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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경로 환경에 강인한 SAGE 알고리즘 기반의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기법 연구

현 아 라

초 록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은 소나를 탑재한 수중운동체가 이동하면서 수신한

표적 신호를 합성하여 이동한 거리만큼의 어레이 확장 효과를 가져와 고분해

능 수중 영상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이는 기존 사용되었던 수중음향 영상처리

장치인 사이드스캔소나보다 영상 분해능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호처

리 기술 구현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현재 합성 개구 소나의 다양

한 신호처리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한국 근해와 같은 천해 환경에서 능동 소나 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다중경

로 신호로 인해 능동 소나 시스템의 오류 및 성능의 저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능동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운용을 위해 다중경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중경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적응 빔포밍 기법을 적용하여

표적 반사 신호의 입사각을 추정한다. 추정된 입사각을 기반으로 빔 스티어

링을 하여 직접파만을 획득한 후, 이를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 적용한다. 그

러나 앞의 연구는 신호의 특성에 따라 성능 제약을 갖게 되고, 어레이를 수직

으로 배열해야만 고도각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나를 장착하는 수중운동

체의 공간적 한계와 비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어레이만을 이용하여 각 경로를 통해 입사되는 신호

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고자 Space-Alternating Generalized

Expectation-Maximization (SAG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SAGE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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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복법의 종류로 Expectation-Maximization (EM) 알고리즘보다 계산속도

측면에서 향상된 기법으로 직접파를 포함한 모든 경로의 파라미터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제안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각 경로의 신호를 재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소나 위치에 따라 수신된 신호에서 직접파만을

산출하여 합성 개구 소나 영상 및 수심 (bathymetry)을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연구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고분해능의

영상 구현을 위한 합성 개구 소나에 적용되는 다양한 신호처리 기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후 천해역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중경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SAGE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

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

어진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강인함을 보였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조에서 수행된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에 이를 적용함

으로 실제 해양환경에서의 운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합성 개구 소나, 다중경로, 파라미터 추정, SAGE 알고리즘

학번: 201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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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소나 (Sound Navigation and Ranging, SONAR)란 음파에 의해 수중 표

적의 방위 및 거리를 알아내는 장비로 수중에 존재하는 표적을 탐지, 인식, 구

별하는 수단이며 다양한 형태의 소나들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나와 같은 음향 센서 시스템은 초기 잠수함 및 수중 무기체계와

같은 군사적 응용분야의 특성상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발전 필요성이 제기 되

었다. 군사적 응용분야를 시작으로 오늘날 기초과학분야, 산업 및 민수 분야에

응용되어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적인 수중 감시 대상은 북한의 기뢰, 어뢰 탑재 잠

수함이다. 따라서 연안의 항만 감시 및 보안 등 적의 침입과 정찰 활동을 위

하여 소형 잠수정, 기뢰 등을 탐지 및 식별하기 위한 수중 음향 센서 시스템

적용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수중 음향 센서 시스템은 해양 정보를 전달

하는 매개체로 acoustic tomography 및 지진 현상 등과 같은 원격 탐지에 이

용되고 있다. 산업 및 민수 분야는 선박항해, 해저케이블, 해양자원개발 및 각

종 해양건설 등 다양한 해양산업분야에서 최신 해양환경 및 해양 공간 정보

구축을 위한 음향센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안, 항만 및 중요 항로를 중심으

로 하는 정밀한 수심 측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구조 구난 장비로서 침몰

선박, 추락된 비행선체, 익사체 조사 및 유실물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무인잠수정에 음향 센서 시스템을 장착하여 인간이 수행할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 대신 운용되어 산업분야에서 상업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음향 센서 시스템은 송수신장비를 이용하여 음파를 방사하여 수중 물체의

반사 신호를 획득하는 능동형 (active)과 수중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수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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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수동형 (passive)으로 구분한다. 능동형 측면 주사 음탐

기 (side scan sonar, SSS)는 가장 보편화된 수중 영상 취득 장비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측면 주사 음탐기는 운용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방위에 대한 영상 분해능이 송신하는 주파수와 운용하는 거리에 종속적이

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영상 및 영상의 해상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합성 개구 소나 (synthetic aperture sonar, SAS)　는 측면 주사 음탐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측면 주사 음탐기와 같이 플랫폼의 측면

에 설치된 소나가 이동하면서 신호를 송수신하고 이를 코히어런트 (coherent)

하게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소나 이동 거리만큼 어레이 확장 효

과를 가져와 고분해능의 표적 영상을 제공한다. 그림 I-1은 동일한 시스템 사

양에서 구현한 측면 주사 음탐기와 합성 개구 소나 영상을 비교한 그림이다.

합성 개구 소나는 일반적으로 표면 탐색률 (area coverage rate) 측면에서 2∼

10 배 정도 크며 방위 분해능에서도 2∼10배가 뛰어나다[1].

그림 I-1. 수중 영상 비교 (암반) [2]. 
         (a) 측면 주사 음탐기 영상 (b) 합성 개구 소나 영상

합성 개구 소나는 위치에 따라 수신된 표적 신호를 코히어런트하게 합성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복잡한 해양환경에서 고분해능의 영상 획득을 위한 신

호처리 기술이 요구되며,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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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근해 및 연안의 항만과 같은 천해 환경에서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을 운

용할 경우 다중경로 환경에 의해 성능이 저하되어 필수적으로 다중경로 영향

을 제거 및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을

다중경로환경에서 운용할 때, 고분해능의 영상 및 수심을 획득하기 위한 신호

처리를 연구하였다.

제안된 연구 방법에는 반복법과 적응 빔포밍 (adaptive beamforming) 방

법이 있다 [3]-[7]. 반복법은 많은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합성 개구 소나 시

스템에 적용하는데 계산량 증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적응 빔포밍은 수중에서

소나가 장착되는 플랫폼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배열할 수 있는

어레이 수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적은 수의 수직 어레이 구성으로 많은 계산

부담이 없는 다중경로 제거 기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해

결하고자 SAGE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8]. SAGE 알고리즘은 이동 통신

(mobile communication) 분야에서 채널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 최근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다중경로 제거를 위한 기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9], [10]. 이 방법은 적응 빔포밍과 달리 어레이 구성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직접파에 대한 빔을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과 시스템 운

용 효율 및 정확도 측면에서 기존 제안된 연구방법보다 성능이 강인하다. 이

방법은 해수면과 해저바닥과 같은 도파관 (waveguide)에 의한 다중경로 신호

가 발생되는 수중 환경에 적용한다면 기존에 연구된 이동통신 및 GNSS 분야

와 같은 좋은 성능의 파라미터 추정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다중경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파라미터를 SAGE 알고리즘 기반으

로 추정하여 정확도 측면에서 적응 빔포밍 기법과 성능 비교를 하였고, 계산

효율 측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복법인 EM 알고리즘과 결과 비교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강인함을 보였다. SAGE 알고리즘 기반으로 추정된 파라

미터 및 신호를 기반으로 다중경로 영향을 최소화하여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의 성능을 높였으며, 더 나아가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이 유

효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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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연구내용으로 구성된다. Ⅰ장에서는 합성 개구 소

나의 배경과 다중경로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합성 개구 소나 운용을 위한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II 장에서는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기술을 소개 하였

으며, 이 장에서 언급한 기법들은 III 장에서 수행되는 시뮬레이션 및 실험 데

이터에 적용할 것이다. III 장에서는 다중경로 환경에서의 고분해능의 합성 개

구 소나 영상 구현을 위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 및 실험

을 통해 이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IV 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마무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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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합성 개구소나 신호처리기법

1. 연구개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 요구된다.

- 관성 측정 장치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와 같은 항법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

- 소나를 장착한 수중 운동체의 불안정성 유추 기법

- 해류에 의한 수중 운동체의 crab 운동 보상 기법

- 다중경로 환경에서의 운용을 위한 신호처리 기법

합성 개구 소나는 소나가 이동하면서 획득한 신호를 코히어런트 하게

합성하는 기술로 수중 표적의 상대적 위치 정보에 따른 위상 정합 기술이

요구되며, 수중 물체 영상 및 수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소나를 탑재한 수중

운동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복잡한

해양환경에서 정확한 위치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적 신호

외에 원치 않는 신호가 수신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다양한

신호처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기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장에서 기술된 신호처리 기법은 III 장에서 수행하는 시뮬레이션 및 실험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먼저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을 위한 다양한 합성

개구 소나 빔형성 알고리즘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파수 영역 기반의 합성 개구 소나 빔형성 기법을 적용하여 점과 구형강체에

대한 영상을 구현하였다. 또한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의 성능 평가 기준이

되는 거리 및 방위 분해능에 대한 이론을 기술하였고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호 획득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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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수중 운동체의 불확실한 운동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운동 추정

및 보상 방법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상과 같이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성능 평가 기준이 되는 수심 및 수중 표적의 높이 혹은 깊이 추정기법을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수심 추정 및 수중

표적의 3D 영상 구현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수평 어레이를 수직 방향으로

배열하는 간섭 (Interferometry) 기법을 적용한다. 이 기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추후 III 장에서 제안된 SAGE 기반의 결과와 비교 분석 하였다.

이처럼 기술된 신호처리 기법을 기반으로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추후 다중경로 제거 신호처리 기법을 융합하여

다중경로 환경에 강인한 SAGE 기반의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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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합성 개구 신호처리 기술은 소나 및 레이더의 향상된 영상 분해능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합성 개구 소나는 측면 주사 음탐기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되지만, 후처리 기법이 요구된다. 즉, 수중 운동체가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수신한 신호의 위상 정보를 유지하여 코히어런트하게 합성하는데,

이는 수중 운동체가 이동한 거리만큼의 어레이 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상의 방위 분해능 (along or cross range resolution)이 향상된다.

그림 II-1. 합성 개구 소나 기하학적 형상 

본 논문에서는 수중 표적에 대한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 결과를 위해

각 좌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나가 이동하는 방향 는 방위 (azimuth),

의 수직 방향 를 거리 (range), 해저바닥에서 해수면으로 향하는 좌표 를

깊이 혹은 높이 (depth or height)라고 정의한다. 직거리 (slant range)는

소나와 표적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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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빔형성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영상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거리 및 방위 도메인에서의 표적 정보를 얻기

위한 펄스 압축 신호처리 및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 신호처리 기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2.1.1 거리 펄스 압축 (Range pulse compression)

거리 방향의 분해능은 송신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을 운용할 때, 충분한 거리 분해능 확보를

위해 주파수 변조 (frequency modulation, FM) 신호를 사용한다. 이는 시간

영역에서 펄스 압축 신호처리를 하여 시간 영역에서의 데이터 샘플 수를 줄일

수 있다 [11].

FM 신호의 한 종류인 LFM 송신 신호 는 식 (II-1)과 같이 정의 될

때, 펄스 압축 신호기법은 표적 반사된 수신 신호의 공액 복소수 (complex

conjugate)와 송신 신호의 곱으로 처리 된다 (식 (II-4)). 여기서 ∈  

에서 진폭 이며, 다른 시간 영역에서는 0 이다. 식 (II-2)의  는 식

(II-1)의 순시 주파수이다.  는 chirp rate 로 값이 양수일 경우 순시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upchirp 이라고 한다.

순시주파수의 가장 작은 값이  이며 식 (II-1)은 주파수 ∈   

의 범위 안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중심 주파수는     가 된다.

  exp   (II-1)

  

        (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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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p


  (II-3)

  exp





exp

exp
(II-4)

표적 반사 신호가  일 때, 펄스 압축된 신호는 식 (II-4)와 같다. 식 (II-4)

에서 exp 은 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 정현파로, 표적의 거리 위치

 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펄스 압축된 신호   를 푸리에 변환을 하면

주파수  에서 에너지가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 표적 반

사 신호의 도달 시간이며  은 n 번째 표적에 대한 표적 강도를 의미한다.




exp
  

 


exp
  

 
(II-5)

점상 강도 분포 함수 (point spread function, PSF)는 위의 식 (II-5)에서

주파수영역에 대한 점상 강도 분포 함수는   
이며, 는

사각 함수이기 때문에 점상 강도 분포 함수는 싱크함수가 된다. 따라서

주파수  


에서 에너지 분포를 갖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정보를 싣고

있다. 즉, 펄스 압축 신호의 푸리에 변환의 크기 

는

거리 도메인에서의 표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위의 거리 압축 신호처리에 대한 수학적 식을 물리적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에 위치한 표적의 반사 신호의 순시주파수는 식 (II-6)이며 역시

시간  에 대해 선형으로 변환하며, 식 (II-2)와 식 (II-6)의 차이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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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7)과 같다.

 

 




 
 






 
 

(II-6)

   


(II-7)

식 (II-7)로부터 송신신호와 표적 반사 신호의 순시 주파수의 차이의 결과,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주파수성분이 사라진다. 이는 식 (II-4)의

 의 단일 주파수를 갖는 정현파의 결과와 같음을 의미한다.

2.1.2 방위 펄스 압축 (Azimuth pulse compression)

방위 펄스 압축 기술은 거리 압축 기술과는 달리  ≪ 일

경우만을 고려한다. 즉 표적들의 거리 위치 이 전체 표적 영역의 중간 위치

 근처에 위치한다. 송신 신호  가 단일 주파수를 가질 때, spherical PM

(phase modulation) 신호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는 소나의 위치를

의미한다.

 









  




 exp


 exp
  

(II-8)

  exp

 


 exp 
  

(I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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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p






 


 (II-10)

위 식 (II-10)은 Fresnel 가정을 한 spherical PM 신호의 근사식이다. Fresnel

가정 기반의 합성 개구 소나 영상 신호처리 기법은 항상 좁은 빔 (narrow

beam)의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 소나가  에서  만큼

이동하면서 신호를 수신할 때, 위치가    인 점 표적에 대한

spherical PM 신호를 기준 (reference) 신호라고 한다.

 exp
  (II-11)

거리 펄스 압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 신호  의 공액 복소수 (complex

conjugate)에 spherical PM 신호를 곱하여 방위 펄스 압축을 한다.

 


≈exp exp




(II-12)

방위 펄스 압축 신호  를 살펴보면, 단일 주파수의 값이 


인 정현파의

형태를 보이며, 이는 방위 펄스 압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p

 
부분은 ∈  대하여 푸리에 변환식에서 싱크 함수가 되며, 표적의 방위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exp   sin






  

 



 (I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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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sin






  

 



 (II-14)

그림 II-2는 방위       에 위치한 표적에 대한 합성 개구 소나

신호의 스펙트럼  이다. 이때  는 중심 주파수의 각주파수이다. 

의 영역에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수신신호에 대해 펄스

압축하면 결과는 그림 II-3이다.

그림 II-2. 합성 개구 소나 신호 스펙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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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 방위 펄스 압축 신호 스펙트럼  

그림 II-4. 방위 펄스 압축 신호의 좌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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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의 넓은 범위에서 에너지를 갖는 신호의 대역이 감소하여 4개의

표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II-14)와 상응한

결과를 갖는다. 따라서   는  


일 경우 싱크함수가 최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표적 위치  에 대해 변환하여 방위에 대한 표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II-4는 로 변환한 방위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었다. 4개의 표적에 대한 방위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II-15)

이러한 방위 펄스 압축 기술은 Fresnel 가정에서만 표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거리 영상 구현이 가능한 거리 펄스 압축

기법과는 달리 실제 방위 영상 구현하는데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신호처리 기법은 광대역 신호를 협대역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점상 강도 분포 함수를 줄여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의 계산량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2.1.3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 알고리즘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방위 펄스 압축 기법으로 방위의 영상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방위 영상 구현, 즉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 알고리즘은

거리와 방위 도메인의 푸리에 변환 처리 유무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거리와 방위 도메인에서 영상 처리가 되는 1) spatial-temporal domain, 거리

도메인에 대해 푸리에 변환을 하는 2) temporal-frequency domain, 방위

도메인에서 먼저 푸리에 변환을 하는 3) range-Doppler domain, 마지막으로

거리와 방위에 대해 푸리에 변환을 하는 4) wavenumber domain 이다. 위의

푸리에 변환 과정 유무에 따라 현재 5개의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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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Back-projection in the spatial-temporal domain [11]

- Correlation in the spatial-temporal domain [12]

- Range-Doppler in the range-Doppler domain [13]

- Wavenumber in the wavenumber domain [14], [15]

- Chirp-scaling in the wavenumber domain [16]

Correlation 알고리즘은 소나가 이동하면서 수신된 신호를 시공간

도메인에서 처리 하는 방법으로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중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영상 도메인에서 각 픽셀 , 에 대해 시간 지연된 송신 신호 

와 수신 신호   의 상호상관으로 나타낸다. 식 (II-16)는 영상 도메인에

따른 correlation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 영상 픽셀에 대한 표적 함수이다.

  





 






 


 (II-16)

시공간 , 에 대한 수신 신호는 영상 도메인 , 와 다르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포인트에 대해 보간 (interpolation)을 해야만 한다. Correlation

알고리즘은 소나 운동에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보간 기법에 의한

계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은 의료 영상 (medical imaging)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수신된 영상을 다시 영상 필드 영역에 역 투영 (back

projection)하여 correl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식 (II-17)를 식

(II-16)와 비교해 볼 때, 적분 구간이 영상이 아닌 소나가 움직이는 영역이다.

 은 정합 필터 후의 신호이며 단상태 (monostatic)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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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17)

Range-Doppler 알고리즘은 거리 펄스 압축 후 거리 영역에서 1D

푸리에 변환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거리 영역에 대한 역 푸리에 변환을 하지

않는다. 이 알고리즘은 Fresnel 가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좁은 빔과

협대역 (narrow band)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 [3].

Chirp-scaling 알고리즘은 파수 영역 (wavenumber domain)

알고리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간법이 필요 없는 방법으로 보간법으로

인해 요구되는 계산량을 줄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LFM 신호를 이용하는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2.1.4 파수 영역 알고리즘 (Wavenumber domain algorithm)

파수 영역 알고리즘은 지구물리학에서 seismic migration [16] 에 기반을

두었으며, 합성 개구 소나와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시스템에 맞게 수정한

후 적용되고 있다 [17]. 이 알고리즘은 시공간에 대한 주파수영역에서

신호처리를 하기 때문에 ω-k 알고리즘이라고도 한다. Stolt-mapping 과정에서

시간 주파수 (temporal frequency)를 공간 주파수 (spatial frequency)로

변환하면 거리 및 방위 파수 영역의 데이터는 각 영역에서 역 푸리에 변환을

통해 영상 구현을 할 수 있다. 파수 영역 알고리즘은 영상 구현 과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계산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일정한

간격의 데이터 샘플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선형 운동을 하는 소나에 대한

운동 보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을

위해 파수 영역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신호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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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점 표적

그림 II-5.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기하학적 형상. 

합성 개구 소나 기하학적 형상 (그림 II-5)에 대한 파수영역 영상 구현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3].  와  축은 각각 거리 (range

or slant range)와 방위 (azimuth)이며 수중 표적에 대한 영상은 공간 좌표로

표현된다. 변수  는 소나의 궤적으로 ∆ 의 간격으로 균일하게 샘플링 해야

하며, 각 위치에서    의 신호를 송신한다. 연속적인 송신 신호 사이의 시간

차이를 펄스 반복 시간 (pulse repetition time, PRT)이라 하며, 이의 역수를

펄스 반복 주파수 (pulse repetition frequency, PRF)라 한다. 샘플 간격 ∆는

펄스 반복 주파수와 속도의 관계로 나타낸다.

∆ 


(II-18)

 의 표적 강도를 갖는 점 표적에 대한 단상태 (monostatic) 소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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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되는 반사 신호는 식 (II-19)과 같이 나타낸다.

 









  




(II-19)

그림 II-7.(a)는 8개의 점 표적에 대한 수신 신호로 식 (II-19)에 해당된다.

송신 신호 가 LFM 신호이며, 신호의 길이가 길 때,  도메인에서

신호가 겹치기 때문에 각 점 표적에 대한 하이퍼볼릭 (hyperbolic) 모양의

신호를 보기가 어렵다.  도메인에서 표적에 대한 하이퍼볼릭 형태의

신호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 영역에서 정합 필터 처리를 한다. 정합 필터

식은 아래와 같으며, 시간  가 소나의 위치  에 종속적인 것을 제외하면

거리 분해능을 구할 때 사용한 기법과 동일하다.














   




(II-20)

여기서, * 는 컨볼루션 (Convolution)이며, 위 첨자 * 는 해당 신호의 공액

복소수 (complex conjugate)를 의미한다.  의 시간 도메인에서의 길이는

송신 신호  의 길이보다 작다. 따라서  도메인에서 각 표적에 대한

하이퍼볼릭 모양은  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림 II-7.(b)는

의 신호로 II-7.(a)와 비교해 볼 때, 시간 영역에서 신호가 겹치지

않는다.

식 (II-21)는  를  에 대해 푸리에 변환을 하였다.  는

spherical PM 신호, 즉 exp
    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를 ∈  에 대하여 푸리에 변환을 하였으며 합성

개구 소나 신호의 스펙트럼은 그림 II-7.(c)에 해당한다.



19

 
∞

∞

exp


∞

∞

exp 
  exp




exp
exp

 

(II-21)

식 (II-21)의 적분은 정지상 (stationary phase)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진폭 


exp
은 소나 위치  에 의해 아는 정보이며 또한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영상 구현 알고리즘 과정에서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호  에 대한 공간 푸리에 변환은 각 점

표적에 대한 spherical PM 신호의 공간 푸리에 변환의 합으로 표현 한다.

  







exp
 

(II-22)

위 식의 위상, exp 
  은 각 표적 위치 에 대한

선형함수로 구성되며 이 부분은 영상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

(II-23)은 의 변수로 구성된 2개의 함수 (식 (II-24))로 표현할 수 있다.

  exp (II-23)






(II-24)

위 2개의 함수는 공간 주파수 매핑 혹은 stolt 매핑이라 한다. 그림 II-7.(d)는

stolt 변환을 했을 때의 공간 파수 영역에서 영상 데이터의 수렴 영역이다.

점 표적에 대한 이상 표적 함수 (ideal target function)는 식 (II-25)처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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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위치에 대한 델타 함수로 정의한다.

 


  (II-25)

위 식의 2D 푸리에 변환은 아래와 같으며, 표적 위치  에 대한 선형함

수의 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p  (II-26)

앞의 식 (II-22)  을 이용해 송신 신호  와 이상 표적 함수  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I-27)

   


(II-28)

따라서, ∈   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  를 송신하여 표적에

의해 반사되는 신호에 대한 영상은 식 (II-28)을 통해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역 푸리에 변환을 통해 2D 공간에서의 표적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II-6은 파수 영역 영상 구현 알고리즘을 도식하였다.

그림 II-7.(e)는 파수 영역에 표적 정보를 갖는 데이터의 수렴이며 (식

(II-29)), 이를 역 푸리에 변환하여 최종적으로 점 표적에 대한 영상은 그림

II-7.(f)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p 

(II-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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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II-30)

그림 II-6. 파수 영역 알고리즘 순서도.



22

그림 II-7.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점 표적 개수 : 8).
(a) 수신 신호,  (b) 정합 필터 후 신호,  (c) 

(d) stolt 변환 (e)    (f) 합성 개구 소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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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8. (a) Scattering geometry at a sphere (b) Relative 

backscattering lengths for  a rigid sphere, 


2.1.4.2 구형강체 표적

그림 II-8.(a)의 구형강체에 대한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구형강체에 대한 형상 함수 (form function), ∞ 을 구해야 한다

[18]. 형상 함수는 ∞    ∆
 로 정의되며,  는

후방산란길이 (backscattering length), ∆ 
는 후방산란단면

(backscattering cross section)이다. 그림 II-8.(b)는 구형강체의 반지름에 대한

파장의 비에 따른 후방산란길이 이다. 신호  를 송신했을 때, 구형강체의

표적 반사 신호는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19]. 는 푸리에 변환, 은 표적의

반지름,  는 파수이다.

 







exp
  ∞




 (II-31)

그림 II-9.(a)는 식 (II-31)로 구형강체에 대한 반사 신호이다. 위의 반사

신호를 파수 알고리즘에 적용하였고, 이 결과는 그림 II-9.(c)에서 확인 할 수

있다. 90 ～ 110 kHz 의 LFM 송신 신호를 송신하여 반지름 50 cm 의 구형

강체가   의 위치해있다. 소나가 –10 m ～ 10 m 의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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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면서 신호를 합성하였다.

그림 II-9. 구형강체 표적에 대한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a) 합성 개구 소나 수신 신호 
          (b) 합성 개구 소나 합성 신호 
          (c) 합성 개구 소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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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상 분해능 (Image resolution)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성능 분석을 위한 척도 중에 하나는

구현되는 영상의 분해능이다.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를 통해 획득되는 2D

혹은 3D 영상 분해능은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

개구 소나 성능 분석을 위해 거리 분해능, 방위 분해능 그리고 수심측량

분해능을 이용하였다.

2.2.1 거리 분해능 (Range resolution)

거리 분해능은 거리 방향에서 표적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거리를

말하며, 소나 시스템에서 거리 분해능은 점상 강도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거리 분해능을 판단 할 수 있다. 점상 강도 분포 함수는 정합필터 (matched

filter) 기법을 거쳐 얻을 수 있는데, 정합필터는 수신신호가 백색 소음과 함께

수신될 때 표적 신호를 추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송신 신호

 에 대한 표적 반사 신호는










 


 (Ⅱ-32)

이다. 정합필터를 거친 신호  은 주파수 영역에서 식 (Ⅱ-33)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점상 강도 분포 함수의 함수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Ⅱ-33)




는 송신신호 에 대한 공액 복수 (complex conjugate)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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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는 거리 영상에 대한 점상 강도 분포 함수로

변환할 수 있으며, 정합 필터 과정은 시간 영역에서 수신 신호와 송신 신호의

컨볼루션 (convolu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Ⅱ-34)

여기서, 신호 는 정합필터로서, 


의 역 푸리에 변환으로 나타내며,

는 시간영역에서의 컨볼루션 (convolution)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점상

강도 분포 함수는 송신 신호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응답 형태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    의 주파수 영역에서에서  의

값을 갖는 경우, 점상 강도 분포 함수는 아래와 같다.

  exp sinc
  (Ⅱ-35)

시간 영역에서의 정합 필터 후의 신호를 공간 영역으로 변환하면 거리

방향에 대한 표적 함수 (target function)가 되며, 이는 거리 방향에 대한

표적의 정보를 제공한다.

  

























(Ⅱ-36)

사각 함수 (rectangular pulse function)의 푸리에 변환 혹은 역변환은 싱크

함수 (sinc function)이므로, 싱크 함수의 주엽의 폭 (main lobe)의 크기는

사각 함수의 지속시간과 역 비례한다. 2의 주파수 대역폭 (baseband)을

갖는 신호 의 는  시간 영역에서 특정 값을 갖는다. 따라서



27

단상태 (monostatic) 소나 시스템에서   일 때, 거리 분해능은 식

(Ⅱ-37)로 나타낸다.

∆  






 



(Ⅱ-37)

여기서,  


는 송신 신호의 주파수 대역 폭이다. 식 (Ⅱ-37)는

송신신호의 주파수 범위인 주파수 대역폭  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고분해능의 거리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를 크게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운용할 때 송신신호로 LFM

신호를 많이 사용한다.

2.2.2 방위 분해능 (Azimuth resolution)

방위 분해능은 거리 분해능과 같은 의미로, 방위방향에서 표적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말한다. 합성 개구 소나의 방위 분해능은 그림 II-10 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I-10.(a)는 단방향 경로로서, 첫 펄스에서 마지막

펄스까지의 합성 개구면의 길이 L에 대한 기하학적 형상이다. 그림

II-10.(b)는 양방향 경로에 대한 합성 개구 소나 기하학적 형상으로 이때의

합성 개구면의 길이  는  이 된다. -3dB 주엽 폭의 크기는  로

같은 방법으로  에 적용하면 합성 개구 소나의 주엽 폭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Ⅱ-38)

그림 II-10.(a)에서 소나의 크기가  일 때, 합성 개구면의 크기 ≃  이며,

  이다. 따라서 표적까지의 거리  에 대한 합성 개구 소나의 주엽 폭

및 방위 분해능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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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39)

∆   (Ⅱ-40)

위의 식으로부터, 합성 개구 소나의 방위 분해능은 측면 주사 음탐기의

방위 분해능과 달리 거리와 주파수에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합성 개구

소나영상이 신호의 주파수 및 표적 거리에 대한 독립성은 장거리에서도

고분해능의 영상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II-11 은 합성 개구 소나와 측면

주사 음탐기의 표면 탐색률 (소나가 스캔할 수 있는 영역)를 비교한 그림이다.

합성 개구 소나의 방위 분해능이 거리 및 주파수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표면

탐색률이 사이드 스캔 소나에 비해 월등히 좋으며 통상적으로 고주파수

사이드스캔소나보다 5∼10 배, 듀얼 주파수 사이드 스캔 소나보다 2∼4 배

ARC 가 좋다 [1], [20]. ARC 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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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0. 합성 개구면의 길이  과  .

(a) 합성 개구면의 길이  의 기하학적 형상 (단방향)

(b) 합성 개구면의 길이  의 기하학적 형상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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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1. 합성 개구 소나와 측면 주사 음탐기의 표면 탐색률 비교 [20]. 
        (a) 합성 개구 소나 (b) 측면 주사 음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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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 획득 및 신호 샘플링

2.3.1 거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   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 송신 신호

 를 송신 했을 때, 표적 반사 신호는 식 (Ⅱ-3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적 반사 신호  를 엘리어싱 (aliasing)없이 샘플링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나이퀴스트 샘플링 (Nyquist sampling)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Ⅱ-41)

표적이 거리 방향으로 ∈     영역에 존재할 때, 예상되는 가장

가까운 표적에 대한 반사 신호의 도달시간 아래와 같다.

 


(Ⅱ-42)

여기서,  는 표적 중심 위치이며,  는 표적의 범위이다. 반면에, 가장

멀리 있는 표적에 대한 반사 신호 도달 시간은 식 (Ⅱ-43)와 나타낸다.

 


  (Ⅱ-43)

 는 송신신호의 펄스 길이이며, ∈   의 시간 동안 표적 반사 신호

 를 샘플링해야 표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수신

신호의 시간 길이는 


 가 되며, 실제 디지털신호처리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충분한 입사 신호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 혹은 거리 영역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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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드 대역폭 (guard band)을 준다. ∈    의 영역에서 ∆ 의

간격으로 샘플링한 시간 이산화 하면 식 (Ⅱ-44)과 같고,  은 이산화 된

샘플의 수이다.

  ∆    (Ⅱ-44)

위 식은   의 관계를 이용하여 거리로 변환할 수 있다.

 



   

∆

(Ⅱ-45)

주파수 영역에서 또한 주파수 샘플 간격 ∆ 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때 ∆ 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되며, 식 (Ⅱ-47)와 같이 주파수를 이산화

한다.

∆ ∆


(Ⅱ-46)

  


∆ (Ⅱ-47)

2.3.2 방위

방위에 대한 공간적 샘플링 역시 거리 샘플링의 경우처럼 나이퀴스트

샘플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신신호  의 에 대한 스펙트럼이

∈ 일 때, 식 (II-46)의 나이퀴스트 샘플링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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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48)

소나가 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신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송신할 때,

연속적인 신호 사이의 시간 간격을 펄스 반복 간격 (pulse repetition interval,

PRI) 혹은 펄스 반복 시간 (pulse repetition time, PRT)이라 한다. 수식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다.

  

∆
(Ⅱ-49)

주파수 영역에서 같은 의미의 파라미터로 펄스 반복 주파수가 있으며, 1초에

송신할 수 있는 신호의 수를 의미 하며 PRI의 역수가 된다.

 


 ∆



(Ⅱ-50)

식 (Ⅱ-50)로부터 펄스 반복 주파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가 작아야 한다.

이는 방위에 대한 샘플링 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퀴스트 조건 충족

및 영상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펄스 반복 주파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 그럴수록 저장 및 처리하는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합성 개구

소나의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가져온다. 따라서 펄스 반복 주파수를 줄이는

신호처리 또한 요구되며 그 기법으로는 방위 펄스 압축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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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표면 탐색률 (Area coverage rate, ACR)

표면 탐색률은 관심 있는 영역의 거리 폭 max min 과 소나의 속도

의 곱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30 m 의 거리를 1.5 ms의 속도로 움직일

때 은 45 ms가 된다. 일반적으로 은 시간당 커버하는 영상을 뜻하며 위의

경우에는 이 0.16 kmhr이다. 소나의 핑의 간격이   일 때 가장 큰

거리는 아래와 같다. 식 (II-51)를 살펴보면, 핑의 간격을 소나의 속도 로

나눈 물리량은 연속적이 핑 사이의 시간, 즉 펄스 반복 시간이며, 이를 로

곱하여, 음속 에 의해 커버되는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능동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2로 나누었다.

max 


(II-51) 

은 max 와 속도 의 곱으로   이 클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은 방위 분해능 및 샘플링 조건에 따라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식 (II-39)). 합성 개구 소나의 은 식

(II-52)과 같다.

 ≤ max 


(II-52)

식 (II-52)에서 이  보다 같거나 작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방위 샘플링을  보다 작게 샘플링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샘플링하는 간격이 작을수록 합성 개구 소나의 이 작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을 어레이의 간격  를 크게 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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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운동 추정 및 보상

본 장에서는 소나를 탑재한 수중 운동체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원치

않는 6자유도 운동을 할 때 (그림 II-12), 그 움직임을 추정한 후 이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합성 개구 소나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소나가 신호를 연속적으로 수신 및 합성하여 소나 이동 거리만큼의 어레이

확장 효과가 있다. 만약,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있어 소나가

원치 않는 궤적으로 이동하거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힘들 때, 각 핑에

의한 수신 신호의 코히어런트한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고분해능의 합성 개구

소나 영상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 II-12. 합성 개구 소나 6자유도 운동.

소나의 운동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성 측정 장치 기반 운동 추정 방법 [21]

2)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운동 추정 방법 [22]

3) 수신 신호를 이용한 운동 추정 방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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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방법은 수중 운동체에 관성 측정 장치를 탑재하여 소나의 위치를 항법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관성 측정 장치 시스템에 의존하여

고분해능의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성능이 좋은 항법

시스템일수록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의 방법은 비선형 최소

자승법으로 관성 측정 장치와 같은 항법 시스템에 의해 어레이의 자세와

각속도를 안다고 가정할 때 소나의 속도 벡터 를 찾는 방법이다. 3)의

방법에는 영상 상호상관 방법과 DPCA (displaced phase center antenna)가

있다 [23]. 전자는 모든 핑을 이용해 얻은 합성 개구 소나 영상과 하나의

핑으로 얻은 영상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수중 운동체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특정 위치에서의 운동 추정을 위해 소나가 이동하면서 방사한 핑에

의한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늘어나고 실시간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DPCA는 합성 개구 소나 운동 추정 기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어레이에 수신되는 신호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소나의 위치를 추정한다.

III 장에서의 운동 추정 방법으로 3)의 방법으로 운동 추정을 하였다.

산출된 운동 값을 이용하여 영상 보상 신호처리를 하여 고분해능의 영상을

구현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널리 사용 되는 DPCA 기반으로 소나의

운동을 추정한 후 각 운동에 대해 보상하는 기법을 기술하였다.

2.4.1 수신 신호를 이용한 운동 추정 방법

수신 신호를 이용한 운동 추정 방법은 소나의 surge, sway, 그리고

yaw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I-12에서 수중 운동체의 각 운동을 보여준다.

surge 운동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DPCA 가 있으며, DPCA 기법은 표적에서

입사된 연속적인 수신신호를 이용하여 수중 운동체의 위치를 추정 하는

기법이다.  개의 하이드로폰이 장착된 소나 시스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겹쳐진 하이드로폰에 입사 되는 연속적인 신호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surge, sway, yaw 의 수중 운동체의 자유도를 추정한다. 따라서 연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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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을 수신할 때의 어레이에서 겹치는 수신기를 DPCA 라고도 한다. 그림

II-13은 연속적인 핑에 해당되는 수신기의 궤적이다.

Surge 의 운동 추정은 다음과 같다. 연속적인 소나 위치에서  개의

수신기로 구성된 어레이에 수신되는 표적 반사 신호를 이용하여 각 수신기에

대해 상관관계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식 (II-51)은 상관 행렬 (correlation

matrix),   이다.   는 각 수신기에 수신되는  와  의 연속적인 표적

반사 신호에 대한 상관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  과 의 수신기에 입사되는 신호 
  와 

의 상관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이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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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3)

 



〈

 
〉

(II-54)

그림 II-13. 소나 운동에 따른 수신기의 기하학적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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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4. 연속적인 핑에 대한 DPCA.
       (a) surge 운동 할 때의 DPCA 
       (b) surge 와 sway 운동을 할 때의 DPCA

만약 수중 운동체가 정지해있다면 소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각

어레이에 수신되는 연속적인 핑에 의한 신호 또한 같다. 따라서 어레이를

구성한  개의 수신기에 입사된 신호가 같아 상관관계 행렬을 구성했을 경우

    의 행렬요소 즉, 주대각요소 (main diagonal)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다. 그림 II-14에서 surge 운동을 한다면 큰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들이 대각요소 (diagonal)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주대각요소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surge 가 된다. 그림 II-15는 30개의 수신기로 구성된 어레이의

상관관계 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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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5. 연속적인 신호에 대한 상관관계 행렬,  .

Sway 운동 추정은 surge 방향으로 겹쳐진 수신기의 상호상관관계 (cross

correlation)를 통해 운동을 추정할 수 있다. 상호상관관계를 통해 얻어진

시간지연으로 surge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인 sway 운동을 추정한다. 그림

II-16은 sway 추정 알고리즘이다. 그림 II-16과 같이 surge 운동이 없을 경우

연속적 위치의 어레이는 수직 방향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

어레이의  번째 수신기에 수신되는 신호는 sway 운동에 의해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번째 수신기에 들어오는 신호는 정합필터처리 후, 신호는

상호상관관계를 통해 위상차에 의한 시간 지연을 추정을 한다. 이때 상호

상관도 이 가장 높을 때의 시간 영역의 표본 을 찾는다. 이렇게

추정된 시간 지연은 그림 II-16의 알고리즘 6. 에 의하여 sway 를 추정할 수

있으며 sway 운동에 의해 야기되는 yaw 또한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을 운용할 때, 소나의 수신신호만을 이용한

DPCA 기법으로 surge, sway, yaw를 추정할 뿐만 아니라 관성 측정 장치와

같은 항법 장치를 통해 그 외의 소나의 운동을 추정한다. 위에 언급된 3가지

방법을 통해 획득된 추정 값을 결합하여 소나 운동 오차를 최소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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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해능의 합성 개구 소나 영상을 구현한다.

그림 II-16. sway 와 yaw 추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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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운동 보상 신호처리 기법

그림 II-17. 합성 개구 소나 운동 궤적 (surge, sway, yaw)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나의 6자유도에 따라 어레이가 운동하게 된다.

따라서 왜곡 없는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을 위해서는 소나의 운동을

추정하고, 어레이에 수신된 왜곡 신호를 보상하는 신호처리가 요구된다. 앞의

기법으로 추정된 운동 결과를 반영하여 수신된 신호를 보상하고자 한다. 그림

II-17 은 소나의 surge, sway, yaw 에 대한 운동 궤적이다. 앞의 운동 추정

기법은 연속적인 핑 사이에서의 위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소나의 운동

궤적으로 변형해야 한다. 소나의 운동 궤적은 다음과 같다.










 

     







    










(II-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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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어레이의 크기이며  ,  ,    는 각각  번째 핑을

방사할 때의 surge, sway, yaw 이다. 소나의 운동은 시계열 신호에 대해 식

(II-56)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

∆ ≃∆  ∆

(II-56)

∆  와 ∆ 는 소나 위치  에서 surge, sway 운동에 의한 시간

변화이며 각 운동에 따른 시간변화의 합에 대한 보상을 수행한다. 

은 수신신호  의 시간 변화에 대한 운동을 보상한 신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sway 운동으로 인해 yaw 운동이 야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수 영역 알고리즘을 이용한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을 하기

때문에 yaw 운동에 대한 신호 보상이 중요하다. 그림 II-18 은 소나가 yaw

의 운동 유무에 따른 공간 스펙트럼의 데이터 수렴 영역이다. yaw 운동을

surge 와 sway 에 의한 회전 운동으로 yaw 운동과 sway 운동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림. II-18.(b)는 정속도로 직선 운동을 할 경우의 공간 파수

영역에서의 데이터 수렴이다. yaw 운동을 할 경우 방위의 파수의 천이가

생긴다 (식 (II-57)) [24]. 여기서 소나가 이동하는 방향  는 방위  와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와 동일하다.

∆ sin  (II-57)

는 소나가 이동하는 거리, 즉 방위에 대한 파수이며 그림 II-10.(c)에서 방위

공간 주파수 도메인에서 데이터 영역이 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위의

공간 주파수는 식 (II-58)을 만족해야만 방위영역에서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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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58)

그림 II-18.(d)는 yaw 에 의해 주파수 천이가 일어났으며, 그 값이 식

(II-58)을 만족하지 못하여 나타난 엘리어싱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

kHz 의 중심 주파수로 운용하고, 센서 간격  가 0.0375 m 일 때  의 가장

큰 값은 약 168 radm 로, 만약 yaw 가 20일 경우 ∆ 가 290 radm

임으로 앨리어싱이 발생한다. 따라서 yaw 값이 특정값 이상보다 클 때,

필수적으로 yaw의 운동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yaw 에 대한 운동 보상

방법으로는 넓은 빔 (wide beam) 보상방법이 있다 [25].

15의 yaw 운동을 하고 있는 소나에 대한 넓은 빔 운동 보상 전후의

합성 개구 소나 영상은 그림 II-19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19.(a)와

같은 형상 및 파라미터에서 –10 m 에서 10 m로 이동하면서 획득한 합성

개구 소나 신호 (그림 II-19.(b))이다. 그림 II-19.(a)의 합성 개구 소나 운용

파라미터에서 방위의 공간 주파수 천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는

yaw 는 약 6.9∘이다. 그림 II-19.(b)의 신호에 대해 파수영역 빔형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한 합성 개구 소나 영상은 그림 II-19.(c)로, 소나의

운동을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표적의 형태 및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반면 그림 II-19.(d)는 소나의 sway 운동만 보상한 좁은 빔 보상을

적용한 합성 개구 소나 영상으로 15의 yaw 운동이 방위 방향으로

앨리어싱을 야기해 정확한 표적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림 II-19.(e)는

앨리어싱을 없애기 위해 넓은 빔 운동 보상기법을 적용한 합성 개구 소나

영상으로 방위 방향의 분해능이 향상되어 반지름이 50 cm인 구에 대한 표적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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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8. 소나 운동 유무에 따른 파수 영역 데이터 수렴 [24].
(a) 소나 운동 궤적 (surge, sway, yaw) 
(b) sway, yaw 운동이 없는 경우의 파수 영역에서의 데이터 수렴
(c) yaw 에 의한 파수 영역에서의 데이터 수렴
(d) 엘리어싱이 생길　때의 파수 영역에서의 데이터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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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9. 소나 운동 보상 유무에 따른 구 표적 영상.
      (a) 합성 개구 소나 환경
      (b) yaw 운동을 하는 합성 개구 소나 수신 신호
      (c) 운동 보상을 하지 않을 때의 합성 개구 소나 영상 
      (d) Narrow beam 운동 보상 후 합성 개구 소나 영상 (sway 운동 보상)
      (e) Wide beam 운동 보상 후 합성 개구 소나 영상 (sway, surge 운동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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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간섭 (Interferometry)

간섭 기법은 두 개 이상의 수신기를 수직 방향으로 배열하여 관심 영역의

깊이, 즉 수심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26]-[28]. 이 기법은 또한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를 통해 획득된 2D 영상에 높이 정보를 제공하여 3D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간섭 기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첫째, 간섭

기술에 이용되는 각각의 수신기는 동일한 표적에 대한 반사 신호가 수신된다.

둘째, 소나의 위치에 따라 각 수신기에 도달한 신호는 배경소음은 평균이 0인

가운시안 노이즈이다. 마지막으로 표적에 의한 반사 신호가 단인 경로인

직접파만 존재해야 한다 [29].

수신기에 표적에 대한 직접파가 수신될 때, 시간 지연에 따른 위상차는

수신 신호의 입사각  를 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림 II-20 과 같은

해저지형의 수심을 추정할 수 있다. 각 수신기에 입사되는 위상 차이는 식

(II-59)과 같다.

∆    sin  


sin (II-59)

그림 II-20. 간섭 기반의 기하학적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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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바닥에서 각 수신기까지의 경로의 차이,  는 수신기의 간격,

 는 파수,  는 파장이다. 위상차를 이용한 입사각  와 수심  는 아래 식

(II-60), (II-61)와 같다.

 sin

∆   ⋯    ⋯ (II-60)

 ∙cos (II-61)

여기서  은 표적과 수면과 가까운 수신기와의 직거리 (slant range)이다.

위와 같은 간섭 기술은 해저면의 반사 신호에 대한 직접파만 존재 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또한 각 수신기로 입사되는 신호는 동일한 해저면에 대한

반사 신호여야 한다.

간섭 기술을 합성 개구 소나에 적용할 때, 수신기에 도달하는 신호의 절대

위상 값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 (II-59)로부터, 간섭을 통해 얻어진

위상차는  이기 때문에 절대 위상 값인  를 구해야 한다. 그러한

기술을 페이즈 언래핑 (phase unwrapping)이라 하며 phase unwrapping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상 변화를 에서 로 제한

2) 수직 간격이 다른 2쌍의 interferometer 사용 [30]

3) 각 영상 픽셀 (pixel)에서의 위상차이 이용 [31]

1)의 방법은 수신기의 위상차이의 변화를 제한 할 경우, 실제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으며, 높낮이의 변화가 복잡한 해저지형일 경우,

정확한

수심 측정을 할 수 없다. 그림 II-21은 수직 간격이 다른 2개의 interferometer

를 이용하여 위상 값의 모호성을 없앴다. 위의 그림은 수직방향으로 3

떨어져 있는 수신기 입사되는 신호에 위상차를 입사각에 대해 나타난

그림으로,  축의 위상차에 따라서 6개의 입사각을 가지는 모호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위상차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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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ometer를 이용하여 동일한 값을 갖는 입사각을 추출하였다. 각 3, 4

의 간격이 다른 두 쌍의 interferometer 를 가지고 위상차를 구했으며,

입사각이 0.3456 radian 일 경우, 위상차가 동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위상차에 따른 정확한 입사각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2개

이상의 interferometer 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나가 장착되는 플랫폼의

공간상의 한계와 3개 이상의 수신기를 사용해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의 방법을 이용하여 위상차의 모호성을

해결하였다.

그림 II-21. 수직 간격이 다른 2개의 interferometer를 이용한 페리즈 언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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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신기의 입사되는 신호의 상관관계를 이용

하기 때문에 광대역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일 경우, 정확한 위상 및 수심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간섭 기술을 이용한 수심측정은 영상 픽셀에 따라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광대역 합성 개구 소나의 방위 분해능이 각 수신기에

도달하는 경로 차이보다 작을 수 있어, 상관관계를 통해 구한 시간차이가 0

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방위 분해능에 따라 위상차의 변화가 커 랜덤 형태의

위상 값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 정확한 수심 추정이 어렵다. Châtillon [32]

는 광대역 합성 개구 소나의 방위 분해능에 해당되는 영상 픽셀을 충분한 경

로 차이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영상 픽셀 간격으로 확장하여 간섭 기술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영상 분해능 3cm × 3cm 를  배의 영상 분해능에

해당하는 위치의 수심을 측정하는 것이다. 위의 방법은 광대역 합성 개구 소

나 영상 신호처리를 통해 고분해능의 영상 구현을 할 뿐만 아니라 협대역 시

스템과 동일한 수심 추정 결과를 얻게 된다. 추정한 입사각은 식 (II-59)에 따

라 해저지형의 수심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II-22는 10 m × 4 m 의 넓이에

점표적으로 구성된 해저지형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송신 신호는 80 kHz ∼

120 kHz 의 LFM 신호를 사용하였다. 그림 II-22.(a)와 같은 해저지형일 경우,

간섭 기술을 이용한 추정 결과는 그림 II-22.(b)이다. 추정 오차를 살펴보면,

오차 범위가 약 ±0.3 m 이다. 간섭 기반의 수심 추정 분해능이 0.3 m로 합

성 개구 소나 영상 분해능에 비해 안 좋은 이유는 소나가 이동한 거리만큼의

어레이 확장효과를 가져오는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에 비해, 간섭기술은 오

직 2개의 수직방향의 수신기 혹은 수신기 뱅크 (receiver bank)를 이용하기 때

문에 수신기 수에 따른 분해능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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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2. 점 표적으로 구성된 해저지형에 대한 추정 결과. 
         (a) 실제 값 (b) 간섭 기반의 추정 값 (c) 추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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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중경로 환경에서 강인한 SAGE 알고리즘 기반의

합성 개구소나신호처리 기법

1. 연구개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합성 개구 소나를 운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 요구된다.

- 관성 측정 장치와 같은 항법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

- 소나를 장착한 수중 운동체의 불안정성 유추 기법

- 해류에 의한 수중 운동체의 crab 운동 보상 기법

- 다중경로 환경에서의 운용을 위한 신호처리 기법

항법 시스템의 정확도, crab 운동을 포함한 수중 운동체의 불안전성 해결

을 위해 소나 운동 추정 및 보상기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1]-[23]. 천해역 환경에서는 수면파와 같은 다중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

신신호 기반의 운동 추정 방법, 간섭 기반의 해저 수심 측정 및 합성 개구 소

나 영상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심 측정 및 표적의 높이에 따

른 3D 영상 구현이 가능한 간섭 기반 합성 개구 소나는 수신되는 신호가 직

접파만 존재 할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다중경로 환경에서 고분해능의 결

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다중경로가 존재하는 천해역 환경에서 효율적인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수직

방향의 빔을 좁게 하여 다중경로에 의한 신호의 에너지를 작게 한다. 이러한

경우는 미리 합성 개구 소나가 운용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한

다. P. J. Barclay [3] 와 M. Hayes [4] 은 신뢰 전달 (belief propagation) 알

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 역시 관심 있는 영역의 해저 수심에 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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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레이를 수직으로 3개 이상

배열하여 빔포밍 (beamforming)을 통해 입사각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입사각

을 통해 빔 스티어링 (beam stearing) 및 빔 선택(beam selection)을 하여 직

접파만을 획득한다 [5]-[7]. 이 방법은 신호의 다음과 같은 신호 특성에 제약

을 받는다.

1) 직접파와 다중경로파의 입사각이 차이가 작은 경우

2) 직접파와 다중경로파가 겹친 경우

3) 직접파와 다중경로파의 상관도가 강할 경우

또한, 하드웨어 측면에서 3개 이상의 어레이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나가 장착

되는 플랫폼의 공간적 한계 및 추가 구성으로 인한 비용적인 문제를 수반한

다.

앞의 선행 연구에 대한 한계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SAGE (space

alternating generalized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8],

[9], [10]. 입사되는 모든 경로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SAGE 알고리즘은 추정

값의 정확도를 높이고, 요구되는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33]. 제안된 SAGE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수

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추정 값의 정확도와 추정 값에 도달하기

까지 얻어지는 수렴 속도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본 제안된 기법은 다중경로 환경에서 고분해능의 영상 및 수심을 제공하

며, 반복법임에도 불구하고 수렴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이 요

구되는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다양한 환경에 운용

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기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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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분석

본 연구는 다중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기법

연구가 목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중경로 신호의 영향을 없애기 위한

기존연구 기법 및 결과를 정리하였다. 해수면에 의한 다중경로 영향이 클 때,

다중경로 제거를 위한 신호처리 방법으로 기존 연구로는 신뢰전파 방법과

수직으로 배열된 3개의 수신기를 이용한 빔포밍이 있다.

2.1 신뢰 전파 (Belief propagation)

신뢰전파 기법은 간섭 기반의 수심 추정 오차를 보완하기 위한 기법이다.

신뢰 전파 방법은 베이지안 (Bayesian) 혹은 마코프 (Markov) 네트워트 등의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전달 알고리즘이다 [34]. 이 알고리즘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서 상태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즉

임의의 관계로 연결된 노드사이의 확률 또는 신뢰도 등의 값을 주고받음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에 가장 최적화된 값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신뢰전달 알고리즘을 수심 추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Michael Hayes [4] 는 수심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 전파

기법을 적용하여 다중경로 유무에 따른 결과를 분석 및 비교하였다. 그림

III-1 은 다중경로 유무에 따른 수심 추정 결과이다. 신뢰전달 모델을 간섭

기반으로 추정한 수심에 적용하였을 때, 다중경로가 없는 경우의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신뢰전달 모델에서 반복법이 증가할수록

최적화된 수심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보였다. 반면, 해수면에 의한 다중경로

환경에서는 정확한 수심 추정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다중경로 영향에 의한

사전 수심의 모델 특성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신뢰전파를 이용하여 최적의 다중경로의 입사각 및 시간 지연과 같은

파라미터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스는 반복법에 의한 계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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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다중경로 환경에 따른 수심 추정 결과 [4].
     (a) 다중경로가 없는 환경에서의 간섭 기반 추정 결과
      (b) 다중경로가 없는 환경에서의 신뢰전달 적용 후 추정 결과 (반복수 : 2)
      (c) 다중경로가 없는 환경에서의 신뢰전달 적용 후 추정 결과 (반복수 :20)
     (d) 다중경로 환경에서의 간섭 기반 추정 결과
     (e) 다중경로 환경에서의 신뢰전달 적용 후 추정 결과 (반복수 : 2)
     (f) 다중경로 환경에서의 신뢰전달 적용 후 추정 결과 (반복수 :20)



55

결과적으로 다중경로 환경에서의 신뢰전달 모델은 수심의 사전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중경로가 없는 환경에서는 간섭기반의

결과보다 분해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중경로 환경에서 역시 수심

추정은 가능하지만 다중경로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 계산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2.2 적응 빔포밍 (Adaptive beamforming)

일반적으로 소나 시스템에서 다중경로 신호는 수직방향으로 수신기를

배열하여 빔포밍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소나는

플랫폼에 탑재되기 때문에 기존 어레이에서 수직으로 추가적으로 배열하면

플랫폼의 크기가 커져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Blomberg [6] 은 플랫폼의 공간

한계를 고려하여 3개의 어레이만을 수직으로 배열하였다. DAS (delay and

sum)과 MV (minimum variance) 빔포밍을 제안하여 다중경로 환경에서

수심을 추정하였으며 KiwiSAS-4 합성 개구 소나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둘의 프로세스 결과를 비교하였다. KiwiSAS-4 는 30 kHz ∼ 100 kHz 의

광대역 신호이기 때문에 협대역 신호에만 적용이 가능한 MV프로세서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MV 프로세서를 광대역 신호로 확장시키기 위해

수신신호의 주파수를  개의 협대역으로 나누어 각 대역에 대해 MV

빔포밍을 하였다. 그림 III-2 는 DAS 와 MV 빔포밍 처리 후의 수심

영상으로 MV 프로세서 결과가 뛰어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둘의

프로세스의 결과는 비슷하였다. 또한 파워 영상에서 다중경로의 영향이

빔포밍 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실험

환경에서 천해역의 깊이가 3∼5 m 로 매우 낮아 도파관 (waveguide)에 의한

많은 다중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거가 불가하였다. 이 경우 본

논문에서 해수면에 의한 다중경로가 지배적이라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빔포밍에 의한 성능을 평가할 수가 없다. 둘째, 직접파와 다중경로파의

입사각이 작기 때문에 3개의 수직 배열을 갖는 어레이를 이용할 경우 어레이

배열 한계로 고 성능의 MV 결과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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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포밍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간단하여 다중경로와 같은 원치 않는

신호를 제거할 때 널리 쓰이는 신호처리 방법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과 같이 소나가 플랫폼에 탑재 되어야 한다면

수직방향으로 수신기를 배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수신기 배열이 클수록

고분해능의 성능을 갖는 빔포밍에 적합하지 않다.

그림 III-2. 수심 영상 [6].
     (a) 수심 영상 (DAS 빔포밍) (b) (a)의 파워 영상
     (c) 수심 영상 (MV 빔포밍)  (d) (c)의 파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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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GE 알고리즘

천해역 환경에서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중경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의 영향을 제거 및 감소시켜야 한다. 다중경로

채널 파라미터의 추정 기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MVDR (Minimum variance

distortionless response), MUSIC (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 ESPRIT

(estimation of signal parameter via rotational invariance techniques) [35] 와

같은 적응 빔포밍과, EM (expectation-maximization) [36], SAGE 등이 있다.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어레이 배열의 제한으로 적응 빔포밍을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사 신호의 특성에 따른 추정 오차가 크다.

그림 III-3 은 SAGE 알고리즘과 ESPRIT 의 직접파의 파라미터 추정했을 때

RMSE (root mean square error)을 비교하였다. 직접파와 다중경로의 대한

상대 도플러 변화와 수평방향에 대한 입사각에 따른 직접파의 수평방향

입사각에 대한 RMSE 결과이다.

그림 III-3. SAGE 와 ESPRIT 의 RMSE 비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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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도플러가 작은 영역에서 ESPRIT 의 RMSE 가 크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 도플러가 작다는 것은 직접파와 다중경로에 의한 파의

상호 상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ESPRIT 는 다중경로에 의한

신호와 직접파의 상호 상관도가 클 때, 고분해능의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없다.

EM 알고리즘은 적응 빔포밍 방법과 달리 어레이 배열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실제 값과 가장 유사한 값을 추정하기

위한 반복 횟수가 증가한다면,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는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림 III-4 는 EM 과 SAGE 알고리즘의 반복

횟수에 따른 수렴결과로 EM 알고리즘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할 경우에 반복

횟수가 SAGE 알고리즘의 약 6배 이상 소요됨을 보인다.

그림 III-4.  반복횟수에 따른 EM 과 SAGE 의 수렴 속도 비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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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운용을 위해

SAGE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다중경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SAGE

알고리즘은 반복법의 한 종류이지만 EM 알고리즘에 비해 수렴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어레이 배열 제약 없이 다중경로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신호를 생성하여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 및 수심을 추정

할 수 있다.

SAGE 알고리즘은 Fessler and Hero [8] 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모바일 통신에서 다중경로 제거를 위한 기법으로 사용되었고 [37],

최근에는 항법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9], [38]-[40]. SAGE 알고리즘에 대한

신호 모델 선정 및 방법은 다음 장에 설명하겠다.

3.1 신호 모델

그림 III-5. 다중경로 환경

송신신호  를 방사하였을 때, 어레이에 입사되는 각 경로에 의한

신호는 입사각과 시간지연 파라미터들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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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는 특정 경로에 대한 파라미터이며, ∈× 은 어레이에 대한

스티어링 벡터로 입사각  의 함수이다.  × 으로 구성된 어레이가

수평방향, 소나 이동 방향으로 ∆  


, 수직방향으로 ∆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어레이의 배열에 의한 스티어링 (steering) 벡터는 식

(III-2)이다. 입사각  은 어레이를 기준으로,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각각

방위각 (azimuth angle)  , 고도각 (elevation angle)  으로 나눌 수

있다.

    
  




 
 

≤ ≤ and ≤ ≤ 

(III-2)

여기서,    ,    이다. 본 연구는 도파관

(waveguide)에 의한 다중경로 영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방위각은 0 이며,

어레이를 수평으로만 배열하여  는 1이 된다. 그림 III-5 와 같이 특정 

의 위치에서 유한한  개의 경로에 대한 신호 ∈
×

는 모든 경로에

대한 신호와 수중 배경소음의 합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여기서  은

입사되는 신호의 샘플 수를 의미한다.

 
  



    (I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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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배경 소음  는 평균이 0인 화이트 가우시안 확률 특성을 갖으며

각 수신기에 입사되는 신호가 시간 및 공간적으로 상호 연관이 없다고

가정한다. 식 (III-3)을 행렬-벡터 형식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다.

        

   

 
  



   

(III-4)

식 (III-4)에서,   ∈
×

은  의 경로에 대한 신호이며, 경로에 대한

파라미터      는 시간지연과 입사각(고도각)으로 구성되어있다.

3.2 SAGE 알고리즘

그림 III-6. 수신신호와 각 다중경로 신호의 관계

SAGE 알고리즘은 반복법 (iterative method)의 한 종류로 관측할 수 없는

변수에 의존하는 확률 모델에서 알려지지 않은 정보 혹은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인 EM 알고리즘과 유사한 프로세스를 갖는다. 특정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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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특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에 대한 적합도 함수

(likelihood function)를 알 수 있다. 즉, 적합도 함수는 모델에 대한 적합도

함수를 정의하여 통계 모델을 구성하는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그 모델을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낸다. EM

알고리즘은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값으로 적합도함수를 계산하는 E-step

(expectation-step)과 이 적합도함수를 최대화하는 파라미터를 구하는 M-step

(maximization)으로 구성된다. M-step 에서 업데이트된 변수는 다음 단계의

E-step 의 추정값으로 사용되며, E-step 과 M-step 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면서 확률 모델에 가장 근접한 추정값을 최종적으로 산출 할 수 있다.

그림 III-6 은 수신 신호와 다중경로에 신호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SAGE

알고리즘은 EM 알고리즘과 같이 관측이 불가한 신호 (unobservable data),

  와 관측 신호 (observable data)  에 의존한다.   는  에서

배경 소음을 제외한 모든 다중 경로에 대한 표적 반사 신호로 수신기를 통해

관측할 수 없다.  는 숨겨진 데이터로 (hidden data)  번째 경로를

제외한 다른 경로의 신호들과 함께 수신되기 때문에   와 같이 수신기를

이용한 신호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숨겨진 데이터라고 한다. 이 신호는 

경로에 의한 표적신호와 수중 배경소음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III-5)

이 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직접파의 경로일 때, SAGE 알고리즘의 최종

목표가 추정한 파라미터  로 구성된   를 생성하여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 3.1 장의 신호모델로부터

추정 파라미터에 대한 적합도 함수를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 배경

소음이 화이트 가우시안 확률 특성을 갖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따라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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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가 주어질 때, 적합도 함수는 수중 배경소음에 대한 조건 확률

분포로 구할 수 있다.

  


 



exp











∥ 
  



∥


 




(III-6)

여기서,  와 ∥ ∥
 는 수평 어레이의 수신기 수, 매트릭스의 프로베니어스

놈 (Frobenius norm)이다. 
 은  의 수신기에 수신된 수중 배경소음의

분산으로 주어진 값으로 가정하였다.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의

경로에 대한 신호를 구성하는     이며,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구한다 (식 (III-7)). 이 식은 신호의 확률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적합도 함수를 최대로 만드는 파라미터  를

추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arg

max  (III-7)

식 (III-7)에서  를 추정하기 위한 MLE 과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반복 단계에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 변수 

에 대한 컨케이브 함수 (concave function)가 아닐 경우 여러 지역해 (local

minimum solution)가 존재하여 정확한 추정 값에 도달하는데 많은 반복

단계를 필요로 한다.

SAGE 알고리즘은 위의 두 가지 제약에 강인한 알고리즘이다. SAGE

알고리즘의 키워드는 숨겨진 데이터 (hidden data)와 서브셋 (subset or

subsets)이다. 숨겨진 데이터는 관측이 불가한 신호와 유사한 의미로 각 반복

단계에서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의 서브셋으로 만들어진다. 즉, E-step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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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ep 단계에서 파라미터의 서브셋들과 이로 구성된 숨겨진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SAGE 알고리즘의 각 반복단계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사이클 (cycle)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이클 안에서 E-step 와M-step 을 수행한다. 즉, 반복

단계 안의 각 사이클에서 각 경로에 대한 파라미터 즉 서브셋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된다.  ×  사이클 후에는, 모든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된다. 모든

경로에 대한 파라미터  를 식 (III-8)처럼  ×  개의 사이클로 나눈다.

여기서  는 단일 경로 신호를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개수이다. 여기서,  는

임의의  사이클 단계에서 추정되는 서브셋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  ≤  × (III-8)

각 사이클에서 파라미터의 서브셋 (subset(s))을 추정할 때, 그 전 사이클

단계의 서브셋을 유지하여 숨겨진 데이터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파라미터 

가 식 (III-9)와 같은 서브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I-9)

현재 상태가  번째 반복단계에서  의 사이클이 
 라면, 

 를 기준으로

이전 단계에서 추정된 서브셋  
    ×

   
   

 은 유지한다.

 단계에서 SAGE 알고리즘은 그림 III-7 의 순서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전 반복 단계에서의 추정 값은 현재 단계의 초기값으로

설정했다.

×
  


(II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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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대한 E-step 은 식 (III-1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III-11)

식 (III-11)을 풀어 정리하면 아래의 식과 같다.

    



 

  



 



 (III-12)

여기서  은 전 반복 단계에서 추정한  의 경로의 파라미터이다. 현재

단계에서, M-step 을 통해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된다. 파라미터의 서브셋은

식 (III-13)과 같이 업데이트 된다. E-step 과 M-step 은 수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arg


max 


    arg


max  

(III-13)

위 식에서, 함수    는 식 (III-14)와 같다.

      (III-14)

위 식의  는 송신 신호를 의미하며, 는 스티어링 벡터이다.  는

에르미트 (Hermitian)이다. 그림 III-8 은     을 구하는 순서도이다.

SAGE의 M-step 의 식 (III-13)을 EM 알고리즘에서의 M-step (식

III-15))과 비교해 볼 때, EM 알고리즘의 2D×L 의 계산 절차를 2개의 1D 의

계산 절차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EM 알고리즘은 숨겨진 데이터  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 관측이 불가한 신호  에 대한 모든 파라미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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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반면 SAGE 알고리즘은  를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서브셋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결과적으로 1D의

계산 절차를 갖는다.

     arg
 

max   (III-15)

그림 III-7.  SAGE 알고리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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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8.     .

3.2.1 수렴 조건

실제 파라미터와 가장 가까운 값에 도달하기 위해 적합도 함수가 최대로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근사한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ln  
  ln  

 ≥ (III-16)

위 식에서  

는  의 반복단계에서 구한 적합도 함수이다. 업데이트

파라미터    은 와  반복 단계에서 적합도 함수의 로그 값의 차이가

가장 클 때의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SAGE 알고리즘은 단조성

(monotonicity)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전 반복 단계보다 적함도 함수의

로그가 감소하지 않는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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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초기값 설정

반복법은 초기값 설정에 따라 수렴하는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며 따라서 초기값 설정이 중요하다.

초기값 설정에 대해 여러 방법이 제안되었다 [37]. 첫째는, 모든 파라미터의

초기값을 0 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적응 빔포밍을 이용하여

먼저 시간 지연을 추정한 후, SAGE 알고리즘에서 남은 파라미터에 대한

초기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적응 빔포밍을 통해 추정한 시간지연이

업데이트가 가능한 파라미터의 범위를 감소시켜 수렴 속도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 신호 모델에서 적응 빔포밍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어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파라미터 추정과 수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초기값을 설정 하였다.

  arg

max 





  (III-17)

위 식 (III-17)은 수신 신호와 송신신호를 상호상관을 의미한다. 여기서  는

 시간동안 신호를 수신하였다. 이러한 방법 역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 반복 횟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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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

천해 환경에서 효율적인 합성 개구 소나 운용을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을

검증하고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4.1 단일 표적

4.1.1 시뮬레이션 환경

그림 III-9. 천해역에서의 합성 개구 소나 기하하적 형상.

그림 III-9 과 같이 직접파와 수면 반사파가 지배적인 천해환경에서

10 개의 수신기로 이루어진 수평 어레이가 위치하고, 표적은 구형강체로

반지름이 50 cm 이다. 구형강체에 의한 직접파와 수면 반사파의 도달 시간

차이가 작기 때문에 신호의 진폭은 같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SAG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는 시간 지연과 입사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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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 알고리즘의 강인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2가지의 신호 특성을

설정하였다. 첫째, 직접파와 다중경로파의 상대적인 도플러 천이를 0으로

하여 상호 상관도를 높게 설정하였다. 둘째, 시간 영역에서 직접파와

다중경로파가 겹쳐 있을 때의 추정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겹침 유무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적응 빔포밍을 이용하여

위의 특성을 갖는 신호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정할 경우 추정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symbol
value

(case 1/case 2)
unit definition

 100 kHz center frequency

 20 kHz baseband frequency

 0.4/0.8 ms pulse duration

 0.02 s pulse repetition time

 1500 m/s sound speed
 2 m/s sonar speed
 0.04 m spacing between pings
 810 number of pings
 10 number of hydrophones

 20 m synthetic aperture

 15 m shallow water depth

 5/3 m
SAS height

(from receiver to surface)

 0.0075 m
spacing between horizontal 

hydrophones
 0.09 standard deviation

  5
signal to noise ratio at 

single hydrophone

표 III-1.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시뮬레이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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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신호는 중심 주파수는 100 kHz, 대역폭이 40 kHz 인 LFM 이다.

SNR은 5 dB 로 직접파와 수중배경소음의 비로 정의한다. 소나 속도는 2

m/s 로 펄스 반복 시간은   가 되어 0.02 s 의 시간 간격으로

신호를 주사하였다. 소나는 -10 m 에서 10 m 로 직선운동 한다. 표 III-1

에서 case 1 과 case 2 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직접파와 다중경로파의

겹침의 유무에 다른 분류이다. case 1 은 송신 신호의 길이  를 0.4 ms,

어레이로부터 수면까지의 길이  를 5 m로 설정하여 직접파와 다중경로파가

시간영역에서 겹치지 않게 하였다. 반면 case 2 는  와  를 각각 0.8 ms

과 3 로 설정하여 시간영역에서 직접파와 다중경로가 겹치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림 III-10. 신호의 겹침 유무에 따른 합성 개구 소나 수신 데이터.
        case 1 : Non-overlap signal
        case 2 : Overlap signal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의 성능은 영상과 수심의 분해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중경로 환경에서 2D 합성 개구 소나 영상

성능을 평가하였다. 2D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을 위한 환경은 그림 III-9

과 동일하다. 구 모양의 강체가    m m 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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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다중경로 파라미터 추정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 먼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초기값을 설정하여 숨겨진 데이터를 만든 후 반복법을 시행한다.

초기값은 식 (III-17)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림 III-12 는 E-step 과

M-step 과정에서 얻어지는 임의의 반복 단계에서의 숨겨진 데이터를

나타낸다. 여기서 숨겨진 데이터는 직접파를 의미한다. 그림 III-12.(c)는 특정

반복 단계에서 획득한 파라미터로 산출한 직접파이다. 그림 III-12.(b)는

적합도 함수에 기여하는 수중 배경 소음으로 그림 III-12.(a)의 수신 신호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식 (III-6)). 그림 III-12.(a)는 수신신호로 직접파와

다중경로파가 존재하며 도달 시간이 약 0.1334 s, 0.1373 s 이다. 그림

III-12.(b)의 추정된 수중배경 소음에서 신호의 크기가 도달 시간 근처에서

주변 준위보다 조금 높은 것이 관찰된다. 이는 SAGE 알고리즘으로 추정된

도달 시간과 실제 도달시간과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림 III-12.(b)의 수중 배경 소음은 직접파를 산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림 III-12.(c)의 직접파도 역시 그림 III-12.(b)에서 확인된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림 III-13 은 실제 신호와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산출된 신호의

주파수 응답으로 그림 III-13.(a)는 수중 배경소음의 주파수 응답이며, 그림

III-13.(b)는 직접파의 주파수 응답이다. 산출된 배경소음에서 약 85 kHz 에서

토널 성분이 보임과 동시에 약 80 kHz ∼ 120 kHz 에서 소음 준위가 높은

것이 확인된다. 그림 III-12.(b)의 각 경로의 도달 시간의 오차로 인해

송신신호의 주파수 성분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그림 III-13.(b)의 경우 또한

추정된 배경소음의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 주파수 응답이 크기 때문에

직접파의 준위 또한 실제 신호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2.(c)의 산출된 신호는 M-step 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기여하며 식 (III-12)를 이용하여 새로운 숨겨진

데이터를 산출한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거쳐 식 (III-16)의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 실제 파라미터와 가장 근사한 추정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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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된 파라미터로 구성된 숨겨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분해능의 합성 개구

소나영상 구현과 수심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림 III-12. 직접파 추정
     (a) 수신신호
     (b) 수중 배경소음 추정결과
     (c) 직접파 추정 결과 

그림 III-13. 주파수 응답
     (a) 실제 직접파 신호
     (b) 추정한 직접파 신호

그림 III-14 는 case 1 에 대한 파라미터 추정 결과이다. 소나가 방위

방향으로 -10 m ～ 10 m 로 이동하면서 수신한 신호에 대한 파라미터

결과로 그림 III-14.(a)는 각 경로에 대한 시간 지연이며, 그림 III-14.(b)는

입사각 결과이다. 그림 III-14.(a)에서 먼저 도착하는 신호가 직접파이며,

이때의 시간 지연은 소나의 궤적에 따라 약 0.1346 s ～ 0.1353 s 의 값을

갖으며 소나 위치가 0 일 때 시간 지연이 가장 작은 CPA (closest point of

approach)에 해당되며 소나가 표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 되는 입사각 그림 III-14.(b)는 14.1° ～ 14.2° 이다.

파란색의 산출된 파라미터가 실제 값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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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4. 파라미터 추정 결과 (N=10, case 1).
         (a) 시간 지연 (b) 입사각

case 2 는 직접파와 다중경로파가 겹친 경우로, 추정 결과 또한 그림

III-14 와 같이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그림 III-15 에서 시간 지연과 입사각의

상대적인 차이가 case 1 과 비해 작은 이유는, 신호의 겹침 현상을 만들기

위해 수신기와 수면의 길이는 작게 설정함으로써 직접파와 다중경로파의

상대적인 도달 시간과 입사각이 작기 때문이다.



75

그림 III-15. 파라미터 추정 결과 (N=10, case 2).
         (a) 시간 지연 (b) 입사각

제안된 SAGE 알고리즘의 강인함을 보이기 위해 적응 빔포밍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직 방향으로 수신기를 배열하기 위해 기존 어레이의 첫

번째 수신기를 기준으로 두 개의 수신기를 

max
간격으로 추가 설치하였다.

이때 max 는 송신신호의 최대 주파수의 파장이다. 일반적으로 적응 빔포밍은

부엽(sidelobe)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수신신호에 지배적인 가중 벡터

(weight vector)를 적용하여 빔의 출력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적응

빔포밍 중 MVDR 과 MUSIC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그림

III-16 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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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DR 의 가중 벡터는 아래와 같이 전개 할 수 있다 [42]. 가중 벡터는

아래의 식  를 최소화하여 선택할 수 있다.

  
   

    (III-18)

여기서  와  는 복제음장 벡터와 공분산 행렬 (cross spectral density

matrix, CSDM)이다.  의 
   부분은 빔포밍의 출력을 의미하며, 두

번째 항은 라그랑주 승수 (Lagrangian multiplier)  에 의해 이득이 1이 되게

하는 제약을 의미한다. 라그랑주 승수법에 의해  에 대한 편미분을 취하며,

이때  가 최대값이 되어야 하므로 편미분의 값이 0이다 (식 (III-19)).

     (III-19)

따라서 식 (III-20)과 (III-21)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에르미트 (Hermitian)

행렬이다.

   




 

 → 
   

 
 

 (III-20)






    (III-21)

식 (III-21) 은 식 (III-18)의 두 번째 항의 제약에 의한 식이다. 식

(III-20) 와 (III-21)을 정리하면 라그랑주 승수  를 계산할 수 있다.

  
(III-22)

식 (III-20)과 식 (III-22)를 정리하면 식 (III-23)의 가중 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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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3)

계산한 가중 벡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MVDR 프로세서의 빔출력값을

산출할 수 있다.

  


  


  
(III-24)

MUSIC 알고리즘은 공분산 행렬 (CSDM)에서 신호와 소음의 직교성

(orthogonality)을 이용하여 신호의 입사각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44]. MUSIC

알고리즘의 공분산 행렬은 신호와 소음에 대한 2 개의 부공간 (subspace)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유분해 (eigen decomposition)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III-25)

MUSIC 알고리즘 신호의 소음 부공간을 이용해서 신호의 방향을 추정하게

된다. 식 (III-25)의 공분산 행렬로부터 구한 소음 부공간,  을 이용한

신호의 입사각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III-26)

    
  


(III-27)

따라서 MUSIC 알고리즘 프로세서의 식 (III-26)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입사각에서 가장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빔출력은 식 (III-27) 같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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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6.  적응 빔포밍 결과. (a) MVDR (b) MUSIC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림 III-16 은 3 개의 수신기로 구성된 어레이를

이용한 빔포밍 결과이다. 그림 III-9 의  은 수신기를 기준으로 수면 방향이

+ 방향이며,  는 수신기를 기준으로 해저면 방향이 + 방향이다. 따라서

그림 III-16 의 수평 도메인의 - 의 값은 부호를 무시하고 해석한다. SAGE

알고리즘 결과 그림 III-14 와 비교해 볼 때, SAGE 알고리즘이 신호의 겹침

유무와 높은 상관도에 상관없이 더 좋은 추정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SAGE 알고리즘의 장점은 높은 정확도뿐만 아니라 반복법의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림 III-17 은 cos (complementary

angle between subspaces)에 따른 SAGE 와 EM 알고리즘의

root-convergence factor 이다. root-convergence factor 는 현재 반복 단계와

이전 반복 단계의 관계를 행렬로 나타낼 때, 이 행렬에 대한 matrix spectral

radius 로, 행렬의 가장 큰 고유값을 의미한다. 즉 이 값에 따라 각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를 비교할 수 있다 [8]. Appendix. A 장에서 SAGE

알고리즘과 EM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 비교를 통해 SAGE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결과 또한 그림 III-17.(a)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III-17.(b)은 소나의 위치에 따른 cos 로, cos 값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수렴 속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III-18 은 소나가

이동하면서 획득한 신호에 대한 root-convergence factor 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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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SAGE 와 EM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SAGE 알고리즘의 root-convergence factor 가 EM 알고리즘보다 작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SAGE 알고리즘의 값  이 EM 알고리즘의 
 보다

작음을 보이는데, 이는 SAGE의 각 반복단계 속도가 EM 알고리즘의 2개의

반복단계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I-19 는 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학적으로 비교한 EM 과 SAGE

알고리즘의 수렴속도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그림이다. 가로축은

반복횟수이며 세로축은 각 소나 위치에서의 적합도 함수 값을 평균한

수치이다. 실선은 SAGE 알고리즘의 수렴 정도이며 ‘*’ 은 EM 알고리즘의

결과이다. SAGE 알고리즘의 수렴속도가 EM 알고리즘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호 겹침 유무에 상관없이 수렴속도가 유사하다.

그림 III-17. (a) SAGE 알고리즘과 EM 알고리즘의 수렴속도 [8]. 
            (b) 소나 궤적에 따른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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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8. Root convergence factors. 

그림 III-19. 평균 수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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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영상 구현 결과

그림 III-20. 다중경로 환경에서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 알고리즘.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합성 개구 소나 2D 영상을 구현하였다.

다중환경에서 SAGE 알고리즘 기반으로 숨겨진 데이터   을 생성하여 그림

III-20 의 순서로 영상 구현을 위한 신호처리를 하였다. 직선 운동에 sway

운동을 가진하여 II 장에서 설명한 DPCA 운동 추정 및 넓은 빔 운동 보상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빔형성 기법으로 파수영역 빔형성 기법을

사용하였다. 직접파와 배경소음의 비인 SNR 은  dB 이며, 10 개의 수신기에

들어오는 신호에 대한 평균으로 배경소음은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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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1 은 case 1 의 환경에서의 영상 구현 결과이다. 그림

III-21.(a)은 다중경로환경에서 등속도로 방위 방향으로 직선운동을 하는

소나가 수신한 합성 개구 소나 신호이다. 0.4 ms 의 펄스길이의 신호를

송신하여 직접파와 다중경로파가 구분되어 입사되었다. 위의 신호를 이용하여

영상 구현할 결과는 그림 III-21.(b)이다. 다중경로파에 의해 표적과 동일한

형태의 영상이 생성되었다. 예상되는 표적과 동일한 형태의 영상으로 인해

실제 표적의 위치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그림 III-21.(c)는 다중경로 환경에서

sway 운동을 가진했을 경우의 합성 개구 소나 수신 신호이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소나에 진폭이 0.2m 인 정현파 형태의 sway 운동을 가진 하였다. 그림

III-21.(d)의 영상은 다중경로 제거 및 운동 보상을 하지 않은 그림으로 거리

방향 및 방위 방향에 대한 분해능이 낮아 표적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그림

III-21.(f)는 그림 III-21.(c)의 신호에 다중경로 제거 후 영상을 구현한

그림이다. 다중경로 영향은 제거 되었지만, sway 운동으로 인해 영상이

왜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한 표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중경로 제거 및 운동 보상 기법이 필요하다. 그림 III-21.(g)는 다중경로

영향이 제거된 신호를 이용하여 운동 추정 및 보상 후의 신호이다. 이러한

신호를 이용하여 영상 구현을 한 것이 그림 III-21.(h)로, 그림 III-21.(g)에서

약 0.135 s 근처의 다중경로가 완전히 제거 되지는 않았지만 다중경로파의

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표적정보를 얻는데 무리가 없었다.

그림 III-22 는 case 2 에 대한 결과이다. 송신신호의 펄스 길이는 0.8 ms

이며 어레이와 수면사이의 거리  는 3m 로 설정하였다. 그림 III-22.(a)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직접파와 다중경로파가 겹치도록 하였다. 그림 III-22.(b)는

그림 III-22.(a)의 합성 개구 소나 영상으로, 영상에서 다중경로에 의한 영상이

그림 III-22.(b)보다 가깝게 있는 이유는  를 작게 설정하여 그에 따른

다중경로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이다. Case 2 의 결과는 case 1 과 동일한

결과임을 보이는데 이는 SAGE 알고리즘 기반의 다중경로 제거 기법이

신호의 겹침 유무와 상관없이 고분해능의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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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1 합성 개구 소나 신호 및 영상 (case 1).
 (a) 합성 개구 소나 수신 신호                   (b) (a) 의 영상
 (c) sway 운동을 하는 합성 개구 소나 수신 신호  (d) (b)의 영상
 (e) (c)에 다중경로를 제거 후 신호               (f) (e)의 영상
 (g) (e)에 운동 보상을 후 신호                   (h) (g)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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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2. 합성 개구 소나 신호 및 영상 (case 2).
 (a) 합성 개구 소나 수신 신호                   (b) (a) 의 영상
 (c) sway 운동을 하는 합성 개구 소나 수신 신호  (d) (b)의 영상
 (e) (c)에 다중경로를 제거 후 신호               (f) (e)의 영상
 (g) (e)에 운동 보상을 후 신호                   (h) (g)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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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중 표적

표적이 여러 개일 경우 SAG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표적에 대한

직접파 추정 및 영상 구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4.2.1 시뮬레이션 환경

그림 III-23. 다중 표적이 존재하는 다중경로 환경.

그림 III-23 과 같이 동일한 표적 2개가 각각    m m ,

   m m 에 위치하였다. 이때  은 직거리로 표적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이며,  는 표적과 수신기 사이의 수직 거리 (깊이) 이다, 그 외

파라미터 값은 표 III-2 와 같다. 송신신호의 는 0.4 ms로 각 경로의 신호

겹침이 없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수면에 의한 다중경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2개의 표적과 다중경로에 의해 총

4 개의 표적 정보를 갖는 신호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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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다중 표적이 존재할 경우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환경.

4.2.2 다중경로 파라미터 추정 결과

직접파 및 수면반사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각 경로신호를 구성하는

파라미터는 입사각과 시간 지연이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는 파라미터는

8개이다. 그림 III-24 는 각 경로에 대한 파라미터 추정결과이다. 그림

III-24.(a)는 시간 지연 추정결과로 실선은 실제 값이며, ‘xxxxxxx ’ 는

추정값이다. 표적 1이 표적 2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파란색 실선이 표적 1에

대한 시간 지연이며 빨간색 실선이 추정 값이다. (b)는 입사각 추정 결과로

표적 2가 가까이 위치하고  는 크기 때문에 입사각이 표적 1보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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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본 추정 결과로부터 다중환경에서 다중 표적이 존재할 경우, 각 표적에

대한 직접파 및 수면반사파의 파라미터 추정 값이 실제 값과 유사함을

보인다. 위에서 추정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각 경로에 대한 숨겨진 데이터,

 또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II-24. 파라미터 추정 결과. (a) 시간 지연 (b) 입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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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영상 구현 결과

그림 III-25. 다중표적이 존재할 경우 직접파 추정 및 영상 구현.

그림 III-25 는 다중경로 환경에서 다중 표적에 의한 신호 및 영상이다.

그림 III-25.(a)는 표적 2개에 대한 직접파와 수면반사파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신호가 표적 2의 직접파이다. 그림 III-25.(b)는 SAS 신호처리를

통해 영상을 구현한 그림이며, 4 개의 표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운용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전무할 경우, 4 개의 표적이 존재하거나,

2 개의 표적이 존재하고 각 표적에 대한 하나의 다중경로파가 존재하거나

혹은 하나의 표적에 대해 3개의 다중경로파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I-25.(c)는 직접파를 추정한 신호 및 영상이다. 여기서

직접파를 추정하기 위해 추정한 입사각들 중 가장 작은 입사각에 해당되는

을 추정하였다. 그림 III-25.(c)의 신호는 표적에 의한 직접파는 맞지만 다른

동일한 표적의 직접파는 추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동일한 표적 또한 하나의

다중경로에 의한 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표적의 직접파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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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기 위해서는 SAS 운용되는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다중경로와 직접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4.3 수심 추정 결과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성능은 영상과 수심의 분해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

SAGE 알고리즘은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현뿐만 아니라 수심측정 추정

기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수심

측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수신기를 수직으로 배열하여 각 수신기에 도달하는

신호의 지연차를 이용하는 간섭 기법을 적용하여 수심 측정을 한다. 반면,

SAGE 알고리즘은 직접파의 파라미터인 입사각을 추정하여 바로 수심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SAG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합성 개구

소나 수심 추정을 하였고 간섭 기반 추정 결과의 비교하여 추정 성능을

평가하였다.

수심 추정 환경은 표 III-1 과 동일한 환경에서 해저 바닥이 13.5 m에서

17.5 m 의 정현파 (sinusoidal) 형태의 점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III-26).

그림 III-26. 정현파 형태의 해저지형을 갖는 다중경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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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7. SAGE 기반의 수심 추정 순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수심을 추정하기 위해

두개 이상의 어레이를 수직으로 배열하는 간섭 기술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간섭 기술은 직접파만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경로

환경에서 고분해능의 수심 추정이 불가하다. 반면, SAGE 알고리즘은

직접파를 산출하고 산출된 직접파를 구성하는 입사각을 그림 III-27 의

순서도에 따라 적용하면 수심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III-28 과 그림 III-29 는

다중경로 환경 유무에 따른 수심 결과를 간섭 기반과 SAGE

알고리즘기반으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III-26 과 같이 해저바닥을

정현파 형태로 모사하였으며 그 깊이가 13.5 m 에서 16. 5m 이다. 신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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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비를 0 dB 로 설정하여 배경소음에 대한 강인함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간섭기반의 수심 추정을 위해 수신기의 수직 간격은 20  = 0.3 m 로

하였다.

그림 III-28 은 단일 경로만 존재 할 경우의 수심 추정 결과이다. 이 경우,

간섭 기반의 위상 산출을 위한 가정을 만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기반의 추정 결과가 SAGE 알고리즘 결과에 비해 추정 오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간섭기반의 분해능은 수 cm 에서 수십 cm 로 신호의

SNR, 수직으로 배열된 어레이의 간격, baseline 의 크기에 대해 종속적이다.

간섭 기반의 성능은 이용된 수신기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합성 개구

소나의 방위 분해능과 같은 고분해능 추정 값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간섭 기반의 성능은 baseline 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지만, baseline 크기가

클수록 소나를 장착하는 플랫폼의 공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간섭 기반 결과에서 추정 값이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소나의 연속적인

위치에서 각 수신기에 들어오는 신호의 위상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두

수신기 사이에서 보다 정확한 위상 추정을 위해서는 baseline 크기를

늘리거나, 샘플링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 또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림 III-29 는 다중경로 즉, 수면 반사파가 존재 할 경우의 수심 추정

결과이다. case 2 의 환경을 적용하여 직접파와 다중경로파가 시간영역에서

겹친 신호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간섭기반 산출 결과에서 15 m와

20 m의 값은 각각 직접파와 다중경로파의 영향에 의해 야기된 수치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간섭기반은 다중경로의 영향으로 인해 정확한 위상 산출이

어렵다. 반면 그림 III-28 과 그림 III-29 의 SAGE 기반 결과를 볼 때, 신호의

겹침 유무에 상관없이 높은 추정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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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8.  단일 경로만 존재할 때 수심 추정 결과 (SNR = 0 dB).

그림 III-29. 다중경로 (수면 반사파 + 직접파) 존재할 때 수심
        추정 결과 (SNR = 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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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천해 환경에서 다중경로 영향을 최소화하는 SAGE 알고리즘 기반의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기법이 실제 해역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5.1 실험 환경

그림 III-30. 실험 환경 및 센서 배치.

그림 III-30 은 실험이 진행된 수조와 표적 그리고 센서에 대한 그림이다.

송신단은 B&K 사의 8104 를 사용하였고, 수신단은 Reson 사의 TC 4038

하이드로폰을 ×으로 배열하였다. 3 개의 하이드로폰으로 이루어진

수신단을  cm 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설치하였다. 100 kHz 의 중심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송신하기 때문에 각 하이드로폰의 간격은 7 m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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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연속적인 핑 사이의 거리는 2 cm 로 총 43 개의 핑을 사용하여

0.84 m 를 이동하였다. 표적은 SUS 304 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밀도가 8000 kgm의 원통형의 쉘이며 자세한 표적 정보는 그림 III-31 에

설명하였다.

그림 III-31 표적 정보

원통형 표적이 그림 III-32 와 같이 세로로 놓여있고, 수면까지의 길이는

2m 이다. 수조의 깊이가 10m 임을 감안하여 송수신단 및 표적을 수면에

가까이 설치하여 수면에 의한 다중경로 신호가 존재할 수 있게 하였다.

표적과 송수신단의 길이는 7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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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2. 수조 기하하적 형상 및 표적과 송수신단의 위치.

송신 신호는 그림 III-33 과 같이 펄스폭이 0.2 ms 이며 70 kHz ∼ 100

kHz의 주파수 특성을 갖는 LFM 신호를 송신하였다. 신호 계측 장비는 NI

PXIe-6366 을 사용하였으며 샘플링 주파수는 각 채널당 1 MHz 이다.

그림 III-33. 송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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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4. 수중 배경 소음.
        (a) 시계열 신호 (b) 주파수 응답 (c) 확률 밀도 함수

SAGE 알고리즘은 III. 3 장에서 언급했듯이 특정 확률 모델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수중 배경 소음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I-34 는 송신 신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수중 배경

소음만 계측하였다. 그림 III-34.(a)의 시계열 신호를 FFT 한 결과, 몇 개의

위치에서 보이는 토널 (tonal) 신호를 제외하고는 전 주파수 대역에서 일정한

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신호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정규분포를

형태를 보이고 정규분포  × ≈  을 따르는 화이트

가우시안 확률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 실험 환경 파라미터는 표 III-3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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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 value unit definition
 85 kHz center frequency

 15 kHz baseband frequency
 0.2 ms pulse duration

 1 MHz sampling frequency

 1480 m/s sound speed
 0.02 m spacing between pings
 30 number of pings
 6 number of hydrophones

 0.6 m synthetic aperture

 10 m shallow water depth

 1 m
SAS height

(from receiver to surface)

 2 m
distance from target to 

surface

 0.007 m
spacing between horizontal 

hydrophones
 ~0.005 standard deviation

표 III-3.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실험 환경.

5.2 다중경로 파라미터 추정 결과

소나가 -50 cm 에서 32 cm 까지 이동하면서 신호를 수신하였다. 이때

소나의 직선 운동 모사는 초기위치에서 신호를 획득한 후 2 cm 간격으로

소나의 위치를 옮겼으며 총 43 번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신호를 송수신

하였다. 그림 III-35 는 송신신호의 펄스의 폭이 0.2 ms 로 case 1 의 경우를

고려한 데이터이다. 시뮬레이션과 달리 실제 수조 환경에서는 다양한

다중경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경로를 좀 더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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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하기 위해 그림 III-35.(a)의 데이터에서 대역 통과 필터를 하였다. 그림

III-35.(b)는 송신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킨 신호이다.

그림 III-35. 합성 개구 소나 수신 신호.
       (a) raw signal (b) band pass filtered signal

수조 및 송수신기의 크기 (그림 III-32, 그림 III-36)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각 경로를 확인하였다. 1 의 신호는 송신단에서 수신단으로 바로 들어오는

신호이다. 그림 III-36.(b)로부터 둘 사이의 거리가 30 cm 이며 송신기까지의

도달 시간은 약 ×  이다. 2 의 경로는 수조 환경에 의한 신호이다.

송신기로 사용한 B&K 8104 는 수평공간에 대해 무지향성이기 때문에 수조

옆벽에 대한 반사 신호가 수신 된다 [43]. 그림 III-35.(a)에서 소나가 -50 cm

부터 이동하여 가까운 옆벽에의 한 신호가 먼저 수신 된 후, 소나가

이동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멀어졌던 옆벽과는 가까워져 “X” 모양의

신호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3 의 신호는 표적의 의한 신호로 직접파와 수면

반사파가 입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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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6. (a) 수조 (top view) (b) 송수신단

그림 III-37 은 소나 위치  가 -32 cm 에 위치했을 때 수신한 신호이다.

표적 정보를 갖는 ③ 의 신호를 확대하였다 (그림 III-37.(b)). 그 결과 표적에

의한 신호가 직접파와 수면에 의한 반사파로 분리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표적에 의한 신호를 획득하여 직접파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신호는 사각 윈도윙 (rectangular windowing)을 하여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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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7. (a) 특정 위치에서의 시계열 신호 (b) 표적에 의한 신호

따라서 소나 특정 위치에서의 신호의 경로 수는   이며 본 실험에서 추정

해야 하는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표 III-4). 각 경로의 신호를 구성하는 파

라미터는 도달시간과 입사각이며 표적에 의한 직접파의 파라미터는   이

다. 그림 III-37.(a)의 ② 에 대한 신호는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벽면에

의한 신호를 의미한다. 총 추정해야하는 파라미터는 10 개이지만  는 송수신

단의 소나 배열에 의한 정해진 값이고,  와  는 벽면 반사 신호의 입

사각 (고도각)이 0 이기 때문에 추정할 파라미터로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추정해야하는 파라미터는 총 7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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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finition Parameter Definition
 1 경로의 도달 시간  1 경로의 입사각 


2 경로의 도달 시간

(왼쪽 벽)


2 경로의 입사각
(왼쪽 벽)


2 경로의 도달 시간

(오른쪽 벽)


2 경로의 입사각
(오른쪽 벽)


3 경로의 도달 시간
(표적에 의한 직접파)



3 경로의 입사각
(표적에 의한 직접파)


3 경로의 도달 시간

(표적에 의한 수면반사파)


3 경로의 입사각
(표적에 의한 수면반사파)

표 III-4.  실험 데이터에서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

그림 III-38 과 그림 III-39 는 소나 위치에 따른 SAGE 알고리즘 기반의 파라

미터 추정 결과이다. 소나의 위치에 따라 5가지 경로에 대한 시간 지연과 2

가지 경로에 대한 입사각을 추정하였다. 그림 III-38.(a)는 송신기에서 수신기

로 바로 입사되는 신호로 다른 경로에 비해 신호 왜곡이 작고 가장 먼저 도달

하기 때문에 다중경로에 대한 영향이 없다. 따라서 그림 III-38.(b)∼(e)의 결

과에 비해 추정 오차가 작다. 반면 그림 III-38.(b)∼(e)는 정확한 시간 추정이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경로는 5가지지만 그 외의

반사 신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정확한  을 가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정한 수중 배경 소음의 화이트 가우시안 확률 특성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

였다. 둘째, 수중 배경소음의 높은 준위로 인하여 다중경로의 신호의 분별이

어렵다. 이는 수신신호  의 위상 왜곡을 야기하여 추정된 파라미터로 구성

된 숨겨진 데이터  와 위상 정합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표적이 쉘로 구성되

어 있고 소나의 위치에 따라 수신신호가 동일한 표적의 면에 대한 반사 신호

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는 표적의 반사 신호의 준위가 일정치 않을뿐더

러 신호 세기도 작기 때문에 정확한 표적에 의한 신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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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8.  SAGE 알고리즘 기반의 시간지연 추정.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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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9 의 (a)와 (b)는 표적에 의해 입사되는 신호의 입사각을 추정

한 결과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  ,  는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표적

에 의한 입사각만을 추정하였다. 그림 III-38 로부터 예상되듯이 정확한 입사각

의 추정이 어려웠다. 추정된 입사각의 오차는 Blomberg [6] 의 3개의 수신기

를 이용한 적응 빔포밍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좋은 분해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 지연 결과와 함께 직접파를 구성할 때, 정확한 직접파 추정이 어

렵기 때문에 결국 적응 빔포밍과 동일하게 빔 선택 (beam selection) 및 집중

(beam focusing)을 하여 다중경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그림 III-39.  SAGE 알고리즘 기반의 입사각 추정.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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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5 의 합성 개구 소나 수신신호와 그림 III-38 와 그림 III-39 의

추정 결과를 볼 때, 소나의 위치가 –0.38 m 일 때의 수신신호가 SAGE 알고

리즘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신호라 판단하였다. SAGE 알고리즘 기반의 생

성 신호  의 결과는 그림 III-40 에서 볼 수 있다. 그림 III-40.(a)의 수신신호

 는 경로   라고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만큼 그 외의 경로

에 대한 신호가 존재 하나 그 영향이 미비하다. 따라서 추정된 파라미터로 

를 구성해본 결과 수신신호  와 위상이 일치하는 것을 그림 III-41 에서 관

찰할 수 있다. 그림 III-42 는 수중 배경소음을 추정한 후 그 신호의 대한 확

률 특성을 나타내었다. 수신신호  와  의 진폭 차이에 의해 배경소음 준위

보다 높은 성분들은 관찰할 수 있지만, 확률밀도함수를 통해서

 ×   의 정규분포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40. (a) 수신신호 와 각 경로에 대한 생성 신호 
            (b) 추정한 수중 배경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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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1. 그림 III-32. 의 확대 신호. 
 (a) ① 의 신호 (b) ② 의 신호 (왼쪽 벽) 
 (c) 2의 신호 (오른쪽 벽) (d) 표적에 의한 신호 (직접파, 수면반사파)

그림 III-42. 수중 배경 소음의 확률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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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목적은 소나가 이동함에 따라 수신된 신호를 SAGE 알고리즘

기반으로 표적에 의한 직접파만을 추정하여 영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험적 한계에 의해 소나의 모든 위치에 따라 정확한 파라미터 및

표적에 대한 직접파를 추정하기가 어려웠다. -38 cm 위치에서의 추정된

파라미터 및 신호의 결과를 볼 때, 좋은 분해능의 파라미터 및 직접파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3 SAGE 알고리즘의 제한점

일반적으로 SAGE 알고리즘은 경로의 수를 알고 있는 파라미터로 간주한

다. 앞의 실험 결과 (그림 III.38(b)-(e)) 에서 언급했듯이, 정확한 경로의 수 

을 모르기 때문에 고분해능의 시간 지연 추정이 불가능했다. 실제 환경에서

SAGE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경로의 수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여 충분히 큰

경로를 설정하여 SAGE 알고리즘에 적용 한다 [37]. 앞의 실험 결과로부터, 

은 파라미터 추정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을 가정하는 과정이 중

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III-5는 실제 경로의 수  이 4 일 경우, 가

정한 변수  에 따른 적합도 함수값과 추정한 배경소음이다. 먼저, 

과  이 같을 때, 적합도 함수는 1이며 배경소음 또한 추정이 잘 되었다.

이 실제 환경에서 존재하는 경로의 수,  보다 크다면, 각 반복 단계

에서 나누는 사이클의 횟수만 증가할 뿐, 실제 수중 소음의 확률 특성을 충분

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표 III-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실제 환경에서의 경로의

수  이 클 경우, 추정한 수중 배경 소음에 최소한    개의 경

로에 대한 신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확률 특성을 갖는 수중 배경

소음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경로가 무한대일 경우, 사이클의 수가 무

한대가 되기 때문에 반복법을 시행하기 위해 유한한 경로의 수가 요구되는

SAGE 알고리즘에서는 높은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SAGE 알고리즘은 수중 배경 소음이 정규분포와 같은 특정

확률 특성을 가질 때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SAGE 알고리즘은 추정

한 파리미터와 각 경로의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수중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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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특성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되는데,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

터가 수신신호를 가지고 얼마나 확률특성을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

서 수중환경의 확률적 특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정확한 경로의 수를 알아야

하며, 미리 가정한 경로의 수가 실제 경로의 수보다 작을 경우 추정한 배경소

음의 확률적 특성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정확한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없다.

표 III-5.  값에 따른 SAGE 알고리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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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다중경로 환경에서 고분해능의 합성 개구 소나 영상과 수심

추정을 위한 SAGE 알고리즘 기반의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기법을 제시하

였다.

II 장에서는 고분해능의 영상 구현을 위한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및

이를 위한 데이터 획득 및 신호 샘플링에 대해 기술하였다. 즉, III 의 시뮬레

이션 및 실험데이터를 적용한 신호처리 알고리즘 기법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 개구 소나 영상 형성을 위해 수신신호 기반의 운동 추정 및

보상을 하였다. 운동 보상 방법으로는 파수 영역의 엘리어싱 현상을 고려하여

넓은 빔 보상 기법을 적용한 후, 영상을 구현하였다. 합성 개구 소나 영상 구

현을 위한 빔형성 기법으로는 파수영역 빔형성 기법을 적용해 점표적과 구형

강체 표적에 대한 영상을 형성하였다. 또한 III 장에서의 SAGE 알고리즘 기반

의 수심 추정 결과 비교를 위해 간섭 기반의 수심 추정 기법에 대해 설명하였

다.

III 장에서는 다중경로 환경에 강인한 SAGE 알고리즘 기반의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기법을 제시하였다. 신뢰전파 및 적응 빔포밍의 선행 연구 분

석을 통해 성능의 한계점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SAGE 알고리

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제시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직접파와 수면 반사파만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높은 상

관도를 갖는 직접파와 다중경로파의 시간영역에서 겹침 유무에 따라 2가지 경

우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SAGE 알고리즘은 신호간의

높은 상관도 및 신호의 겹침 유무와 관계없이 높은 정확도의 파라미터를 추정

하였고 산출된 직접파를 이용하여 다중경로 환경에서 고분해능의 영상 구현과

수심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형강체 표적에 대한 직접파와 다중

경로파가 시간영역에서 겹치지 않은 경우에 SAGE 기반 파라미터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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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응 빔형성 기반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SAGE 알고리즘의 강인함을 검

증하였다. 

특히 기존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서 수심을 추정을 위해 적용되는 간

섭기반 결과와 비교하여 SAGE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추정 성능이 더 뛰어나

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수직 어레이를 필요로 하는 간섭 기반

과는 달리 SAGE 알고리즘은 어레이의 배열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 해역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수조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소나가 -50 cm  에서 34 cm  까지 이동하면서 신호를

수신하였다. 원래의 실험 목적은 소나가 수신한 모든 신호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획득된 직접파를 이용하여 합성 개구 소나 2D 영상을 구현하는 것

이었지만 실험 환경의 제약으로 모든 신호에 대한 정확한 파라미터 추정 및

직접파 산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38 cm  에서 수신한 신호에 SAGE 알고리

즘 적용한 결과 5개의 경로에 대한 파라미터 추정이 가능하였고 직접파를 생

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해역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II, III 의 연구를 통해 다중경로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 운용을 위해 SAGE 알고리즘 기반의 합성 개구 소나 신호처리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SAGE 알고리즘은 어레이의 배

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어레이만을 이용하더라도 높은 정확도의 파

라미터 추정 성능과 고분해능의 영상 및 수심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는 기존 수심 및 수중 표적의 높이를 추정하기 위해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에

사용되던 어레이의 수직 배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합성 개구

소나 시스템을 구성 및 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제적 비용, 하드웨어적 크

기와 무게 부담이 없어 다중경로 환경에서 효율적인 합성 개구 소나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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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SAGE 알고리즘과 EM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 비교

본 연구에서 제안된 SAGE 알고리즘은 EM 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수렴속도가 빠르다는 강인함이 있다. 본 부록에서는 III. 3장의 신호모델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SAGE 와 EM 알고리즘의 수렴 및 수렴 성능을

기술하고자 한다. 

A.1 선형 가우시안 모델 (Linear Gaussian Measurements )

본 절에서는 III. 3장의 신호모델에서 파라미터 추정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전개하였다.  가우시안 소음이 존재할 때 각 경로에 의한

중첩신호는 아래와 같다. 이때 경로의 수는  이다.

      ∙∙∙                (A-1)

 는 수신 신호로  에 대한 선형함수이며 가우시안 노이즈  는 ∼   

의 확률 특성을 갖는다.  패널티 함수    


′  를 이용하여 적함도

함수를 구할 수 있다.

  


′    


′            (A-2)

 는 최대 계수 (full rank)의 행렬이며,  는 symmetric nonnegative definite 

으로 가정한다. EM 알고리즘 및 SAGE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관측할 수

없는 데이터 (unobservable data)   는  에 대해 선형함수 이며, 숨겨진

데이터 (hidden data space)   또한 서브셋  에 대한 선형이기 때문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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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과 같이 두 개의 독립적인 정규 분포로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식

(A-2)와 동일하게 적합도 함수를 유도할 수 있다 (식 (A-4)).

  ∼    
                       (A-3) 

    ∼                        (A-3) 

log       
   

 


    

′      


   
      


 



           (A-4) 

이때,    , 
   ,  ′  이다. 

  는 서브셋에서

고정되는 파라미터이다. 예를 들어  차원의 파라미터 벡터  의 서브셋  

가  차원의 벡터일 경우  는  차원의 벡터가 되며  를 추정하기

위해  는 고정한다. 
  는  반복 단계에서의 서브셋, ,  는  와

독립적인 상수이며 결합 정규 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숨겨진 데이터    를

산출한다.

        

    
       

           (A-5)

패널티 함수와 함께 기댓값을 이용하여 적합도 함수를 유도 (식 (A-6))하여

E-step 과 M-step 거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면 식 (A-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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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 

 



 


   


′   
  

  

 

  
  



   
 

′      

 


   
 

  


        (A-7) 

여기서 
   ′    로  의 Fisher 정보 (information)이다.

식 (A-7)의 EM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면 아래와 같다. EM 알고리즘의   는 앞

의 식 (A-5)-(A-7)의    를    인 경우가 된다. 따라서     , 

  


⊗,   

′⊗  ,       가 된다. 여기서 ⊗ 는 행렬의

크로네커 곱이며,  는 1로 구성된  벡터이다.  앞의 정리에 따라

    ′   가 되어 행렬의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기 때문에     의 역행렬을 구하기가 어

렵다. 본 EM 알고리즘에서는    경우만 고려할 때, 업데이트 된

파라미터는 식 (A-8)과 같다. 


   


′  


′   

 ′  
 

′   


for    

            (A-8)

SAGE 알고리즘은 파라미터  의 각 서브셋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따라서 서브셋을    로 나타낼 수 있다. SAGE 알고리즘의 숨겨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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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수신 신호는 식 (A-9)이다.

 

∼   

   

 
≠



                          (A-9)

따라서 


 ′   이며,    ,   ,     ,    , 

      가 된다. 그림 A-1은 SAGE 알고리즘이다. EM 알고

리즘과 다르게 행렬  의 역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번째 열에 해당되

는 변수   와  번째 대각 요소   에 대해 계산하면 된다.

그림 A-1. SAGE 알고리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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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Convergence

SAGE 와 EM 알고리즘의 수렴을 유도하기 위해 헤시안   를

  ′     와 같이 정의 할 때, 식 (A-10)로 분리할 수 있다. 

      ′                  (A-10)

 ,  각각 대각 행렬 (diagonal matrix), 하 삼각행렬 (lower triangular 

matrix)이다. 식 (A-11)의  는   에 Fisher 정보 행렬이며,       이

다.

  ′        ′
    

               (A-11)

 SAGE 알고리즘에서  번째 반복단계에서 수렴을 평가하기 위해 (A-12)의 관

계를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A-11)의 식을 가우스-자이델 반복법

(Gauss-Siedel iteration)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A-12)이다 [8], [45].

  

       ∙∙∙
               (A-12)

   
 ′

       
 ′  

      ′     ′
  

⊥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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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행렬  의  번째 행 벡터, 
⊥ 는   의 정사영이며  는

 요소의 단위벡터이다. 식 (A-10)을 이용하여 (A-13)을 다시 쓰면 (A-14)와 같

다.

        
                   (A-14)

식 (A-7)과 (A-8)을 이용하여 SAGE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EM 알고리즘에 수렴

평가를 할 수 있다.

        

         

                 (A-15)

각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 (convergence rate)를 비교하기 위해 matrix spectral 

radius 를 이용한다. 이는 매트릭스의 가장 큰 고유 값의 크기로 정의한다. 즉

matrix spectral radius 가 크면 수렴 속도는 느리며, matrix spectral radius 가

작으면 수렴 속도가 빠르다. 

          

        

              (A-16)

                             (A-17)

식 (A-16)에서  가 대각 행렬일 경우 즉,    만 고려하였다. 임의의

벡터  에 대한 EM 알고리즘의 matrix spectral radius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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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18)

이때,     ′ ,        ,         이다. 

이로부터 임의의 벡터  에 대해 식 (A-17)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   ′ ′  ∥∥ ′ ′               (A-19)

   ∈  일 때,  ≠  인 고유벡터에 대해 식 (A-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20)

   이면 식 (A-19)은 식 (A-20)로 변경할 수 있다. 식 (A-22)는 식

(A-21)의 양변에 ′ 를 곱한 후 다시 정리하였다.

      
                           (A-21)

∥∥  ′                         (A-22)

위의 식을 식 (A-19)과 결합하면 식 (A-23)이 된다.

′ ′ 

 ∥∥                         (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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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에 대해 식 (A-18)과 (A-23)을 이용해

다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를 갖는다. 

 ≥ ∥  
    ∥

∥∥

 
′∥           ∥

∥∥

≥  
′ 

∥∥

 


 

 
   

       (A-24)

여기서 ∈   이다. 따라서 식 (A-24)로부터 SAGE 알고리즘은 EM 

알고리즘보다 빨리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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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obust Synthetic Aperture Sonar Signal Processing 

for Multipath Environment using SAGE Algorithm

Ara Hyun

Abstract

By coherently accumulating the received signal as a sonar equipped vehicle 

moves along its track, a long synthetic aperture sonar reconstructs high-resolution 

images and bathymetry. Synthetic aperture sonar is challenging owing to multipath 

signals interfering with the direct signal in shallow water environments. Various 

approaches including adaptive beamforming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AS 

system by reducing the multipath effects have been proposed. However, the 

performance of these approaches are limited by characteristics of received signal, 

configurations of array, expensive computational load for estimating parameters of 

direct signal.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multipath environment, this paper focus on a 

space alternating generalized expectation maximization (SAGE) algorithm, which is 

one of iterative methods and an extension of expectation maximization (EM) 

algorithm. This SAGE algorithm estimates the parameters of each path sequentially 

rather than in parallel of EM algorithm. And the SAGE algorithm can estimate 

the parameters of all of paths unlike an adaptive beamforming that estimates only 

the directions of arrival of each path.

In this paper, we presents a method for operating an SAS system in multipath 

environments. The robust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demonstrated in a 

simulation of two cases by overlapping the highly correlated direct signal and 

multipath signals in which case the adaptive beamforming cannot estim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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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arrival precisely. Results from this simulations are presented and 

compared to previous approaches. To show the possibility to investigate to ocean, 

an experiment is performed in water tank. Based upon the synthetic and 

experimental data, the SAGE algorithm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adaptive 

beamforming in terms of reducing multipath effects. 

Consequently, this paper clearly shows the proposed algorithm is capable of 

providing high-resolution parameters to generate direct signal for SAS images and 

bathymetry. Because multipath effects need not be mitigated using two or more 

vertical arrays, the SAS system does not need to be large, heavy, power-hungry 

and costly.

 keywords : Synthetic aperture sonar, multipath, parameter estimation, SAGE 

algorithm

student number: 201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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