (2-20)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해석적 신호의 형태는 식 (2-21)과 같고 이를

베이스밴딩한 복소 포락선은 식 (2-2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7].

 cos     

 
. (2-20)

 
     

 
. (2-21)

      

 

 

 
. (2-22)

또한, 복소 포락선의 자기상관 함수(ACF, AutoCorrelation Function)

는 식 (2-2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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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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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은 중심 주파수  = 3 kHz,  = 1 s에 대한 CW 원 신호,

해석적 신호, 복소 포락선, 복소 포락선의 자기상관함수를 도식화한 것으

로 자기상관 함수는 삼각함수 형태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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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는 그림 2-33의 각 신호별 주파수 스펙트럼 결과로 원신호

의 경우 실수이므로 신호 스펙트럼이 주파수 0 Hz을 중심으로 대칭적으

로 발생하지만 해석적 신호의 스펙트럼은 복소수이므로 양의 주파수에서

2배 크기의 성분이 도출되고 복소 포락선 스펙트럼은 베이스밴딩되어 주

파수 0 Hz에서 신호의 성분이 발생한다. 또한, 복소 포락선의 자기상관

함수 스펙트럼도 동일한 주파수 0 Hz에서 스펙트럼이 발생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2-35에서와 같이 펄스 길이를 2, 1, 0.1, 0.01초로 다르게 할 경우

복소 포락선의 자기상관 함수는 펄스 길이가 길수록 삼각함수의 폭이 넓

어져 거리 해상도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2-36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신호의 대역폭이 넓어져서 주파수 도플러 분해능은

좋게 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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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시간 영역 CW 시계열 신호 파형 개형

(CW 신호,  = 3 kHz,  =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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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주파수 영역 CW 신호 스펙트럼

(CW 신호,  = 3 kHz,  =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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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펄스 길이에 따른 CW 복소 포락선 자기상관 함수 변화

(CW 신호,  = 3 kHz,  = 2, 1, 0.1, 0.0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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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펄스 길이에 따른 CW 복소 포락선 스펙트럼 변화

(CW 신호,  = 3 kHz,  = 2, 1, 0.1, 0.0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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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FM(Linear Frequency Modulation) 송신신호

LFM 신호는 중심 주파수 , 대역폭 , 펄스 길이 , =가

주어질 때 식 (2-24)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해석적 신호는 식 (2-25)

와 같고 베이스밴딩된 복소 포락선은 식 (2-2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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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소 포락선의 자기상관 함수(ACF, AutoCorrelation Function)

는 식 (2-2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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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은 중심 주파수  = 3 kHz, BW = 400 Hz,  = 0.3 s에

대한 LFM 원 신호, 해석적 신호, 복소 포락선, 복소 포락선의 자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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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도식화한 것으로 자기상관 함수는 싱크 함수 형태로 표현된다.

그림 2-38은 그림 2-37의 각 신호별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

로 CW 신호와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원신호는 스펙트럼상 주파수 0 Hz

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발생하지만 해석적 신호의 스펙트럼은 복소수이

므로 양의 주파수에서 2배 크기의 성분이 도출되고 복소 포락선 스펙트

럼은 베이스밴딩되어 주파수 0 Hz에서 신호의 성분이 발생한다. 또한,

복소 포락선의 자기상관 함수 스펙트럼도 동일한 주파수 0 Hz에서 스펙

트럼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9와 같이 펄스 길이를 2, 1, 0.1, 0.01초로 다르게 할 경우 자

기상관 함수는 CW 신호와 달리 크게 차이는 없으며, 그림 2-40의 주파

수 스펙트럼은 대체로 대역폭 400 Hz를 유지하지만 펄스의 길이 0.1,

0.01로 짧아질수록 신호 스펙트럼이 중심 주파수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

생한다.

그림 2-41은 펄스 길이를 1 s로 동일하게 설정한 이후 대역폭을 40,

100, 400, 1000 Hz로 변화시켰을 때의 자기상관 함수인데 대역폭이 클수

록 자기상관 함수의 폭이 좁아져서 고해상도의 거리 분해능을 가질 수

있고, 그림 2-42는 그림 2-41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설정

된 대역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FM 신호의 경우 도플러 민감

하지 않은 신호이므로 주파수 도플러 분해능이 저하되나 대역폭이 클수

록 시간함수인 거리 분해능은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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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시간 영역 LFM 시계열 신호 파형 개형.

(LFM 신호,  = 3 kHz, BW = 400 Hz,  = 0.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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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주파수 영역 LFM 신호 스펙트럼.

(LFM 신호,  = 3 kHz, BW = 400 Hz,  = 0.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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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펄스 길이에 따른 LFM 복소 포락선 자기상관 함수 변화.

(LFM 신호,  = 3 kHz, BW = 400 Hz,  = 2, 1, 0.1, 0.0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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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펄스 길이에 따른 LFM 복소 포락선 스펙트럼 변화.

(LFM 신호,  = 3 kHz, BW = 400 Hz,  = 2, 1, 0.1, 0.0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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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대역폭에 따른 LFM 복소 포락선 자기상관 함수 변화.

(LFM 신호,  = 3 kHz, BW = 40, 100, 400, 1000 Hz,  =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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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대역폭에 따른 LFM 복소 포락선 신호 스펙트럼 변화.

(LFM 신호,  = 3 kHz, BW = 40, 100, 400, 1000 Hz,  =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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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신신호별 파워 스펙트럼 변화

 

단위 산란체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는 식 (2-28)와 같이 송신신호 

와 단위 산란체의 임펄스 응답 의 콘볼루션으로 표현될 수 있

다. [64]

  ⊗. (2-28)

모든 산란체에 대한 총 수신된 신호 도 식 (2-29)와 같이 송신신

호 와 단위 산란체에 대한 임펄스 응답의 합 의 콘볼루션으로 구

할 수 있다.

  ⊗
  



  ⊗. (2-29)

만약, 단위 산란체의 수가 매우 많고 일정 간격으로 균일하게 분포되

어 있으며 이 평균 0의 랜덤 변수라고 가정하면 는 식 (2-30)과 같

이 표현 가능하다.

  
  



exp  . (2-30)

여기서 는 포락선 함수이고 는 중심 주파수이다.

식 (2-30)을 퓨리에 변환하면 시간영역에서의 두 신호의 콘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식 (2-32)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81

  ⊗ ↔   . (2-31)

  ⊗ ↔   
  




exp . (2-32)

따라서, 잔향음 파워 스펙트럼 밀도 는 주파수 영역에서 제곱의

평균 값이므로 식 (2-3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p    

  




 

 

(2-33)

여기서 은 단위 산란체의 총 개수이다.

결국, 소나 플랫폼과 단위 산란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파워 스펙트럼

밀도는 송신신호 스펙트럼에 비례되는 형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해양에서는 소나 플랫폼이 정지하고 있더라도 해수면 또는 부피 단

위 산란체에 의해 모션이 존재하므로 도플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산란체의 모션이 존재할 때 파워 스펙트럼 밀도는 산란체와 소나

플랫폼의 속도가 음속보다 현저히 작다고 가정하여 송신신호의 스펙트럼

과 산란체 도플러 주파수 변이의 확률밀도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간 콘볼루션으로 근사 될 수 있다. 또한, 소나 플랫폼

의 모션이 존재하고 산란체가 정지한 해저면 산란체의 경우도 각 시계열

신호에 도플러 변이 성분을 반영하여 모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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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잔향음 도플러

1. 이동 음원·수신기에 대한 도플러 변이 주파수

수중음향학에서 도플러는 파동 방정식을 통해 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음선모델, 정상모드, 파수 적분법 등 음파전달 모델에 따라 유도방법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이동 음원에 대한 파동 방정식은 식 (2-34)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  







 
. (2-34)

그림 2-43. 잔향음 도플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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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음원·수신기 상황에서 단위 산란체(표적)에 대한 도플러 주파수

를 구하기 위해 최초 식 (2-34)의 이동 음원에 대한 파동 방정식의 식을

이용하여 자유장의 경계면을 가정하여 그린함수로 유도하고 음원에서 단

위 산란체로, 단위 산란체에서 수신기로의 전달될 때의 양방향 펄스의

위상을 고려한다. 여기서 음원·수신기·산란체(표적)의 속도는 일정하고

음속 보다 매우 작다고 가정된다. 이에 따라 위상 정보를 미분하면 식

(2-35)에서와 같이 3차원 환경에서의 도플러 변이 각주파수를 유도할 수

있다[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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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송신 신호의 중심 각주파수 (Hz)이고, 는 중심 각주파

수에 도플러 변이된 주파수, 는 도플러 변이 각주파수 (Hz), 은 위

치 벡터로 음원에서 산란체로 입사될 때, 산란체에서 수신기로 산란될

때의 위치, 는 속도 벡터, 는 에서 를 바라보는 접지각이다.

통상, 해양환경은 수평 층들로 구성된 환경으로 모의되어 수심별 음속

이 다르고 해저 경사가 존재하나, 플랫폼과 산란체의 등속도, 음속이 속

력보다 매우 크다는 가정 아래 위 식을 적용해도 결과는 유사하게 도출

될 수 있다.



84

2. 해수면 잔향음 도플러의 특징

해수면 잔향음은 바람에 의한 해수면의 거칠기와 유동에 의해 산란체

가 모션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가정될 수 있다. 통상, 해수면 산란체는 모

션이 존재하지만 랜덤한 특성이 강하므로 산란체 모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와 송신신호의 스펙트럼간 콘볼루션을 통해 잔향음 도플러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을 모의할 수 있다.

시변적인 해수면에서 반사되고 산란되는 신호는 음압과 위상이 모두

변조되고,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해수면의 방향성 파동의 스

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데 이와 관련된 많은 실험적, 이론적인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Roderick과 Cron[54]은 바람 속도와 해수파 스펙트럼 함수로 해수면

전방산란 신호의 스펙트럼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였고, Roderick과

Deavenport[55]는 해수면 거칠기의 함수인 레일레이 변수가 변화할 때

전방산란과 후방산란의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낮은 접지각으로 전파되고 음파 파장이 해수면 파고보다 클

때 스펙트럼상 사이드밴드는 중심주파수를 기준으로 대칭이고 최대 해수

파 에너지의 주파수로 대체될 수 있다. 산란된 신호의 스펙트럼은 접지

각, 방위각, 음파 파장의 성분과 연계되어 음파가 상향 바람 환경일 때

산란된 신호의 도플러 변이는 양의 최대 값을, 하향 바람일 때 음의 최

대 값을 가진다. 또한, 도플러 스펙트럼의 폭은 음원의 중심 주파수가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음파 파장에 반비례하며 해수파 에너지 밀도에

대한 궤도 주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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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작은 거칠기에서 일반적인 해수면 산란신호의 스펙트럼 [55]

그림 2-45. 작은 해수면 거칠기에서 음파와 해수 파동의 스펙트럼 [55]

그림 2-44는 레일레이 변수가 작을 때 해수면 산란신호의 스펙트럼을

도식화한 것으로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사이드 밴드를 가지

고, 사이드 밴드는 해수파의 최대 에너지 주파수로 대체된다. 스펙트럼에

서 중심 첨두값은 코히어런트 반사 장을 나타내며 위상은 exp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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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변조된다. 중앙 첨두값은 약간 넓어지는데 코히어런트한 산란 영역이

수직의 반사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대칭적인 사이드 밴드는 산란된 인

코히어런트 필드이고, 입사된 음파 신호가 시변적으로 랜덤한 해수면에

서 산란될 때 위상과 음압이 변조되어 발생한다.

그림 2-45는 해수면 거칠기가 작을 때 주파수 100 ~ 500 Hz에 대한

실험 데이터이다. 실험결과에서 해상 파고 스펙트럼과 해수면 산란 신호

의 스펙트럼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송신 주파수를 중심으로 대칭적

인 사이드밴드가 형성되었다.

그림 2-46. 큰 해수면 거칠기에서 이론값과 실험값에 대한 스펙트럼 [55]

레일레이 변수가 1보다 클 때 해수면 거칠기는 커지는데 이 때 사이

드 밴드는 합쳐지고 송신 주파수 중심의 가우시안 곡선으로 변화한다.

그림 2-46은 모델 탱크에서 강한 해수면 거칠기를 생성하였을 때의 실

험 결과로 가우시안 형상의 스펙트럼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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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상향바람에서 입사각에 따른 잔향음 스펙트럼 실험결과 [55]

그림 2-47은 뉴욕 인근 호수에서 입사각에 따라 도플러 확산을 측정

하였는데 상향바람 상황에서 바람 속도는 7.5 m/s였고 다양한 입사각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입사각 증가에 따라 스

펙트럼 에너지도 감소하고 가우시안 형상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8. 펄스 길이(1, 0.5, 0.2 s)에 따른 잔향음 스펙트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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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은 송신신호의 펄스 길이를 1, 0.5, 0.2 s로 변화시켰을 때

산란신호에 대한 해수면 잔향음 도플러 스펙트럼이다. 여기서도 펄스 길

이 증가에 따라 사이드 로브가 감소하며, 펄스 길이가 감소할 때 사이드

로브가 브로드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잔향음 도플러

스펙트럼은 송신신호의 펄스 길이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9. 방위각에 따른 산란신호의 주파수 변이 [55]

a) 송신 주파수 3.15 kHz, b) 10 kHz, c) 20 kHz, d) 43 kHz

그림 2-49는 방위각에 따른 산란신호의 주파수 변이이고 최대 다운

도플러 변이는 하향바람 일 때 형성되고, 최대 업 도플러 변이는 상향바

람 일 때 형성되었다. 여기서, 실선은 방위각의 코사인 성분 cos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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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저면 잔향음 도플러의 특징

일반적으로 해저면 단위 산란체는 정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Marsh[53]는 해저 잔향음 스펙트럼에 대한 간단한 식을 제시하였고, 경

사진 해저면에서 후방산란된 도플러 주파수 변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Middleton[58, 59]은 음선 접근법과 원거리 근사법을 이용하여 등음속과

음속구배가 존재하는 환경들에 대한 잔향음 도플러 식을 유도하였다.

그림 2-50. 경사각이 존재하는 해저면에서 후방산란 각도의 변화

그림 2-50은 경사각이 존재하는 해저면에서 후방산란 각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해저면 후방산란과 도플러 주파수 변이를 구하기 위해

경사각을 고려해야 한다. 음원과 수신기가 움직이고 해저면 산란체는 정

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식 (2-38)과 같이 도플러 주파수 변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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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38)

여기서, 는 송신 신호의 중심 각주파수 (Hz)이고, 는 도플러 변이

된 각주파수, 은 위치 벡터, 는 음원과 수신기 위치에서의 음속, 

는 음원과 수신기의 속도 벡터이다.

해저 잔향음의 경우 이동하는 음원/수신기와 정지 중인 해저 산란체

가 가정된 상황으로 N×2D 환경의 스칼라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산란체

의 속도는 0이고, 속도 벡터와 단위 벡터의 프로덕트를 속도 벡터의 절

대값으로 나눈 ·
 값은 상대적인 cos가 되어 결국 는

acos·
로 변환될 수 있다. 따라서, 식 (2-38)은 식 (2-39)와 같

이 변환될 수 있다.

  
 ·



 ·


 
  ·cos

 ·cos

 
 ·cos·cos

′
 ·coscos

′
. (2-39)


′  atan  (2-40)

여기서, 은 음원, 수신기 수심, 는 해저 수심, 은 음원에서

산란체까지, 산란체에서 수신기까지 수평거리이다.

식 (2-39)을 확장하여 음원과 수신기가 동일한 수평 좌표 상에 존재

하여 수직 거리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스칼라 형태로 변환하고 경사각

∆를 고려하면 도플러 각주파수는 식 (2-41)과 같이 변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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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cos

′ ∆

 ·coscos
′ ∆

, (2-41)

여기서, 는 산란체 위치에 대한 방위각, 는 음원과 수신기 침로,


′ 는 2차원 단면에서 음원에서 산란체, 수신기에서 산란체를 바라보는

접지각이다.

만약, 식 (2-41)을  ≈ ,  , ≪ 의 가정 아래

Taylor 급수 1차 order로 전개하면 아래 식과 같이 근사화 될 수 있다.

  
 ·cos·cos

′ ∆

 ·cos cos
′ ∆



≈


cos·cos

′ ∆


coscos

′ ∆
(2-42)

위의 상황은 수심 양상태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단상태 환경을

가정할 경우 식 (2-43)과 같이 간소화된다.

 ≈


cos ·cos

′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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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능동 예인형 소나 신호 모의

제 1 절 효율적인 잔향음 시계열 신호 모델링

1. 에너지 플럭스 잔향음 모델

일반적인 잔향음 모델은 잔향음 세기 준위를 계산하기 위해 음선이론,

정상모드, 포물선 방정식 등 다양한 음파전달 모델들이 적용되었으나,

Harrison[29]은 이와 달리 Weston(1976)의 식을 기반으로 모드 스트립의

환경에서 음 전달을 모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잔향음 세기를

Harrison[29]이 모의한 에너지 플럭스 잔향음 모델의 방법으로 적용하였

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모드 스트립은 거리 증가에 따라 높은 스침각에

대한 모드는 점점 사라지고, 낮은 스침각에 대한 모드는 남게 되는 현상

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유효한 음선들은 임계각 안에 위치하고, 스침각

에 비례하는 반사 손실을 가진다. 등음속 환경에서 반사계수 식 (3-1)과

음선주기 거리 식 (3-2)에 의해 거리에 따른 감쇠는 식 (3-3)과 같다.

  exp. (3-1)

  tan. (3-2)

Atten=
  × 

 exp



. (3-3)

느리게 변화하는 해저지형에 따라 거리 종속환경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eston(1962)이 정의하였던 해저면 지형에 대한

유효 수심 은 식 (3-4)이고, 임계 수심 은 식 (3-5)와 같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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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첨자 는 음원에 적용되는 항, 은 수신기에 적용되는 항을

의미한다.

   


 








 ′ 


′ . (3-4)

   min. (3-5)

여기서 는 음원의 해저 수심(m), 은 수신기의 해저 수심(m),

는 산란체 수심(m), ′ 은 음원과 산란체 사이의 거리 간격 ′에
따른 수심(m)이다.

이에 따라 음파전달 세기를 식 (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해저 잔

향음 세기를 구하면 식 (3-7)과 같다.

  


 

 



 



   
 

  . (3-6)

∆    , (3-7)

여기서  는 음원에서 산란체까지 전달되는 음파 세기,  는 산

란체에서 수신기까지 전달되는 음파 세기, 는 감쇠 계수(dB/), 는 경

험적인 Lambert 계수, 는 산란 단면적이다. 는 양상태 각도에 대

한 함수로 양상태 삼각 관계에 따라 전방산란과 후방산란에 대한 효과를

모의하기 위해 적용된 해석적 식인데 Reference [30]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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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해석적인 양상태 잔향음 및 산란면적에 대한 모식도 [30]

또한 산란 단면적인 는 그림 3-1과 같이 다중경로의 시간지연에

관계없이 단일경로만 고려되어 가정 되는데, 음속 , 펄스 길이 , 음원

에서 산란체까지 거리  , 산란체에서 수신기까지 거리  , 단위 빔에 대

한 각도 , 양상태 각도 를 이용하여 타원의 폭  사이에서 겹치는

부분을 식 (3-8)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os


cos


, (3-8)

간단한 모의를 위해 Harrison[29]의 예제와 같이 등속환경(1500 m/s),

수심 200 m인 거리독립 해양환경에서 양상태 잔향음과 단상태 잔향음을

모의해 보았다. 양상태 환경에서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는 20 km,

음원은 좌표 (0, 20,000), 수신기는 좌표 (0, 0)에 위치하고 있고, 단상태

환경에서 음원, 수신기는 좌표 (0, 0)에 위치하고 있다. 소나체계 변수와

해양환경은 양상태, 단상태 모두 동일한데, 음원준위는 0 dB, 펄스 길이

가 10 ms, 빔폭은 1 °, Lambert 계수는 -27 dB, 해양환경에서 반사 손



95

실    dB/radian, 임계각   °이다.

공간상에서 양상태, 단상태 잔향음 준위를 도식화하면 그림 3-2 (a),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상태 잔향음은 전방위로 동일한 준위가

발생하지만, 양상태 잔향음은 음원과 수신기 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전시되는 특징이 발생한다.

(a)

     

(b)

그림 3-2. (a) 거리 독립환경에서 단상태 잔향음 준위,

(b) 거리 독립환경에서 양상태 잔향음 준위 [29]

그림 3-3에서 단상태 환경 (a)는 음원, 수신기의 y축 방향으로 수심이

증가하고 아래 방향으로 수심이 감소하는 경사진 구조(slope 0.01)이다.

여기서 음원, 수신기의 위치는 좌표 (0, 0)이고 기본적인 해양환경은 위

의 환경과 동일하다. 양상태 환경 (b)는 대륙붕 인근 경사진 환경에 위

치한 음원과 수신기에 대한 것이다. 수신기는 음원을 120 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거리는 20 km 이격되어 있다. 여기서 해저면 경사는 0.01

증경사이고 y축 -17 km 아래로 수심 30 m의 대륙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선형적인 경사와 대륙붕 환경 등에 따른 잔향음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리에 따라 경사 수심이 얕아질수록 잔향음 준위가 증가하고

깊어질수록 잔향음 준위가 감소하였다. 또한, 대륙붕 방향으로 신호가 약

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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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 (a) 거리 종속환경에서 단상태 잔향음 준위,

(b) 거리 종속환경에서 양상태 잔향음 준위. [29, 30]

  

그림 3-4. 에너지 플럭스 양상태 잔향음 모델과 정상모드 기반

모델(BI-STAR)간 비교 [30]

그림 3-4는 에너지 플럭스 잔향음 모델을 정상모드 기반의 BI-STAR

모델과 비교한 결과이다. BI-STAR는 등고선에서 부분적인 잔물결들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치 방법을 통해 계산될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BI-STAR의 등고선은 대륙붕 끝단 인근에서 준위가 감소되는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결과는 일치하였다. 따라서, 에너지 플럭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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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일반 정상모드 모델 결과에 대비하여 타당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Harrison 모델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해석적인 식을 통해 신속하게

평균화된 잔향음 세기를 계산할 수 있고, Weston(1962)의 유효수심 개념

을 적용하여 단상태 및 양상태 환경과 해저지형이 변화하는 거리 종속

환경에 대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음속구조가 변하지 않는

등음속 해양환경의 해저 잔향음 모델에만 적용할 수 있고, 평균적인 잔

향음 세기 변화를 모의 할 수 있으나 음원 수심과 수신기 수심을 입력

값으로 기입할 수 없어 음원 · 수신기 수심에 대한 모의는 불가능 하다.

또한, 초기 잔향음 세기 값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므로 근거리에 대한 경향은 비교적 일치하지 않으며, 동해 환경과

같이 일정한 시간 지연 이후 표적신호와 유사한 잔향음의 정점 신호들은

모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실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때 근거리 잔향

음 보다 원거리 잔향음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음속구조가 상대적으로 일

정한 천해환경의 경우 동 모델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자기회귀 모델을 이용한 시계열 신호 모의

본 연구에서는 Harrison의 해석적 모델을 이용하여 잔향음 시계열 신

호를 모의하기 위해 자기회귀 모델이 적용되었다. 자기회귀 모델은 대표

적인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으로 샘플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랜덤 특

성과 신호의 주파수 특성이 반영된 시계열 신호를 예측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자기회귀 모델은 식 (3-10)과 같이 주어지는데, 주어진 시간 에

서 예측된  값은 과거    값과 랜덤 함수  값의 선형적인 조합으

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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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

여기서 는 극의 개수, 는 극의 계수, 는 이득 값, 는 복소 랜덤

변수이다.

식 (3-11)과 같이 의 값에 따른  값을 선형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자기회귀 모델 계수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최소 제곱법은 가장 최적

화된 방법이며, 추정된 에러 값    
은 식 (3-12)처럼 제곱의 평

균에서 최소화될 수 있다.


  

  



  . (3-11)

min
 min  

  



  


. (3-12)

이에 따라 자기회귀 모델 계수를 구하기 위해 식 (3-12)의 이 자기

상관 함수  값으로 대체된 식 (3-13)의 Yule-Walker 모델이 활용되었

고, Levinson-Durbin 회귀 방법을 통해 방정식을 풀면 극 값 와 이득

값 를 추정할 수 있다.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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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잔향음 시계열 신호 생성을 위한 순서도 [67]

그림 3-5는 시계열 신호 모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

차로 모의될 수 있다. 우선, 정규화된 CW(Continuous Wave) 또는 FM

음원 신호를 식 (3-13)에 대입하여 비편이 자기상관 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

  



  

   

  , (3-14)

여기서 은 편의상 로 부르겠다.

Levinson-Durbin 회귀 방법은 대칭적인 Toeplitz 선형 방정식 시스템

을 해결하는 문제로 식 (3-15)와 같이 행렬 방정식을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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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

여기서 *는 전치된 값을 의미한다.

Reference [68]에서 인용된 방법과 같이 자기상관 함수인  값과 극

의 개수 를 이용하여 식 (3-16) ~ (3-18)과 같이 초기 값들을 설정한다.

  . (3-16)


 

 



. (3-17)

  
. (3-18)

다음 식 (3-19) ~ (3-22)와 같이 ,  값에 따라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 최종적으로 극의 계수 와 예측 오차인 이득 값 를 구할 수 있

다.


 

 

  
  

 


  

 for  ≤  ≤ . (3-19)


  

  
 

  for  ≤  ≤ . (3-20)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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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2)

다음 과정으로 식 (3-23)의 평균 0, 단위 분산을 가진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 을 설정된 샘플 레이트에 근거한 시간만큼 생성하고, 구해

진 자기회귀 계수 ,  값을 식 (3-10)에 대입하면 주어진 시간 에 대

한 시계열 신호 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메트랩 함수는 다이렉트

형식-II 전치 필터(direct form-II transposed filter)가 활용되었다.

 

 
. (3-23)

최종적으로 방위각별 잔향음 시계열 신호는 시간 에 따라 생성된

 값에 선형 보간된 잔향음 세기의 제곱근 값과 도플러 주파수에 대

한 지수함수를 곱하고 실수 값을 취하면 식 (3-24)와 같이 주어진다.

∆  ∆ 
  

. (3-24)

한편, 극 값 개수의 설정과 관련하여 Reference [22]에서 40 이상으로

설정하면 스펙트럼상 모델링 오차를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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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선 기반의 depth bistatic 잔향음 모델

          

그림 3-6. Depth bistatic 잔향음 모델 모식도

일반적으로 음파가 불규칙한 경계면을 가지는 해양 도파관에서 전달

될 때 거친 경계면에 의해 산란되며, 산란된 신호를 예측하기 위해 음파

전달 모델과 산란강도 모델을 조합하여 모델링 될 수 있다[61]. 본 연구

에서는 Harrison의 에너지 플럭스 모델 외에도 음선 기반 음파전달 모델

과 Lambert 산란 함수를 이용하여 시계열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였다.

양상태 환경에 대한 모델링은 계산 속도 측면에서 매우 느려 비효율적이

고 모델링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음원과 수신기가 매우 원거리

에서 떨어져 있지 않고 함정에 예인되어 이동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음원

/수신기와 산란체간 거리가 증가할수록 음원과 수신기의 수평 거리는 무

시되어 방위각별 잔향음 준위의 떨어지는 경향과 지형적 영향은 유사하

게 발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6과 같이 음원과 수신기가

수평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수직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depth bistatic 상황

의 N×2D 환경으로 가정하여 시계열 잔향음 신호가 모의되었고, 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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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의 경우 방위각별 단위 산란체에 대해서 양상태 모델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음파전달 모델은 기하학적 음선 번들 모델이 활용 되었는

데, 이 모델의 장점은 거리에 따른 split-step marching 알고리즘이 적용

되어 산란체에 대한 고유음선을 반복적으로 찾을 필요 없고 계산시간 또

한 단축될 수 있다[69, 70]. 또한, 이산시간에 대한 임펄스 응답을 구하기

위해 양방향 시간 지연을 샘플링 주파수에 곱하여 정수 값의 인덱스로

취하였다.

앞서 잔향음의 일반식 (2-1)을 수신기 중심의 좌표계에서 거리종속

환경의 해저지형이 가정하여 수평각 에 의존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식

(3-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5)

여기서 는 음원신호의 세기, 는 음원에서 산란체로의 전달손실, 

은 산란체에서 수신기로의 전달손실이고, 는 음원에서 산란체로의 지

연시간, 은 산란체에서 수신기로의 지연시간이다. 첨자 는 음원에서

산란체로의 입사된 음선, 은 산란체에서 수신기로 산란된 음선을 의미

한다. 이중 합은 각 음파전달과 관계된 모든 음선들을 합하는 것이고, 

은 산란 강도, 는 음원에서 경계면 산란체로 입사되는 도달각이고, 

는 산란체로부터 수신기로 산란될 때의 도달각이다.

식 (3-25)에서 단위 산란체에 대한 면적  항은 송신 펄스와 연계되

어 접촉되는 면적으로 Ellis[26]의 음선 접근법을 통해 아래와 같은 미분

항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 (3-26)과 같이 미분항을 변환하면

Snell의 상수 와 을 이용하여  로 표현될 수 있고, 이는 각

각 cos와 cos로서 정의될 수 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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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6)

여기서, 은 음원/수신기와 산란체간 수평 거리이고, 는 해저면의

음속을 의미한다.

그림 2-50과 같이 일정한 구배와 경사각 ∆을 가진 경사진 해저면을

고려하면 경사각 ∆는 식 (3-2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atan   . (3-27)

여기서, 은 수평 거리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 해저면 수심이다.

이에 따라 입사각과 산란각 은 경사각을 고려하여 
′   ∆의

식으로 주어지고, 식 (3-26)을 거리 종속 해저지형으로 확장하면 잔향음

세기는 식 (3-28)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


 




 




′′


′ 

′
∆



(3-28)

N×2D 환경에서 시계열 해저 잔향음은 식 (3-29)와 같이 방위각별 

에서 발생되는 다수 해저 산란체 기여들을 합산으로 모델링 될 수 있다.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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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해저 잔향음을 모의하기 위해 콘볼루션 이론이

적용되었다. 계산 효율성을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 송신신호가 힐버트 변

환된 복소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임펄스 응답의 스펙트럼을 곱하였

고, 역 퓨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시간영역으로 전환한 다음 도플러 주파

수 를 곱하고 실수 값을 취하였다. 따라서, 시계열 해저 잔향음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exp




 (3-30)

여기서, 는 힐버트 변환과 퓨리에 변환을 이용한 복소 음원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이고, 는 각 방위각별 임펄스 응답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 는 해저 산란체에 대한 시변적인 도플러 변이 함수이다.

해저 잔향음의 임펄스 응답은 식 (3-31)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제곱

근을 취한 값에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 를 곱하여 식 (3-31)과 같

이 구할 수 있고, 식 (3-33)과 같이 퓨리에 변환으로 주파수 영역으로

전환하여 식 (3-30)에 적용될 수 있다.










    

∆
 (3-31)

  (3-32)


 ∞

∞

  (3-33)

여기서, 과 는 정규 분포의 랜덤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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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적신호 및 잔향음에 대한 도플러 변이

표적 및 잔향음 도플러 변이를 구하기 위해 일직선의 직접 경로에 의

한 도플러를 고려하였고, 함정 예인속도는 등속도로 음속보다 매우 작다

고 가정한다.

그림 3-7. 표적 도플러 변이를 위한 모식도

그림 3-7에서와 같이 음원, 수신기 그리고 점 표적이 움직이는 상황

을 가정하면 수신 신호에 대한 도플러 변이의 각주파수 는 식 (3-34)

와 같이 주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점 표적에 대한 도플러를 계산할 수

있다.

 

  
 ·



 ·


·
 ·



 ·

. (3-34)

여기서 는 송신파형의 중심 각주파수이고, 첨자 , , 는 음원, 수

신기, 표적(산란체)을 의미한다. 는 음속, 는 음원에서 산란체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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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체에서 수신기로의 방향을 의미한다. 은 위치 벡터이고, 는 정규

벡터로   


로 정의될 수 있고,  ,
 ,

는 각각 송신

기, 수신기, 산란체에 대한 속도 벡터를 의미한다.

해저 잔향음의 경우 이동하는 음원/수신기와 정상의 해저 산란체가

가정된 상황이고 경사각을 반영하지 않아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으므로 식 (3-35), (3-36)과 같이 적용하였다.

  
 ·



 ·

. (3-35)

   . (3-36)

검증할 수 있는 일반 비교군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레이더 이론에서

사용되는 예제로 검증하였다. 예제로 음원 위치벡터는 (-6000, -6000,

500) m, 수신기 위치벡터는 (0, 0, 2000) m의 좌표에 위치하고 있다. 중

심 주파수는 200 Hz, 속도는 음원이  =(0, 0, 0) m/s이고, 수신

기는  =(0, 100, 0) m/s이다. 그림 3-8과 같이 음원산란체로부

터 음원, 수신기의 거리를 비교하였을 때 타원형 형태의 양상태 거리분

포가 형성되며, 도플러 변이도 그림 3-9에서와 같이 산란체 위치에 따라

양상태 도플러 특성이 잘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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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양상태 환경에서 음원/수신기와 산란체 거리

   

그림 3-9. 양상태 도플러 변이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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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美 ONR(해군연구국) 잔향음 워크숍 결과와 비교

그림 3-10. ONR RMW-I 문제 11번에 대한 해양환경 모식도 [67]

ONR 잔향음 워크숍-I(RMW, Reverberation Modeling Workshop) 문

제 11번 문제[71]를 이용하여 그림 3-10과 같은 환경에서 시계열 잔향음

신호를 생성하였다. 동 문제는 경험적인 Lambert 계수 -27을 이용하여

해저 잔향음을 모의 한 예제로 음원은 1초의 가우시안 펄스, 음원 준위

는 0 dB이다. 해양환경은 수심 100 m의 거리 독립 환경으로 음속은

1500 m/s의 등음속 구조이고, 해저질은 모래로 음속 1700 m/s, 밀도

2000 kg/m3, 감쇠계수는 0.5 dB/이다.

그림 3-11과 3-12는 에너지 플럭스 잔향음 모델의 세기 결과를 음원

중심 주파수 250 Hz, 3500 Hz에서 다른 공신력 있는 모델과 비교한 결

과이다. 공신력 있는 다른 연구자들의 모델과 비교 시에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은 유사하여 타당한 결과 값을 보이나 근거리에 해당되는

0 s ~ 1 s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준위를 보인다. 또한, 계산시

간 또한 상당히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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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에너지 플럭스 잔향음 세기와 他 모델간 비교결과(250 Hz)

그림 3-12. 에너지 플럭스 잔향음 세기와 他 모델간 비교결과(3.5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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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Depth bistatic 잔향음 세기와 他모델간 비교결과(250 Hz)

그림 3-14. Depth bistatic 잔향음 세기와 他모델간 비교결과(3.5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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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과 3-14는 depth bistatic 잔향음 모델의 세기를 음원 중심

주파수 250 Hz, 3500 Hz에서 다른 공신력 있는 모델과 비교한 결과이다.

1초 이하에서 초기 준위도 다른 모델에 대비하여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

이고 경향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5. ONR RMW-I 문제 11번에 대한

시계열 잔향음 신호 모의 결과 [67]

다음은 앞서 언급한 잔향음 세기 값을 통해 시계열 잔향음 신호를 모

의하였고, 동 과정에서 자기상관 모델과 도플러 쉬프트가 적용되었다. 본

절에서는 에너지 플럭스 잔향음 모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의하였으

며, depth bistatic 잔향음 모델은 종합적인 합성신호 모의에 적용되었다.

가정사항으로 함정 속도는 150° 및 5 kts로 기동하고 있고, 중심 주파수

250 Hz에 대해서 모의되었다. 에너지 플럭스 잔향음 세기 결과를 이용하

여 앞서 언급한 절차대로 시계열 신호를 생성하였고, 그림 3-13은 잔향

음 시계열 신호를 30 s까지 생성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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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시계열 잔향음 신호의 앙상블 평균 값(100 회 반복)과

에너지 플럭스 잔향음 준위와 비교 [67]

모의된 시계열 잔향음 신호의 세기가 에너지 플럭스 모델의 잔향음

세기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그림 3-16과 같이 100개 시계열 신호

를 생성하여 앙상블 평균을 하였을 때 그림 3-11의 잔향음 세기 경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3-17에서 방위각별로 모의된 신

호를 합하여 주파수 대 시간 영역의 스펙트로그램으로 전시하였다. 여기

서도 중심주파수 250 Hz를 중심으로 함정속도 5 kts에 준하는 도플러

변이가 양(+)과 음(-)의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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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RMW-I 문제 11번에 대한 CW 시계열 잔향음 신호의

스펙트로그램 [67]

그림 3-18과 같이 CW와 LFM 신호를 이용하여 동해 해저 지형의 거

리종속 특성이 반영된 신호를 모의하였다. 여기서 해저 지형은 영국 해

양데이터 센터에서 공개 중인 GEBCO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었다. 함정

좌표는 경도 36° 3' 57.9639'' N, 위도 129° 47' 14.7473'' E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표 3-1과 같이 송신 신호는 CW 신호와 LFM

신호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샘플링 주파수는 16.384 kHz, 음원과 수신

기 모두 무지향성 빔 패턴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19에서 보듯

이 음원 수심은 150 m, 수신기 수심은 125 m로 설정하였고, 함정 침로

와 속력은 150° 및 5 kts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해저 재질은 동해와

유사한 실트질 점토로 모의하였으며, Lambert 계수는 -33, 시계열 잔향

음 신호를 생성할 때 랜덤 신호는 평균 0, 단위 분산의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를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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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동해 환경 모의를 위한 선박 GPS 위치와

적용된 GEBCO 해저지형 [72]

그림 3-19. 동해 환경 모의를 위한 소나 시스템 및 해양환경 모식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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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은 CW 신호를 송신하였을 때 발생되는 시계열 잔향음 신호

의 결과이고, 그림 3-21은 LFM 신호에 대한 결과이다. 모의된 시계열

신호는 시간에 따라 감소되고 랜덤한 특성이 경향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는 방위각별 CW 잔향음을 합한 신호의 스펙트로그램이고,

그림 3-23은 LFM 신호에 대한 스펙트로그램이다. CW 신호의 경우 중

심주파수 3 kHz에서 도플러 변이가 -10 Hz에서 +10 Hz의 범위로 발생

한 것 확인할 수 있으며, 방위각 별로 에너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르

므로 주파수 대역별 에너지가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LFM 신호의 경우 대역폭이 400 Hz로 넓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림 3-24는 방위각별 CW 잔향음 신호를 극좌표 체계로 전시한 결과

이고, 그림 3-25는 LFM 잔향음 신호를 전시한 것이다. 여기서 해저지형

에 대한 거리종속성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쪽 방향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경사 구조이므로 잔향음 신호의 크기도 서쪽 방향이 상

대적으로 크며 동쪽 경사가 깊어질수록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시계열 신호 모의를 위한 소나 시스템 변수 [67]

Classification CW signal LFM signal

Source level (dB) 215 215

Frequency (kHz) 3 2.8 ~ 3.2

Bandwidth (Hz) 1 400

Pulse length (s) 1 1

Source depth (m) 150 150

Receiver depth (m) 125 125
Source/receiver 

course and speed 150° and 5 kts 150° and 5 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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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CW 신호에 대한 잔향음 시계열 신호 모의 결과 [67]

그림 3-21. LFM 신호에 대한 잔향음 시계열 신호 모의 결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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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CW 시계열 잔향음 신호에 대한 스펙트로그램 [67]

그림 3-23. LFM 시계열 잔향음 신호에 대한 스펙트로그램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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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CW 시계열 잔향음 세기에 대한 극좌표 plot [67]

그림 3-25. LFM 시계열 잔향음 세기에 대한 극좌표 plot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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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하이라이트 표적 시계열 신호 모델링

능동소나에서 송신된 신호가 표적에 입사 이후 산란되는 음장은

Huygens의 원리와 Snell의 법칙에 따라 전파되는데 즉, 표적의 표면, 내

부에서의 모든 경계 조건, 전파의 연속성이 만족되면서 음장이 산란된다.

표적에서 산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물리적 특성은 크게 반사, 회절, 표면

파, 덕트 현상, 모드 파 등으로 구분되며, 파장 와 표적 크기 간 무차

원수인 Rayleigh 변수 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진다. 특히, 표적 산란신

호를 예측하는 기법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근사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적인 방법은 산란 음장의 방정식을 직접 계산하여 정확한 해를 구하

는 방법으로 적분 방정식 형태의 BEM(Boundary element method),

BIE(Boundary integral equation method), T-matrix 법, MoM(Method

of Moment) 등이 있고, 미분 방정식 형태의 FEM(Finite element

method), FDM(Finite difference method)이 있다. 근사법은 고주파수 영

역에서 크게 GO(Geometric optics)와 PO(Physical optics)로 구분된다

[73].

이와 달리 물리적인 방사 특성에 대한 목적 보단 수신되는 표적반사

신호에 대한 현상학적 예측 기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하이라이트 기법이

다. 하이라이트 기법은 표적이 차지하는 공간을 임의의 점 음원으로 분

포시켜 표적반사 신호를 모의할 수 있어 점 표적의 위치를 임의로 분포

시킬 수 있고, 산란 패턴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통계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적의 기하학

적 정보를 이용하여 표적의 자세각 및 음원/수신기 위치에 따라 표적이

변화되는 하이라이트 위치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하이라이트 기반의 표적 시계열 신호를 모델링하기 위해 아래와 같

은 가정사항을 두었다. 첫째, 음파전달 경로와 표적 강도간의 연성은 소

나 방정식의 수준으로 취급하였고, 둘째, 표적은 수학적인 형상의 단위

표적 강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 표적과 송수신기간의 도플러 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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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기와 표적의 속도가 음속에 비해 매우 작고, 도플러 편이가 음선

경로에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였다.

그림 3-26. 하이라이트 표적 시계열 신호 모의를 위한 순서도

표적신호 모의 방법은 그림 3-26과 같이 해양 환경정보와 표적정보

(위치, 크기, 점표적 구성)를 토대로 음선모델의 고유음선을 계산하고, 표

적 산란점에 따른 표적강도를 계산한 이후 최종적으로 식 (3-37)과 같이

도플러가 적용된 송신신호와 산란점에 따른 고유음선 정보를 컨볼루션하

여 표적 시계열 신호를 모의하였다. 여기서, 해저지형이 적용된 거리종속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잔향음 depth bistatic 모델과 동일하게 음원과 수

신기의 수심을 분리하여 음파전달 특성을 구현하였다.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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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효율성을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 영역 콘볼루션을 수행하였

고, 도플러가 적용된 번째 하이라이트에 대한 음원 스펙트럼과 번째

임펄스 응답에 대한 스펙트럼을 곱하고 역퓨리에 변환하여 식 (3-38)과

같이 최종 표적 시계열 신호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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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Hilbert 변환 이후 도플러가 적용된 복소 포락선 송

신 파형 의 주파수 스펙트럼, 는 번째 하이라이트의 임펄스

응답 의 주파수 스펙트럼, 
는 번째 하이라이트 효과적인 각도,


 

는 번째 단위 하이라이트 점 표적 강도, , , 는 j번

째 또는 k번째 고유음선의 진폭, 시간지연, 위상을 의미한다.

표적 강도 계산은 복잡한 표적을 기하학적으로 단순 표적의 집합으로

치환한 값들이고, 잠수함과 유사한 형상으로 동일 길이, 폭, 높이를 갖는

타원형 실린더로 치환하였다. 여기서, 타원형 실린더의 앞과 뒤는 타원판

으로 막혀 있다고 본다. 반사점의 개수는 보통 표적의 양 끝에 반사점 2

개를 놓거나, 균일 간격으로 길이 방향에 대해 반사점을 0.5 파장마다 자

동으로 분포시킬 수 있다.

표적 모델은 모양이 비슷한 단순 형상의 합으로 치환될 수 있고 각

형상에 대한 해석적 식의 합이 전체 표적형상의 산란강도가 된다. 수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 전체 복합 표적의 표적 강도인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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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위상차를 고려하여 상관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N은 단위

표적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 (3-41)

  
  




. (3-42)

타원체는 
 



 
 



 
 



 로 정의되는 수학적인 표적이다. 타원

체의 자세는 2개의 방향 벡터에 의해 결정되고, 타원체의 표적강도 인자

는 식 (3-43)과 같다.

 
sincossinsincos


. (3-43)

여기서 (-)는 주파수에 독립적인 표적강도라는 의미이다. 타원체에서

a=b=c인 경우는 구로 변환될 수 있고, 타원체는 주로 잠수함의 선수 부

를 모사할 때 활용된다.

타원형 원통의 표적 강도인자는 (3-44)와 같이 정의된다.

  





cos  

 sin
. (3-44)

여기서   cos   sincos   sinsin로 정의되고, a=b인

경우 원통형으로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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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표적신호 모의를 위한 환경

그림 3-27은 모의 표적신호에 대한 해양 및 설정 환경들이다. 동해의

해양환경에서 음원 수심 150 m, 수신기 수심 125 m, 표적 수심 50 m에

서 기동 시나리오에 따른 표적 시계열 신호를 생성하였다. 또한, 송신신

호는 중심 주파수 3 kHz, 펄스 길이 1 s의 신호가 활용되었고, 해저지형

은 영국 해양데이터 센터에서 공개 중인 GEBCO(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s)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었다.

그림 3-28. 모의된 표적 시계열 신호 및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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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은 모의표적에 대한 시계열 신호 및 스펙트로그램 결과이

다. 설정된 해양환경과 음원/수신기와 표적간의 거리, 속도 설정에 따라

신호발생 지연시간과 도플러 변수가 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 절 주변소음 시계열 신호 모델링

해양 배경 소음은 능동소나 운용간 표적을 탐지할 때 장애요소로 작

용한다. 해양 배경 소음은 크게 난류 소음, 원거리 항행선박 소음, 바람

소음, 난류소음으로 나뉘어지고, 각 소음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 별

로 우세한 영향을 미친다. Wenz(1962)는 대양 심해에서 발생하는 무지

향성의 해양 배경 소음 스펙트럼을 주파수에 관한 경험식으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Wenz Curve 식을 도출한 바 있다. 여기서 식 (3-45)는 해

양 주변소음 준위의 총합, 식 (3-46)은 열 소음, 식 (3-47)은 난류 소음,

식 (3-48)는 해상교통량에 따른 원거리 항행선박 소음, 식 (3-49), (3-50)

은 주파수에 따른 해상상태의 바람 소음, 식 (3-51) ~ (3-58)은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다[74, 75].

  log


Ⅰ


Ⅱ


Ⅲ


Ⅳ


Ⅴ. (3-45)

Ⅰ  log
. (3-46)

Ⅱ log
. (3-47)

Ⅲ   log
 log

  . (3-48)

Ⅲ    log
 log

  for ≤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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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log for  . (3-50)

Ⅴ  log log. (0.25 mm/h) (3-51)

Ⅴ  loglog. (1.25 mm/h) (3-52)

Ⅴ  loglog. (2.5 mm/h) (3-53)

Ⅴ  loglog. (12.5 mm/h) (3-54)

Ⅴ  log
 log

. (25 mm/h) (3-55)

Ⅴ  log
 log

. (50 mm/h) (3-56)

Ⅴ  log
log

. (100 mm/h) (3-57)

Ⅴ  log
log

. (200 mm/h) (3-58)

여기서 는 주파수, 는 바람 속력, 는 먼 거리 항행선박 밀도(0 ~

4 : 밀도와 선박수와의 관계는 임의적임)이다.

한편 배경소음 중 바람소음은 100 Hz ~ 10 kHz 주파수 대역인 잠수

함 소나의 주 수신 대역에서 우세한 영향을 미친다. 바람 소음은 Wenz

곡선의 바람소음 준위을 이용하고 음향도파관 효과를 고려하여 모의하였

다. 여기서 해양환경은 그림 3-29와 같이 등속 및 반무한 해양 영역을

가정하고 바람 소음은 쌍극자 음원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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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쌍극자 음원을 이용한 바람 소음 모식도

바람 소음의 소음 준위는 식 (3-48), (3-49)로, 쌍극자 음원 압력 합은

식 (3-59)로 나타낼 수 있다. Bannister 등, Wilson은 측정된 무지향 바

람 소음 준위를 표면 음원 준위로 전환하는 식 (3-61)을 도출하였으며,

식 (3-59)와 같이 음파 세기로 변환할 수 있다[74].

  log
 . (3-59)

   
  

max 

 



× sinsin

  


. (3-60)

  Ⅲ . (3-61)

여기서 는 소음원 음파 세기, 는 바람 소음의 수면 영역 넓이, 

는 음원과 수신기간 수평거리, 은 소음원의 깊이, 은 수신기의 깊이,

는 파수이다.

그림 3-30에서 보듯이 바람소음의 수면 영역에 대한 적분은 식

(3-62), (3-63)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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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max 

× ×. (3-62)

   ×


. (3-63)

여기서 는 수면구역 등분각도, 은 수면구역 등분간격, 는 각

호의 가로길이, 은 로 등분한 수면구역, 는 바람소음의 총 수면구

역이다.

그림 3-30. 바람 소음 모의를 위한 적분 영역

바람소음 준위의 수렴도 테스트 모델링 결과, 적분의 최대거리

max(r)은 5 km 이상에서 수렴하였으며, 거리간격 은 10m 이하 간격

으로 등분 시 수렴하였다.

최종적으로 식 (3-45)과 같이 음향도파관 효과가 고려된 바람소음 준

위를 응용하여 해양 배경 소음 준위를 모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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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시계열 해양 주변소음 모의 순서도

그림 3-31과 같이 샘플링 주파수에 따른 해양 주변소음의 총 스펙트

럼을 제곱근 값을 취한 이후 역퓨리에 변환을 통해 자기상관 함수를 구

하고 앞서 언급한 동일한 AR 모델 과정을 통해 시스템 함수의 극과 이

득 값을 구할 수 있다. 이후 식 (3-64)의 자기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시

간에 따른 주변소음 시계열 신호를 예측하고, 설정된 스펙트럼과 동일한

준위의 값을 보상하기 위해 식 (3-65)과 같이 샘플링 주파수의 제곱근

값을 곱하고 실수 값을 취하면 시계열 주변소음을 구할 수 있다.

  
  



   . (3-64)

∆   . (3-65)

여기서, 는 극의 개수, 는 극의 계수, 는 이득 값, 는 복소 랜

덤 변수, 는 샘플링 주파수(레이트)이다.

예제로 그림 3-32는 해상 교통량 0, 강우량 0, 해상상태인 바람 10

kts를 설정하여 Wenz 곡선 스펙트럼을 생성한 결과이다. 이러한 스펙트

럼 결과를 시계열 신호 모의 절차에 따라 그림 3-33의 랜덤 특성의 시

계열 신호를 생성할 수 있고, 그림 3-34처럼 시계열 주변소음을 이용하

여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면 실제와 유사한 주변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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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35에서와 같이 이전 스펙트럼 결과와 모

의된 시계열 신호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의 결과와 비교하면 100 Hz 이

하의 일부 오차를 제외하곤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2. 주변소음 스펙트럼 모의 예제

(해상 교통량 : 0, 강우량 : 0, 해상상태 : 바람 10 kts)

그림 3-33. 주변소음 시계열 신호 모의 예제

(해상 교통량 : 0, 강우량 : 0, 해상상태 : 바람 10 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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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모의된 시계열 신호 스펙트로그램

(해상 교통량 : 0, 강우량 : 0, 해상상태 : 바람 10 kts)

  

 

그림 3-35. 모의된 시계열 신호 스펙트럼과 Wenz 곡선과 비교

(해상 교통량 : 0, 강우량 : 0, 해상상태 : 바람 10 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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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 모델링

   

그림 3-36. 삼중선 배열 모식도 [76, 77]

선배열 소나는 다수의 센서를 일직선으로 배열하여 높은 지향이득을

얻는데 활용된다. 하지만 배열의 좌측과 우측에서 신호가 동일한 위상이

형성되어 표적의 좌우 방위를 구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극복

하기 위해 그림 3-36과 같이 하나의 센서에 세 개의 청음기를 배치한

삼중 배열의 카디오이드 빔형성 기법 등이 제안되었다. 삼중 배열은 다

수의 회전각 롤 센서가 장착되어 수평 방향에서의 작은 시간을 추정할

수 있고 전방위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삼중선 배열의 센서 위치는 식 (3-66)의 삼각 형태 롤 센서 각도들과

수평의 선배열 위치에 따라 식 (3-6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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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 (3-67)

센서의 수직고각 와 수평 지향각 에 따른 단위 벡터는 식 (3-68)와

같고, 삼중선 배열은 수평 면에서만 존재하므로 수직 고각은   로

설정되어 식 (3-69)로 간소화된다.

 


  sinsin

sincos
cos




. (3-68)

 


  sin

cos





. (3-69)

이에 따라 센서 위치와 단위 벡터의 프로덕트를 이용하여 j번째 삼중

배열과 k번째 선배열에 대한 시간 지연을 식 (3-70)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sin
sin

cos
. (3-70)

본 연구에서는 삼중선 배열의 엘리먼트에 대한 시계열 신호 모의를

위해 방위각별로 모의된 신호를 센서의 참조위치의 신호로 설정하여 시

간 지연 맵을 계산한 이후 식 (3-71)과 같이 시간지연을 주고 합하는 방

식으로 센서 신호를 모의하였으며, 계산 효율성을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지연을 주는 방법으로 식 (3-72)와 같이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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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
exp




. (3-72)

여기서 는 방위각별 모의된 신호에 Hilbert 변환을 취한 이후 퓨

리에 변환된 복소 스펙트럼 신호이고, 는 신호가 지향된 방위에서

계산된 센서별 시간지연이다.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시계열 신호 모의 예제로 CW 신호, 펄스 길이

1초, 중심 주파수가 3 kHz인 신호를 생성하여 60 °의 방위에서 신호가

들어온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삼중선 배열의 센서는 3개의 삼각센서, 96

개의 선배열로 총 288개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센서 위치와 표적 방위

각에 따른 시간지연을 계산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센서별로 시간지연 변

이를 적용하여 시계열 신호로 전환하면 그림 3-38과 같은 신호를 생성

할 수 있다.

   

그림 3-37.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의 정규화된 빔패턴

(CW 신호,  = 3 kHz,    kHz, 센서 96×3=288, 지향각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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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 모의 결과

(CW 신호, PL 1 초,  = 3 kHz,    kHz, 센서 96×3=288, 지향각 60 °)

생성된 엘리먼트 신호를 통해 삼중선 배열 빔형성 과정을 거쳐서 방

위각별 시계열 신호를 생성하면 그림 3-39와 같이 방위 60 °에서 모의

신호가 발생한다.

   

그림 3-39. 모의 엘리먼트 신호 삼중선 배열 빔형성 결과

(CW 신호, PL 1 초,  = 3 kHz,    kHz, 센서 96×3=288, 지향각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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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제안된 알고리듬의 특징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플럭스 및 음선 음파전달 모델을 기반으로 삼

중선 배열에 대한 능동소나 시계열 신호를 모의하였고, 표 3-2와 같이 6

가지 세부요소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 하였다.

구 분 구성요소 검증수단 및 방법

1 잔향음 세기

· ONR 워크숍-I 11번 문제

- 음속 구조 (등음속)

- 주파수 : 250 Hz, 1 kHz, 3 kHz

- 음원 30 m, 수신기 50 m

- 수심(천해 환경) : 100 m

- 해저질 : 모래

2
시계열

잔향음 신호

· 램덤 특성의 시계열 신호에 대한 앙상블

mean 값과 입력된 비상관 잔향음 비교

3
잔향음

도플러

· 공간상 단상태 / 양상태 도플러

(Radar 이론 산란체 예제)

4 표적신호
· 표적 위치에 따른 지연시간

· 표적 속도에 따른 도플러 정보

5 주변소음
· 생성된 시계열 신호와 Wenz 곡선 주파수

스펙트럼 비교

6

삼중선

엘리먼트별

시계열 신호

· CW 신호에 대한 엘리먼트 신호 모의 후

실제 신호처리 빔형성 기법을 적용 및 검증

표 3-2. 시계열 신호 모의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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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해 환경에서와 같이 복잡한 음속구조 및 해저지형에 대한 기

준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 검증에 제한사항이 있으나, 음속구조가 일정하

거나 해저지형이 평평한 거리독립 환경 등 단순한 환경에서 검증을 수행

하여 일반적인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능동소나 시계열 신호 알고리듬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효과적인 기하학적 구조 및 주파수 영역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계산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depth bistatic 모델은 완전한 양상태 잔향

음 알고리듬이 아니나 수신기 위치에서 산란체 거리 증가에 따라 양상태

의 타원형 효과는 사라지므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방위각별

로 거리종속 해저지형을 한번만 입력하여 결과를 손쉽게 도출할 수 있

다. 또한, 콘볼루션을 주파수 영역에서 수행하여 시간영역으로 변환하므

로 계산 횟수가  → 으로 감소될 수 있고, 펄스 특성이 반

영된 잔향음과 표적신호를 빠르게 산출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산란체로부터 반향 되는 랜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음선 기반으로 산출된 임펄스 응답에 복소 가우시안 랜덤 함수를 적용하

거나 K-분포 함수를 적용하여 랜덤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K-분포의

경우 형상모수가 변화된 특성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와 유사한 랜덤 신

호 특성의 신호 모의가 가능하다.

셋째, 거리독립의 음속구조와 거리종속의 해저지형을 손쉽게 반영할

수 있다. 수신기 중심의 좌표체계에서 보간법이 적용된 해저지형을 반영

할 수 있고 산란강도 계산 시에도 경사각이 적용된 도달각이 반영되어

해저지형에 따른 신호 특성이 발생한다.

넷째, 3차원 벡터를 이용한 양상태 도플러 효과를 반영하였다. 함정

속도 벡터와 각 음원·수신기·산란체 위치 벡터를 이용하여 방위각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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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체 도플러 정보가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다섯째, 삼중선 배열에서 수신기별 음파전달을 따로 모의하지 않고 참

조점을 중심으로 센서별 시간 지연 차를 주고 합산하므로 계산시간이 월

등히 단축되었다. 예를 들어 삼중선 배열 센서가 총 288개이고, 360 도

방위각을 128개로 나누어 하나의 센서로 수신되는 신호를 모의한다고 가

정 하였을 때 이는 제안한 방법에 대비하여 많은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제안한 방법은 참조 수신기 위치에서 시간지연을 적용함으로서 약 280배

의 시간이 단축되었고 수백개의 센서 신호들을 빠르게 모의할 수 있다.

여섯째, Wenz 곡선과 자기회귀(AR) 모델을 이용하여 주파수 스펙트

럼과 랜덤 특성이 반영된 주변소음을 빠르게 실제와 유사하게 모의할 수

있다. 자기회기 모델을 이용하여 전달함수를 구하고 랜덤함수를 입력변

수로 적용 함으로써 빠르게 주변소음 신호를 모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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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상 실험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제 1 절 실험환경 개요

해상실험은 2015년 8월, 포항 동방 해상에서 수행되었고, 연구선인 청

해호가 평균 속도 4 ~ 5 kts로 이동하면서 음원을 송신하여 삼중선 배열

로 잔향음 신호를 수신하였다. 수평 삼중선 배열은 예인형 선배열로 각

선배열에 삼중 센서가 위치하고 있고, 기존 수평 선배열과 달리 좌우 방

위 구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상실험 분석에서 LFM과 CW 송신신호에 대한 환경을 구분하였으

며, 잔향음 빔 데이터의 세기와 확률적 특성 분석을 위해 LFM 송신신호

에 대한 환경을 먼저 설명하였고, 도플러에 민감한 CW 송신신호의 환경

은 다음에 서술하였다.

그림 4-1. 해상실험 1일차 LFM 신호에 대한 해저지형 및 예인배열 이동 경로

- 빨간색 원 : LFM signal,  = 3 kHz, BW = 400 Hz,  = 0.3 s

- 파란색 다이아몬드 : LFM signal,  = 3 kHz, BW = 1 kHz,  =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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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M 송신신호의 경우 그림 4-1과 같이 분석된 신호의 음원은 2가지

형태로 이 중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위치들은 중심 주파수  = 3 kHz,

대역폭 BW = 400 Hz, 펄스 길이  = 0.3 s의 신호가 송신되었고, 파란

색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시된 위치들은 중심 주파수  = 3 kHz, 대역

폭 BW = 1 kHz, 펄스 길이  = 1 s의 신호가 송신되었다. 여기서, 음

원과 수신기의 수심은 그림 4-1의 오른쪽 하단 부분과 같이 연구선의

속력 변동에 따라 최대 20 m의 범위로 변화하였고, 해상상태는 풍속 3

~ 6 knots로 보퍼트 척도 2였다. 함정 이동 경로에서 해저 수심은 700

m ~ 1250 m로 동쪽 방향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경사를 보이고

있고, 해저질은 평균 입도 크기 7.5  ~ 11 로 매우 가는 실트에서 점

토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해저지형 데이터는 GEBCO(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s)[72]를 참조하였다.

그림 4-2. 해상실험 1일차 음속구조 (’15.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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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 음속구조는 그림 4-2와 같은데 음속은 해수 표층에서 높은

온도에 의해 1535 m/s 의 값을 보이다가 수심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수

심 230 m 부근에서 1456 m/s로 최소값을 보이다가 이후에 서서히 증가

하여 최종 수심 780 m 부근에서는 1463 m/s 이었다.

그림 4-3. 해상실험 1/2일차 CW 신호에 대한 해저지형 및 예인배열 이동

경로

- 빨간색 원 : CW signal,  = 3 kHz,  = 1 s,

- 빨간색 사각형 : CW signal,  = 3 kHz,  = 0.1 s,

- 빨간색 십자 : CW signal,  = 3 kHz,  = 0.3 s,

- 파란색 원 : CW signal,  = 3 kHz,  = 1 s,

- 파란색 사각형 : CW signal,  = 3 kHz,  = 1 s

그림 4-3은 CW 송신신호에 대한 해저지형 및 예인배열 이동경로이

다. 첫째 날 해상실험은 동해 연안에 인접한 해역에서 실험이 수행되었

으며, 중심 주파수 3 kHz, 펄스 길이  = 1, 0.3, 0.1 s의 송신신호가 활

용되었는데 이 중 빨간색 원은 펄스 길이 1 s, 빨간색 플러스는 펄스 길

이 0.1 s, 빨간색 십자는 펄스 길이 0.3 s에 대한 위치이다. 두 번째 날

실험은 첫 번째 해상실험 대비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수행되



142

었고, 송신신호는 중심 주파수  = 3 kHz, 펄스길이  = 1 s의 신호들

만 활용되었다.

그림 4-4. 해상실험 1/2일차 CW신호에대한평균음원·수신기수심및예인속력

그림 4-5. 해상실험 2일차 음속구조(’15. 8.21.).

그림 4-4는 송신신호별 음원과 수신기 수심, 평균 속력을 도식화한

것이다. 첫째 날 음원·수신기 수심은 120 ~ 160 m로 둘째 날 실험 수심

40 ~ 80 m 대비 깊은 곳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평균 속력은 1.6 ~ 3



143

m/s로 예인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둘째 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음속구조도 그림 4-5와 같이 첫째 날 음속구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

고, 시간 및 측정 위치에 따라 음속 최소점과 해수면에 근접한 음속 값

이 일부 변화하였다.

제 2 절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법

1. 잔향음 세기 분석 방법

그림 4-6. 극좌표 전시 및 해저지형 비교를 위한 빔 데이터의 분석절차.

잔향음 세기는 빔 데이터 신호를 이용하여 그림 4-6과 같은 절차로

분석되었다. 시계열 빔 데이터는 사전에 삼중선 배열 빔형성 신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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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 코사인이 적용된 방위각 값을 128개의 등간격으로 나누어

전방위 360도의 방위각별 신호로 구성되어 있고, 빔 신호에서 브로드사

이드 방위로 갈수록 방위각 간격이 좁아지고 앤드 파이어 방위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진다. 잔향음 빔 데이터 신호는 해상실험간 이동 예인배열의

모션에 따라 방위각별로 중심 주파수에 대한 도플러 변이가 상이하게 형

성되어 있다. CW 신호의 경우 도플러에 민감하고 LFM 신호는 도플러

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극좌표 전시에서는 정합 여파기는 활용되지 않았

다. 이에 따라 방위각별 빔 데이터 신호는 힐버트 변환으로 해석적 신호

를 형성한 후 기저대역 이동 과정을 거쳐 복소 포락선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제로 주파수로 형성된 스펙트럼에서 잔향음 이외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저역통과 여파기를 거쳐서 신호 대 소음비를 높였고, 이러한 결과

들을 기반으로 극좌표로 전시하여 지형적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수

신센서가 향하는 방위각을 기점으로 상대 방위각에 대한 빔 처리 결과와

해저지형간 비교가 수행되었다. 또한, 시간에서 거리로 전환하기 위해 음

속 1500 m/s를 적용하였다.

2. 잔향음 확률적 특성 분석 방법

LFM 잔향음 신호의 확률 분석을 위해 잔향음 빔 데이터는 정합 여파

기, 베이스밴딩, 저역통과 여파기가 적용된 복소 포락선 빔 데이터가 활

용되었고, 대역폭의 역수인 1/BW 간격에 따라 데시메이션이 수행되었

다. 잔향음 확률 특성은 그림 4-7과 같은 절차로 분석되었는데, 우선 잔

향음 신호에 대한 시변동 평균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78] 따라

서 신호를 정규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인 셀 평균화(Cell Averaging,

CA)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셀 평균화 기법은 검정되는 셀(Cell Under

Test, CUT)을 기준으로 인접한 리딩 셀과 래깅 셀로부터 추출된 소음들

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정규화하는 방법이고, 검정되는 셀과 인접 셀간

간섭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가드 셀을 설정한다. 여기서, 대역폭이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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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인 신호의 경우 리딩 셀과 래깅 셀의 샘플들은 각각 200 개(0.5 s), 가

드 셀의 샘플들은 8개(20 ms)가 활용되었으며, 대역폭이 1 kHz인 경우

리딩 셀과 래깅 셀의 샘플들은 각각 500 개(0.5 s), 가드 셀의 샘플들은

20개(20 ms)가 활용되었다.

그림 4-7. 해양 잔향음의 통계적 특징 해석을 위한 분석 절차.

형상 모수와 척도 모수는 모멘트 기법을 통해 추정되었고,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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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참조문헌 [79]에서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충분한 값들로 추정하

기 위해 500개의 샘플 단위, 80 %의 겹침이 적용되었다. 콜모고로프 스

미르노프 검정 기법은 관측된 데이터의 확률분포 함수가 추정된 모수가

적용된 이론적인 확률분포 함수와 비교하여 잘 맞는지 검정하는 방법인

데, 세부적인 방법은 참조문헌 [79]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 신뢰도 95 %,

0.05 유의수준에서 계산된 유의확률  값들을 이용하여 채택 및 기각 유

무를 판단하였다.

3. 잔향음 도플러 효과 분석 방법

그림 4-8. 해양 잔향음 데이터의 도플러 스펙트럼 및 변이 분석 절차.

해양 잔향음 도플러를 분석하기 위해 해상실험 데이터 중 도플러에

민감한 CW 신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센서 엘리먼트 신호와 빔형성

데이터 신호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센서 엘리먼트에서 수신되는 잔향음

신호는 전방위로 분포된 모든 단위 산란체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이다.

물리적으로 업 도플러 변이는 함정 이동 방향의 함수 방위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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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우세하고, 다운 도플러 변이는 함미 방향에서 우세하게 작용하여

함수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의 상대적 방위각에 따라 해저지형과 연계된

빔 데이터 세기와 함께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림 4-8과 같이 센서 엘리

먼트 데이터는 힐버트 변환과 베이스 밴딩을 통해 복소 포락선의 신호로

전환하였고, 저역통과 여파기를 이용하여 잔향음 신호 외 다른 신호들을

제거하였다. 시간에 따른 도플러 변이는 스펙트로그램으로 구현 하였는

데 해닝 윈도우로 쉐이딩 처리하고 NFFT는 샘플링 레이트 1초 간격으

로 스펙트럼을 구현하여 방위각별 빔 세기, 이론적인 도플러 결과와 비

교하였다.

빔 데이터의 경우도 동일한 과정으로 복소 포락선의 신호로 변환하였

고, 저역 통과 여파기를 이용하여 잔향음 외 신호를 제거하였다. 또한,

시간 변화에 따라 우세한 시간-주파수 도플러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스

펙트로그램 결과를 이용한 순시 주파수 추정 기법(Boashash, 1992)[80]

이 활용되었다.

∈


 ∞

∞




 ∞

∞



 (4-1)

여기서, 는 스펙트럼 결과에서 시간과 주파수에 따른 에너지 분

포이고, 는 스펙트로그램 결과로부터 구해진 시간과 주파수 함수, 

는 스펙트로그램의 주파수 대역폭이다. 이를 통해 방위각별 우세한 도플

러 변이 성분과 추정된 도플러 값을 확인하였고, 4장에서 모의된 도플러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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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센서 엘리먼트 신호

삼중선 배열은 카디오이드 3개의 삼중 청음기가 96개의 선배열로 구

성되어 있고, 삼중선 배열에서 삼각형태의 삼중 센서를 120 ° 간격으로

구분하였을 때 첫 번째 선배열 신호들은 ‘Triplet array A’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는 ‘Triplet array B’로, 세 번째는 ‘Triplet array C'로 명명하였

다.

그림 4-9는 LFM 송신번호 1번에 대한 잔향음 신호로 중심주파수 

= 3 kHz, 대역폭 BW = 400 Hz, 펄스 길이  = 0.3 s 신호를 송신하였

을 때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센서에서 수신되는 모든 신호들을 도식화하

였고, 그림 4-10은 LFM 송신번호 93번에 대한 수신신호로 중심주파수

 = 3 kHz, 대역폭 BW = 1 kHz, 펄스 길이  = 1 s에 대한 수신되

는 모든 신호들이 전시되었다. 신호가 발생된 초기 시간대에서 모든 센

서 신호는 송신된 펄스 길이에 따른 직접파가 발생하여 마스킹되고 있으

며, 송신신호의 펄스 길이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게 발생하는데 펄스 길

이가 0.3 s에서 1 s로 증가함에 따라 시변적인 잔향음 에너지도 확연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역폭을 400 Hz에서 1 kHz로 증가

함에 따라 잔향음 신호의 해상도도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수

면에 의해 발생되는 잔향음의 경우 초기 시간대에 수신되므로 직접파에

마스킹 됨을 알 수 있고 해저면 잔향음은 약 1.5 s 이후부터 직접적인

음파전달 영향의 신호들이 발생하고 그 이후 시간대에서 다중경로에 의

한 강한 신호가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CW 잔향음의 경우 그림 4-11, 12, 13은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잔향음 신호이고, 그림 4-14, 15는 해상실험 2일차 신호이다.

실험 1일차에서 송신신호의 중심 주파수는  = 3 kHz로 동일하나 그림

4-11은 펄스길이  = 0.1 s, 그림 4-12는 펄스길이  = 0.3 s, 그림

4-13은 펄스길이  = 1 s로 변화하였고, 실험 2일차에서 펄스길이 

= 1 s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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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실험 1일차 엘리먼트 신호에서 펄스 길이가 0.1, 0.3 s, 1 s로 증

가함에 따라 초기 직접파에 해당하는 신호의 길이도 변화하며, 시변적인

잔향음 에너지도 확연히 증가하였다. 특히, LFM 잔향음 신호 결과와 달

리 CW 잔향음 신호에서 빗살 무늬(stratification pattern)와 같은 패턴이

발생하는데 협대역 주파수로 신호가 송신되었을 때 1 ~ 96번까지 센서별

수신되는 신호의 위상차가 도플러 정보와 결합되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였고, LFM 송신신호 대비 상대적으로 해당 주파수 신호들간 간섭

이 덜 발생하여 패턴이 뚜렷하게 발생한다. CW 잔향음 신호에서 신호

발생 초기 해수면에 의한 잔향음이 직접파에 의해 마스킹 되나 해저면

잔향음은 약 1.5 s 이후부터 직접적인 음파전달 영향의 신호가 발생하고

그 이후 시간대에서 다중경로에 의한 강한 신호가 발생하였다. 또한, 실

험 2일 차에는 1일 차 대비 음원과 수신기의 수심이 상대적으로 해수면

에 근접한 수심으로 음원 수심은 36 ~ 38 m의 분포를 보이고, 수신기의

수심은 66 ~ 75 m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경로에

의한 잔향음 신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생하고, 다중경로에 의한 신호

들이 주변소음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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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LFM 잔향음 신호-1

(Ping. NO 1,  = 3 kHz, BW= 400 Hz,  = 0.3 s,  = 139.5 m,  = 13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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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LFM 잔향음 신호-2

(Ping. NO 93,  = 3 kHz, BW= 1 kHz,  = 1 s,  = 127.4 m,  = 13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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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CW 잔향음 신호-1

(Ping. NO 31,  = 3 kHz, BW= 10 Hz,  = 0.1 s,  = 149.2 m,  = 146.9 m)



153

그림 4-12.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CW 잔향음 신호-2

(Ping. NO 54,  = 3 kHz, BW= 3.3 Hz,  = 0.3 s,  = 133.9 m,  = 13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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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CW 잔향음 신호-3

(Ping. NO 30,  = 3 kHz, BW= 1 Hz,  = 1 s,  = 148.5 m,  = 147.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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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해상실험 2일차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CW 잔향음 신호-1

(Ping. NO 1,  = 3 kHz, BW= 1 Hz,  = 1 s,  = 38.3 m,  = 24.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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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해상실험 2일차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CW 잔향음 신호-2

(Ping. NO 24,  = 3 kHz, BW= 1 Hz,  = 1 s,  = 36.6 m,  = 7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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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삼중선 배열 빔형성 결과

삼중선 배열은 하나의 센서에 삼중의 청음기를 배치되고 센서들이 선

배열로 형성된 구조이다. 또한, 삼중 배열에는 다수의 회전각 롤 센서가

장착되어, 배열의 회전을 보상하여 수평 방향에서의 센서 간 시간 지연

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TO SANCLANTCEN의

삼중선 배열 빔형성 기법(Hughes, 2000)[76]을 통해 수평 방위각에 대한

빔형성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그림 4-16. 송신번호 1번, 30번째

빔에 대한 잔향음 세기 준위

(전방 앤드 파이어로부터 84 °시계방향,

주파수 2.8 ~ 3.2 kHz LFM 신호)

그림 4-17. 송신번호 84 번, 30번째

빔에 대한 잔향음 세기 준위

(전방 앤드 파이어로부터 84 °시계방향,

주파수 2.5 ~ 3.5 kHz LFM 신호)

그림 4-16은 해상실험 1일차 LFM 신호 대역폭 400 Hz에 대한 시계

열 잔향음 세기이고, 그림 4-17은 LFM 신호 대역폭 1 kHz에 대한 시계

열 잔향음 세기이다. 시계열 신호에서 0 s를 신호를 송신한 트리거 시간

으로 맞추어 설정되었다. 첫 번째 강하게 발생하는 신호들은 거의 펄스

길이와 동일한 지속시간으로 발생되는데, 해수면 잔향음과 직접파가 서

로 묻혀서 정확히 구분되지 못하여 분석이 제한되었다. 두 번째 첨두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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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신호들은 해저면을 맞고 다양한 경로를 따라 발생되는 결과들이

다. 여기서 동해 해양환경 특성상 하향굴절하는 음속구조로 인해 해저

산란이 우세하고, 이 지역에서 산란된 신호들의 집중 현상으로 인해 표

적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가지는 신호들이 형성된다.

삼중선 배열 빔형성 기법 특징에 따라 공통으로 센서로부터 함수와

함미에 해당하는 전·후방 엔드 파이어 방위에서 모호성이 발생하여 신호

가 약하게 들어오며, 해저면 잔향음은 1.5 s 이후부터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직접적인 경로의 신호는 약 5 s까지 유지되다가 이후부터 다중

경로에 의한 잔향음 신호의 세기와 시간지연들이 방위각에 따라 상이하

게 발생한다.

그림 4-18은 해상실험 1일차 LFM 빔 데이터에 대한 잔향음 세기로

송신번호 1번, 중심주파수  = 3 kHz, 대역폭 BW= 400 Hz, 펄스 길이

 = 0.3 s이고, 그림 4-19는 송신번호 93번으로 송신번호 1번 대비 대

역폭 BW= 1 kHz, 펄스길이  = 1 s으로 증대되었다. 그림 4-19는 신

호 발생 초기 직접파의 길이가 길어져서 해수면 잔향음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더욱 어렵지만 잔향음 신호 세기가 강해지고 수평 방위각과 시

간 지연에 따라 뚜렷한 패턴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W 잔향음 빔 데이터의 경우 그림 4-20은 해상실험 1일차 CW 빔

데이터에 대한 잔향음 세기로 송신번호 31번, 중심주파수  = 3 kHz,

대역폭 BW= 10 Hz, 펄스 길이  = 0.1 s이고, 그림 4-21은 송신번호

54번으로 펄스 길이  = 0.3 s로 변화하였고, 그림 4-22는 송신번호 30

번으로 펄스 길이  = 1 s로 변화하였다. 그림 4-23은 해상실험 2일차

CW 빔 데이터에 대한 잔향음 세기로 송신번호 1번, 중심주파수  = 3

kHz, 대역폭 BW= 1 Hz, 펄스 길이  = 1 s, 그림 4-24는 송신번호 24

번으로 동일한 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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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잔향음 세기도 펄스 길이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송신번호에 따

라 각 방위각과 시간지연의 차이가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상

실험 1일차와 2일차의 결과는 뚜렷하게 발생하는데 해상실험 1일차 결과

는 2일차 대비 상대적으로 다중경로에 의한 잔향음이 상대적으로 우세하

게 발생하고 각 방위각별 패턴들이 뚜렷하게 발생하나 해상실험 2일차

결과는 직접파에 의한 잔향음 세기는 뚜렷하게 발생하지만 8 s 이후로는

잔향음 신호가 주변소음에 가려져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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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빔형성 LFM 잔향음 세기-1

(Ping. NO 1,  = 3 kHz, BW= 400 Hz,  = 0.3 s,  = 139.5 m,  = 130.1 m)



161

그림 4-19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빔형성 LFM 잔향음 세기-2

(Ping. NO 93,  = 3 kHz, BW= 1 kHz,  = 1 s,  = 127.4 m,  = 13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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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1

(Ping. NO 31,  = 3 kHz, BW= 10 Hz,  = 0.1 s,  = 149.2 m,  = 146.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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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2

(Ping. NO 54,  = 3 kHz, BW= 3.3 Hz,  = 0.3 s,  = 133.9 m,  = 13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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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해상실험 1일차 삼중선 배열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3

(Ping. NO 30,  = 3 kHz, BW= 1 Hz,  = 1 s,  = 148.5 m,  = 147.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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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해상실험 2일차 삼중선 배열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1

(Ping. NO 1,  = 3 kHz, BW= 1 Hz,  = 1 s,  = 38.3 m,  = 24.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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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해상실험 2일차 삼중선 배열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2

(Ping. NO 24,  = 3 kHz, BW= 1 Hz,  = 1 s,  = 36.6 m,  = 72.4 m)



167

제 5 절 음원·수신기 수심 변화에 따른 잔향음 특성

그림 4-25, 4-26은 송신신호 횟수에 따른 잔향음 세기 준위와 음원/수

신기 수심을 비교한 결과이다[78]. 그림 4-26은 대역폭이 400 Hz인

LFM 신호에 대한 결과인데 해저수심이 얕은 곳에 위치할수록 최초 해

저 잔향음이 발생되는 시간은 빨라지고 지속시간은 짧아진다. 또한, 해저

잔향음의 두 번째 첨두값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도달하며 강한 준위를 보

인다. 반면에 수심이 깊은 곳에 위치할수록 최초 해저 잔향음의 도달 시

간이 느려지고 지속시간이 또한 길어진다. 또한, 해저 잔향음의 두 번째

첨두값이 발생하는 시간도 느려지고 세기도 약해진다.

그림 4-25. 송신번호 1 ~ 83, 30번째 빔 데이터의 해양 잔향음 세기 [78]

(전방 앤드 파이어로부터 84◦ 시계방향, 2.8 ~ 3.2 kHz LFMs,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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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은 대역폭이 1 kHz인 LFM 신호에 대한 결과인데 잔향음은

수심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에서 발생하였다. 여기서, 해저 잔향음

의 최초 발생 시간과 지속시간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0번째

송신 신호를 기점으로 음원 수심은 140 m에서 125 m로, 수신기 수심은

130 m에서 120 m로 급격히 변화하는데, 이에 따라 해저 잔향음의 두 번

째 첨두값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커지며 지속시간이 급격히 짧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극좌표로 전시하였을 경우에도 전 방위에서 동

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6. 송신번호 84 ~ 171, 30번째 빔 데이터의 해양 잔향음 세기 [78]

(전방 앤드 파이어로부터 84◦ 시계방향, 2.5 ~ 3.5 kHz LFMs, 1일차)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평평한 바닥환경에서 해상실험과 동일한 음

속구조와 음원 수심을 이용하여 음선 구조도를 도식화 하였다. 여기서

해저질은 점토로 해저 음속은 1452 m/s, 해저 밀도는 1480 kg/㎥, 감쇠

계수는 0.1 dB/λ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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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그림 4-27. 해상실험의 음속구조를 이용한 음선 추적도 [78]

(a) 음원 수심 : 140 m, (b) 음원 수심 : 120 m (평평한 지형, 수심 : 1200 m)

그림 4-27(a)는 음원 수심이 140 m이고, 그림 4-27(b)는 음원 수심이

120 m인 경우이다. 음원 수심이 140 m인 경우는 120 m인 경우에 비해

음속 최소층인 약 230 m 수심에 근접하여 음선들이 음속 구배로 인해

해저면에 넓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에너지가 수

신기로 반향되어 되돌아올 때 상대적으로 도달 시간이 증가한다. 음원

수심이 120 m인 경우 상대적으로 음속 최소층에 떨어져 있어 10 km 이

상의 해저면의 면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일정 거리 위치에서 음선 에너

지들이 수렴되어 집중되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하계절 동

해와 같은 환경에서 음속구조와 음원/수신기 수심이 음속 최소층에 근접

하는 정도에 따라 해저 잔향음 첨두값의 지속시간과 세기에 영향을 준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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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해저지형 변화에 따른 잔향음 특성

그림 4-28은 로그 스케일의 잔향음 빔 데이터 세기를 해저지형 상에

극좌표계로 전시한 결과이다.[78] 함정 위치를 중심으로 서북 방향으로

갈수록 수심이 낮아지고 동쪽 방향으로 수심이 깊어진다. 여기서, 북쪽과

남쪽 지형에 대한 입도는 8 Φ ~ 9 Φ로 변화가 적은 반면, 해저 수심과

등고선의 변화를 살펴보면 북쪽 지형은 남쪽 지형에 대비하여 상대적으

로 조밀한 등고선을 띠며 수심이 급격히 얕아지고, 남쪽 지형은 상대적

으로 넓은 등고선이 형성되어 완만하게 수심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북동쪽과 남동쪽의 빔 준위 변화는 입도 변화가 차이가 상대적

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북서쪽과 남서쪽에서 수신된 빔 준위 변화에 대

비하여 적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해저

질 입도 변화에 대비하여 지형적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수심이 얕은 서북방향에서 에너지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강하게 발생하나, 이에 반해 수심이 깊은 동쪽방향은

에너지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약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참조문헌 [29]의 등음속 환경에서 모의한 결과와 상이한 현상이 발생되

는데, 이는 동해 음속구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하향굴절하는

음속구조의 구배로 인해 수심이 얕아지는 환경에서 에너지의 수렴하는

거리가 짧고 음파 에너지가 멀리까지 도달하지 못하나, 수심이 깊어지는

환경에서는 음파가 넓게 도달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곳에

서도 음파 에너지가 반향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정에 예인된 삼중선 배열은 함정 기동에 따라 송신번호별로 해저지

형, 음원, 수신기 수심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빔 데이터와

해저지형간 비교를 위해 송신신호별 빔데이터에 해당하는 해저지형을 동

시에 도식화하였고, 시간지연을 해저지형과 동일한 거리로 일치시키기

위해 음속 1500 m/s를 이용하여 km의 단위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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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해상실험 1일차 정합필터된 LFM 잔향음 빔 데이터 세기[78]

(Ping. NO 1,  = 3 kHz, BW= 400 Hz,  = 0.3 s,  = 139.5 m,  = 130.1 m)

그림 4-29는 해상실험 1일차 대역폭 400 Hz, 펄스 길이 0.3 s인 LFM

잔향음 빔 데이터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한 결과로 거리 10 km 부근에

서 방위각에 따른 잔향음 세기 형상과 해저지형의 형상이 유사하게 형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4-30의 대역폭 1 kHz, 펄스 길이 1 s의

LFM 잔향음 빔 데이터 세기의 경우에도 거리 9 km 이후 해저지형과

유사한 형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4-31은 해상실험 1일차 펄스 길이 0.1 s인 CW 잔향음 빔 데이

터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한 결과이고, 그림 4-32는 펄스 길이 0.3 s인

CW 잔향음 세기에 대한 결과, 그림 4-33은 펄스 길이 1 s인 CW 잔향

음 세기에 대한 결과이다. CW 신호의 경우도 펄스 길이에 관계없이 뚜

렷하게 지형과 연관된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4-34, 35은 해상실험

2일차 펄스 길이 1 s인 CW 잔향음 빔 데이터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

한 결과로 해상실험 1일차 대비 근거리 지형 변화가 크지 않아 뚜렷하지

않음에도 지형적 영향을 미약하게 확인할 수 있고, 방위각별 시간지연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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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해상실험 1일차빔형성 LFM 잔향음세기와해저지형간비교-1

(Ping. NO 1,  = 3 kHz, BW= 400 Hz,  = 0.3 s,  = 139.5 m,  = 13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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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해상실험 1일차 빔형성 LFM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2

(Ping. NO 93,  = 3 kHz, BW= 1 kHz,  = 1 s,  = 127.4 m,  = 13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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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해상실험 1일차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1

(Ping. NO 31,  = 3 kHz, BW= 10 Hz,  = 0.1 s,  = 149.2 m,  = 146.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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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해상실험 1일차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2

(Ping. NO 54,  = 3 kHz, BW= 3.3 Hz,  = 0.3 s,  = 133.9 m,  = 13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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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해상실험 1일차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3

(Ping. NO 30,  = 3 kHz, BW= 1 Hz,  = 1 s,  = 148.5 m,  = 147.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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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해상실험 2일차 빔형성 CW 잔향음 신호와 해저지형간 비교-1

(Ping. NO 1,  = 3 kHz, BW= 1 Hz,  = 1 s,  = 38.3 m,  = 24.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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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해상실험 2일차 빔형성 CW 잔향음 신호와 해저지형간 비교-2

(Ping. NO 24,  = 3 kHz, BW= 1 Hz,  = 1 s,  = 36.6 m,  = 7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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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교결과에서 해저지형에 의한 시간지연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방위각별 해저지형 변화가 큰 상황과 크지 않은 상황을 예로 들어

음선 추적도를 도식화하였다. 그림 4-36은 해상실험 1일차 송신번호 30

번, CW 잔향음에 대한 음선 추적경로와 고유음선 정보로 방위각별 오르

막 경사와 내리막 경사에서 음원 수심  = 149.2 m로 송신된 상황을

도식화하였고, 그림 4-37은 상대적으로 해저지형 변화가 크지 않은 해상

실험 2일차 송신번호 1번, CW 잔향음에 대한 음선 추적경로와 고유음선

정보로 방위각별 오르막 경사와 내리막 경사에서 음원 수심  = 36.6

m로 도식화하였다. 동일한 음원 위치에서 송신되더라도 방위각별 해저

지형 경사 차이가 존재할 경우 음파전달 양상이 변화하며 특히 내리막

경사의 경우 넓은 해저면 영역까지 음파가 전달되어 되돌아오는 반면,

오르막 경사의 경우 근거리까지만 음파가 도달되고 원거리까지는 도달하

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 환경에 대한 고유음선 정보는 시간 지연과 도달각의 함수로서 도

식화하였다. 첫째 날 오르막 경사에서 고유음선은 내리막 경사에 비해

시간지연이 짧게 형성되었다. 또한, 오르막 경사에서 고유음선은 시간 지

연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도달각의 성분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높은 도달

각의 성분은 약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해저지형 변

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거의 동일한 고유음선 형상을 보이다가

10 s 이후 시간지연이 증가함에 따라 첫째 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는 도달각에 따른 산란강도 세기에 영향을 주므로 결국 잔향음 세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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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해상실험 1일차 송신번호 30번 CW 잔향음에 대한 음선 추적경로

및 고유음선 정보

(Ping. NO 30,  = 3 kHz, BW= 1 Hz,  = 1 s,  = 149.2 m)

그림 4-37. 해상실험 2일차 송신번호 24번 CW 잔향음에 대한 음선

추적경로 및 고유음선 정보

(Ping. NO 24,  = 3 kHz, BW= 1 Hz,  = 1 s,  = 36.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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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잔향음 확률적 특성 분석

그림 4-38(a)는 LFM 1번째 송신 신호, 30번째 빔 데이터에 대해서

레일레이 확률분포의 유의확률  값, K-분포의 유의확률  값, 형상 모

수의 역수를 전시한 것이고, 그림 4-38(b)는 LFM 84번째 송신 신호, 30

번째 빔 데이터에 대한 결과들을 전시한 것이다[78]. 그림 4-16과 17의

시계열 잔향음 세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큰 정점들이 발생하는

부근에서 레일레이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0.05 미만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고, 그에 따라 형상 모수의 역수  값이 상대적으로 증가

하였다. 그 외의 값들은 유의확률  값이 0.05 이상이었고, 형상모수들은

10과 100 사이의 근접한 값들을 보였다.

또한, 송신횟수 별로 128개의 빔에 대해서 모멘트 추정과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모수의 중앙값, K 분포와 레일레

이 분포에 대한 유의확률 의 중앙값, 유의수준 0.05에서 콜모고로프 스

미르노프 검정의 통과율을 산출해 보았다.

(a) (b)

그림 4-38. 30번째 빔 데이터에 대한 레일레이, K 확률 분포의 K–S

검정 통계  값, K 분포 형상모수 추정 값의 역수

(a) 2.8 ~ 3.2 kHz LFMs, 1 번째 송신신호,

(b) 2.5 ~ 3.5 kHz LFMs, 84 번째 송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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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신호별 종합적인 확률분석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 중 표

4-2는 대역폭이 400 Hz인 LFM 신호에 대한 송신신호별 세부 결과, 표

4-3은 대역폭이 1 kHz인 LFM 신호에 대한 송신신호별 세부 결과이다.

표 4-1에서와 같이 대역폭이 400 Hz인 LFM 신호의 결과에서 형상모수

중앙값은 9.05였고, K 분포와 레일레이 분포에 대한 유의확률 의 중앙

값은 모두 0.05보다 큰 값들을 보였다. 또한,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

정에서 레일레이 분포의 평균 통과율은 71.83 %였고, K 분포의 통과율

은 91.83 %를 보였다. 대역폭이 1 kHz인 LFM 신호 결과의 경우 형상모

수 중앙값은 12.22였고, K 분포와 레일레이 분포에 대한 유의확률 의

중앙값은 모두 0.05보다 큰 값들을 보였다. 또한,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에서 레일레이 분포의 평균 통과율은 79.11 %였고, K 분포의 통과

율은 90.26 %를 보였다.

표 4-1. 값 0.05, 95 %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분석 및 K-S 검증의 종합적 결과

(2.8 ~ 3.2 kHz LFMs and 2.5 ~ 3.5 kHz LFMs) [78]

Signal type LFM LFM

Frequency (kHz) 2.8 ~ 3.2 2.5 ~ 3.5

Bandwidth (kHz) 0.4 1

Pulse length (s) 0.3 1

Ping number 1 ~ 83 84 ~ 171

Median  9.05 12.22

Median  0.70 0.62

Median  0.33 0.50

Results of passing 
K-S test (%)

K 91.83 90.26

Rayleigh 71.83 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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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결과인 표 4-2에서도 형상모수의 중앙값은 최소 7.91에서 최대

10.19를 보였고, K 분포의 유의확률 의 중앙값은 최소 0.67에서 최대

0.73을, 레일레이 분포의 유의확률 의 중앙값은 최소 0.24에서 최대 0.40

이었다. 또한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에서 K 분포의 통과율은 최소

91.04 %에서 최대 93.89 %를 보였고, 레일레이 분포의 통과율은 최소

66.30 %에서 최대 78.29 %를 보였다. 표 4-3에서는 형상모수의 중앙값

은 최소 11.17에서 최대 13.18을 보였고, K 분포의 유의확률 의 중앙값

은 최소 0.58에서 최대 0.65을, 레일레이 분포의 유의확률 의 중앙값은

최소 0.45에서 최대 0.55였다. 또한,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에서 K

분포의 통과율은 최소 88.75 %에서 최대 91.69 %를 보였고, 레일레이

분포의 통과율은 최소 76.53 %에서 최대 82.97 %를 보였다.

해상실험간 심층적인 해저지형과 지형적 클러터에 대한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아 수심 및 특정 지형 변화에 따른 공간적인 확률 특성은 발견

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확률분석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레일레이

분포와 유사한 특성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두 신호

모두 K 분포의 유의확률  값과 통과율은 유사하나, 대역폭이 1 kHz의

신호 결과가 대역폭이 400 Hz의 신호 결과에 대비하여 형상모수의 크기

가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레일레이 분포에 대한 유

의확률  값과 통과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했다. 결국, 대역폭이 1

kHz인 고해상도 신호 결과에서 오히려 레일레이 확률 분포의 특성이 높

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References [47]과 [49]의 천해환경에서 지형적 클

러터가 발생하는 환경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심해인 동해 환경에서 지형

적인 클러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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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LFM 송신신호별 통계적 분석 및 K-S 검증 세부 결과

(Ping. NO 1 ~ 83,  = 3 kHz, BW= 400 Hz,  = 0.3 s) [78]

Ping 
number

Median 


Median 


Median 


Passing K-S test
(%) Ping 

number
Median 


Median 



Median 


Passing K-S test
(%)

K Rayleigh K Rayleigh

1 9.50 0.71 0.37 92.95 74.71 42 8.88 0.71 0.33 91.94 71.12 
2 9.22 0.69 0.35 91.70 72.76 43 9.12 0.69 0.33 92.94 71.53 
3 9.65 0.68 0.40 91.28 74.25 44 8.01 0.72 0.26 92.59 68.49 
4 9.43 0.68 0.37 91.96 74.32 45 8.69 0.70 0.30 92.35 70.72 
5 9.13 0.70 0.35 91.61 73.39 46 8.27 0.73 0.27 92.19 68.52 
6 9.05 0.69 0.34 91.66 72.14 47 8.32 0.72 0.27 92.00 69.08 
7 9.06 0.71 0.34 92.01 72.67 48 8.16 0.70 0.27 91.51 67.35 
8 8.56 0.70 0.31 92.14 70.72 49 7.96 0.72 0.24 91.59 66.30 
9 8.91 0.69 0.33 92.51 71.83 50 8.15 0.71 0.26 91.37 68.47 
10 8.77 0.70 0.32 92.46 71.69 51 7.91 0.71 0.24 91.58 66.62 
11 8.81 0.69 0.33 92.08 71.78 52 8.66 0.71 0.30 91.83 68.55 
12 9.00 0.69 0.33 91.13 72.97 53 8.63 0.71 0.30 91.17 69.80 
13 9.25 0.70 0.35 92.96 73.07 54 8.96 0.70 0.32 91.36 69.84 
14 9.14 0.70 0.35 92.42 74.46 55 8.47 0.71 0.29 91.56 68.19 
15 9.15 0.70 0.35 92.81 71.83 56 8.51 0.71 0.29 91.38 68.88 
16 9.17 0.70 0.33 92.77 72.30 57 8.91 0.71 0.31 91.73 71.14 
17 10.14 0.67 0.39 92.27 75.42 58 8.63 0.72 0.32 91.68 70.35 
18 9.63 0.69 0.38 93.50 73.69 59 8.95 0.70 0.32 91.33 70.93 
19 9.35 0.68 0.36 92.58 72.78 60 8.72 0.70 0.31 91.83 70.59 
20 9.20 0.70 0.34 93.89 72.27 61 8.75 0.71 0.31 91.92 70.45 
21 9.73 0.71 0.38 93.21 75.09 62 8.57 0.72 0.31 91.60 71.35 
22 9.43 0.70 0.35 93.42 72.37 63 8.81 0.70 0.31 91.67 70.94 
23 9.47 0.70 0.35 93.24 73.89 64 9.13 0.71 0.34 91.84 72.68 
24 9.42 0.69 0.36 93.21 74.84 65 8.87 0.71 0.32 91.51 71.81 
25 9.81 0.70 0.40 93.08 77.20 66 9.41 0.69 0.37 91.36 74.58 
26 9.83 0.69 0.38 92.47 76.17 67 8.91 0.71 0.33 91.28 72.31 
27 9.69 0.70 0.38 92.59 75.49 68 8.80 0.70 0.30 91.79 70.80 
28 8.99 0.70 0.33 92.53 72.74 69 9.11 0.70 0.33 91.38 72.44 
29 8.96 0.70 0.32 92.13 71.74 70 8.81 0.70 0.31 91.51 71.38 
30 8.96 0.70 0.32 92.96 72.38 71 9.42 0.69 0.36 91.30 74.44 
31 9.27 0.68 0.35 92.62 73.17 72 9.13 0.70 0.33 91.35 69.29 
32 9.08 0.69 0.33 92.09 71.94 73 9.19 0.69 0.33 91.04 71.21 
33 8.75 0.71 0.30 92.60 69.31 74 9.52 0.69 0.36 91.62 70.68 
34 8.69 0.69 0.31 92.73 69.70 75 9.52 0.69 0.37 91.56 72.88 
35 8.96 0.70 0.32 93.03 70.02 76 9.39 0.69 0.34 91.58 72.43 
36 8.98 0.69 0.32 91.79 70.80 77 10.19 0.68 0.40 91.61 76.03 
37 9.07 0.70 0.34 92.21 71.48 78 9.44 0.70 0.37 91.59 75.77 
38 9.14 0.70 0.32 91.70 72.71 79 9.92 0.70 0.40 91.24 78.29 
39 8.52 0.71 0.30 91.81 69.44 80 9.21 0.71 0.35 91.57 75.41 
40 8.87 0.70 0.31 92.53 71.35 81 9.25 0.69 0.36 91.22 75.40 
41 8.71 0.71 0.29 93.31 69.84 82 9.28 0.71 0.37 91.44 75.55 
- - - - - - 83 8.75 0.71 0.30 91.21 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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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LFM 송신신호별 통계적 분석 및 K-S 검증 세부 결과

(Ping. NO 84 ~ 171,  = 3 kHz, BW= 1 kHz,  = 1 s) [78]

Ping 
number

Median 


Median 


Median 


Passing K-S test
(%) Ping 

number
Median 


Median 



Median 


Passing K-S test
(%)

K Rayleigh K Rayleigh
84 12.35 0.63 0.53 90.82 82.28 128 13.08 0.60 0.52 90.17 79.39 
85 12.15 0.64 0.52 90.81 82.31 129 12.88 0.61 0.52 90.25 78.93 
86 12.15 0.64 0.52 91.19 82.97 130 12.81 0.61 0.53 90.48 79.00 
87 12.08 0.64 0.52 90.95 81.94 131 12.69 0.60 0.52 90.04 79.07 
88 12.19 0.63 0.52 91.27 81.73 132 13.03 0.60 0.53 90.11 80.02 
89 11.95 0.64 0.52 91.13 81.58 133 12.97 0.61 0.54 90.64 81.62 
90 11.93 0.64 0.51 91.69 81.19 134 12.92 0.60 0.53 89.55 80.71 
91 12.08 0.65 0.51 91.49 82.28 135 13.02 0.60 0.54 89.85 80.84 
92 11.72 0.64 0.51 90.65 81.33 136 13.18 0.59 0.54 90.03 81.81 
93 12.26 0.62 0.52 90.42 81.45 137 13.14 0.60 0.55 90.64 82.07 
94 11.84 0.63 0.50 89.84 79.98 138 13.11 0.60 0.54 90.01 81.89 
95 11.39 0.64 0.48 90.29 78.73 139 12.90 0.61 0.54 89.70 81.63 
96 11.61 0.65 0.49 90.72 79.64 140 12.70 0.60 0.52 89.89 80.58 
97 11.79 0.64 0.49 91.30 80.05 141 13.06 0.59 0.54 89.02 80.92 
98 11.66 0.64 0.49 90.88 80.30 142 12.40 0.62 0.51 90.72 80.78 
99 11.63 0.65 0.49 90.69 79.44 143 12.75 0.61 0.53 90.35 81.18 
100 11.51 0.64 0.48 90.30 79.62 144 12.15 0.64 0.50 90.67 80.00 
101 11.53 0.65 0.48 91.07 79.14 145 12.02 0.62 0.49 88.75 78.67 
102 11.87 0.63 0.50 90.48 79.69 146 11.82 0.63 0.48 90.98 78.63 
103 11.60 0.64 0.49 91.06 80.39 147 11.97 0.63 0.48 90.71 78.48 
104 11.49 0.64 0.47 90.64 79.23 148 11.87 0.63 0.48 90.65 77.85 
105 11.75 0.64 0.49 90.64 80.39 149 11.87 0.64 0.48 90.83 78.61 
106 11.78 0.64 0.50 90.49 80.36 150 12.53 0.62 0.53 90.87 81.30 
107 11.53 0.64 0.48 90.01 79.44 151 12.63 0.62 0.52 91.62 81.81 
108 11.28 0.64 0.47 89.85 79.02 152 12.32 0.62 0.51 90.51 78.96 
109 11.28 0.64 0.47 90.27 77.85 153 12.61 0.60 0.50 90.02 77.50 
110 11.47 0.64 0.48 90.83 78.94 154 12.90 0.59 0.52 90.16 79.03 
111 11.63 0.65 0.49 91.38 80.21 155 12.73 0.59 0.51 89.01 77.39 
112 11.69 0.64 0.50 89.70 79.24 156 12.51 0.60 0.50 89.34 77.31 
113 11.68 0.64 0.49 90.68 80.13 157 12.64 0.60 0.49 89.64 77.79 
114 11.36 0.64 0.47 89.84 78.77 158 12.84 0.59 0.52 88.88 78.38 
115 11.45 0.64 0.47 90.71 79.03 159 12.32 0.60 0.50 89.46 77.26 
116 11.37 0.64 0.46 90.55 78.68 160 12.60 0.60 0.51 88.96 77.15 
117 11.38 0.65 0.47 90.60 78.61 161 12.94 0.60 0.53 89.70 78.66 
118 11.45 0.65 0.48 91.16 79.23 162 13.12 0.58 0.53 90.19 79.04 
119 11.46 0.63 0.48 89.89 78.02 163 12.67 0.61 0.52 90.42 78.04 
120 11.17 0.64 0.45 89.96 76.85 164 12.57 0.60 0.50 89.64 77.35 
121 11.77 0.63 0.48 90.14 78.17 165 12.58 0.60 0.50 90.14 77.22 
122 12.35 0.62 0.50 89.93 78.56 166 12.43 0.60 0.50 88.99 76.60 
123 12.17 0.62 0.50 90.14 77.26 167 12.74 0.58 0.51 89.09 76.72 
124 12.33 0.62 0.51 89.78 77.89 168 12.36 0.60 0.49 89.15 76.57 
125 12.59 0.60 0.50 89.54 77.93 169 12.49 0.60 0.50 89.10 76.85 
126 12.60 0.60 0.52 90.24 78.27 170 12.31 0.60 0.49 90.03 77.08 
127 12.74 0.60 0.52 89.88 79.36 171 12.16 0.60 0.50 90.14 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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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잔향음 도플러 효과 분석

그림 4-39(a)는 해상실험 1일차 CW 송신번호 31번, 중심 주파수 

= 3 kHz, 펄스 길이  = 0.1 s, 센서 엘리먼트 잔향음 신호에 대한 도

플러 스펙트로그램 결과이고, (b)는 방위각과 거리에 따른 이론적인 잔

향음 도플러 변이 결과, (c)는 방위각과 거리에 대한 빔 데이터 세기를

도식화 한 것이다.

앞서 방위각별 해저지형에 따라 빔 잔향음 세기와 시간지연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도플러 변이도 다르게 형성되고, 빔 데이터 세기

와 도플러 변이가 결합되어 전방위에서 들어오는 잔향음 도플러 스펙트

럼이 4-39(a)와 같이 형성된다. 잔향음 스펙트로그램은 방위각별 들어오

는 신호가 빔 데이터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도플러 스펙트럼 또한 비대

칭 형상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스펙트로그램의 해상도는 송신신호의 펄

스 길이가 0.1 s이므로 대역폭이 10 Hz이고, 이와 같은 송신신호의 대역

폭 영향으로 스펙트럼도 흐려지고 해상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림

4-40은 송신번호 31번의 빔 데이터를 상대 빔 방위각 60°, 90°, 120°

240°, 270°, 330°에서 정규화한 스펙트로그램으로 도식화하였고, 추정된

순시 주파수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도 송신펄스의 대역폭 영향과

잔향음 랜덤 특성, 센서의 모션 등으로 인해 도플러 주파수가 좌우로 변

동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방위각별 우세한 도플러가 상이하게

형성되었다.

그림 4-41는 해상실험 1일차 CW 송신번호 54번에 대한 센서 엘리먼

트 잔향음 도플러 결과로 펄스 길이는 0.3 s로 증가하였다. 여기서도 (a)

는 센서 엘리먼트의 스펙트로그램, (b)는 이론적인 도플러 변이 결과,

(c)는 극좌표 빔 데이터 세기를 도식화 하였다. 예인 배열 이동에 따라

해저지형도 변화하고, 빔 데이터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a)의 도

플러 스펙트로그램은 다운 도플러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 지연은 짧지만

강한 신호가 발생하고, 업 도플러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 지연이 길고



187

약한 신호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해상도는 펄스 길이 증가로

대역폭이 감소하여 그림 4-39의 결과 대비 개선되었다. 그림 4-42도

CW 송신번호 54번에 대한 빔 데이터 결과로 상대 방위각 60°, 90°, 120°

240°, 270°, 330°에 대한 정규화된 스펙트로그램 결과와 추정된 도플러

변이값을 도식화 하였다. 펄스 길이 0.1 s 결과에 대비하여 좌우로 변동

하는 경향이 줄어들었고 방위각별로 우세한 도플러의 경향이 변화하였

다.

그림 4-43은 해상실험 1일차 CW 송신번호 30번, 센서 엘리먼트 잔향

음 도플러 결과로 펄스 길이가 1 s로 증가하였다. (a)는 센서 엘리먼트의

스펙트로그램, (b)는 이론적인 도플러 변이 결과, (c)는 극좌표 빔 데이

터 세기를 도식화 하였다. (a)의 도플러 스펙트로그램에서 방위각별 해

저지형의 영향으로 다운 도플러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 지연은 짧지만

강한 신호가 발생하고, 업 도플러에서는 시간 지연이 길고 약한 신호가

발생하였다. 또한, 도플러 해상도는 펄스 길이가 0.1 s, 0.3 s인 송신신호

결과 대비 개선되었고 안전성을 보인다. 그림 4-44는 CW 송신번호 30

번에 대한 빔 데이터 스펙트로그램으로 상대 방위각 60°, 90°, 120° 240°,

270°, 330°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더욱 안정된 도플러 추정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든 결과에서 잔향음이 우세한 환경까지는 우세한 도

플러가 유지되고 있으나 소음 제한 환경에 도달할 경우 경향성이 불안정

해졌다.

그림 4-45는 해상실험 2일차 CW 송신번호 1번, 센서 엘리먼트 잔향

음 도플러 결과로 방위각별 해저지형에 따른 빔 데이터 세기, 잔향음 도

플러 주파수가 발생하였고, 그림 4-46은 이에 대한 빔 데이터 스펙트로

그램 결과로 상대적인 방위각의 결과와 앞서 결과와 유사한 추정된 도플

러 값을 보였다. 또한, 그림 4-47은 해상실험 2일차 CW 송신번호 24번,

센서 엘리먼트 잔향음 도플러 결과이고, 그림 4-48은 이에 대한 빔 데이

터의 스펙트로그램 결과로 동일한 물리적 현상을 보였다. 2일차 결과들

은 잔향음 세기가 8 s까지 유지되어 시간 지연이 1일차 대비 상대적으로

짧고 그 이후 소음 제한 환경에 도달하였을 때 잔향음 도플러 경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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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되었다.

결국, 이동하는 예인 배열에 따라 송신신호별 해저지형이 지속 변화하

고, 빔 데이터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방위각별로 도플러가 상이하게

형성되므로 센서 엘리먼트와 빔 데이터에 이러한 영향들이 반영된다. 또

한, 그림 4-49에서와 같이 펄스 길이에 따라 송신신호의 대역폭이 상이

하므로 이는 잔향음 도플러 스펙트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랜덤 특성

이 심화되어 해상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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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해상실험 1일차 CW 센서 엘리먼트 잔향음 도플러 결과-1

(Ping. NO 31,  = 3 kHz, BW= 10 Hz,  = 0.1 s,  = 149.2 m,  = 146.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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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해상실험 1일차 CW 빔 데이터 잔향음 도플러 결과-1

(Ping. NO 31,  = 3 kHz, BW= 10 Hz,  = 0.1 s,  = 149.2 m,  = 146.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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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해상실험 1일차 센서 엘리먼트 CW 잔향음 도플러 결과-2

(Ping. NO 54,  = 3 kHz, BW= 3.3 Hz,  = 0.3 s,  = 133.9 m,  = 13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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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해상실험 1일차 CW 빔 데이터 잔향음 도플러 결과-2

(Ping. NO 54,  = 3 kHz, BW= 3.3 Hz,  = 0.3 s,  = 133.9 m,  = 13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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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해상실험 1일차 센서 엘리먼트 CW 잔향음 도플러 결과-3

(Ping. NO 30,  = 3 kHz, BW= 1 Hz,  = 1 s,  = 148.5 m,  = 147.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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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해상실험 1일차 CW 빔 데이터 잔향음 도플러 결과-3

(Ping. NO 30,  = 3 kHz, BW= 1 Hz,  = 1 s,  = 148.5 m,  = 147.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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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해상실험 2일차 센서 엘리먼트 CW 잔향음 도플러 결과-1

(Ping. NO 1,  = 3 kHz, BW= 1 Hz,  = 1 s,  = 38.3 m,  = 24.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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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해상실험 2일차 CW 빔 데이터 잔향음 도플러 결과-1

(Ping. NO 1,  = 3 kHz, BW= 1 Hz,  = 1 s,  = 38.3 m,  = 24.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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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해상실험 2일차 센서 엘리먼트 CW 잔향음 도플러 결과-2

(Ping. NO 24,  = 3 kHz, BW= 1 Hz,  = 1 s,  = 36.6 m,  = 7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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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해상실험 2일차 CW 빔 데이터 잔향음 도플러 결과-2

(Ping. NO 24,  = 3 kHz, BW= 1 Hz,  = 1 s,  = 36.6 m,  = 7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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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펄스 길이에 따른 CW 센서 엘리먼트 잔향음 도플러 비교

(a)  = 1 s, (b)  = 0.3 s, (c)  = 0.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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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능동소나 합성 시계열 엘리먼트 신호 모의결과

본 절에서는 3장에서 언급한 능동소나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합성 시

계열 신호를 모의하고 해상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상실험에서는 표

적신호가 존재하지 않고 잔향음과 주변소음이 우세하므로 두가지 신호의

성분만 고려하였다. 또한, 음속구조는 음속 구배를 가지는 거리 독립 환

경 상황으로 해저지형은 GEBCO의 해저지형을 보간법으로 적용하여 방

위 및 거리별 균일한 산란체에 대해서 적용하였다. 또한, 해수면 잔향음

은 식 (4-2), (4-3)의 Chapman-Harris 식을 적용되었고, 해저면 잔향음

은 식 (4-4)와 같이 산란 커널들이 반영된 Lambert 법칙 산란 함수가

적용되었다.

  log   log . (4-2)

   . (4-3)

  sin
sin

. (4-4)

여기서, 는 입사각, 는 산란각, 는 바람 속도 (knots), 는 송신

신호의 중심 주파수(kHz)이고, Lambert 계수는 -40 dB, 점토 매질 특성

을 고려하여 산란 kernels은     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지음향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바닥 음속은 1470 m/s, 바닥 밀도는

1200 kg/, 감쇄 계수는 0.08 dB/λ로 설정되었고 대표적인 지음향 점

토 매질 변수로 적용되었다.

잔향음 도플러 모의에서 예인 배열 상황의 양상태 도플러 변이를 모

의하기 위해 음원 위치 벡터는  sin cos  , 수신기 위치 벡

터는     , 단위 산란체 위치 벡터는     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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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거리별 양방향 직선 거리의 시간 지연   로 적

용한 후 시간 샘플링 레이트에 따른 보간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는

음원과 수신기간 수평 거리이고, 해당 방위각에서 수평거리 에 따른 

는 해저 수심이다.

1. 해상실험 센서 및 빔형성 신호 모의결과

해상실험 관련 모의는 앞서 언급된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수행되

었으며, 그림 4-50, 51은 해상실험 첫째 날 CW 송신번호 31번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되었고, 그림 4-52, 53는 첫째 날 CW 송신번호 54번과 유

사한 환경으로, 그림 4-54, 55은 첫째 날 CW 송신번호 30번과 유사한

환경으로 모의되었다. 4-56, 57은 첫째 날 LFM 송신번호 1번과 유사한

환경으로, 4-58, 59는 첫째 날 LFM 송신번호 93번과 유사한 환경으로

모의되었다. 각 3개의 선배열에 대한 96개의 엘리먼트 신호와 빔형성 처

리된 방위각별 신호들이다.

모의된 신호에서도 펄스 길이가 증가할수록 잔향음 에너지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초기 해수면 잔향음의 길이가 펄스 길이와 유사하

게 발생되었다. 또한, CW의 엘리먼트 신호들에서 해상실험과 유사한 물

결 무늬의 패턴들이 발생되었고, LFM 엘리먼트 신호들에서는 해상실험

과 동일하게 이러한 패턴들이 관측되지 않았다. 한편, 잔향음에서 복소

가우시안 랜덤 특성들이 반영되었는데 LFM 신호는 대역폭 증가로 인해

고해상도의 잔향음 신호 패턴들이 발생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방위각별 잔향음 신호들은 빔형성 신호처리 이후 알 수 있는데 케이

스별 예인배열 위치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해저지형도 상이하게 적용되

므로 신호 특징들이 다르게 발생되었고 차후 해저지형과 비교하여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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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모의된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1(CW 신호)

( = 3 kHz, PL 0.1 초, BW = 10 Hz, 삼중선 배열 96 × 3 = 288 채널)

   

그림 4-51. 모의된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 빔형성 결과-1(CW 신호)

( = 3 kHz, PL 0.1 초, BW = 10 Hz, 삼중선 배열 96 × 3 = 288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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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모의된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2(CW 신호)

(CW 신호,  = 3 kHz, PL 0.3 초, BW = 3.3 Hz, 삼중선 배열 96 × 3 = 288 채널)

   

그림 4-53. 모의된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 빔형성 결과-2(CW 신호)

( = 3 kHz, PL 0.3 초, BW = 3.3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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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모의된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3(CW 신호)

( = 3 kHz, PL 1 초, BW = 1 Hz, 삼중선 배열 96 × 3 = 288 채널)

그림 4-55. 모의된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 빔형성 결과-3(CW 신호)

( = 3 kHz, PL 1 초, BW =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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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모의된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1 (LFM 신호)

( = 3 kHz, PL 0.3 초, BW = 400 Hz, 삼중선 배열 96 × 3 = 288 채널)

  

 
그림 4-57. 모의된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 빔형성 결과-1 (LFM 신호)

( = 3 kHz, PL 0.3 초, BW = 4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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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8. 모의된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2 (LFM 신호)

( = 3 kHz, PL 1 초, BW = 1 kHz, 삼중선 배열 96 × 3 = 288 채널)

   

그림 4-59. 모의된 삼중선 배열 엘리먼트 신호 빔형성 결과-2 (LFM 신호)

( = 3 kHz, PL 1 초, BW = 1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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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원·수신기 수심 변화에 따른 모의결과

그림 4-60과 그림 4-61은 LFM 송신신호별 상대 빔지향각 90 ° 브로

드사이드 방위에서 잔향음 빔 세기를 모의한 결과이다. 그림 4-60은

LFM 신호, 중심 주파수 3 kHz, 대역폭 400 Hz, 펄스 길이 0.3 초에 대

한 모의 결과이고, 그림 4-61은 LFM 신호, 중심 주파수 3 kHz, 대역폭

1 kHz, 펄스 길이 1 초에 대한 결과이다. 해상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음

원·수신기 수심 변화에 따라 잔향음 제한 환경이 발생하는 시간지연도

유사하게 발생하였으며, 음원·수신기 수심이 깊어질 때 잔향음 세기의

시간지연이 더 길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0. 음원·수신기 수심에 따른 송신신호별 잔향음 세기 모의결과-1

(LFM 신호,  = 3 kHz, PL 0.3 초, BW = 400 Hz, 상대 빔지향각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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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음원·수신기 수심에 따른 송신신호별 잔향음 세기 모의결과-2

(LFM 신호,  = 3 kHz, PL 1 초, BW = 1 kHz, 상대 빔지향각 90 °)

3. 해저지형 변화에 따른 모의결과

해저지형에 따른 잔향음 세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첫째 날 해상실

험과 두째 날 해상실험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용하여 비상관 잔향음 세기

와 모의된 잔향음 세기를 비교하였다.

그림 4-62는 첫째 날 CW 송신신호 30번 빔 데이터를 이용하여 브로

드사이드 방위 90°와 270°에서 형성된 비상관 잔향음 세기와 모의된 잔

향음 세기를 비교하였다. 떨어지는 경향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해

저지형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잔향음의 떨어지는 패턴도 변화하였

다. 오르막 경사인 (a) 결과는 5 s에서 급격하여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

며, (b)의 내리막 경사는 서서히 떨어지다가 11 s 부근에서 에너지가 급

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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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해상실험 잔향음 세기와 모의된 비상관 CW 잔향음 세기 비교-1

(a) 90 °, (b) 270 °, 점선 : 해상실험 결과, 실선 : 모의 결과

(Ping. NO 30,  = 3 kHz, BW= 1 Hz,  = 1 s,  = 149.2 m,  = 146.9 m)

그림 4-63. 해상실험 잔향음 세기와 모의된 비상관 CW 잔향음 세기 비교-2

(a) 90 °, (b) 270 °, 점선 : 해상실험 결과, 실선 : 모의 결과

(2일차 Ping. NO 24,  = 3 kHz, BW= 1 Hz,  = 1 s,  = 36.6 m,  = 7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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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둘째 날 그림 4-63의 CW 송신신호 24번 빔 데이터 경우 초

기 지형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음원과 수신기의 수심이 얕으므로

이에 따라 해저지형 거리종속 특성에 따른 잔향음의 패턴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은 방위와 거리의 함수에서 모의된 센서 엘리먼트 빔형성 신호와

해저지형을 비교하였다. 그림 4-64, 65, 66은 해상실험 첫째 날 CW 송

신번호 31, 54, 30번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된 센서 엘리먼트 빔형성 신

호이고, 그림 4-67, 68은 첫째 날 LFM 송신번호 1, 93번과 유사한 환경

으로, 그림 4-69, 70은 둘째 날 CW 송신번호 1, 24번과 유사한 환경의

모의 결과이다. 앞서 해상실험 결과와 같이 모든 결과에서 지형적인 경

사도에 따른 시간지연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수심이 증가하는 내리막 경

사의 경우 시간지연이 더 길게 발생하였고, 수심이 감소하는 오르막 경

사의 경우 시간지연이 더 짧게 발생하였다. 또한, 해상실험 둘째 날은 첫

째 날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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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모의된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1

(a) 삼중선 센서 엘리먼트 빔형성 신호, (b) 해저지형

(1일차 Ping. NO 31,  = 3 kHz, BW= 10 Hz,  = 0.1 s,  = 149.2 m,  = 146.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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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모의된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2

(a) 삼중선 센서 엘리먼트 빔형성 신호, (b) 해저지형

(1일차 Ping. NO 54,  = 3 kHz, BW= 3.3 Hz,  = 0.3 s,  = 133.9 m,  = 13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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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모의된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3

(a) 삼중선 센서 엘리먼트 빔형성 신호, (b) 해저지형

(Ping. NO 30,  = 3 kHz, BW= 1 Hz,  = 1 s,  = 148.5 m,  = 147.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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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7. 모의된 빔형성 LFM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1

(a) 삼중선 센서 엘리먼트 빔형성 신호, (b) 해저지형

(1일차 Ping. NO 1,  = 3 kHz, BW= 400 Hz,  = 0.3 s,  = 139.5 m,  = 13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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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8. 모의된 빔형성 LFM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2

(a) 삼중선 센서 엘리먼트 빔형성 신호, (b) 해저지형

(1일차 Ping. NO 93,  = 3 kHz, BW= 1 kHz,  = 1 s,  = 127.4 m,  = 13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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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 모의된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1

(a) 삼중선 센서 엘리먼트 빔형성 신호, (b) 해저지형

(2일차 Ping. NO 1,  = 3 kHz, BW= 1 Hz,  = 1 s,  = 38.3 m,  = 24.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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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0. 모의된 빔형성 CW 잔향음 세기와 해저지형간 비교-2

(a) 삼중선 센서 엘리먼트 빔형성 신호, (b) 해저지형

(2일차 Ping. NO 24,  = 3 kHz, BW= 1 Hz,  = 1 s,  = 36.6 m,  = 7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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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향음 도플러 변이 및 스펙트럼 비교

모의된 센서 엘리먼트 결과에서 해상실험과 유사한 잔향음 스펙트럼

결과가 발생하는 지 확인하게 위해 앞서 해상실험 분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고, 센서 엘리먼트 신호를 이용하여 스펙트로그램과 극좌표로

전시된 모의된 도플러와 빔 세기를 동시에 비교하였다.

그림 4-71와 4-72는 LFM 송신번호 1, 93번과 유사한 환경으로 모의

한 결과로 도플러에 민감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송신신호와 거의 유사

한 대역폭의 스펙트로그램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3, 74. 75은 해상실험 첫째 날 CW 송신번호 31, 54, 30번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된 센서 엘리먼트의 빔형성 신호이고, 그림 4-76은

둘째 날 CW 송신번호 24번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된 센서 엘리먼트의

빔형성 신호이다. 빔 데이터 극좌표 결과에서 예인상황간 함정 이동 침

로와 예인수신 배열 방위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앤드 파이어 방향의 모호

성은 수신배열의 방위와 역방위에서 형성되었고 함정 침로 방향과 차이

를 보인다.

CW 송신신호 결과에서는 제로 주파수를 기점으로 좌·우로 도플러 확

산 현상이 발생되었고, 펄스길이 증가에 따라 스펙트럼 해상도가 개선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위각별 지형적 경사 특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시간 지연과 잔향음 세기, 도플러 변이가 고려된 센서 엘리먼

트에서의 도플러 확산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4-77, 78은 해상실험 첫째 날 CW 송신번호 30번과 둘째 날 송

신번호 24번의 결과로 빔 각도 60, 90, 120, 240, 270, 330 도에서 시간의

함수로 추정된 순시 도플러 주파수와 모의된 도플러 주파수를 비교한 결

과이다. 모의된 도플러를 단상태, 수심 양상태, 양상태(음원과 수신기간

수평거리  600 m)의 3가지 상황으로 가정하여 빔 방위에 따른 도플러

주파수를 비교하였을 때 방위각별 유사한 경향이 도출되었다. 특히, 실제

실험환경에서 음원과 수신기간 거리가 측정되지 않았으나 양상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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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플러 주파수를 산출하였을 때 근거리에서 실험 값과 더욱 유사한 경향

을 보였고, 단상태와 수심 양상태 도플러 주파수는 근거리에서 부정확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원거리로 갈수록 3가지 모두 경향을 유사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론 값과 실험 값간 유사한 경향성은 잔향음이

소음보다 우세한 잔향음 제한환경까지 유지되었고, 이후 패턴이 파괴되

는 현상을 보았다. 또한, 잔향음 신호의 랜덤 특성과 송신신호의 대역폭

에 따른 불안전성으로 실제 실험결과에서 좌우로 변화하는 변동성이 존

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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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모의 센서 엘리먼트 LFM 잔향음 도플러 결과-1

(1일차 Ping. NO 1,  = 3 kHz, BW= 400 Hz,  = 0.3 s,  = 139.5 m,  = 13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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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2. 모의 센서 엘리먼트 LFM 잔향음 도플러 결과-2

(1일차 Ping. NO 93,  = 3 kHz, BW= 1 kHz,  = 1 s,  = 127.4 m,  = 13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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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 모의 센서 엘리먼트 CW 잔향음 도플러 결과-1

(1일차 Ping. NO 31,  = 3 kHz, BW= 10 Hz,  = 0.1 s,  = 149.2 m,  = 146.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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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4. 모의 센서 엘리먼트 CW 잔향음 도플러 결과-2

(1일차 Ping. NO 54,  = 3 kHz, BW= 3.3 Hz,  = 0.3 s,  = 133.9 m,  = 13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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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5. 모의 센서 엘리먼트 CW 잔향음 도플러 결과-3

(Ping. NO 30,  = 3 kHz, BW= 1 Hz,  = 1 s,  = 148.5 m,  = 147.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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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6. 모의 센서 엘리먼트 CW 잔향음 도플러 결과-4

(2일차 Ping. NO 24,  = 3 kHz, BW= 1 Hz,  = 1 s,  = 36.6 m,  = 7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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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7. 해상실험 1일차 빔 데이터 추정 도플러와 모의 도플러간 비교

(Ping. NO 30,  = 3 kHz,  = 1.9620 m/s,  = 148.5 m,  = 147.3 m)

- 점선 : 해상실험 추정 도플러 주파수, 실선 : 모의된 도플러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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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8. 해상실험 2일차 빔 데이터 추정 도플러와 모의 도플러간 비교

(Ping. NO 24,  = 3 kHz,  = 2.97 m/s,  = 36.6 m,  = 72.4 m)

- 점선 : 해상실험 추정 도플러 주파수, 실선 : 모의된 도플러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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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기여도

본 연구에서는 음원·수신기의 모션이 존재하는 능동 예인형 소나 시

스템을 가정하여 삼중선 배열에 수신되는 능동소나 시계열 신호를 모의

하였다. 여기서 실제와 유사하고 계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선

이론의 음파전달 모델을 기반으로 N×2D 및 수심 양상태 기하학적 환경,

거리 독립의 음속구조, 거리종속의 해저지형을 적용하였고, 하이라이트

이론, 자기회귀 모델 등의 이론을 이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신호 모의에

주력하였다. 또한, 참조 위치의 센서에서 모의된 방위각별 신호와 삼중선

배열의 센서별 시간 지연 차를 이용하여 센서 엘리먼트 신호를 효과적으

로 모의하였다.

한편, 2015년 동해상에서 국내 최초로 수행된 저주파 능동 예인형 소

나 시스템 해상실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음원·수신기 수심, 해저지형의

변화, 잔향음의 확률 특성, 도플러 확산 현상을 비교·분석하였고, 모의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잘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의 기여도는 해상실험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

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국내 최초의 능동예인형 소나 시스템과 삼중선 배열을 이용한

해상실험 분석을 통해 ① 음원과 수신기 수심, ② 해저지형 변화에 따른

잔향음 변동성을 해석하고 규명하였다. 과거 고주파수 음원, 고정된 하이

드로폰, 수직 수신배열 또는 수심이 변화하지 않는 수평 예인 배열과 달

리 심도 조절이 가능한 가변심도 능동소나에서의 잔향음 특징을 분석하

였고, 음원·수신기 수심, 전방위 해저지형 변화에 따른 변동성을 해석하

였다. 특히, 음원·수신기 수심이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이상으로 깊



229

어질 때 해저지형에 따른 거리종속 특성들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동해 해역에서 LFM 펄스에 대한 잔향음 확률 특성을 분석하여

K 확률 분포와 Rayleigh 확률 분포의 유사도를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동해 환경에서의 지형적 클러터 존재 유·무를 추정할 수 있었다.

셋째, 국내 최초로 해저 잔향음의 구성요소인 도플러 확산을 시간-주

파수 영역에서 분석하였고, 비대칭성의 발생 원인을 ① 음원과 수신기

수심, ② 해저지형 변화와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도플러에 민

감한 CW 펄스의 해상실험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오르막 또는 내리

막 해저지형 경사에 따라 시간지연 발생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상

태 잔향음 도플러 효과를 모의하여 해상실험을 통해 비교·검증하였고,

모의된 센서 신호의 도플러 스펙트로그램도 해상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모의되었다.

넷째, 기존 신호 알고리듬을 개선하여 복잡한 삼중선 배열의 모든 엘

리먼트 신호에 대해서 모델링을 수행하고, 실제 신호처리 빔형성 기법을

적용하여 잔향음 신호를 검증하였다. 또한, 특정 해역에서 해양 지음향

특성과 해저지형에 대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실험의 음속구조, 전자해도의 해저지형 데이터, 일반적인

점토 특성의 매질 등을 변수로 입력하여 실제와 유사한 신호 특성을 모

의할 수 있었다.

다섯째, 능동소나 시계열 신호 모델링의 계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수심 양상태 모델의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 방위각별 거리 종속 해저지형

을 반영하였고, 방위각별 해저지형 로딩을 한번만 수행하면 되므로 계산

시간 또한 적게 소요된다. 또한,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 영역 콘볼루션을

수행하여 계산 횟수가 에서 으로 단축되었고, 주변소음의

경우도 자기회귀 모델로 전달함수를 생성하여 정규 분포의 랜덤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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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을 때 전 주파수 대역에서의 신호를 빠르게 모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실제와 유사한 환경조건 하에 능동 예인형 소나 시스템의

시계열 신호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효과

적인 알고리듬으로 모의하여 해상실험 결과들과 비교를 통해 실제와의

유사도도 검증하였다.

제 2 절 토의사항

토의사항으로 능동 예인형 소나 시계열 신호 모델링에서 불확실성 요

소와 원인을 7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심 양상태 기하학 구조이다. 실제 해상실험에서는 음원과 수

신기간 수평거리가 존재하여 그림 5-1과 같은 빔형성 결과에서 초기 시

간대 타원 형상이 발생하지만 본 모델링 기법은 음원과 수신기간 수평거

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수심 양상태의 기하학 구조이므로 타원

형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상태 모델로 계산하면 계산 효율성을

매우 저하되지만 이러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함정 예인 이동에 따른 공간상 음속구조의 변화이다. 해상실험

에서는 잔향음이 측정된 동시간대의 음속구조가 측정되지 않았고, 실험

간 특정 시간대에서 음속구조를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하루 동안

이지만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음속구조가 변화하며 이러한 음속구배의 차

이는 잔향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델링과 해상실험 결과에서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

셋째, 산란강도 모델이다. 잔향음 모델링을 위한 산란강도 모델은 해

저질 특성과 모델링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림 5-2는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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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거칠기의 상관길이가 같다고 가정하고 모델링 기법과 해저질에 따른

결과를 산출하였다. 실제 해저면 거칠기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합당한 모델이라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모델링에서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경험적 Lambert

법칙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일치시켰고, 이러한 모델의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지음향 특성이다. 과거 잔향음 선행연구에서 실험과 모델링간

경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해저질의 지음향 정보 역산하여 모델링에 적

용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검증을 위한 사전정보들이 측정되지 않

았고 이에 따라 역산 기법을 적용할 수 없어 일반적인 해저질 지음향 물

성치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잔향음 모델링과 해상실험 결과 비교에서 불

확실성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해저지형 입력변수의 오차이다. 천해 해역의 경우 해상실험에

서 고주파수의 다중빔 소나로 국지적인 수심을 측정한다. 그러나, 동해

광범위한 해저 수심을 단기간에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공개자료인 GEBCO 15 arc

second(약 450 m) 해상도의 전자해도를 활용하였으나, 입력정보의 오차

로 인해 모델링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

여섯째, 잔향음 도플러에 대한 함정 가속도와 침로 변화이다. 잔향음

도플러 모델링에서 함정과 수신배열의 속도, 침로는 일정하다고 가정하

였다. 그러나, 실제 그림 5-3과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도 함정과 수신 센

서의 침로 및 속력은 함정 가속도와 조류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변화하

며,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잔향음 도플러는 랜덤특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일곱째, 주변소음 변동성이다. 동일한 해역 위치에서 측정된 주변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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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라도 일일 시간과 수심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한다. 특히, 능동 예인

형 소나 동해 해상실험은 예인 상황이므로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

고,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모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선행연구된 Wenz 곡선의 PSD(Power Spectral Density)를 이용하

였고, 이를 AR 모델에 적용므로 주변소음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시간대에서 해상실험 주변소음의 PSD를 추출한다면 이를 모

델링에 적용하여 더욱 현실적인 주변소음도 모의할 수 있다.

구 분 불확실성 주요 원인

1

수심

양상태

기하학

구조

· 해상실험 잔향음 ⇒ 양상태 환경(타원 형상)

· 모델링 기법 : 음원과 수신기 수평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

⇒ 근거리에서 부정확한 결과 발생

2 음속구조

· 측정 시간대가 아닌 사전 측정정보로 모델링
⇒ 잔향음 측정 순간 음속구조는 미측정

· 실험간 예인배열 이동으로 시·공간상
음속구조 변화

3
산란강도

모델

· 실험해역에 따라 산란강도 변화

· 해저면 거칠기 변수 미측정으로 경험적

Lambert 법칙을 통해 fitting

(해저면 거칠기 RMS 높이, 상관 길이 등)

4
지음향

특성

· 공간에 따른 지음향 음속구조, 밀도 등 미측정

· 해저질 지음향 특성 역산 미수행

5 해저지형
· 공개자료 GEBCO 해도 입력변수 오차

(약 450 m 해상도의 해저지형을 보간)

6
도플러

정보

· 함정 예인간 침로, 속력 변동성 존재

· 수중 조류에 따른 음원·수신기 모션 발생

7 주변소음

- 대양 심해 표준모델인 Wenz 곡선 적용,

입력 스펙트럼 설정에 따른 주파수별 준위 변화

- 실제 시·공간상 주변소음은 변동성이 심화

표 5-1. 시계열 신호모의 불확실성 요소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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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양상태 기하학 구조에 따른 신호 초기 타원형 형상

  

 

그림 5-2. 해저질 및 모델링 방법에 따른 산란강도 세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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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특정 송신신호에서 시간에 따른 수신배열의 수심과 침로 변화

본 연구에서 가장 민감한 모델링 불확실성 요소로 음속구조와 해저질

지음향 특성을 들 수 있다. 음속구조의 최소 음속층 위치와 지음향 특성

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시간에 따른 잔향음 세기 변동성이 심화된다. 따

라서, 향후 정확한 해양인자 산출을 통해 정확한 모델링 결과가 산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활용방안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능동소나 시뮬레이터의 시계열 신호 모의 생성 알고리듬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소나 운용요원들의 해상 훈련은 많은 노력과 비용

이 소요되고 제약사항들이 존재하나 동 알고리듬이 적용된다면 더욱 실

전적인 훈련이 될 수 있고, 소나 운용요원들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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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나 운용요원들의 능동 예인형 소나 운용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능동 예인형 소나를 운용할 때 음속구조, 해저지형, 음

원·수신기 수심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신호 특성 변화되므로 모의 신호

결과와 실제 해상실험 조건과 비교하여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셋째, 능동소나 성능평가를 위한 알고리듬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알고

리듬을 일부 변형하여 시·공간상 최대 탐지거리 계산과 공간상 신호 대

소음 비(SNR)의 특성으로 전시하여 표적 탐지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 가능하고, 최적의 음원·수신기 심도 설정을 위한 알고리듬으로 적

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 해상실험만 한정되어 있고 경험적 산란강도 함수

가 적용 되었지만 향후 천해 환경의 서·남해 환경과 동해의 다양한 해상

실험, 심층적인 해양환경 조사 등을 통해 추후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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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real oceanic environment is very complex and changes over 

time and space, the detection of the target using only the sonar systems of 

a surface ship with hull-mounted sonar is limited. As a result, a 

low-frequency active sonar system was developed and it became possible to 

detect targets at long distances by adjusting the operating depth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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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r. The main source of an active sonar system consists of the target 

signal, ocean reverberation, and ambient noise. In particular, ocean 

reverberation masks the target signal and negatively affects detection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improved existing algorithms to simulate the time-series 

signals of the active towed array sonar system. Also, a time-series ocean 

reverberation, a target signal, and ambient noise are presented assuming N × 

2D concepts, depth bistatic geometry, range-dependent bathymetry, and 

range-independent sound speed profile. Specifically, time-series ocean 

reverberation is applied by an autoregressive model and a convolution theory 

based on an energy-flux and ray propagation model. A target signal is 

simulated by a highlight model based on ray-propagation model, and 

ambient noise is simulated by Wenz's curve spectrum and an autoregressive 

model. In particular, a Doppler shift frequency according to the sonar 

platform, target, and scatterer motion is applied to the reverberation and 

target signal. The triplet receiver array element signal was implemented by 

applying time delay shifts of the sensors and an azimuth dependent signal 

from the reference position to the receiver. 

Moreover, previous ocean reverbera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a high-frequency source and a fixed hydrophone, a vertical line array or a 

single towed horizontal line array as a receiver. In this study, however, we 

analyzed ocean reverberation data using variable depth active sonar and 

triplet receiver array based on the first sea trial of an active towed array 

system conducted in East Sea, Korea, 2015. In particular, we analyzed main 

factors such as depth changes of the source and receiver, changes in 

seafloor bathymetry, statistical properties, and reverberation Doppler spectra. 

Finally, we compared the synthesized triplet array element signals with the 

results of the sea experiment, and the comparison results are in goo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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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contributions and significance are organized as follows and 

divided into the field of ocean experiment analysis and modeling. First, in 

the first domestic sea trials from the East Sea of Korea, we analyzed and 

clarified the variability of bottom reverberation due to changes in the depths 

of the source and receiver, and seafloor bathymetry. Secondly, as the first 

attempt in domestic research, we analyzed the cause of the asymmetry of 

Doppler spread of ocean reverberation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 

Third, ocean reverber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range-dependent 

bathymetry is modeled for all complex elements of the triplet receiver array, 

and the time-series signals of all elements are verified by applying actual 

signal processing beamforming technique. Fourth, by applying techniques 

such as autoregressive model, time-domain convolution in the frequency 

domain, etc., previous study algorithms have been improved to maximize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of time-series modeling of the active towed array 

sonar system. 

The proposed method is not a completely bistatic model, but a depth 

bistatic model for the active towed array system. The model has maximized 

computational efficiency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and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reverberation from the East Sea environment. In the future, 

the algorithm is expected to be used in a variety of fields, simulation signal 

algorithms for training sonar operator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active 

sonar systems.

keywords : sonar, active sonar, ocean reverberation, 
            target signal, ambient noise, triplet array
Student Number : 2017-3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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