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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거친 해수면/해저면, 어군, 공기 방울 등과 같이, 해양 저변에
존재하는 비균질성 특성에 의해 음파는 산란된다. 이러한 음파의
산란은 표적 탐지나 수중 음향 시스템을 포함한 수중 소나 시스템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거친 경계면이
존재하는 해양 환경에서의 음파 전달을 연구하여, 음파 산란의 특성을
분석한다.
해양에서의 거친 경계면은 해저면과 해수면으로 구성된다.
해저면의 경우, 폭풍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반면, 해수면은 해상풍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변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경계면의 특성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각 경계면에 대한 음파 산란 특성을 연구한다. 능동 소나를
운영할 때, 송신기에서 발생한 음파는 거친 해수면/해저면에 의해
산란되어 수신기로 지속적으로 입사되며, 이러한 산란 신호는 표적
탐지를 어렵게 한다. 특히, 낮은 풍속 상황일 때는, 해저면에 의한
음파 산란이 지배적인데, 이러한 해저면 산란은 장시간 관측된
해저면의 거칠기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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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론을 통해 도출된 거친 경계면 산란강도를 음선 이론 기반의
전달 손실 모델과 결합하여, 거친 해저면으로 인해 형성된 잔향음
준위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를 기존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본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모델을 이용하여 남해, 동해
해양 환경에 대한 잔향음을 모의하고, 이를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 해역의 잔향음 신호 경향을 분석한다. 남해와 동해에서 관측되는
잔향음 신호는 각 해역의 수심이나 산란강도의 특성에 따라 상호
다른 경향을 가진다.
한편, 산란/잔향 현상을 관측/분석하기 위한 많은 실험과 이러한
산란/잔향을 모의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해 해역에 위치한 대륙붕 내에서의 산란/잔향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대륙붕 해저면은 경사면으로 인해 이방성 거칠기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N x2D 개념을
적용하여 대륙붕 잔향음을 모의하였다. 실제 환경에서의 대륙붕
잔향음을 관측하기 위해 본 모델은 뉴저지 대륙붕 환경에 적용된다.
뉴저지 해저면 거칠기는 본 칼만 스펙트럼 형태를 가지는데, 이에
대한 산란강도를 구하기 위해 기존의 산란 이론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산란강도와 음선 모델을 결합하여 뉴저지 대륙붕의 잔향음을
모의하고, 이 결과를 관측하여 대륙붕 잔향음 특성을 분석하였다.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거친 해수면에 의해 야기된 잔향음을
모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해양에서는, 불규칙한 형태의 해수면이
이동함으로 인해, 관측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음향 채널이
형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음향 채널 특성 관측/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예인 수조에서 음향 채널을
측정하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일반적 형태의 이동 해수면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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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음선 추적 알고리듬을 개발하였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해수면 반사파의 지연 시간과 크기를 통해
시변 해수면이 있는 환경에서의 음향 채널 특성을 규명하였다.
주요어: 거친 경계면, 산란, 잔향음, 음선 이론, 음향 채널 모델링
학번: 2005-2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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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수중에서 소나 시스템(sonar system)은 세계 1, 2차 대전 동안
아군 함정 및 보급 선단에 위협을 가한 독일 유보트(U-boat)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최초 개발되었다. 이후 소나 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나 시스템은 미확인 표적 탐지 및 추적과 같은
군사적인 목적 뿐 만 아니라, 해저 자원 탐사 및 채취, 수중 및 해저
환경 분석, 수중 통신 등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소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에서
음파 전달의 물리적 특성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소나
시스템의 운용 환경이 심해 해양에서 천해 해양으로 옮겨옴에 따라,
수중도파관(waveguide)에서의 음파 전달 현상이 주목 받고 있다. 천해
해양에서 음파를 이용해 소나 시스템을 운용할 때 수신기에 들어오는
신호는 해수면/해저면과 같은 경계면 영향에 의해 시공간에 대해
확산된 형태로 수신된다. 특히, 능동 소나 시스템의 경우, 확산된 수신
신호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표적에 의한 신호와 경계면 반사
혹은 산란된 신호와의 구분이 힘들다. 특히, 다중 경로 특성이
활발하거나 거친 경계면에 의한 산란이 지배적인 해양 환경일수록
소나 시스템 운용에 의한 표적 탐지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천해 해양
환경에서의 소나 시스템 운영의 핵심 요소는 경계면에 의한 효과,
특히 거친 경계면의 산란에 대한 이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 환경 내에서의 음파 전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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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효과적인 소나 시스템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
현상은 음파 전달 모델링 기반으로 규명/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음파 전달 모델링은 파동 방정식(wave equation) 혹은 헬름홀츠
방정식(Helmholtz equation)의 해를 찾는 과정으로써, 수학적/물리적
가정에 따라 음선 모델(ray model), 정상모드 모델(normal mode
model), 파수 적분 방정식 모델(wavenumber integration model),
그리고 포물선 방정식 모델(parabolic equation model)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1]. 각 전달 손실 모델은 유도되는 과정에서 설정한 가정으로
인해 표 1.1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2].
표 1.1 모델 유형별 물리적 적용성 및 계산 실용성 평가.
●: 적용가능하며 실용적, ◐: 정확성 또는 계산 효율에 한계 존재, ○:
해당사항 없음. 저주파: 500 Hz 미만, 고주파: 500 Hz 이상[2]
적용성
심해
모델 유형 저주파 천해 고주파
저주파
고주파
종속 종속 독립 종속 독립 종속 독립 종속
음선 이론 ○ ○ ◐ ● ◐ ◐ ● ●
정상 모드

●

◐

●

◐

●

◐

◐

○

파수 적분

●

○

●

○

●

○

◐

○

포물선 방정식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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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동 방정식을 수치적인 방법 기반으로 풀어내는
방법으로써,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경계요소법
(Boundary Element Method)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파동 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찾을 수 있으나, 계산 효율을
고려하면 고성능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수학적/물리적 가정에 의해 혹은 완전 수치 기반의
FEM/BEM으로부터 도출된 파동 방정식의 해를 활용하여 수중도파관
특성을 갖는 환경에서의 음파 전달 특성을 관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잔잔한 해수면이나 비교적 부드러운 거칠기의 해저면을
가지는 해양 한경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제
해양에서는 때때로 높은 풍속 혹은 거친 바닥 지형으로 인해 거친
경계면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계면은 음파의 산란을
야기한다. 이 산란된 신호의 합으로 잔향음이 형성된다. 잔향음이
지배적인 해양 환경에서는 원하는 신호와 산란으로 야기된 소음과의
구분이 힘들며, 이로 인해 소나 시스템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와 같이
거친 경계면을 가지는 해양 환경에서 소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음파 산란 현상의 물리적 이해가 바탕이 된 예측
결과가 요구된다.
해양 내 존재하는 불균질성(inhomogeneity)에 의해 야기된 음파
산란은 산란강도(scattering strength) 혹은 산란 단면적(scattering
cross section)을 도출함으로써 그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산란에
대한 기본적인 기하학적 도식은 그림 1.1과 같으며, 산란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 방향으로 에너지가 재방사 되며, 특정 방향으로
전파되는 산란 에너지는 앞서 언급한 산란강도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산란은 그 원인이 되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크게 경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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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과 체적 산란으로 구분된다. 최종적으로 각 산란에 의한 예측값을
선형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 산란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경계면에 의한 산란이 지배적이라는 가정 하에 거친
해수면/해저면에 의한 음파의 산란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체적 산란에 관련된 식[3,4]을 사용하여 전체 잔향음을
기여하는 체적 산란 영향을 관측 시간에 따라 관측하였다.

그림 1.1. 산란의 기하학적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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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란은 그 크기를 예측하는 방법에 따라 실험에 의한
방법과 이론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실험 기반으로 산란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Chapman-Harris 식[5]과 Lambert
법칙[6]이 있다. Chapman-Harris 식은 주로 해수면 산란강도 예측에
적용되며, Lambert 법칙은 해저면 산란강도 예측에 사용된다. 실험
기반의 산란강도 예측은 입력 변수 정의와 결과 도출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측된 산란 크기에 대한 물리적인
메커니즘의 규명이 어렵고, 결과 해석이 모호한 단점이 있다. 또한
실험 과정과 유사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리적인 가정이 확연하여 그 적용 범위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고, 도출된 산란 크기에 대한 해석이 용이한
산란 이론 기반의 산도강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산란 이론으로는
섭동 이론(perturbation theory), 키르히호프 근사법(Kirchhoff
approximation), APL-UW 모델(Applied Physics Lab.-Univ. of
Washington model)과 소경사 근사법(small slope approximation)이
있으며, 각 산란 이론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섭동 이론
섭동 이론은 일반적으로 불규칙 경계면에서의
실효치(root-mean-square) 파고가 음파 파장(wavelength)에 비해
작을 때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섭동 이론은 Rayleigh-Rice
방법[7]이나 소화 정리(extinction theorem)[8]를 이용하여 산란
음압(scattered pressure)을 kh 차수에 대하여 전개하고, 이러한
전개항의 합으로 표현한다(여기서 k는 음파의 파수이며 h는 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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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면에서의 실효치 파고이다). Moe와 Jackson은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Rayleigh-Rice 섭동 이론으로부터 유도되는
전이행렬(T-matrix)을 1차 항까지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란강도를 구하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3, 9]. Thorsos는
Pierson-Moskowitz(PM) 스펙트럼을 갖는 해수면에서 섭동 이론을
이용하여 4차승까지의 산란강도를 구하고, 이를 정확한 해를 제시하는
적분 방정식(Integral Equation) 수치 모델 결과와 비교하여, 높은
차수 기반의 산란강도가 더 정확함을 보였다[10].
키르히호프 근사법
키르히호프 근사법은 경계면의 표면 곡률의 반경이 음파의 파장에
비해 클 때 유효하다. 평면파가 가우시안(Gaussian) 스펙트럼을
가지는 경계면으로 입사할 때 키르히호프 근사법을 이용하여
경계면에 의한 간섭 산란 영역과 비간섭 산란 영역에서의 음장을
구할 수 있다[11]. Jackson 등은 이러한 방법을 확장하여 경계면의
스펙트럼 형태가 power-law 일 때 산란강도를 구하고 이를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였다[12]. 또한, Thorsos는 PM 스펙트럼을 갖는
해수면에서 키르히호프 근사법을 이용하여 산란강도를 구하고, 이를
적분 방정식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가 반사각 부근에서 정확한 값을 가짐을 보였다[10].
APL-UW 모델
섭동 이론과 키르히호프 근사법은 각 이론에 적용된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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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경계면 특성이 각각 작은 크기 실효치 거칠기(Small-scale RMS
roughness)와 큰 크기 실효치 기울기(Large-scale RMS slope)를 가질
때 이용할 수 있다. 각 이론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섭동 이론은
반사각을 제외한 각도에서, 키르히호프 근사법은 반사각 부근에서
유효한 산란강도를 예측한다[3]. APL-UW 모델은 이러한 유효 범위를
가지고 있는 섭동 이론과 키르히호프 근사법을 내삽(interpolation)하여
각 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일종의 복합 거칠기
근사법(composite-roughness approximation)으로써, 전 각도에 대해
타당한 산란강도를 예측한다[13, 14].
소경사 근사법
소경사 근사법은 Voronovich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15].
작은 기울기 근사법은 일률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전 접지각 범위에
대해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은 기울기 근사법에서 산란
음장은 불규칙 경계면 기울기에 대한 차수의 합으로써 표현되고,
근사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높은 차수까지 고려하면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Thorsos와 Broschat는 압력 소멸 경계에 대한
전이 행렬을 소경사 근사법을 기반으로 유도하였으며[16], 이러한 전이
행렬을 이용하여 가우시안 스펙트럼을 갖는 해수면에 대한
산란강도를 계산하였다[17].
이와 같은 산란 이론 기반의 산란강도 예측은 경계면의 스펙트럼
특성이나 음파가 진행하는 매체의 물성치를 미리 알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란하는 음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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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예측의 타당성 판별 여부 뿐 만 아니라 물리적인 해석이
용이하여, 소나 시스템이 운영되는 특정 해양 환경에서의 산란 특성을
분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선 이론 기반의 전달 손실과 실험/이론 기반의
산란강도를 결합하여, 거친 해수면/해저면에 의해 형성된 잔향음을
시간 영역에서 모의/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천해/심해 해양에서
거친 경계면에 의해 산란된 후,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기에 입사된
잔향음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음선 이론 기반
잔향음 모델을 활용하여 대륙붕과 같이 천해와 심해의 특징이
공존하는 해양 환경에서의 잔향음을 모의하고, 이를 통해 대륙붕에서
형성된 잔향음 특징을 분석한다.
한편, 해수면과 같이 시간에 따라 빨리 변화하는 경계면은 산란
현상으로 인한 소음 준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해수면
영향으로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야기하여 송신 신호의 왜곡을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이동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 적용 가능한 음선 이론 기반의 전달 손실 모델을 제안하고, 이
모델의 결과를 수조 실험 결과와 비교/검증한다. 이후, 이동 해수면의
특성에 따른 음향 채널(acoustic channel)을 모의/관측하는데, 이를
통해 시변 해수면이 음향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앞서의 물리 현상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소개하는데, 잔향음을 모의/분석에 관한 연구와 시변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서의 음향 채널 특성에 대한 연구를 분리하여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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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연구 분석
실제 해양에 존재하는 거친 경계면이 음파 전달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우선, 비교적 긴 시간 관측되었던
경계면의 확률적인 특성을 산란 이론과 결합하여 도출된 혹은 실험
자료 기반으로 구해진 산란강도를 수중도파관의 영향을 반영하는
음파 전달 손실 모델과 결합하여 거친 경계면에 의한 잔향음 준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친 경계면의 영향을 산출하여 소나
시스템 운영 환경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해수면과 같이 시간에
따라 비교적 빨리 변화하고, 공간에 따라 이동하는 경계면은 간섭
전달(coherent propagation)에 영향을 주며, 도플러 효과를 야기하여
송신 신호를 왜곡 시키다. 따라서 시변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서는 해수면의 움직임에 따른 음향 채널 특히, 해수면에
반사/산란되어 수신기에 입사한 신호를 관측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동하는 해수면이 음파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기존 연구를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거친 해수면/해저면의 산란에 의해 형성된 잔향음
잔향음 신호는 앞서 언급한 각종 산란강도 모델과 정상모드법
또는 음선이론 등의 전달 손실 모델을 결합하여 모의될 수 있다.
따라서 잔향음 모델은 적용된 산란강도 모델이나 전달 손실 모델의
특징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운영되는 소나 시스템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적절한 산란강도 모델과 전달 손실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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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야 한다. Ellis[18]는 정상 모드법과 Lambert 법칙을 결합하여
수심이 일정한 천해에 적용 가능한 잔향음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잔향음 모델 결과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Ellis[19]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양상태 잔향음을 모의하고 이를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잔향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Desharnais와 Ellis[20]는 이러한 잔향음 모델의
결과를 실측데이터와 비교하여 환경에 따른 잔향음 경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Keenan[21]은 음선 모델의 일종인 GRAB
모델[22]을 기반으로 개발된 CASS 잔향음 모델의 알고리듬을
소개하고, Weinberg[23]는 CASS 잔향음 모델 결과를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Hines와 Ellis[24]는 음선 이론
기반의 GSM(Generic Sonar Model)을 이용하여 고주파 천해역
잔향음을 모의하고 이를 실측데이터와 비교/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오택환 등[25]이 거리 독립 해양 환경에서 중주파수 음선 이론을
이용하여 양상태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였고, 이 결과를 실측데이터와
비교/검증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방법과 달리, 경계면 거칠기의
PDS(Power Density Spectrum)을 이용하여 해수면들을 생성하고, 각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해 산출된 수신 신호의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 잔향음을 모의하는 방법이 있다. Isakson과 Chotris는
FEM 기반으로 거친 해수면/해저면이 있는 환경에서 음압을
모의하였고, 이들의 통계적인 처리 기반으로 도출된 잔향음을 기존의
결과[26]와 비교/분석하여 앞서의 방법에서 관측되지 않았던 물리
현상을 규명하였다[27]. 하용훈[28]은 거친 해수면을 가지는
환경에서의 산란 신호를 PSTD(Pseudo-Spectral Time Domain) 법을
이용하여 모의하고, 이 신호를 이용하여 거친 해수면 특성에 따른
10

후방 산란강도를 각도에 따라 역으로 추정하였다. 위와 같은 수치
해법 기반의 모델을 이용하여 잔향음 신호를 모의할 경우 계산
부담(computation burden)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Harrison[29]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수층의 음속이 등속 구조를 가지는
해양 환경에서 mode-stripping을 적용하여 잔향음에 대한 해석식을
유도하였다.
이동하는 해수면이 음파 전달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형상의 이동하는 해수면이 음향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거친 해수면을 갖는 해양 환경에서의 수신 신호를
모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의신호를 통해 움직이는 해수면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Siderius와 Porter는 음선 이론 기반으로 시변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서 광대역 전달 손실을 계산하고, 이동하는
해수면 반사로 인해 발생한 송신 신호의 주파수 변동을 관측/연구
하였다[30]. 이러한 시변 해수면의 영향을 반영하는 전달 손실은 서로
다른 시간에 관측된 음향 채널의 내삽을 통해 근사적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사인파 형태의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서는 음향 채널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인파 형태의 해수면이 음향
렌즈(acoustic lens)와 같은 역할을 하여, 특정 위치의 수신기에 음향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때문이다[31]. Tindle은 음선 모델 기반으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시간 영역 수신 신호를 모의 하는 파면 전달
모델(Wavefront propagation model)을 개발하였으며[32], 이를 시변
사인파 해수면이 존재하는 모의실험 환경에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수신 신호의 변화를 관측하였다[33]. 이를 통하여 사인파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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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이 휘어진 형태의 반사체로 작용하고, 이는 평평한 해수면과
달리 다수의 해수면 반사파를 야기 시킴을 확인하였다[33]. 또한 수조
시험을 시행하여 이와 같은 현상을 재확인하였다[34].

1.3. 연구의 접근 방법
본 논문에서는 거친 해수면/해저면의 영향을 해양 환경에 따라
고려하기 위해서, 관측되는 경계면의 PSD에 적합한 산란강도 모델을
선정하였고, 이를 음선 이론 기반의 전달 손실 모델과 결합하여 시간
영역 잔향음 모델을 개발하였다. 잔향음 개발에 대한 간단한 모식도는
그림 1.2와 같다. 본 모델의 목적 중 하나는 소나 시스템 운영 특히,
잠수함 능동 소나 운영 주파수 대역인 중주파수 대역의 잔향음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경계면 산란에 의해 수신된 배경 소음
신호에서 표적 신호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고주파
대역에서 다른 전달 손실 모델에 비해 효율적이고, 해양 환경 특성
분석이 용이한 음선 이론을 본 잔향음 모델에 적용하였다. 본 모델에
적용한 해수면/해저면 산란강도 모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출
과정에 따라 크게 실험 기반과 이론 기반으로 구분된다. 특히, 이론
기반으로 산란강도를 계산하는 과정은 산란을 발생시키는 물리
현상에 따라 거칠기에 의한 산란과 체적 불균질성에 의한 산란으로
구분 지어 계산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지배적인 산란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모델의
결과로서, 시간 영역 비간섭 잔향음이 도출되는데, 이는 주파수
영역의 잔향음에 비해 실측 데이터와 직접 비교가 용이하며, 시간에
따라 지배적인 산란 메커니즘 관측/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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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과 같이 기울기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산란은 평면이 존재하는
해양 환경과 다른 특성을 보이며, 해저면의 거칠기 크기를 구분하여
산란강도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 뉴저지(New Jersey)
부근의 대륙붕에서 관측된 해저면 거칠기는 기존의 가우시안
스펙트럼이나 power-law와는 다른 본 칼만(von Karman) 스펙트럼
형태를 보이는데, 본 논문에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대륙붕의
산란강도를 계산하기 위해 산란 이론을 기반으로 산란 단면적을
유도하였다. 이후 이를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대륙붕에서의
산란강도를 관측/분석하였다. 대륙붕과 같이 해저면의 기울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방성(anisotropic)이 형성된 환경에서의
잔향음은 N x2D 개념을 적용하여 모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의된 잔향음을 이용하여 심해와 천해 특성이 공존하는
대륙붕의 잔향음 특성을 관측/분석한다.

그림 1.2. 잔향음 모의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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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음선 이론 기반의 잔향음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기존의 결과와 비교/검증한다. 3장에서는 앞서 검증된 잔향음 모
델을 남해, 동해와 같은 한국 근해 환경에 적용하여 각 해역에 따른
잔향음 특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방성 거칠기를 가지는 대륙붕
잔향음을 모의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뉴저지 대
륙붕 부근의 잔향음을 관측/분석한다. 5장에서는 해저면에 비해 빠른
시간 내 변화하는 해수면에 의해 형성된 시변 음향 채널의 특성을 연
구하고, 이어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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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친 경계면 산란에 의한 잔향음 모의
2.1. 음선 기반 잔향음 모델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실험/이론 기반의 산란강도 모델을 음선
모델과 결합하여 시간 영역 잔향음 신호 모의하였다. 잔향음 모델의
적용 범위는 사용되는 전달 손실 모델과 산란강도 모델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잔향음 모델에서는 전달 손실 모델인 음선 모델 보다
음선 모델과 결합되는 산란강도 모델에 의존적임을 기존의 결과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2절에서 언급한다. 본
모델은 실험기반의 Chapman-Harris 식과 Lambert 법칙, 이론기반의
APL-UW모델과 소경사 근사법 기반의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중주파수
대역 특히, 잠수함 능동소나 운영 주파수 대역에서 유효한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였다.
한편, 불규칙적인 경계면으로부터 산란되어 수신되는 잔향음
신호를 음선 이론 기반으로 모의하기 위해서는 각 산란
면적(elemental scattering area)에 대한 고유 음선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고유 음선을 산란강도 함수와 결합하면 각 산란 면적에
의한 산란 신호를 모의할 수 있다. 각 산란 면적에 대한 산란 신호를
경계면에 따라 적분하면 불규칙 경계면에 의한 잔향음 신호를 모의할
수 있다. 아래는 시간 영역 비간섭 잔향음 신호 RL(t)를 모의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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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기서  는 음원 강도(intensity)이며, pm과 pn은 각각 음원에서 산란
체, 산란체에서 수신기까지 m과 n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고유 음선의
음압을 나타낸다.      는 산란강도 단면적으로서 산란 면적에
m 경로로 입사하여 n 경로로 산란된 경우에 대한 산란강도 크기이다.
 과  은 각각 산란 면적에 대한 입사각과 산란각으로서, 경계면으
로부터의 접지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은 입사 음선과 산란 음선
사이의 방위각(azimuthal angle)이다.  과  은 각 경로를 통해 입사
되는 음선의 지연 시간(delay time)이다. 그림 2.1은 특정 산란 면적에
대한 고유 음선을 추적하고, 구해진 고유 음선의 정보를 산란강도 함
수와 결합하여, 그 산란 면적에 의한 산란 신호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경계면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각 산란 면적에
대한 산란 신호를 구하고 이를 경계면에 대해 적분하면, 불규칙 경계
면에 의한 잔향음을 계산할 수 있다.
시간 영역 잔향음 모델은 식 (2.1)을 기반으로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지만, 사용되는 전달 손실 모델에 따라 각 잔향음 모델의 계산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음선 이론 기반의 CASS[21] 경우, 특정
시간에 영향을 주는 산란 신호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산란 면적을
계산하여, 최종 잔향음 신호를 계산한다. 반면에 본 모델에서는 특정
산란 면적에서 음파가 산란되어 여러 시간에 걸쳐 산란 신호를
형성하며, 전 산란 면적에 의한 산란 신호의 시간 영역 합으로 최종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산란 면적에 대한 고유
음선을 추적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된 고유 음선 구조 분석을
통해 해양 환경에 따른 잔향음 경향이나 특정 산란 면적에 대한 산란
신호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산란 면적 크기에 따른
잔향음 신호 수렴도 고찰에도 용이하다.
















16



그림 2.1. 특정 산란 면적에 의한 산란 신호 모의 과정 도식도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음선 모델은 박철수 등[35]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서, 시간 영역 광대역 신호 모델링에 효율적이다. 이러한 음선
모델에 해수면/해저면에 대한 산란강도 모델을 결합하여 최종적인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는데, 보다 정확한 잔향음 신호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산란강도 함수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적용 영역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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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의 2.1.1절과 2.1.2절에서는 본 논문에
사용된 음선 모델과 산란강도 모델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설명한다.
식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경계면을 따라 수치적 적분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 잔향음
신호가 수렴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란 면적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2.1.3절에서 언급한다.

2.1.1. 음선 이론 기반의 전달 손실 모델
본 잔향음 모델에 이용된 전달 손실 모델은 박철수 등[35]에 의해
개발된 음선 모델을 일반적인 거리 종속 해저 지형에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된 모델이며, 이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해양 음속 구조를 선형 음속 구간으로 분리하여 거리
독립적인 수층을 형성하고, 이런 수층에서의 음선 정보를 해석식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의 시변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서 적용가능한 음선 추적 알고리듬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이 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음원으로부터 전파되는
음선을 추적하며, 이와 같은 음선 추적 과정과 해를 찾는 수치 기법을
결합하여 수신기에 입사하는 고유 음선을 찾는다. 이는 고전 음선
이론(classical ray theory)에서 사용하는 고유 음선 탐색 알고리듬과
유사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 각 고유 음선의 음압 크기는
경계면에 의한 반사 손실의 누적과 기하학적인 확산에 의한
손실(spherical spreading loss)을 고려하여 근사하였다. 식 (2.2)는 각
고유 음선에 대한 음압 크기를 모의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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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기서 Aeig는 고유 음선의 음압 크기이다. Ltot는 음원에서
수신기까지 음선이 진행한 거리이며, Riref과 N 은 각각 음선이
진행하는 동한 부딪히는 경계면에 대한 반사 계수와 부딪히는 횟수를
나타낸다. 특히, 해수면/해저면이 거칠 때, 기존의 평평한 경계면에
대한 Rayleigh 반사 계수와 산란 이론 기반으로 유도된 간섭 반사
계수[36] 중의 타당한 반사 계수 채택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37].
일반적으로 각 반사 계수 기반의 잔향음 준위 차이는, 음원의 중심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실해양 환경을 반영한 잔향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간섭 반사 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원거리에서의 잔향음은 다중
반사를 경험한 음선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Rayleigh 반사 계수
기반의 잔향음이 실측 원거리 잔향음과 더욱 근접하다[3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ayleigh 반사 계수를 사용하여 비간섭 잔향음을
모의한다.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인 확산에 의한 손실은 음속 구조가 등속일
때 정확한 해를 주지만, 해양 환경 자체의 불확실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속 구조에서도 식 (2.2)를 이용하여 음압 크기를
계산한다. 박철수 등[35]은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전달 손실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이 전달 손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경섭 등[38]은 이 전달 손실 모델을 역산에 활용하여 해저면의
물성치를 구하고 이를 실측 자료와 비교하여 그 값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식 (2.2)를 기반으로 계산된 전달 손실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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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해양 환경에서 유효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음원에서 각 산란 면적까지의
고유 음선을 구해야 하므로, 수신기의 위치가 경계면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본 잔향음 모델에서는 고유 음선을 산란 면적으로부터
음원까지 역으로 추적하여 고유 음선 탐색 각도 범위를 줄였으며,
이를 통해 계산 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그림 2.2는 임의의 하향 구배
음속 구조와 거리 종속 해저면을 가지는 해양 환경에서 경계면에서
음원으로 고유 음선을 추적한 결과이다.

그림 2.2. 임의의 하향구배 거리 종속 환경에서 경계면으로부터
음원까지의 음선 추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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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실험/이론 기반의 산란강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확한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결합될 산란강도 모델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하며, 음원의
주파수 영역이나 실험 환경에 맞는 산란강도 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과 이론 기반의 해수면/해저면 산란강도 모델
사용하였으며, 이 산란강도 모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실험 기반의
해수면/해저면 산란강도 모델은 각각 Chapman-Harris 식[5]과
Lambert 법칙[6]이 있다. 실험 기반의 산란강도 함수를 이용할 경우,
산란강도 함수 입력 변수 결정이 용이하고 산란강도 계산이
간단하다는 이점은 있으나, 산란 혹은 잔향음 계산 결과에 대한
물리적 의미 고찰이 어렵고, 이론 근간의 산란강도 모델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며, 적용 가능한 환경 규정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
또한 Chapman-Harris 식과 Lambert 법칙으로 후방
산란강도(backscattering strength)를 예측하는 경우, 그 크기가 고
접지각에서 실측 실험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facet term을 고려해야 한다[39, 40]. Ellis[18]는
실측데이터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facet term을 추가하여
잔향음을 모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항을 고려하여 Ellis의 모의
잔향음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 절 본
잔향음 모델 검증 과정에서 언급한다.
이론 기반의 해수면/해저면 산란강도 모델은 섭동 이론,
키르히호프 근사법, APL-UW 모델이나 소경사 근사법 등이 있다[3].
본 모델에서 해수면/해저면 산란강도 예측에 사용된 APL-UW 모델은
섭동 이론과 키르히호프 근사법을 내삽하여 전 각도에 대해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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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강도를 예측한다[14]. 한편, Voronovich[15]에 의해 처음 제안된
소경사 근사법은 일률적인 접근 방법으로 전 각도에 대해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 기반의 산란강도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의 물성치 특히, 각 매질의 음속, 밀도, 감쇄 계수와
경계면의 파워 스펙트럼 특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양 환경을 구성하는 매질의 물리적 물성치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론 기반의 산란강도 모델의 적절한 입력 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론 기반 산란강도 모델로
도출된 산란강도 크기 및 잔향음 결과는 물리적 의미 고찰이
용이하며, 실험 기반에 비해 그 값이 정확하고, 각 모델의 가정에
의해 적용 가능한 환경을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다. 표 2.1은 각
산란강도 모델의 특징 및 적용 가능한 환경을 정리한 것이며, 그림
2.3은 해수면/해저면에 대한 각 모델의 산란강도를 나타내었다. 이 때
음원의 주파수는 7 kHz이며, 해수면과 해저면의 매질의 물성치는
각각 공기와 진흙을 참고로 결정하였다.
표 2.1을 통해 APL-UW의 적용 주파수 범위가 10~100 kHz인
고주파수 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을
중주파수 대역에 활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APL-UW 모델이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파수 범위 규정이 임의적이다[14]. 또한
최근에 중주파수 대역에서 수행된 산란 실험 결과는 APL-UW 모델이
중주파수 대역에서 유효함을 보여준다[41]. 이는 APL-UW 모델이,
저주파수 대역과 고주파수 대역에서 각각 유효한 섭동 이론과
키르히호프 근사법을 내삽하여, 산란강도 함수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한편, 해상 상태가 거칠거나 체적의 불균질성에 의해 기포/체적
산란이 지배적인 경우, 해수면의 기표 체적 산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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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l[4]이 제한하였던 식을 적용할 수 있고, 해저면의 체적
뷸균질성에 의한 산란은 섭동 이론 기반으로 유도된 식[3]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1. 실험/이론 기반의 산란강도 모델 특징
산란강도 모델 특징 적용 주파수 산란 메커니즘
Roughness
실험
Chapman-Harris 식 기반 0.4 ~ 6.4 kHz
+
해수면
bubble effect
산란강도
모델
APL-UW 모델 이론
기반 10 ~ 100 kHz Roughness
Lambert 법칙

실험
기반

-

해저면
산란강도 APL-UW 모델 이론 10 ~ 100 kHz
기반
모델
SSA 모델

Roughness
+
Volume
inhomogeniety
Roughness

Dependent on
이론 surface
roughness Roughness
기반 powe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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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산란강도 (7 kHz): 해수면(위)과 해저면(아래)

2.1.3. 산란 면적에 따른 잔향음 수렴도 관측
방위각에 대한 등방성 잔향음을 모의할 때 산란 면적 는
로 표현된다. 여기서 은 음원에서 산란 면적까지 수평
거리이며, 은 산란 면적의 거리 증분을 나타낸다. Urick[42]은 해양
환경의 음속 구조가 등속이며 음원 펄스의 첫단과 끝단 신호가
산란체에 의해 산란되어, 수신기에 동시에 입사된다는 과정으로, 거리
증분 이 에 비례하는 값으로 설정하였다(여기서 는 음속이며,
는 음원의 펄스 길이다). 즉, 특정 시간에 관측되는 잔향음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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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산란 면적이  에 비례함을 의미한다. Chapman과
Harris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경계면으로 입사하는 음선의 접지각이
 일 때, 거리 증분을 cos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산란강도를 추정하였다[5]. 하지만 음속의 구조가 등속이 아닌 실제
해양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펄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위와 같이 산란 면적을 설정하고, 각 산란 면적에 의한
산란 신호의 합으로 잔향음을 구하는 것은, 실제 잔향음의 물리적
현상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개발된
모델의 산란 면적은, 산출된 비간섭 잔향음 신호가 수렴되는 값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2.4는 산란 면적 크기 변화에 따라 모의된 잔향음
신호를 보여준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란 면적이 작아질수록 잔향음
신호의 변동성이 줄어들며 각 시간 마다 특정 값으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잔향음 신호가 초기 시간에
비해 빨리 수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증을 위해 잔향음 신호를
모의할 때, 산란 면적을 일정 비율로 늘려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산란 면적은 비간섭 잔향음 신호
모의뿐만 아니라 간섭 신호 모의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며 정확한 간섭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타당한 산란 면적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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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산란 면적 변화에 따른 잔향음 수렴도

2.2. 잔향음 모델 검증
본 논문에서 개발된 잔향음 모의 모델 SNURM (Seoul National
Univ. Reverberation Model)의 결과들을 Ellis[18]와 2006 잔향음 모델
링 워크숍[26]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본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중주파수 대역의 잔향음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인 본 모델을,
저주파수 대역에서 활용되는 Ellis 모델과 비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모델의 적용 주파수는 사용되는 산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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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에 의존적이며, 사용되는 산란강도 함수에 따라 저주파수 대역으
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논문에 비해 수치 실험 환경이 명확
히 규정되어 있는 저주파수 대역 Ellis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각 결과
간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본 모델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나아가 2006 잔향음 모델링 워크숍에
실린 여러 모델 결과의 상계(upper bound)와 하계(lower bound) 사이
에 본 모델의 결과가 위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다양한 주파수에서
SNURM의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2.2.1. 잔향음 모의 결과 비교 - Ellis
Ellis[18]는 정상모드법 기반의 전달 손실 모델과 Lambert 법칙
산란강도 모델을 결합하여 거리 독립적인 천해에 적용 가능한 잔향음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GSM(Generic Sonar Model) 결과
및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절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 모델의 결과를 Ellis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그림 2.5는 모델을 실행한 수치 실험
환경과 그 환경에서 모의한 각 모델의 잔향음 신호이다. 이 때 음원은
펄스 길이가 100 ms인 100 Hz CW(Continuous Wave) 신호를
사용하였으며, 그 크기는 10 dB re 1Pa이다.
등속 음속 구조의 Pekeris 해양 환경에서 Ellis[18]의 결과(N.
Mode)와 잔향음을 시간 영역에서 100초간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최대 0.3 dB 이내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본 모델과 GSM
결과와의 차이는 N. Mode와 차이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이는 본
모델과 GSM 모델이 해저면 반사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 차이에서
27

기인된다(본 모델은 해저면에 입사하는 음선의 반사 계수를 직접
계산하고, GSM 모델은 1도 간격으로 입력 받은 반사 계수를 보간
하여 해저면 반사 손실을 추정한다). 음선이 진행함에 따라 이러한
반사 손실 차이가 누적되어 100 초에서 최대 2 dB 차이가 발생한다.
다음은 해양의 음속 구조가 하향 굴절일 때의 본 모델 결과를,
Ellis[18]가 예측한 잔향음 모의 신호와 비교하였다. 그림 2.6은
일반적인 음속 구조를 가진 환경에서 본 모델과 Ellis 모델이 계산한
해수면/해저면 잔향음 결과이다. 음원은 펄스길이 500 ms인 630 Hz
CW 신호를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200 dB re 1Pa이다. Ellis 는
Lambert 법칙에 facet term이 결합된 형태의 산란강도 모델을
사용하여 해수면/해저면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였는데, 본 모델에서도
이와 동일한 형태의 해수면/해저면 산란강도 함수를 사용하여
잔향음을 계산하였다.
해수면에 의한 잔향음 모의 결과는 일치하나 해저면에 의한
잔향음 결과는 최대 3 dB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의 발생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본 모델과 Ellis 잔향음
모델은 상호 다른 전달 손실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질내의 전달 손실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전달 손실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은 경계면에 의한 반사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본 모델은 Rayleigh 반사 계수를 바로 적용하는 음선 모델을
사용하는 반면, Ellis의 방법은 경계 조건 기반으로 경계면의 영향을
고려하는 정상모드법을 사용한다. 이는 모델간의 전달 손실 차이를
발생시키며, 최종적으로 잔향음 예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계면을 따라 적분하여 시계열 잔향음 신호를 구함에 있어, Ellis는
모드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미소 산란 면적을 사용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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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모드법 기반의 잔향음 모델에서는 이동시간(travel time)과 산란
면적을 바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본 모델은 거리에 따라
일정한 미소 산란 면적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두 잔향음
모델의 결과 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본
모델은 기하학적인 확산에 의한 손실을 기반으로 전달 손실
계산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음속이 등속이 아닌 경우 정확한 전달
손실과 오차가 발생한다.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Ellis의
결과와 차이를 가져오나, 실해양 환경의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였을 때, 본 모델을 이용하여 잔향음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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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Pekeris 실험 환경에서의 잔향음 신호 : 모의실험 환경(위)과
잔향음 신호 비교(아래)

그림 2.6. 하향구배 환경에서의 잔향음 신호 모의 : 모의실험
환경(위)과 잔향음 신호 성분 비교(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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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잔향음 모의 결과 비교 – 2006 Workshop
잔향음 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잔향음 모델링
워크숍[26]이 2006년도에 개최되었다. 워크숍에서 기존에 개발된
잔향음 알고리듬 개념을 정리하였고, 잔향음 모델의 한계점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논의되었다. 또한, 각
잔향음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20가지 환경에 대한 잔향음 신호 모의가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거리 독립 환경에서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는 문제
12, 13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기존 잔향음 모델과 비교하였다.
이 때, 문제 12, 13은 각각 여름철과 겨울철 음속 구조를 가진다. 그림
2.7은 모의실험 환경을 보여주며, 사용된 음원은 가우시안 음원으로, 3
dB 밴드폭이 중심 주파수/20이다. 이 때, 중심 주파수는 250, 1000,
3500 Hz이다. 그림 2.8, 2.9, 2.10 은 각 주파수에 따른 잔향음 모의
결과 비교다.
그림 2.8, 2.9, 2.10 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잔향음 모델의 결과가 기존의 모델 사이에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여름철 음속 구조를 가지는 환경에서의 잔향음 준위가 겨울철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리 감소한다. 이는 여름철에는
해수면에서의 음속이 해저면에 비해 높아서 음선이 하향 굴절하여
진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해저면 손실이 겨울철보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모의한 잔향음 신호는 초기 시간에서
Harrison[29]이 모의한 신호와 달리 굴곡을 가진다. 이는 Harrison은
mode-striping 법 기반의 해석해를 이용하는 반면, 본 모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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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산란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직접 계산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절에서 모의된 잔향음 준위나 시간에
따른 잔향음 감소 경향을 기존 결과와 비교하면, 본 논문에서 개발된
잔향음 모델이 임의의 해양 환경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잔향음 모델은 고주파수 영역에 적용하는
음선 모델과 음속 구조가 등속일 때 정확한 해를 주는 기하학적인
확산에 의한 전달 손실 기반으로 잔향음을 모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주파수 250 Hz의 여름철/겨울철 해양 환경에서 타모델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타당한 결과를 보임을 그림 2.8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각 모델의 전달 손실에 의한 차이보다 결합하는
산란강도 모델이 잔향음에 더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적용하는 산란강도 모델의 특성이 잔향음 모델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7. 2006년 잔향음 모델링 워크숍 모의환경: 여름 음속
구조(문제 12)와 겨울 음속 구조(문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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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잔향음 모의 신호 비교 (250 Hz): 여름 음속 구조(위)와
겨울 음속 구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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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잔향음 모의 신호 비교 (1000 Hz): 여름 음속 구조(위)와
겨울 음속 구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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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잔향음 모의 신호 비교 (3500 Hz): 여름 음속
구조(위)와 겨울 음속 구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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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향음 모의 결과를 통한 한국 근해 실측
데이터 특성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검증된 잔향음 모델을 이용하여 남해, 동해 해
양 환경에 대한 잔향음을 모의하고 이를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
해역의 잔향음 신호 경향을 분석한다. 비간섭 잔향음 모의 결과와의
시계열에서 직접 비교하기 위해, 동일 관측 지점에 반복적으로 수신된
음압을 에너지 평균 개념을 이용하여 신호 처리하였다.
한편, 남해와 동해에서 관측되는 잔향음 신호는 각 해역의 수심이
나 산란강도의 특성에 따라 상호 다른 경향을 가진다. 남해, 동해에
대한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고 실측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과
비교, 분석된 각 해역의 잔향음 특징은 각각 3.2절과 3.3절에서 언급한
다.

3.1. 시간 영역 실측 비간섭 잔향음 신호
남해/동해에서 측정된 잔향음 신호는 기포 혹은 경계면의 거칠기
에 의해 산란되어 수신기에 음압 단위로 기록된다. 수신된 산란 신호
의 불규칙한 위상에 의해 잔향음 신호는 시공간적인 변동성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불규칙한 잔향음 신호의 강도(intensity)를 평균하여, 잔향
음 신호에 존재하는 산란 신호 상호간의 간섭 효과를 제거한, 각 해역
의 비간섭 잔향음을 구한다. 그리고 실측 비간섭 잔향음 준위와 모델
로부터 도출된 비간섭 잔향음 준위를 시간영역에서 직접 비교하여, 각
해역의 잔향음 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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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친 경계면이나 산란체에 의해 불규칙한
위상을 가지고 수신된 신호는   〈 〉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여기서  , 〈 〉 는 전체 수신 음압과 평균 음압이며, 
는 산란 음압을 의미한다). 특히, 비간섭 잔향음에 연관되는 영역은
〈  〉 〈  〉 〈 〉 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음원과 수신
기 위치가 동일한 단상태 잔향음인 경우 평균 음압은 0에 가까우므로
〈  〉≈〈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비간섭 잔향음 준위
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하였다. 비슷한 시간대 15 번 반복 측정된
실측 신호에서 음원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소음을 필터(filter)를 이용
하여 제거한 후, 이를 자승을 취한 후 0.02초간 이동 평균하였다. 이러
한 방법을 통해 각 ping에 대한 실측 데이터의 중요한 패턴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평균하여 비간섭 잔향음을 구하고, 모델로부터 계산
된 잔향음과 비교하였다.
































3.2. 비간섭 잔향음 실측 데이터와 잔향음 모의
신호 비교 – 남해
3.2.1. 실험 환경
남해 잔향음 신호는 2007년 8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한
‘장애물 탐지 기법 개발’에 관련된 실험에서 측정되었다. 이 실험은
해상에 표적이 있을 때, 다양한 음원에 대한 표적 신호가 주위 소음
등과 구분되는지를 판별하고, 이를 통해 표적 신호 구분이 용이한
음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표적 신호 특성이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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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때의 수신 신호를 잔향음 신호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한 후,
모델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때 해양 환경의 수층 음속 구조는 여름에
빈번히 나타나는 하향 굴절형 구조이며, 측정 지역의 수심은 약 20 m
로 거리에 대해 그 값이 거의 일정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원에 따른 표적 신호 구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음파 전달 손실과
해저면 산란강도를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음속, 밀도 등과 같은
해저면의 물성치나, 산란강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해저면 거칠기
스펙트럼은 관측되지 않았다. 따라서 남해 잔향음을 모의하기 위해
실험 지역의 해저면 물성치를 기존 자료[43]을 통해 찾고, 이를
기준으로 실험 지역의 해저면 매질 특성인 진흙의 물성치를 갖는
범위에서 음속, 밀도 등을 변동하여 해저면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고,
이를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표 3.1은 해저면 모의 잔향음 신호를
계산하기 위해 참고한 한국 해역의 해저면 물성치이다. 해저면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해저면의 거칠기 또한 중요한 요인인데,
이는 APL-UW handbook[44]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표 3.1. 한국 근해 해저면 물성치: 서해, 남해, 동해[43]

Wet bulk
Regions Sand (%) Silt (%) Clay (%) Mean()size density Velocity
( ) ( )
서해 11.1
61.6
27.3
6.28
1.67
1592


남해

0.2

53.9

45.8

7.91

1.50

1542

동해

11.9

43.3

44.8

7.20

1.47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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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당시 평균 풍속이 2.2 m/s이며, 이에 따른 평균 파고는 0.4
m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앞서 언급한 표적 탐지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 때, 음원의 방향성은 무지향성(omni-directionality)이다. 음원의
깊이는 약 6.8 m이며, 음원은 그 준위가 205 dB re 1Pa인 CW
신호와 LFM(Linear Frequency Modulated) 신호이다.
수신된 잔향음 신호는 10개의 채널을 갖는 수직선배열(Vertical
Line Array, VLA)에서 기록되는데, 본 절에서는 음원과 위치가
근접한 채널에 수신된 잔향음 신호를 이용한다. 이로 인해, 측정
신호는 음원과 수신기의 위치가 동일한 단방향 잔향음 신호로 간주될
수 있고, 이를 단방향 잔향음 모의 신호와 비교하였다. 이 때
수신기의 RVS는 123 dB re 1V/Pa 이다. 그림 3.1은 이 해역의
특성을 반영한 모의실험 환경이다.

그림 3.1. 모의실험 환경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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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측 잔향음과 모의 비간섭 잔향음 신호 비교 –
남해
본 절에서는 앞서 검증된 잔향음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 50 ms
펄스 길이를 갖는 6 kHz 대역 CW와 LFM 음원에 대한 남해
해수면/해저면 잔향음을 모의하였다. 해수면 잔향음 신호는
Chapman-Harris 식을 이용하여 모의되었고, 해저면 잔향음 신호는
Lambert 법칙과 같은 실험식 기반 산란강도 모델과 APL-UW 모델과
같은 이론 기반 산란강도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 모의되었다. 그림
3.2와 3.3은 음원이 각각 CW 신호, LFM 신호 일 때 모의된
해수면/해저면 잔향음 신호이다.
남해에서 실측된 잔향음 신호는 천해 환경에서 실측되었기
때문에 해수면과 해저면에 의한 산란 신호 영향을 동시에 받아
형성되지만, 잔잔한 해상 상태와 하향 굴절형 음속 구조로 인해
해저면에 의한 산란 신호가 지배적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림 3.2와 3.3의 모의된 잔향음 신호를 통해 확인된다.
실험/이론 기반의 해수면, 해저면 산란강도 함수로 모의된
잔향음을 실측 비간섭 잔향음 신호와 시간 영역에서 직접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3.4와 그림 3.5는 음원이 각각 CW 신호와 LFM
신호 일 때 모의된 잔향음 신호를 실측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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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모의 비간섭 잔향음 준위(CW 음원): Lambert 법칙(위)과
APL-UW 모델(아래)

그림 3.3. 모의 비간섭 잔향음 준위(LFM 음원): Lambert 법칙(위)과
APL-UW 모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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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모의 비간섭 잔향음 준위와 실측 데이터 비교(CW 음원):
Lambert 법칙(위)과 APL-UW 모델(아래)

그림 3.5. 모의 비간섭 잔향음 준위와 실측 데이터 비교(LFM 음원):
Lambert 법칙(위)과 APL-UW 모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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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 음원에 대해 모의된 잔향음 신호를 상호 비교하면 각
잔향음의 수렴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나, 그 준위와 경향에 있어서
상호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음원의 특성에 의존하는 산란
신호간의 간섭 효과를 배제하여 계산한 비간섭 잔향음 준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두 음원에 대한 실측 잔향음을 비교하면 모의 잔향음
결과에서와 같이 각 잔향음 준위가 유사함을 그림 3.4와 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음원에 대한 0.5초 이전의 초기 잔향음
경향은 LFM 음원에 대한 잔향음이 CW 음원에 대한 잔향음에 비해
완만하게 감소한다. 이는 LFM 신호와 같이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신호의 상쇄 간섭 효과가 단일 주파수를 가지는 CW 신호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림 3.4과 3.5의 모의된 잔향음 신호를 관측 하면, 초기 0.6
초 이전의 잔향음 신호를 제외하고, 적용된 해저면 산란강도 모델에
상관없이, 잔향음 준위와 경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APL-UW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한 비간섭 잔향음이 관측 시간 1.5초
동안, 실측 데이터와 그 경향과 준위에 있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Lambert법칙은 실험을 기반으로 하나의 계수로 산란 크기와
경향을 결정하지만 이론 기반의 APL-UW 모델은 해저면의 음속, 감
쇄 계수와 같은 물리적 특성과 지형학적인 영향을 반영하여, 산란강도
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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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간섭 잔향음 실측 데이터와 잔향음 모의
신호 비교 – 동해
3.3.1. 실험 환경
동해 잔향음 신호는 2007년 12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한
‘표적 반사 신호 측정’에 관련된 실험에서 측정되었다. 이 때 해양
환경의 수층 음속은, 해수면에서 수온 약층 상단부까지의 음속
변동량이 거의 없으며, 수온 약층에서 급격한 음속 변동이 발생한 후,
해저면까지 상향 굴절형 구조를 가진다. 측정 지역의 수심은 약 1500
m이며, 거리에 대해 그 값이 거의 일정하다. 또한 해저면 성분의
대부분은 진흙(silty clay)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해에서 수행된 실험과 같이 실험 지점의 해저면 물성치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실험 지점의 해저면 물성치는 남해 해저면 물성치를
결정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해수면 환경의 경우, 실험
당시의 풍속은 3.7~6.7 m/s 이며, 해상 상태는 1~3이었다. 또한,
무지향성의 205 dB re 1Pa 준위를 갖는 음원이 깊이 약 30 m에
위치하였으며, 음원 신호로 CW 신호와 LFM 신호가 사용되었다.
수신기는 남해 해상 실험과 같이 10개의 채널을 갖는 수직선배열을
사용하였으며, 음원과 근접한 채널에 수신된 잔향음을
이용하였으므로, 음원과 수신기가 동일한 단방향 잔향음 신호라
간주할 수 있다. 이 때 수신기의 RVS는 123 dB re 1Pa 이다. 그림
3.6은 실험 해역의 특성을 반영한 모의실험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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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모의실험 환경 (동해)

3.3.2. 실측 잔향음과 모의 비간섭 잔향음 신호 비교 –
동해
본 절에서는 음원이 50 ms 펄스 길이를 갖는 5 kHz 대역의
CW와 LFM 신호일 때 모의된 잔향음 신호를, 실측 잔향음 신호와
비교, 분석하며, 이를 통해 각 시간에 지배적인 산란 메커니즘을
확인한다.
남해와 같은 천해 환경과 달리, 동해와 같은 심해 환경에서
음원이 해수면에 근접하게 위치한 경우, 해수면과 해저면 산란 신호가
분리되는 구간이 발생한다. 특히, 초기 2초간 동해 잔향음 신호는
해수면에 의한 산란 신호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원의 위치가 해수면에 근접하며, 실험 당시 해상 상태가
1~3으로 남해 해상 실험에 비해 해수면이 변동성이 심하고 더 거칠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2초간의 잔향음 신호를 모델을 통해 모의한
후, 이를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여, 남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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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잔향음 신호 특징을 분석한다.
그림 3.7은 실험 시 관측된 풍속 자료와 Chapman-Harris 식을
이용하여 모의한 해수면 비간섭 잔향음 준위를 실측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이다. 이 때, 음원은 5 kHz 대역 50 ms CW 신호이다. 그림
3.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의된 잔향음 신호가 실측된 잔향음 신호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1초 이후에
모의된 해수면 잔향음 신호는 실측 측정치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데,
이는 Chapman-Harris 식의 저 접지각 후방 산란강도가 실제
산란보다 낮게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림 3.7. 동해 모의 해수면 비간섭 잔향음 준위(CW 음원):
Chapman-Harris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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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동해 모의 해수면 비간섭 잔향음 준위(CW 음원(위)과 LFM
음원(아래)): Chapman-Harris 식+ 기포 산란

그림 3.9. 동해 모의 해수면/해저면 비간섭 잔향음 준위: CW
음원(위)과 LFM 음원(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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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l[4]은 3m/s 이상의 풍속이 있는 환경 일 때, 기포에 의한
산란이, 30도 이하의 낮은 접지각 부근에서 전체 산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Dahl[4]이 제안했던 기포 산란을
Chapman-Harris 식과 결합하여, 저 접지각에서의 낮은 산란강도를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실험 당시 동해 해상 상태에
근접한 해수면 산란강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기포에 의한 음속
변동[45]과 해수면과 음원 사이의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해수면 비간섭 잔향음 준위를 모의하였다. 그림 3.8은 앞서 언급한
물리 현상을 고려하여 모의한 해수면 잔향음 신호이며, 이는 그림
3.7에서 모의한 잔향음에 비해 실측치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3.9는 4초간의 전체 잔향음 신호와 모의 비간섭 잔향음
신호를 비교한 결과이다. 해저면 잔향음 신호는 Lambert 법칙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3.9의 두 음원에 대한 실측 데이터를 보면 잔
향음 감소 경향이 천해에서 측정된 남해 잔향음 신호와 다르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3.4, 3.5에
나타난 남해의 비간섭 잔향음 신호의 경우, backscattering path 이외
의 hybrid path에 의한 산란 신호로 인해 잔향음 신호가 부분적으로
굴곡져 있다. 반면, 동해 초기 2초간의 잔향음은 해수면까지의
backscattering path에 의한 산란 신호만 존재하므로, 남해 잔향음 신
호에 비해 단조롭고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이 때, 특정
산란 면적에 의한 산란 신호의 입사 경로와 산란 경로가 동일한 음선
일 경우, backscattering path라고 하며, 상호 다를 경우 hybrid path라
고 한다). 2초 직후, 해저면의 산란 신호로 인해 그 이전의 잔향음 준
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같은 특성을 갖는 동해 잔향음 신호는 본
잔향음 모델을 통해 그림 3.9와 같이 모의될 수 있다. 모의된 잔향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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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실측 잔향음 신호에서 관측된 바와 같이, 초기에는 해수면 산
란 신호로 인해 단조롭게 감소하며, 2초 직후에 수신 되는 해저면 산
란 신호에 의해 감소하는 잔향음 신호가 그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잔향음 모델로 도출된 잔향음 신호를 실측
잔향음 데이터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 시간대
에 기여하는 산란 신호를 구분할 수 있고, 나아가 실험 시 전체 잔향
음에 기여한 각 산란체의 산란강도 특징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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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륙붕에서의 잔향음 모의/관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나 시스템의 운영에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산란/잔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었
다. 해양 내 존재하는 불균질성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잔향 현상을 관
측/분석하기 위한 많은 실험과 이러한 산란/잔향을 모의하기 위한 이
론에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해 해역에 위
치한 대륙붕 내에서의 산란/잔향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앞서 사용한 음선 모델과 여러 이론 기반의 산란강도
모델을 적용하여 대륙붕 잔향음 신호를 모의/관측한다. 대륙붕은 앞서
모의한 해양 환경과 달리 상호 다른 기울기를 가진 해저면으로 구성
되며, 이러한 경계면 특성에 의해 형성된 쐐기(wedge) 형상에 의해 수
평적인 굴절(refraction)이 발생된다[46]. 한편, Guzhavina와 Gulin[47]
은 캄차카 반도 근처의 대륙 사면에서 획득한 실측 데이터를 통해서,
1 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잔향음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 중 하나가 산란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울기가 다른
두 해저면에 의해 형성된 쐐기 형상이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경계면 거칠기에 의한 산란이 잔향음에 지배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N x2D 잔향음 모델 개념을 착용하여, 대륙붕에서의 비간섭 잔
향음 신호를 모의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N x2D 개념의 잔향음 알고리듬을 이용
하여, 뉴저지 근방의 대륙붕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고, 이를 통해 대륙
붕 잔향음 특징을 관측/분석한다. 대륙붕은 앞 장의 해양 환경과 달리
각기 다른 기울기로 구성된 해저면에 의해 비등방성의 해저면 거칠기
를 가진다. 2장과 같은 평면 해저면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등방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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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 산란 면적 를 로 정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대
륙붕에서는 비등방성 해저면 거칠기로 인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이
는 잔향음 신호에 있어 계산 시간 증가의 요인이 된다. 본 장에서 모
의한 대륙붕 잔향음 신호는 음선 이론 기반의 GRAB(Gaussian RAy
Bundle)[22]을 사용하여 전달 손실 계산 시간을 감축시킨다(일반적으
로 GRAB은 고전 기반의 음선 이론에 비해 계산 부담이 적고 비교적
넓은 주파수 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뉴저
지 대륙붕 부근의 해저면 거칠기 특성은 본 칼만 스펠트럴 형태를 가
진다. 이는 근래까지 사용된 가우시안, power-law 형태의 스펙트럼과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로 인해 산란강도의 특성 또한 달라진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뉴저지 대륙붕 부근의 잔향음을 모의하기 위해, 본 칼
만 거칠기 스펙트럼을 가지는 경계면에 대한 산란강도를 산란 이론
기반으로 유도한다. 4.1 절과 4.2 절에서는 각각 음선 이론 기반의
GRAB을 적용하여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는 과정과, 본 칼만 거칠기
스펙트럼을 가지는 경계면의 산란강도에 관해 언급한다. 그리고 4.3
절에서는 본 모델을 뉴저지 근방의 대륙붕 환경에 적용하여 잔향음을
모의하고, 이를 통해 대륙붕 잔향음을 관측/분석한다.

4.1. 대륙붕 잔향음 신호 모의
4.1.1. 전달 손실 모델 GRAB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륙붕 잔향음을 모의하기 위해 음선 이
론 기반의 GRAB 모델[22]이 사용되었다. 본 잔향음 모델은 GRAB 을
사용함으로써, 고전 음선 이론에 비해 넓은 주파수 대역에 적용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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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계산 효율 또한 높아진다. 고전 음선 모델과 GRAB 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고전 음선 모델의 경우 고유 음선(eigenray)을 탐색함으
로써, 수신기에 입사되는 음압을 이러한 고유 음선의 영향만으로 제약
하는 반면, GRAB 의 경우 음원으로부터 진행하는 모든 음선이 에너지
빔을 형성하여, 수신되는 음압에 영향을 준다. 이 때 수신 음압에 영
향을 미치는 크기는 각 음선이 형성되는 빔의 특성과 수신기의 위치
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 식[22]은 특정 음선에 의해 형성된 에너지빔에
관해 식이며, GRAB 모델은 이 식을 사용하여 음선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한다.


        

  

(4.1)

이 때,  는 음원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항이며, 는 체적 감쇄와 반
사 손실에 관련되는 항이다.  와  는 각각 수신기와 중심 음선의 깊
이이며,  은 수평 지체(horizontal slowness)이다. 는 형성되는 빔폭
의 크기에 관련되는 항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4.2)

여기서  는 음파 출발 각도 변화  에 따른 특정 수평 거리에서의
깊이 변화를 나타내고, 는 수신기에서의 음파 파장이다. 특정 해양
환경에서는 음선들의 굴절이 일어나 특정 수신기 위치에서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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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현상이 발생하는데, 고전 음선 이론의 경우, 그 크기를 추정하는
식의 특성에 의해, 예측된 음압이 발산한다. 반면에 GRAB 에서는 식
(4.2)를 기반으로 중심 음선에 따라 에너지빔을 형성하여 전달 손실을
구함으로써, 초선(caustics)에 의해 음압이 발산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식 (4.1)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 수신되는 음압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같은 이력(history)을 가진 음선
을 수집하고, 이를 분류하여 각 음선 이력에 따른 그룹(group)을 편성
한다. 각 그룹에 의한 수신 음압의 크기는 식 (4.1) 기반의 가우시안
고유 음선 크기(Gaussian eigenray amplitude) 개념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그 크기는 각 음선의 빔이 형성한 크기 합의 제곱근과 같
다. 아래 식 (4.3)과 (4.4)는 각각 특정 그룹의 음선 빔에 대한 합과 고
유 음선 크기를 나타낸다.


(4.3)

  


(4.4)

 




그리고 각 그룹별로 수신된 음압의 도달 시간, 음원 출발 각도, 수신
기 도달 각도 등의 음선 정보는 음선의 빔에 따른 가중 평균
(weighted average)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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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여기서  는 특정 음선에 대한 음선 정보이다. 그림 4.1 은 반무한
(half-space) 영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GRAB 기반 전달 손
실과 수식 기반 정확한 해(exact solution)를 비교한 결과로서, 비교적
낮은 주파수 영역 500 Hz 과 1000 Hz 에서 GRAB 이 정확한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반무한 영역에서 정확한 해와 GRAB 기반 전달 손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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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음선 이론 기반 대륙붕 잔향음 신호 모의
해양 환경에서는 수평으로 의존적인 음속 구조나 해저면 거칠기에
의한 음선의 지속적인 방향 전환으로 인해 수평적인 굴절이 일어나기
도 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되는 대륙붕 잔향음 모델에서는 앞서 언급
한 현상이 전체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가정 하에,
N x2D 개념을 기반으로 비간섭 잔향음 신호를 모의한다. 또한, 잔향음
의 지배적인 요인은 거친 경계면에 의한 산란이고, 이러한 산란을 야
기하는 산란체가 전 경계면에 동일하게 흩뿌려있다고 간주한다. 이 같
은 가정으로, 음원과 산란체를 포함하는 평면과 산란체와 수신기를 포
함하는 평면에서, 전달 손실 모델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N x2D 개념
기반의 준 3D 잔향음 신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2 는 대륙붕 잔
향음에서의 음원, 수신기 그리고 해저면 산란체에 관한 간략한 기하학
구조를 보여준다. 이 때 그림 4.2 에서 해저면에 위치한 사각형은 각각
의 산란 면적을 나타내며, 점선으로 표시된 수직적으로 서 있는 평면
은 앞서 언급한, 음원와 산란체 그리고 산란체와 수신기를 포함한 평
면이다. 대륙붕에서의 잔향음은 수직 평면에 포함된 서로 다른 기울기
의 해저면에서의 산란으로 인해, 앞서 2 장과 3 장에 모의된 잔향음과
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본 장에서는 음선 이론 기반의 전달 손실 모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륙붕 비간섭 잔향음 신호를 모의한다. 일반적으로 잔향
음에서 음원과 산란체, 수신기가 한 평면을 벗어나 위치하는데, 이
러한 경우, 그림 4.2 에 나타난 수직 평면과 같이 음원과 산란체,
산란체와 수신기를 포함한 평면을 우선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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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대륙붕에서의 음원과 수신기 그리고 해저면에 대한 간략한
기하학 구조

이 두 평면에서의 GRAB 기반의 전달 손실 결과와 해저면의 거칠
기를 반영하는 산란강도 함수를 결합하여, 특정 산란 면적에 의한
산란 신호를 모의할 수 있다. 아래의 식은 특정 산란 면적에 의한
산란 신호로서, 식 (2.1)의 적분항에 들어있는 식과 동일하다.
   

   








   

(4.6)

위의 식에 나타난 각 항은 식 (2.1)과 일치하며, 는 산란 면적
으로서, 그림 4.2 에 나타난 해저면에 위치한 사각형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절에서 모의한 잔향음은 분산된 잔향음 영역
(diffuse reverberant field)에 의한 것으로, 산란체가 경계면을 따라 균
등하게 흩어져 있다. 따라서 각각의 산란 면적에 따라 앞서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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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산란 신호를 구하고, 이를 시간 영역에서 합산하
면, N x2D 개념 기반의 대륙붕 잔향음 신호를 모의 할 수 있다.
한편, Tang[48]은 해저면에 형성된 잔물결(ripple) 형상의 거칠기
를 작은 크기와 큰 크기 거칠기 성분으로 구분지어 산란강도를 계산
하였는데, 대륙붕에서의 해저면의 거칠기도 해저면의 기울기로 인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큰 크기 거칠기는 해
저면 거칠기 그 자체로서, 산란 면적에 들어오는 혹은 산란되어 나가
는 음선의 입사/산란 각도를 변경시켜 산란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작
은 크기 거칠기는 해저면 기울기에 형성된 거칠기로써, 해저면 거칠기
의 스펙트럼 형태를 결정한다. 그림 4.3 은 대륙붕 거칠기에 관한 간략
적인 그림으로써, 입사/산란 각도는 대륙붕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평가
된다.

그림 4.3. 대륙붕의 해저면의 기울기에 인해 나타나는 경계면 거칠기
특성에 대한 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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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서의 산란과 차별되는 대륙붕에서 산란 특성을, 앞서 언급
한 대륙붕 잔향음 모의 과정과 결합하면, 준 3D 잔향음 모델 기반의
대륙붕 비간섭 잔향음 신호를 모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
델을 뉴저지 대륙붕 환경에 적용하여 비간섭 대륙붕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뉴저지의 해저면 거칠기 특성을 고려
하여 산란강도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산란 이론으로 계산된 산
란강도는 뉴저지에서 관측된 본 칼만 스펙트럴 형태의 거칠기를 반영
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산란 이론을 적용하여, 본 칼만
거칠기 스펙트럼을 가지는 경계면에 대한 산란강도를 해석식 기반으
로 유도한다. 이 후, 이러한 산란강도를 고려하여 대륙붕 잔향음 신호
를 계산하고, 이를 관측하여 대륙붕 잔향음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평평한 해저면이 있는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
여 잔향음을 구할 수 있다. 대륙붕 잔향음 모델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잔향음 모델링 워크숍 I 에 명시된 평평한 해저면이 있
는 해양 환경에서의 잔향음을 모의하고, 이를 다른 모델의 모의 결과
[49]와 상호 비교한다. 모의 해양 환경은 음속 구조를 제외하고 2 장에
서 모델 검증을 위해 사용된 해양 환경과 동일하다. 음속 구조는 등속
구조이며, 그 크기는 1500 m/s 이다. 그림 4.4 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모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환경에 대한 다른 모델들의 결과가 2 장에
서 제시된 결과에 비해 수렴된 값을 갖는데, 이는 2006 년 잔향음 모
델 워크숍이 최초로 개최된 이후, 상호 간의 논의를 통해 수렴되는 값
을 찾았기 때문이다. 본 모델을 통한 결과 역시 이러한 수렴된 값과
근접한데, 특히, Weinberg 의 모델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Weinberg 의 모델 역시 음선 이론 기반의 GRAB 을 통해 잔향음을 계
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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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다른 모델과 본 대륙붕 잔향음 모델의 모의 결과 상호 비교

4.2. 본 칼만 거칠기 스펙트럼을 가진 해저면에
대한 산란강도 유도
본 장에서는 대륙붕의 잔향음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계면 거칠기 특히, 해저면 거칠기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해저면 산
란에 의한 잔향음 모의에 중점을 둔다. 타당한 잔향음을 예측하기 위
해서는 해양 환경 특히, 해저면의 거칠기 특성을 반영하는 산란강도를
우선적으로 모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 모델의 모의 신호를 뉴저지 대
륙붕 근방의 잔향음 신호와 시간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뉴저지 해저면의 거칠기에서 관측된 본 칼만 거칠기 스펙트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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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강도를 산란 이론, 특히 섭동 이론, 키르히호프 근사법 그리고 소
경사 근사법 기반으로 모의한다.
한편, 기존에 해저면의 거칠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스펙트럼
으로는 가우시안 스펙트럼, power-law 등이 있다. Ishimaru[11]는 가
우시안 스펙트럼을 가진 경계면에 대해 적절한 가정과 함께 키르히호
프 근사법을 적용하여 해석식 기반의 산란강도를 유도하였으며, 이 후
Jackson[12]은 산란 이론 특히 섭동 이론, 키르히호프 근사법 그리고
복합 거칠기 근사법을 적용하여 power-law 에 대한 산란강도를 추정
하고 이를 실측데이터와 비교/검증하였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스펙트
럼과 다른 본 칼만 거칠기 스펙트럼 특성을 갖는 해저면에 대한 해석
식 기반의 산란강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칼만 스펙트럼
은 풍동(wind tunnel)에서 난류(turbulence) 에너지 스펙트럼을 예측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이 후, 이 스펙트럼은 해저면의
거칠기를 묘사하는 스펙트럼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는데, 그 형태는 아
래와 같다[3].
(4.7)



  
 
    

여기서 는 경계면의 2 차원 파수 벡터(wave vector)이고,  는 차단
파수(cutoff-wavenumber)와 관련된 값으로, 그 크기는 상관 길이
(correlation length) 역수와 같다.  와  는 power-law 에서 스펙트
럼의 세기(spectral strength)와 스펙트럼의 지수(spectral exponent)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식 (4.7)은 파수 벡터에 따른 에너지 스펙트럼을 나
타내는데, 이 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수 벡터의 크기만 의존하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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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우시안 스펙트럼이나 power-law 와 같이, 등
방성(isotropic)의 성격을 가진다. power-law 의 경우 파수 벡터의 크
기가 0 에 근접할 때 발산함으로 인해, 특정 파수 벡터 영역에 한정되
어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본 칼만 스펙트럼은 차단 파수 
에 의해 파수 벡터의 크기가 0 일 때도 일정한 값을 갖고, 이로 인해
전 파수 벡터 영역에 적용가능하다. 그리고 식 (4.7)을 파수 벡터에 따
라 적분하면 경계면의 실효치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은 아래
식과 같다.


(4.8)


  
  
    

뉴저지 대륙붕에서의 해저면의 경우,  =3 의 값을 가진다. 이를 이용
하여 식 (4.7)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9)

뉴저지 대륙붕에서 관측된 실효치 높이 와 차단 파수  의 크기는
0.1414 와 0.1 이다. 본 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식 (4.9)와 같은 형태의 본
칼만 스펙트럼에 대한 산란강도를 예측한다.


4.2.1. 섭동 이론 기반의 산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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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섭동 이론 기반의 산란강도는 경계면의 실효치 파고가
음파의 파장보다 작을 때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섭동 이론은
Rayleigh-Rice 방법[7]이나 소화 정리[8]를 이용하여 산란 음압을 kh
차수에 대하여 전개하고, 이러한 전개항의 합으로 그 크기를 구한다.
Moe 와 Jackson 은 산란 음압이 존재하는 음장에 경계 조건을 적용하
여 kh 에 대한 1 차 전이행렬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란강도를 구
하였는데, 그 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3,9]. 이 식은 어떤 형태
의 경계면 거칠기 스펙트럼과도 쉽게 결합된다.
(4.10)

       

이 때,     는 아래와 같다.




  
     


 








×          ·       






(4.11)

여기서  ,  는 각 매질의 밀도와 파수이다. 일반적인 해양 환경에
서 이 값들은 해저면 바로 위 수층과 해저면 자체의 물성치이다.  ,
 는 각각 입사파와 산란파 벡터의 수평성분이며,  는 해저면에 진
행하는 파수 벡터의 수직 성분이다.  는 Rayleigh 반사 계수이며,
   는 파수 벡터가    일 때 평가되는 해저면 거칠기 스
펙트럼인데,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4.9)와 같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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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만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이 때,    는 브래그 파수 벡터(Bragg
wave vector)인데, 경계면의 파수 벡터      인 성분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산란 음파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브래그 조건
(Bragg condition)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섭동 이론의 기본적인 물
리 개념에 대해 설명해준다.










4.2.2.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
키르히호프 근사법은 접선 평면 근사법(tangent plane
approximation)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근사법은 섭동 이론과 함께
해저면의 거칠기에 의한 산란을 예측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널리 사용
되어 왔다. 키르히호프 근사법은 경계면의 곡률(curvature)의 반경
(radius)이 음파의 파장에 비해 매우 클 때 유효하다. 이 조건을 충족
하면 경계면은 음파에 대해 부분적으로 평평하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경계면에서의 음압은 Rayleigh 반사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키르히호프 근사법은 이러한 가정에 의해 정반사 방향(specular
direction) 근방의 산란에 대해 더 적합하며, 이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
도에 관한 식은 아래와 같다[11].
(4.12)


    


여기서   v  이다(이 때, v k  k       인데, 이는 입사
음파 벡터 k 와 산란 음파 벡터 k 의 차이를 나타내는 벡터이며, 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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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언급되었던  ,  는 각각 이 벡터들의 수평 성분이다).
  는 입사 음파와 산란 음파가 정방향 반사가 될 수 있도록 기울
여 만든 평면과 입사/산란 음파가 이루는 각도에서 평가된 Rayleigh
반사 계수로서, 그 각도의 크기는 아래 식과 같다[3].








(4.13)

v
   


 

여기서 는 매질의 파수이며,    의 관계식을 가진다. 한편,
식 (4.12)의 는 경계면 거칠기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경계면의 거칠기
가 등방성이고, 통계적으로 가우시안 특성을 가질 때,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




  

∞





exp        

(4.14)

   이며,  는 경계면 두 지점의 파고에 대한 상
여기서   
관성을 나타내는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이고, 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이다. 상관 계수는 경계면 거칠기 스펙트럼과 연관되며,
아래와 같은 식을 가진다[1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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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와 ′′ ′′ 는 경계면 위의 임의점이며,  는 이 점에서의 파고이
다. 은 이 두 점 차이를 나타내는 벡터이다. 해수면 거칠기가 본 칼
만 스펙트럼을 가질 때, 식 (4.15)는 다음 식과 같이 정리 된다.
′ ′ 







∞





   





 cos



(4.16)

′  ″   ′  ″  이다. 식 (4.16)
   이고,   
이 때,   
의 지수항을 테일러급수(Taylor series)를 이용하여 전개하고 이를 각
도 에 따라 적분하면 1 종 0 차 베셀 함수(0th order Bessel function
of first kind)로 정리되고, 이를 이용하여 식 (4.16)을 정리하면, 한켈
변환(Hankel transform)[51]으로 나타난다.












∞





(4.17)



 

 
   

식 (4.17)을 한켈 변환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와 같은 간
단한 지수항으로 나타난다. 이를 식 (4.14)에 대입한 후, 적분하여 를
구하면,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
나 식 (4.14)기반의 는, 적분 안의 의 증가와 그에 따라 0 으로 수렴
하는 상관 계수로 인해 발산하게 된다. 따라서 는 해저면의 스펙트럼
이 power-law 일 때와 마찬가지로, 식 (4.14)에 대한 특별한 수치 적
분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수치 적분을 사용하는 대신, 해저
면이 거칠다는 가정 하에 해석식 기반의 를 찾는다. 해저면이 거친
  

65

경우   ≫ 을 만족하고, 따라서    부근의 함수값이 식 (4.14)의
적분값에 큰 기여를 한다. 그러므로    ≈   ⋯와 같이 테일러
급수 기반으로 전개할 수 있다. 본 절에서 첫 번째 항만 남기어, 식
(4.14)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4.18)

exp     

식 (4.18)은 앞서 언급한 한켈 변환의 한 형태이며 이는 아래식과 같
이 해석식 기반으로 나타난다.
 

 

   

(4.19)

위 식을 이용하면 최종적으로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를
해석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4.20)

한편,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는 식 (4.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  그리고 항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는 키
르히호프 근사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항으로서, 음파가 산란되는 매질
의 특성을 반영하며, 는 입사 음파와 산란 음파의 기하학적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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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이는 입사/산란되는 음파의 방향
에 따른 산란강도 변화를 보여준다. 는 경계면 거칠기 스펙트럼을 포
함하고, 이를 통해 경계면 거칠기 특성을 반영한다. 앞서의 항들의 특
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경계면 거칠기 특성에 따른 산란강도
변화는 를 통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해저면 거칠기 스펙트럼에 따른
산란강도 특성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해저면 거칠기 특성을 반영
하여 를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4.2.3. 소경사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
섭동 이론과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 단면적의 한계를 보
완하여 더 정확한 산란강도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경사 근사법
이 제안되었다. 소경사 근사법은 Voronovich[15]에 의해 처음 제안되
었으며, 이 방법 기반의 산란 단면적은 일반적인 경계면 기울기의 체
계적인 전개로 의해 나타내어진다. 따라서 소경사 근사법은 높은 차수
의 경계면 기울기에 대한 전이 행렬 전개를 통해서 정확한 산란강도
를 계산할 수 있다. 소경사 근사법의 기반의 전이 행렬은 섭동 이론이
유효한 범위에서 섭동 이론 기반의 전이 행렬과 비교를 통해 구해지
는데, 이러한 유도 과정의 특성에 따라  ≪ 에서 섭동 이론 기반의
전이 행렬과 일치하게 된다. 또한 주파수 혹은 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경사 근사법의 산란강도는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와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소경경사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는 하나의 접
근법으로 더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며, 아래 식과 같이 섭동 이론과
키르히호프 근사법의 특성을 동시에 포함하여 나타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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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이를 본 칼만 스펙트럴 형태 기반으로 유도된 키르히호프 적분을, 에
대입하면 아래 식과 같이 정리된다.


       


    

(4.23)

4.2.4. 산란 이론 기반의 후방 산란강도 비교
앞서 언급한 산란 이론을 이용하여 뉴저지 대륙붕의 거칠기 스펙
트럼 특성을 반영하는 후방 산란강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4.5 에서 보여 진다. 이 때 중심 주파수는 200 Hz 와 1600 Hz 이다. 본
칼만 스펙트럼에 대한 후방 산란강도는 일반적인 산란강도와 같이 높
은 주파수에서 더 큰 산란강도를 가진다. 특히, 이 결과는 power-law
의 후방 산란강도와 유사하다. 한편, 섭동 이론이나 소경사 근사법 기
반의 산란강도는 임계각(약 25.4°) 근방에서 정점을 보이며, 이 임계각
이후 산란강도는 소폭 감소한다. 이는 매질의 특성에 의해 임계각 이
후의 각도에서 음향학적으로 더욱 투명한 경계면이 형성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점이 두 매질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키르히호
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의 앞서의 산란강도와 다르게 정점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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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는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는 단순히
Rayleigh 반사 계수를 통해 두 매질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섭동 이론과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는 각 이론의 가
정으로 적용 범위가 제한되는데, 이로 인해 각각 낮은 접지각과 높은
접지각에서 부정확한 산란강도를 예측한다. 소경사 근사법 기반의 후
방 산란강도는 낮은 각도에서는 섭동 이론 기반의 산란강도를, 높은
각도에서는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산란강도를 따른다. 소경사 근
사법 기반의 산란강도는 하나의 근사법 기반으로 섭동 이론이나 키르
히호프 근사법에 비해 더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며, 그림 4.5 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전체 각도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그림 4.5. 본 칼만 스펙트럼 기반 산란강도: 200 HZ(위)와 1600
Hz(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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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륙붕에서의 잔향음 모의/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음선 이론 기반의 잔향음 모델을 통해
대륙붕에서의 잔향음을 모의/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잔향음 모델은
실제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성된 잔향음 모델링 워크숍 II 문제 중
MS(Multi-Static) 문제에 적용된다. 이 문제에 제시된 환경은 뉴저지
근방의 대륙붕 환경과 유사하나, 모델 기반으로 잔향음을 모의하기 위
해 실제 환경을 간소화하여 설정되었다. 이 환경에서는 50 Hz 에서
3200 Hz 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전방향 순간 음원
(omni-directional impulsive source)이 사용되었으며, 각 중심 주파수
에서의 음원 준위는 0 dB 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 Hz 와 1600 Hz 의
대륙붕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였다. 그림 4.6 은 단상태 잔향음을 측정
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음원/수신기의 위치, 뉴저지 대륙붕에 있는 경
사면의 특징, 실험 시 측정 되었던 음속, 해저면의 물성치 특성 등을
보여준다. 수심은 육지 부근에서 15 m 이며, 대륙붕의 경사면에 의해
해양으로 갈수록 점차로 깊어져, 두 경사면의 경계에서는 95 m 가 된
다. 이 후 해저면의 기울기는 육지에 접한 경사면에 비해 더욱 급해지
며, 이로 인해 수심이 더욱 빠르게 깊어지게 된다. 단상태 잔향음의
경우, 음원과 수신기는 이러한 경사면 경계에 위치하며, 이들의 수심
은 18.29 m 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잔향음은, 대륙붕을 구성
하는 경사가 다른 두 해저면의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여 나타나는데,
모델 결과를 통해 각 경사면의 잔향 특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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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뉴저지 대륙붕 단상태 잔향음 측정 위치 및 해양 환경
본 장에서 제안된 잔향음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섭동 이론, 키르히
호프 근사법, 소경사 근사법 기반의 대륙붕 비간섭 잔향음을 모의하였
다. 이 때 중심 주파수는 200 Hz 와 1600 Hz 이다. 그림 4.7 은 모델
기반 비간섭 잔향음 신호를 보여 준다. 10 초 이전의 섭동 이론 기반
잔향음은,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의 잔향음보다 큰 준위를 가진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서는, 키르히호프 근사법 기반 잔향음이 더 큰
준위를 가진다. 이러한 경향은 잔향음을 모의하기 위해 결합된 각 산
란 이론 기반의 산란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림 4.5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낮은 접지각에서는 키르히호프 기반으로 추정된 산란강도
가 섭동 이론 기반의 산란강도 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키르히
호프 근사법과 결합된 잔향음은 서서히 감소하며, 나중 시간에서는 과
추정하게 된다. 뉴저지 근방 대륙붕의 해저면은 중주파수 대역 1600
Hz 에서도 최대 0.95 정도의 Rayleigh 변수(Rayleigh parameter)를 가
지게 된다. 이 영역에서는 섭동 이론 기반의 산란강도가 유효하며, 이
로 인해 섭동 이론과 결합된 잔향음이 키르히호프 기반의 잔향음에
비해 더 타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에서는 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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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기반의 잔향음이, 유효 범위가 넓은 소경사 근사법 기반의 잔향
음과 거의 유사한 준위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섭동 이론
혹은 소경사 근사법 기반의 잔향음을 이용하여 대륙붕 잔향음 특성을
분석한다.
초기 시간에서는, 중심 주파수 1600 Hz 에서의 잔향음이 200 Hz
에서의 잔향음에 비해 더 높은 준위를 갖는다. 이는 이 시간에서 잔향
음에 기여하는 주요한 음선 경로가 산란체와 수신기 사이의 직접파이
거나 해수면 반사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시간에서의 잔향음 준
위는 적용되는 산란 이론에 상관없이, 음원의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감
소하며, 두 주파수 사이의 잔향음 준위 차이는 관측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해저면 반사 손실의 특성에서 기인된다.
산란강도의 크기가 음원의 주파수와 비례하여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잔향음 준위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주파수에 비례하는 반사 손실로
인해 잔향음에 기여하는 음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륙붕 잔향음의
고유 음선 구조가 두 주파수 대역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높은 접지각
으로 수신기에 입사되는 음선이 1600 Hz 에서 더 많은 반사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나중 시간에서 더 낮은 잔향음 준위를 가지
게 된다. 즉, 뉴저지 근방의 대륙붕 잔향음에서는 주파수에 비례하는
반사 손실이 산란에 의한 에너지 획득보다 크기 때문에, 잔향음 준위
는 음원의 중심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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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뉴저지 대륙붕 환경에 대해 모의된 잔향음: 200 HZ(위)와
1600 Hz(아래)
한편, 일반적으로 비간섭 잔향음은 누적된 반사 손실로 인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그 준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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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 초 이전의 잔향음에서는 음원 주파수에 상관
없이 몇몇 정점들이 관측된다. 특히, 이러한 정점들은 1600 Hz 잔향음
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이 현상은 음속이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을 반
영한다. 뉴저지 대륙붕에서의 음선은 그림 4.6 에서 보여 진 음속 구조
로 인해 하향 굴절되어 해저면에 입사된다. 굴절된 음선은 해저면에
에너지 수렴 지역(convergence area)을 형성하며, 차후에 해저면 거칠
기에 의해 산란되어 음원 지속 시간(source duration time) 이내에 수
신기에 입사된다. 이로 인해 잔향음 준위는 순간적으로 증가한다. 평
평한 해저면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 수렴 지역이 지속적으로 형성 되
는 반면, 대륙붕에서는 그림 4.8 에서와 같이 해저면의 기울기로 인해
이러한 에너지 수렴 지역이 원거리에서 사라진다. 그림 4.8 의 평평한
해저면(왼쪽)에서의 수심은 뉴저지 대륙붕의 두 해저면 경계 수심과
동일한 95 m 이며, 경사진 해저면(오른쪽)의 기울기는 대륙붕의 두 번
째 해저면의 경사도와 동일하다.

그림 4.8. 뉴저지 대륙붕의 음속 구조로 인해 형성된 음선 구조:
평평한 해저면(왼쪽)과 경사진 해저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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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해저면에서의 하향 굴절된 음선은 약 1 km 간격의 주기성
을 가진 에너지 수렴 지역을 형성하고, 이러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나
타난다. 반면에, 경사진 해저면에서는 에너지 수렴 지역의 상호 간격
이 일정하지 않으며, 원거리에서는 해저면의 기울기로 인해 이러한 지
역이 와해되며, 음선과 해저면과 반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멸된
다. 대륙붕에서의 해저면과 같은 경사면이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을 대
조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평평한 면이 존재하는 해저면에 대한 잔향음
을 모의하고, 이를 앞서 뉴저지 대륙붕 환경에서 잔향음 신호와 비교
하였다.

75

그림 4.9. 대륙붕과 평평한 해저면 있는 환경에서 잔향음: 200
HZ(위)와 1600 Hz(아래)
그림 4.9 는 해저면 경사도에 따른 잔향음 준위를 보여준다. 이때,
음원의 중심 주파수는 200 Hz 와 1600 Hz 이다. 뉴저지 대륙붕의 음속
구조가 있는 평평한 해저면에서의 잔향음은 에너지 수렴 구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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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간격으로 인해 주기적인 정점이 나타나며, 이러한 정점들은 음
원 주파수에 상관없이 형성되며,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 때 정점의
주기는 약 1.4 초이다. 이는 음선이 약 2 km 이동할 때 해당하는 시간
으로 에너지 수렴 구간 사이 간격의 2 배이다. 따라서 평평한 해저면
에서 관측되는 정점은 음원에서 에너지 수렴 구간으로 입사된 후 해
저면 거칠기에 의해 산란되어 수신기로 들어오는 음선에 의해 형성된
잔향음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정점들은 그림 4.9 에서와 같이 지속
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대륙붕 잔향음에서의 이러한 정점들은 초기
시간에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쇄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륙붕 해저면의 경사가 수렴된 음선을 와해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대륙붕 지형에서는 에너지 수렴 지역이 나중 시간에서
는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대륙붕 지역의 잔향음은 나중 시간에서 단
조롭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대륙붕 지형은 평평한 해저면
에 비해 더 적은 해저면 반사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대륙붕 잔향음이
더 서서히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4.9 의 1600 Hz 잔향음 결과
비교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대륙붕 잔향음에서의 음속 구조
는 앞서와 같은 잔향음 경향 뿐 만 아니라 잔향음 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속 음속 구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잔향음을 모의하였다. 이 때, 음속은 1500 m/s 이며, 나머지 다른 환경
요소는 뉴저지 대륙붕 환경과 동일하다. 그림 4.10 은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다. 등속 음속 구조를 가진 잔향음에서는 두 주파수 대역에서
하향 굴절된 음선으로 인한 정점이 관측되지 않으며, 잔향음 준위는
관측 시간에 상관없이 단조롭게 감소한다. 200 Hz 에서의 잔향음은 음
속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가졌으나, 그 준위에 있어 상호 유
사하다. 그러나 1600 Hz 의 잔향음 준위는 서로 다른 해저면 반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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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인해 음속 구조에 의존적이다. 특히, 뉴저지 대륙붕 지역과 같은
음속 구조는 음선을 하향 굴절 시켜, 높은 접지각으로 해저면에 입사
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반사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은 해저면과의 반사 회수가 많아짐에 따라 누적된다. 따라서 1600
Hz 의 잔향음에서는 관측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커지게 된다.
한편, 대륙붕은 여러 경사를 가진 해저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환경에서의 잔향음은 각기 다른 해저면의 경사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형성된다. 특히, 뉴저지 대륙붕에서의 단상태 잔향음의 경우 음원과
수신기가 서로 다른 경사를 가진 해저면의 경계에 위치하여, 두 해저
면에서의 산란된 신호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수신기에 입사된다. 그림
4.11 은 200 Hz 와 1600 Hz 에서 각 해저면에 의한 잔향음 신호와 이
잔향음 신호들의 합을 보여준다. 200 Hz 에서의 각 해저면에 의한 산
란 신호는 상호 유사한 준위를 보이며, 최대 차이는 약 1 dB 이다.
1600 Hz 에서 각 해저면에 의한 잔향음은 초기 시간에 비슷한 크기를
가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번째 해저면에서의 산란 신호
가 커지며, 약 20 초 이후에서는 두 번째 해저면 산란이 전체 잔향음
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경사도를 가진
해저면에 의해 형성된 음향 채널 특성에서 기인된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초기 시간의 잔향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선 경로는 직접파
와 해수면 반사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중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음선이 대륙붕 잔향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로 인해 반사 손실
이 나중 시간의 잔향음 준위를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
사 손실이 높아짐에 따라 각 해저면의 잔향음 준위는 낮아진다. 특히,
비교적으로 낮은 수심을 가지는 첫 번째 해저면의 잔향음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혹은 해저면 산란체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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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1600 Hz 에서 원거리에서의 대륙
붕 잔향음의 경향은 두 번째 해저면의 산란 신호에 의존적이다.

그림 4.10. 등속 음속 구조와 하향 굴절형 음속 구조에 있는 대륙붕
환경에서의 잔향음: 200 HZ(위)와 1600 Hz(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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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뉴저지 대륙붕의 각 해저면에 의한 잔향음: 200 HZ(위)와
1600 Hz(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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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변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서의
음향 채널 모의/분석
실해양에서는 불규칙한 형태의 해수면이 이동함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음향 채널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중 통신 시
스템을 포함한 수중 음향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 시
킨다. 특히, 음향 채널 중 해수면 반사파 경로를 따라 입사된 신호는
도달 시간과 크기가 관측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
변 해수면이 음향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변수
들을 실험과 모델 기반으로 관측/분석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예
인 수조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이 실험을 통해 수면 반사파 크기
와 도달 시간의 변동성이 관측되었다. 이 후에 음선 이론 기반의 음파
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현재까지, 불규칙 해수면이 수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
들이 수행되어왔다. 거친 해수면은 앞서의 해저면과 같이 산란을 야기
하는데, 이 산란의 크기는 산란 이론이나 실험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
다[3]. 반편, 음파 전달 모델을 기반으로 불규칙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한 음향 채널을 모의할 수 있는데, 모의된 결과 분석을 통해
불규칙 해수면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해저면 경우
와 같이, 장시간동안 관측된 해수면 형상의 확률적 특성을 반영하여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후자의 방법은 특정 시간 간격으로 해수면
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음향 채널을 모의/관측하여, 시공간에 대해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해수면이 음향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여 시공간적으로 급격히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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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수면의 영향을 파악한다.
Siderius와 Porter는 시변 해수면이 있는 해양에서의 전달 손실을
음선 이론 기반으로 모의하고, 이동 해수면에 의해 야기된 도플러 효
과를 관측/분석하였다[30]. 이 때, 이동 해수면을 고려하여 계산된 전
달 손실은 정지된 두 시간의 결과를 내삽하여 획득된다. 한편, 이동하
는 사인파 형태의 해수면에 의해 음향 채널은 단시간 이내에 급격히
변화하는데, 이는 해수면이 음향 렌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음향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때문이다[31]. Tindle 등은 이러한 현상을 시간
영역 파면 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규명/분석하였다[32-34]. 이 모델을
통해 사인파 형태의 해수면이 굴곡 있는 반사체가 되고, 이로 인해 평
평한 해수면과 달리 다중 해수면 반사파를 유발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조 크기의 실험이 이러한 현상을 재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34].
본 장에서는 시변 해수면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예
인 수조에서 음향 채널 측정 실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일반적 형태의
이동 해수면을 고려할 수 있는 음선 기반의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 모
델을 활용하여 수조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동 해수면이 음향 채널
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분석하였다. 5.1절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행
된 수조 실험 목적을 소개하고, 이 실험 환경과 결과에 대해 설명한
다. 5.2절에서는 이동 해수면을 고려하는 음선 추적 알고리듬을 제안
하고, 고정 해수면과 이동 해수면이 있는 환경에서 음선 추적 결과가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5.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음선 모델 기
반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해수면 반사파를 통해 시변 해
수면이 있는 환경에서의 음향 채널 특성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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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울대학교 예인 수조 실험
시변하는 해수면이 있는 환경에서의 음향 채널을 관측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예인 수조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 때, 수조의 폭과 길
이는 각각 8 m와 110 m 이다. 음원과 수신기로서 B&K 8105와 B&K
8103이 사용되었다. 음원과 수신기의 수심은 1.5 m와 1.1 m이며, 이들
사이의 수평 거리는 3 m이다. 그리고 수조의 수심은 3.5 m이다. 예인
수조의 음속은 1427 m/s로, 등속 구조를 가진다. 실제적인 음원과 수
신기의 수심과 상호간의 수평 거리는 평평한 수면이 있는 환경에서
측정된 음향 채널의 직접파와 수면 반사파의 도달 시간차를 기반으로
재수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변 해수면이 음향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한 기초 연구 단계로서, 부드럽고 연속적인 형태를 가진
사인파 형태 수면파가 있는 환경에서의 음향 채널이 관측된다. 이 때,
수면파는 예인 수조 한쪽 끝에 위치한 파도 생성기(wave generator)
를 통해 만들어진다. 본 실험에서의 수면파의 파고와 파장은 각각
0.08 m와 3.51 m이다. 수면파의 주기는 1.5초인데, 이는 심해 확산 관
계(deep water dispersion relation)로부터 결정된다. 그림 5.1은 이와
같은 예인 수조 실험 환경을 간략히 보여준다. 본 실험의 목적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변 해수면이 음향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
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변 해수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해수면 반사파의 신호를 다른 신호와 구분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에서 보여준 수조 실험 환경에서는 수면 반사파 신호가 직접
파나 바닥 반사파 혹은 예인 수조의 옆벽에 의한 반사파 신호와 확연
히 구분되어 수신기에 입사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측정된 채널 임
펄스 응답(channel impulse response)으로부터 수면 반사파의 도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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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크기 변동을 관측 시간에 따라 추출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20 kHz와 30 kHz의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신호가 음원으로 사용되었다. 수신 신호는 각 경우에 대해 5
초간 연속적으로 기록된다. 이 때, 샘플링 주파수(sampling frequency)
는 200 kHz이다. 정합 필터(matched filter)를 사용하여, 기록된 수신
신호에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추정하며, 이는 음원 ping의 발진 시간
(transmission time)에 따라 나타난다. 그리고 음원의 심벌 길이
(symbol length) 즉, 각 ping의 지속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길이가 직접적으로 채널 임펄스 응답의 가장 긴 지연 시간을 결정
하기 때문이다. 본 실험 환경에서는 바닥 반사 손실로 인해 음향 채널
신호가 급격히 감쇄된다. 따라서 음원 심벌 길이, 511은 특정 ping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이 그 다음 ping에 의해 형성된 채널 임펄스
응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길기 때문에, 이를 음원 길이
로 사용한다. 그림 5.2는 이러한 시변 채널 임펄스 응답을 보기 위한
신호 처리 과정이다.

그림 5.1. 서울대학교 예인 수조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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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음향 채널 임펄스 응답을 도출하기 위한 신호 처리 과정

그림 5.3. 주파수에 따른 채널 임펄스 응답 결과: 20 kHz(왼쪽)와 30
kHz(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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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은 앞서 언급한 시간에 따른 전진하는 사인파 해수면이
있을 때 계측된 채널 임펄스 응답이다. 그림 5.3에서 채널 임펄스 응
답은 지연 시간에 따라 도출되는데, 그림의 수직축은 이러한 지연 시
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그림의 수평축은 ping의 발진 시간을 의미
하는데, 시변 해수면이 있는 환경의 채널 임펄스 응답은 ping의 발진
시간에 의존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는 해수면이 시간에 따라 전개됨에
따라 각 ping의 발진 시간에서 서로 다른 고유 음선을 가진 음향 채
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림 5.3에서, 채널 임펄스 응답의 지연 시간
은 직접파의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채널 임펄스 응
답의 크기는 직접파 크기 평균으로 나누어 정규화 하였다. 그림 5.3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직접파와 바닥 반사파의 신호는 ping의 발진 시간
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나타난다. 반면에, 수면 반사파 신호
는 시간 의존성을 보인다. 이는 수면파가 시변함에 따라, 수면 반사파
가 수면의 다른 부분에 의해 반사되어 수신기에 입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면 반사파의 크기와 지연 시간은 주기적으로 변동되는데, 그
주기는 수면의 주기와 동일하다. 그리고 본 실험 환경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사인파 형태의 수면을 가지며, 이 수면에 의해
회절 된 신호는 관측되지 않는다. 본 환경에서의 수면은 단순히 음선
의 경로를 변경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다중 해수면 반사파가 형성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음선 집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바
닥 반사파 신호는 직접파나 해수면 반사파에 비해 더 큰 음원 주파수
의존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파수 의존적인 바닥 반사 손실로
부터 기인된다.

86

5.2. 시변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 적용가능한
음선 추적 알고리듬
5.2.1. 음선 추적 알고리듬
이동하는 해수면이 존재하는 해양 환경에서, 시변 해수면이 수중
음향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음선 모델을 사용하는 것
이 다른 음파 전달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더 적합하다. 이는 정
상모드법, 파수적분법, 포물선 방정식법 혹은 유한요소법의 경우, 각각
의 수학적 가정이나 음파 방정식을 푸는 접근 방법의 특성에 의해 이
동하는 경계면을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시간에 따
라 변동이 없는 일반적 형태의 고정 해수면이 존재하는 해양 환경에
적용한 음선 추적 알고리듬을 수정하여, 해수면의 이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는 이동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 적용가능한
음선 추적법을 유도하는 가정이다.
수층의 음속이 깊이 방향에 의존적인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면, 음선 이론의 아이코날 방정식(Eikonal equation)은 스넬의
법칙(Snell’s law)과 동일하게 된다. 또한, 각 수층의 음속이 선형 특성
을 따르면, 이 수층에서의 음선은 그림 5.4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
이, 원호를 따라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가정들로 음선 경로와 각 경
로에 따른 지연 시간 및 거리는 각 수층에 따라 해석적으로 계산 가
능하다[52]. 다음의 식들은 각 수층에 대한 음선의 이동 수평 거리와
이동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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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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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은 각 수층의 시작 거리, 시작 깊이, 시작 시간,
초기 음속이며,  은 각 수층에 해당하는 음속 기울기 값이다. 그리고
 는 스넬의 법칙과 관련된 변수로써, 음원으로부터 전파되는 음선의
출발각에 의해 결정된다. 식 (5.1)의 ±는 각각 전방향과 후방향 음선
전파를 나타낸다.










그림 5.4. 이동 경계면이 있는 해수면에서의 음선 진행에 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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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수층의 위 경계는 해수면을
그 자체이며, 아래 경계는 수치적 기반으로 음선과 해수면의 경계점을
용이하게 탐색하기 위해서, 해수면의 가장 낮은 점 바로 밑에
위치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절에서 따로 언급한다). 첫
번째 수층에서의 음속 변동은 다른 수층의 높이에 비해 상대적은
낮은 파고를 갖는 해수면으로 인해, 무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층에서의 음선 경로는, 아래 식과 같은 직선 경로를 따른다.
        

(5.3)

여기서,  와  는 첫 번째 수층의 시작 수평 거리와 시작 깊이이며,
 은 음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실험 환경의 수면과 같은, 놀(swell) 형태의
사인파 경계면이 이동할 때 적용 가능한 음선 추적 알고리듬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며, 이때 수면을 표현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    


(5.4)

여기서 , ,  와  는 각각 파의 높이와 파수, 각주파수, 그리고 위
상이다. 특히, 와  는 수면파의 분산 관계를 만족하며 이동한다. 그
리고 식 (5.4)의 ±는 각각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를 나타
낸다.
해수면이 전개될 때, 식 (5.4)의 시간  는 변화한다. 그러나 고정
해수면 음선 모델에서는, 음파가 음원에서 발생할 시점에서 해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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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식 (5.4)의 시간  는 음선이 음원
을 출발 할 때마다 고정된다. 반면에, 해수면의 움직임을 고려할 수
있는 음선 모델에서는, 그림 5.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음원에서 발생한
음파가 전파됨에 따라 해수면이 동시에 이동하며, 이에 따라 식 (5.4)
의 시간  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식 (5.4)의 시
간  를 해수면의 이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음선이 첫 번째 수층에서 전파될 때, 음선의 경로는 식 (5.3)과 같
이 직선으로 진행되며, 이 때 해수면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5.5)


    ±      


은 음선이 해수면과 만날 때까지의 이동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음선이 첫 번째 수층에 도달하기까지의 이동 시간이며,  는 음
선이 첫 번째 수층에서 해수면과 교차할 때까지의 이동 시간을 나타
내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cos 

(5.6)

여기서  와  는 첫 번째 수층에서의 음속과 초기 각도이다.
한편, 음선과 해수면의 교차점은         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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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한다. 이러한 조건과 식 (5.3), (5.4) 그리고 (5.6)을 조합하
면, 교차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정립할 수 있다.





  

           ±       

cos 

(5.7)

식 (5.7)의 해 즉, 음선과 해수면의 교차점은 수치적인 방법 기반
으로 구해질 수 있다[53]. 본 연구에서는 이 교차점을 찾기 위해
Newton-Rhapson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Newton-Rhapson
방법 기반으로 정확한 해를 찾기 위해서는, Newton-Rhapson 방법의
초기값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값을 참값의 근방으로 정하는
것이 정확한 해를 찾는데 있어 유리한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값을 첫 번째 수층의 아래 경계에 둠으로써 효과적으
로 교차점을 찾는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를 찾는 접근 방식의 특성
상, 다중 반사가 존재할 때 첫 번째 교차점 이외에 찾지 못한다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분법(increment method)과
false-position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다중 반사된 음선 경로의
교차점을 구한다. 우선, 증분법을 사용하여 교차점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의 두 경계점을 구하고, 이를 false-position 방법과 함께 적용하여
두 번째 혹은 그 이상의 다중 교차점을 찾는다. 그림 5.5는 증분법으
로부터 도출된 두 경계점과 다중 교차점에 대한 모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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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증분법 방법 기반으로 도출된 두 경계점과 다중 반사
교차점에 관련된 모식도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사인파 형태 해수면이 존재하는 해양
환경에 적용한 음선 모델을 확장하여 일반적인 형태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서의 음선 경로를 계산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반
적인 형태의 해수면을 해석식 기반으로 표현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래
와 같은 사인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5.8)

여기서  ,  ,  와  는 각각 해수면파를 이루는 성분의 높이와 파
수, 각주파수, 그리고 위상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는
Pierson-Moskowitz 스펙트럼과 같은 해수면 거칠기를 묘사하는 스펙
트럼으로부터 결정되고, 이를 이용하여 해상 상태에 따른 해수면을 생
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음선과 일반적 해수면 사이의 경계점은 아래 식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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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앞서 언급한 수치적 해법을 활용하여 일반적 형태의 해수면과 음
선 사이의 교차점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선 추적 알고리듬
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이동 해수면이 존재하는 해
양 환경에 대한 수중 음향 채널을 모의/관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 해수면이 존재하는 환경에 대한 음선 추적 알
고리듬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이 고정 해수면이 있는 환경에서
의 음선 경로와 다름을 보이기 위해 다음의 모의실험 환경을 제시하
였다. 해수면 파고와 파장은 각각 10 m와 40 m이며, 음원은 수심 20
m에 위치한다.

그림 5.6. 고정/이동 해수면에서의 음선 추적 결과: 고정(왼쪽)와
이동(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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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는 음원에서 해수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다. 그
림 5.6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수면 이동으로 음선과 해수면의 교차점
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같은 출발각을 가진 음선이라도 서로 다른 이
력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해양에서의 해수면이나 실험 수조에
서의 수면은, 시간에 따라 전개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환경에 근접
한 수중 채널 특성을 모의/관측하기 위해 이동 해수면을 고려하는 음
선 모델을 사용하였다.

5.2.2. 고정/이동 해수면 음선 추적 알고리듬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이동 해수면이 수중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서 고정/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을 사용하여 채널 임펄스 응답
을 계산하고 이들을 상호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수면파의 파고와 파장은 각각 0.1 m와 3.51 m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의 주기는 분산 관계로부터 결정되며, 본 모의실험에서 파의
주기는 1.5 초이다. 음원과 수신기 위치는 각각 30 m와 1 m이며, 이들
사이의 수평 거리는 3 m이다. 수심은 50 m이며, 수층의 음속은 1500
m/s로, 등속 구조를 가진다.
그림 5.7은 고정/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을 통해 모의된 채널 임펄
스 응답이다. 각 음선 경로를 통해 수신기에 입사되는 음압의 크기는
직접파의 크기로 정규화 되었다. 그리고 각 음선 경로에 따른 수면 이
동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 수면 반사파, 바닥-수면 반사파 그리고 수면
-바닥 반사파의 지연 시간을 상호 비교하였다. 각 음선 경로에 따른
음압 크기는 경로에 상관없이 상호 유사함을 그림 5.7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모델로 부터의 지연 시간은 해수면 움직임에 의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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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경로에 의존하여,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5.7 고정/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로 부터의 채널 임펄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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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 경로에 의존하는 수면 이동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음선 경로의 지연 시간을, 두 음선 모델을 이용하여 ping의 발
진 시간에 따라 계산하였다. 이 때 ping의 발생 간격은 0.02초이다. 전
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수면은 이동하는데, 이러한 수면 이동을 고
려함에 있어 두 모델의 방법은 서로 다르다. 고정 해수면 음선 모델에
서는 각각의 발진 시간에 따라 해수면이 생성/고정된다. 그러나 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에서는, 음파가 전파됨에 따라 해수면이 동시에 이동
된다. 따라서 해수면이 각 ping의 발진 시간에 따라 생성되고, 음선이
이동함에 따라 해수면은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림 5.8의 음선 추적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이동 해수면 음선 추적법 기반의 음선 경로는
서로 다른 발진 시간의 고정 해수면에 대해 도출된 결과 사이에 존재
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iderius와 Porter는 두 고정 해수
면에 대해 구해진 결과를 내삽함으로써, 이동 해수면이 존재하는 해양
환경에서의 전달 손실을 도출하였다[30].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된 결과
는 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을 통해 구해진 결과와 상호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양 모델 모두 각각의 방법으로 해수면의 이동을 고
려하기 때문이다.

그림 5.8. 고정/이동 해수면 음선 추적 결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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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는 앞서 언급한 모의 환경에 대해 두 음선 모델로부터 도
출된 발진 시간에 따른 지연 시간이다. 특히, 수면-바닥 반사파의 경
우 다중 입사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단 경로 수면-바닥 반사
파의 지연 시간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림 5.9의 각 경로에 대
한 지연 시간은, 평평한 수면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각 경로 지연 시
간을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연 시간은 수면의 오르내
림을 보여주는 측도가 된다. 모든 지연 시간은 주기적인 의존성을 가
지는데, 이러한 주기성은 수면파의 주기와 동일하다. 음원에서 수면까
지의 이동 시간이 커짐에 따라 두 모델로부터의 지연 시간 차는 분명
해진다. 따라서 같은 발진 시간에서 바닥-수면 반사파의 지연 시간차
가 다른 경로에 비해 크다(수면/수면-바닥 반사파의 경우, 음선이 해
수면에 우선적으로 교차하나, 바닥-수면 반사파는 음선이 바닥에 먼저
교차한다). 그리고 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의 수면은 음선과 동시에 전
파하기 때문에, 같은 발진 시간에서의 고정 해수면 음선 모델에서의
수면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진행한다. 이로 인해 발진 시간 축에서, 이
동 해수면 음선 모델의 지연 시간 결과가 고정 해수면 음선 모델로부
터의 지연 시간 결과에 비해 앞서 있음을 그림 5.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면/수면-바닥 반사파와 바닥-수면 반사파의 지연 시간 차이는
각각 약 20.1 ms와 46.7 ms이다. 이는 음선이 음원에서 수면까지 진행
하는 음선 도달 시간과 유사하다. 따라서 해수면의 영향은 음선의 이
동 경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러한 영향은 음선이 수면
에 교차하는 시간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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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음선 경로에 따른 지연 시간의 차이

5.3. 시변 해수면이 있는 해양 환경에서 음향 채널
특성 분석
앞서 제안한 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을 통해 전달 손실 혹은 특정
음선 경로에 대한 음선 정보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음선 모델을 서울
대학교 예인 수조 환경에 적용하고, 이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
다.
단일 수면 반사파(single surface bounce path)의 지연 시간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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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이동하는 수면이 음향 채널에 주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예인 수조에서 실측된 음향 채널에서 단일 수면 반사파의 이러한 정
보를 추출하여 모델 결과와 비교한다. 그림 5.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절 된 신호는 관측되지 않는다. 수중에서의 음향 에너지 감쇄가 무
시되면, 단일 수면 반사 경로로 통해 입사된 신호는 주파수에 독립적
이다. 본 절에서는 20 kHz의 음원 주파수에 대해 모의된 모델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델 결과도 직
접파의 지연 시간과 크기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보여 진다. 그림
5.10은 실험과 모델로부터 구해진 단일 수면 반사파의 지연 시간과 크
기이다. 음선 모델로부터의 결과도 측정값과 같이 사인파 형태 수면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특성을 보이며, 해수면 반사파의 다중 입사는 관측
되지 않는다. 실험과 모델로부터 도출된 지연 시간의 차이는 1e-5 초
의 단위(order)을 갖는데, 이러한 오차는 음원과 수신기의 정렬 혹은
파도 생성기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
을 이용하여 해수면 이동 영향을 관측/분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서울대에서 수행된 실험과 같이 비교적 작은 파고-파장 비를 가
진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사인파 수면이 있는 경우, 그림 5.10에서 확
인되는 것과 같이 지연 시간은 사인파 함수와 같은 형태로 변동된다.
이 실측/모의실험의 경우, 변동의 중심은 63.6 ms 인데, 이는 평평한
수면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직접파와 해수면 반사파의 도달 시간차
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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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실측 데이터/음선 모델을 통해 추출된 해수면 반사파의
정보: 지연 시간(왼쪽)과 크기(오른쪽)
한편, 단일 수면 반사파의 크기는 지연 시간의 추이와는 다른 경
향을 나타낸다. 모델로부터 구해진 단일 수면 반사파의 음압 크기는
지연 시간의 경향과 같이, 평평한 수면이 있을 때의 단일 수면 반사파
크기를 중심축으로 하여, 사인파 함수 형태로 변동한다. 반면에 측정
자료에서 도출된 단일 수면 반사파의 크기는 주기적인 특성을 보이나
변동 추이가 사인파 형태를 벗어난다. 서울대 예인 실험 환경에서는
발진 시간에 따른 수면 반사파의 경로 길이 최대 차이는 약 0.1 m로,
이로 인한 수면 반사파의 음압 변동은 모델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이
미미하다. 그러나 실험 결과에서는 그 변동 폭이 모델에서 예측된 것
에 비해 커며, 수면이 음선의 이동 경로를 단순히 변경하여 반사함에
도 불구하고 주파수에 의존인 특성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음원과 수
신기의 빔 패턴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11의 왼쪽
그림은 모델로부터 구해진, 수면 반사파의 출발 각도와 도달 각도를
수면 이동에 따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각도는 각 각도의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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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정규화 되었는데, 이 값들은 실험 결과의 크기 변동과 ping의
발진 시간 축에서 비교되었다. 이는 그림 5.11의 오른쪽 그림을 통해
보여 진다. 출발 각도와 도달 각도가 급격히 변화할 때, 실험 결과 기
반의 수면 반사파 크기가 음원 주파수에 상관없이 단시간에 증가/감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면 반사파 크기의 각도 의존성을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는 음원과 수신기로 B&K 8105와 B&K 8103이 사용되었다.
이 하이드로폰(hydrophone)들은 무지향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적
으로 편각(polar angle)과 방위각에 따라 약간의 지향성을 가진다[54].
그리고 이 지향성은 주파수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실험에서의 수면 반
사파 음압 변동은 모델 결과에 비해 더 커며, 주파수에 의존적이다.
B&K 8105와 B&K 8103과 같은 지향성이 거의 없는 음원과 수신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시변하는 해수면은 출발/도달 각도 변화를 야기
하여 음향 채널 왜곡을 강화 시킨다.

그림 5.11. 수면 반사파의 출발/도달 각도: 출발/도달 각도(왼쪽)와
정규화 된 출발/도달 각도와 실험 기반 음압 크기 비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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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1년 서울대학교 예인 수조의 실험에서는, 실험 제원의 한
계로 인해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음향 채널을 획득하기 어려웠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을 이용하여 수면파의
파고와 음원 수심에 따라 음향 채널을 모의하였으며, 단일 수면 반사
파의 지연 시간을 관측함으로써, 시변 수면이 수중 음향 채널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지연 시간은 앞서 경우와 같이, 평평한
수면이 있을 때의 수면 반사파를 기준으로 측정된 상대 지연 시간이
다(이러한 상대 지연 시간을 통해서, 수면의 오르고 내림에 따른 음선
전달 경로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음원 수심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 환경은 서울대 예인 수조 실험과 동일하다. 음원은 5 m
에서 30 m까지 변화하였고, 파고는 0.08 m, 0.2 m, 0.4 m 그리고 0.8
m이다. 단일 수면 반사파 경로로 입사되는 수신 신호의 이동 거리 및
다중 반사 여부는 파고에 의존적이다. 0.08 m와 같이 낮은 파고에서의
단일 수면 반사파는 수신기 전방으로부터 수신기에 입사된다. 파고
0.2 m 이상에서는, 수면의 경사에 의해서, 수신기 후방에서 수신기로
입사되는 음선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해양 환경과 같이 불규칙적 해수
면이 존재할 때의 수중 채널을, 보다 실질적으로 모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후방으로 전파되는 음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
고 0.4 m 이상의 모의 환경에서는, 단일 수면 반사파의 다중 입사가
존재한다. 이는 높은 파고의 수면은 더 큰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 이
는 낮은 기울기의 수면에 비해 더 많은 경로의 단일 수면 반사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최단 경로로 입사하
는 단일 수면 반사파의 지연 시간을 발진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그
특성을 관측/분석한다. 우선, 음원 수심과 파고에 따라 형성되는 단일
수면 반사파의 고유 음선 구조와 지연 시간 변동 특성을 관측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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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12는 음원 수심 10 m, 20m, 30m에서 모의된 음향 채널의 수면
반사파 지연 시간을, 앞서 언급한 파고에 따라 보여준다. 단일 수면
반사파의 지연 시간은 파고에 상관없이 주기적인 특성을 가진다. 파고
0.08 m과 0.2 m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고에서의 지연 시간은, 평
면 수면의 단일 수면 반사파 음선 경로를 기준으로, 상하 같은 폭을
가지고 사인파 형태로 변동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파고가 있는
환경에서는, 앞서 경우에 비해 수면 이동에 따라 지연 시간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사인파 형태를 벗어난다. 특히, 가장 큰 지연 시간 부
근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일 반사파 신호는 넓은
발진 시간 대역에서, 평면 수면의 반사파 경로에 비해 짧은 경로로 통
해 수신기로 입사되며, 파고가 높을수록 더욱 더 짧은 경로를 통해 수
신기로 입사됨을 그림 5.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관
측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파고가 높을수록 음원에서 수면까
지의 최단 거리가 줄어든다. 그리고 높은 파고에서의 큰 기울기로 인
해 다중 단일 해수면 반사파가 발생했을 때, 최단 거리 단일 수면파
는, 음원에서 수신기 부근을 지나 수면에 반사되어 수신기 후방으로부
터 입사되는데, 이 경로는 해수면 최고점에 의해 반사하여 진행하는
경로 보다 짧다. 그리고 높은 파고에서, 발진 시간에 따라 지연 시간
의 폭이 커지는데, 이는 음원에서 수면까지의 최단, 최장 거리가 파고
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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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음원 수심과 파고에 따른 지연 시간
음원 수심과 파고에 따라 수면 이동이 음향 채널에 주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 단일 수면 반사파 경로의 최대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수면 형태의 영향을 대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서의 계산 결과를
평면 수면이 오르내리는 환경에 대해 도출된 모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5.13은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다. 같은 음원 깊이에서 수면 반사
파의 최대 경로 차이는 수면의 형태에 상관없이 파고가 높을수록 증
가하나, 그 값은 수면 형태에 의존한다. 그리고 최대 경로 차이는 수
면 형태에 상관없이 음원 수심이 깊어질수록 커지며, 그 증가폭은 이
와는 반대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최대 경로 차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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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심 이상에서 거의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평면 수면이 존재하
는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5.14와 같이, 단순한 기하학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음원이 충분히 깊을 때, 수면 이동에 의한 음선 경로 차
이는 아래의 식과 같이 근사된다.
∆  

(5.10)

이 때, 는 평면 수면의 진폭이며,  는 수면 반사파의 반사 각도이다.
 는 음원 수심이 깊어질수록 최대 90도까지 증가하는데, 그에 따라 음
선 경로 차이도 동시에 커진다. 사인 함수는  가 증가할수록 그 증가
폭이 감소하는데, 음선 경로 차이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난
다. 이로 인해 음선 경로 차이는 음원 수심에 반비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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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음원 수심과 파고에 따른 수면 반사파의 최대 경로 차이
0.2 m 이하의 단일 수면 반사파가 발생하는 비교적 낮은 파고의
사인파 수면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음선 경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식 (5.10)과 그림 5.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평면 수면에서는
수면 진폭에 정비례하여 음선 경로 차이가 커지는데, 0.2 m의 이하 파
고의 사인파 수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0.4 m 이상 파
고의 사인파 수면에서 다중 수면 반사파의 최단 경로로부터 도출된
최대 경로 차이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값은 0.2 m
이하의 파고에서 보여 진 결과와 다르게 오르내리는 수면에 대해 계
산된 결과보다 더 작은데, 이 현상은 파고가 높을수록 두드러짐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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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파고에서 형성되는 큰 기울기로 인해 다중
수면 반사파가 발생하며, 이 때, 최단 거리 단일 수면 반사파는 음원
에서 수신기 부근을 지나 수면에 반사되어 수신기 후방에서 수신기로
입사된다. 이 경로는 오르내리는 수면이 최고 높이에 있을 때의 음선
경로보다 더 짧다. 이로 인해 높은 파고에서는, 오르내리는 수면에 대
한 단일 수면 반사파 음선의 이동 경로차보다 더 작은 경로차를 가진
다.

그림 5.14. 수면 상하 이동에 따른 음선 경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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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거친 경계면이 존재하는 해양 환경에서의 음파
전달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시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해수면과 해저면에 대해 각각 특성에 맞는 접근 방법으로 이들로
인한 음파 전달/산란 현상을 모의/분석하였다.
해저면의 경우,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적고 안정적이다. 이러한
해저면에 의한 산란은 장시간 관측된 해저면의 거칠기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이론을 통해 도출된
거친 경계면 산란강도를 음선 이론 기반의 전달 손실 모델과
결합하여 거친 해저면으로 인해 형성된 잔향음 준위를 구하였다. 이
모델로부터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Ellis 논문에 수록된 결과와
비교되었다. 본 모델과 Ellis 모델의 결과는 상호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두 잔향음 모델이 사용하는 전달 손실 모델과 잔향음을
계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적분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두
모델의 잔향음 준위 차이는 환경에 따라 최대 3 dB가 발생하는데,
실해양 환경의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는
무시될 수 있다. 또한 본 모델은 2006년 잔향음 모델링 워크숍 문제
12, 13의 여름, 겨울 음속 구조가 있는 모의실험 환경에 적용되는데,
그 결과가 다른 모델 결과 사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된 본 잔향음 모델은 남해, 동해와
같은 한국 근해 환경에 적용되었다. 이 결과를 동해, 남해의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 해역의 잔향음 신호 경향을 분석하였다. 낮은
수심의 남해 잔향음의 경우, 해저면과 해수면 거칠기로 인한 산란
신호가 수신기에 동시에 기록되는데, 실험 당시의 낮은 풍속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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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잔향음이 전체 잔향음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한 남해
잔향음은 다중 경로를 통해 산란 신호가 입사되는 때문에 부분적으로
굴곡진 양상을 보인다. 동해 잔향음의 경우, 깊은 수심으로 인해
해수면과 해저면 잔향음이 분리되는 구간이 발생한다. 초기 시간의
잔향음은 backscattering path에 의한 산란으로 인해 단조롭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후 해저면 산란 신호의 입사로 인해 그
이전의 시간보다 더 큰 준위를 가진다. 이와 같이 남해와 동해에서
관측되는 잔향음 신호는 각 해역의 수심이나 산란강도의 특성에 따라
상호 다른 경향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의 잔향음 모델을 확장하여 대륙붕과 같이 이
방성 거칠기 특성을 가지는 환경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실효성 검증을 위해 잔향음 모델링 워크숍 I 에 제시되었던
문제 중 수렴된 해를 가진 문제 11 환경에 적용되었다. 차후에 본 모
델은 간소화 된 뉴저지 근방의 대륙붕 환경에 적용되었고, 이 모의 결
과를 관측하여 대륙붕 잔향음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뉴저지 대륙붕의
해저면은 본 칼만 스펙트럼 형태의 거칠기를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칠기 특성을 반영하는 산란강도를 추정하기 위해, 여러 산란
이론 기반으로 산란 단면적을 유도/정리하였다. 이론 기반의 산란 단
면적과 N x2D 개념의 전달 손실 모델을 결합하여 뉴저지 대륙붕 환경
에 대한 비간섭 잔향음 신호를 모의한다. 이 때, 음원의 중심 주파수
는 200 Hz 와 1600 Hz 이며, 음원 준위는 0 dB 이다. 200 Hz 의 잔향
음은 초기 시간을 제외하고 적용되는 산란 이론에 상관없이 1600 Hz
의 잔향음 보다 더 높은 준위를 보인다. 이는 음원 주파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사 손실 때문이다. 잔향음의 경향과 준위는 음원의 주파수
뿐 만 아니라 음속 구조와 해저면의 경사도에도 의존적이다. 특히,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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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 대륙붕에서와 같은 하향 굴절형 음속 구조는 에너지 수렴 지역
을 형성하며, 이 지역에서의 산란 신호로 인해 잔향음 신호에 정점들
이 관측된다. 대륙붕 해저면의 경사에 의해 이러한 에너지 수렴 지역
은 와해되며, 나중 시간의 잔향음은 단조롭게 감소하게 된다. 경사면
으로 구성되는 대륙붕과 같은 환경에서 등속 구조의 음속을 가질 때,
이러한 정점들은 형성되지 않으며, 관측 시간에 관계없이 단조롭게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앞서와 같은 하향 굴절된 음선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등속 구조의 잔향음은 더 적은 반사 손실
로 인해 하향 굴절형 음속 구조의 잔향음에 비해 더 큰 준위를 가진
다. 한편, 뉴저지 대륙붕의 단상태 잔향음의 경우 음원과 수신기가 서
로 다른 경사를 가진 해저면의 경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 환경의 잔
향음 신호는 두 해저면의 산란 신호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형성된
다. 각 해저면이 전체 잔향음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모델
기반으로 각 해저면의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였다. 각 잔향음 준위와
경향은 해저면 경사도에 의존하여 형성되는 음향 채널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음원/수신기 거리 이후의 해저면에
의한 산란 신호가 더 적은 반사 손실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 잔
향음에 지배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거친 해수면에 의해 야기된 잔향음을
모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에서는 불규칙적 형태의 해수면이
존재하며, 이러한 해수면이 이동함에 따라 음향 채널은 변화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음향 채널의 특성 관측/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사인파 형태의 수면이 존재하는
환경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도출하였다. 시변 수면의 영향으로
단일 수면 반사파의 지연 시간과 크기는 발진 시간에 의존적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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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가 수면파의 주기와 동일하다. 본 실험와 같이, 부드러운 형태의
사인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회절 된 신호가 관측되지 않으며, 이
수면은 단순히 음선의 경로를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동 해수면이 있는 환경에 적용 가능한 음선 추적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에서는 음파가
전파됨과 동시에 수면이 이동하는데, 이로 인해 고정 해수면이 있는
환경과 다른 음향 채널이 형성된다. 수면에 반사된 후 수신기에
입사된 음선의 지연 시간을 고정/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 기반으로
ping의 발진 시간에 따라 도출하였다. 수면 이동의 영향으로 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 결과가 고정 해수면 음선 모델 결과 보다 발진
시간상에서 앞서 있으며, 그 차이는 음선 경로에 의존적이다. 이후
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을 서울대학교 예인 수조 환경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모델로부터 도출된 단일
수면 반사파의 지연 시간은 실험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이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사인파 형태로 변동된다. 실험과 모델의 지연 시간은
상호 유사하나, 그 크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실험 기반으로
도출된 단일 수면 반사파의 크기는 사인파 형태를 벗어나 크게
변동하는데, 이는 음원과 수신기의 빔 패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시변 해수면이 출발/도달 각도 변화를 야기 시켜
음향 채널 왜곡을 강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실험 제원의 한계로
인해 실험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음향 채널을 관측함 있어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해수면 음선 모델을 활용하여 음원의
수심과 수면의 파고에 따라 음향 채널을 모의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음향 채널 변화를 단일 수면 반사파의 지연 시간을 통해
관측/분석한다. 파고-파장 비가 작은 부드러운 형태의 사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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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유일의 단일 수면 반사파가 관측되며,
평면이 오르내리는 환경에서의 음향 채널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음원이 깊어질수록, 단일 수면 반사파의 경로차이는 증가하나, 그
증가폭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사인파 수면의 파고-파장 비가
높아짐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단일 수면 반사파가 수신기에
도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최소 경로를 통해 입사한
단일 수면 반사파의 지연 시간을 관측하였다. 높은 파고에서 형성되는
큰 기울기로 인해, 최단 거리 단일 수면 반사파는 음원에서 수신기
부근을 지나 수신기 후방에서 수면에 반사되어 수신기로 입사되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높은 파고에서의 단일 수면 반사파의
경로차가, 오르내리는 수면이 있을 때의 음선 경로차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거친 경계면에 의해 산란된 음파 전달 특성을
경계면의 시공간적인 안정성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연구하였다. 해저면의 경우, 장시간 관측된 경계면 거칠기 스펙트럼
기반으로 산란강도를 추정하고 이를 음선 기반의 전달 손실 모델과
결합하여 이러한 경계면에 의해 형성된 잔향음을 통해 거친 경계면에
의한 음향 채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해수면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경계면의 경우, 특정 시간 간격으로 해수면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음향 채널을 모의/관측하여, 시공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해수면이 음향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이러한 접근 방법들로 일반적인 해양 환경에서 관측된 실측
데이터와 분석할 수 있고, 나아가 수중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시스템의
설계 기준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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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cattered signals from sinusoidal
sea surface and sloping sea bottom using
ray-based propagation modeling
Youngmin Choo
Abstract
Sound wave in the ocean is scattered by inhomogeneities such
as roughness of sea surface/bottom, fish schools, and/or bubbles.
This make it harder to operate underwater systems for detection of
target or communication. In this work, acoustic propagation in the
ocean with rough boundaries is studied and characteristics of
scattered sound in this environment is analyzed.
Rough boundaries in the ocean is composed of sea bottom and
sea surface. Sea bottom rarely changes in time and space, except
extreme case like a storm. However, sea surface change
continuously due to wind. Thus, in this work, two approaches are
suggested according to boundaries and scattered sound from each
boundary is studied. Sonar arrays constantly receive scattered
signals by rough boundaries while operating sonar system and it is
difficult to detect a target in reverberation-limited environment. In
the case of low wind speed, scattered signals from bottom are
dominant and these signals can be evaluated with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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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ness spectrum. To simulate a bottom reverberation, a
propagation model based on ray theory is combined with scattering
strength derived from measurement data or scattering theory.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existing results for a verification of the
reverberation model in this work. This model is applied to ocean
environment such as the South Sea or the East Sea and
measurement data for each sea are compared with simulated results
and features of reverberation for each sea are analyzed. The
features depend on water depth or scattering strength of each sea.
Although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has been performed
on reverberation, including theoretical/numerical modeling and
analyses on experimental data,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reverberation of a continental shelf. A continental shelf have an
anisotropic bottom bathymetry. To simulate a bottom reverberation
in this environment, the concept of N x2D is used in this work.
And this model is applied to the environment of the New Jersey
shelf. The roughness spectrum of the New Jersey shelf has a von
Karman spectral form. Scattering theories are modified to calculate
a scattering strength for this spectrum. A reverberation from the
New Jersey shelf can be simulated with this scattering strength
and N x2D concept ray theory. Through observing the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reverberation from the continental shelf are
analyzed.
Using the aforementioned method, scattered signals by a rough
sea surface can be calculated. However, another approach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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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bserve a time-varying acoustic channel caused by a
time-evolving sea surface. For this, an experiment is conducted at
the towing tank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a analysis of the
measurement data, the ray-based propagation model is used. A ray
tracing algorithm for a frozen surface is modified to allow a
surface movement. Furthermore, simulated results can indicate
moving surface effects on acoustic channel.
keywords: Rough boundary, scattering, reverberation, ray theory,
acoustic channel modeling
student number: 2005-2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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