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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합성개구면소나(synthetic aperture sonar, SAS)는 소나가 이동하

며 수신하는 신호를 합성하여 수중 영상을 얻는 기법이다. 합성 개

구면을 형성하여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다른 수중 영상을 얻는

기법인 사이드 스캔 소나 등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분해능을 보인

다. 따라서 기뢰 탐지 등 군사적인 용도 뿐 아니라 원유 탐사, 지질

탐사 등에 활용도가 높아 관련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나이퀴스트 이론에 따라 시간, 공간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샘플링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필

요하며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합성개구면소나

신호처리 기법들은 정합필터를 거치기 때문에 사이드로브가 발생하

게 되며 이로 인한 이미지의 성능이 저하된다.

본 논문은 압축센싱(compressive sensing, CS)을 이용한 합성개구

면소나 알고리즘을 통해 수중 표적의 이미지를 구하는 방법을 다루

었다. 관측 영역을 격자로 나누고 각 격자 위에 존재할 것이라 가정

하는 가상 표적의 표적 강도를 희소 신호로 만들었다. 각 가상 표적

들에 산란되어 수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호들을 센싱 행렬로 이용

하였다. 단상태 소나, 선배열 소나에서 나이퀴스트 이론보다 시간,

공간상의 샘플링 수준을 낮추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추가적으

로 특정 환경에서 센싱 행렬의 크기를 줄여 계산을 효과적으로 하

기 위한 FFT(Fast Fourier Transform) 방법을 도입하였다.



ii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신호처리 기법들에 비해 좋은 분해능을

보였고, 사이드로브에 의한 성능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실험데이터 결과 실제 환경에서도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는 것을 확

인하였다.

주요어 : 합성 개구면 소나, 압축센싱, BPDN(basis pursuit

denoising), FFT(fast fourier transform)

학번 : 2016-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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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합성 개구면 소나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소나에 수신되는 신

호들을 합성하여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는 기법이다.[1-3] 이는 합

성 개구면을 형성하여 개구면이 길어진 효과를 주어 좋은 분해능을

얻는다. 다른 수중 이미지를 얻는 기법인 사이드스캔 소나 등의 기

법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뛰어난 분해능을 보이기 때문에 기뢰

탐지 등 군사적인 목적 뿐 아니라 원유 탐사, 지층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신호처리 기법에 의해 시간영역에서 나이퀴스트

이론에 맞는 샘플링이 필요하고, 합성 개구면을 형성하기 위해 소나

의 이동방향에 따른 공간 영역에서도 촘촘한 샘플링이 필요하다. 따

라서 많은 센서를 이용해 신호를 수신해야 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합성 개

구면 소나 신호처리 기법들은 정합필터를 거치며 사이드로브가 발

생한다. 이로 인해 이미지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합성 개구면 소나 신호처리 기법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압축센싱이라는 새로운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한 새

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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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렬의 거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조건에서 적용 가능한 FFT(fast fourier transform) 방법을 도입하

였다.

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합성 개구면 소나의 시스템 구조와 전통적인 신호처리

기법을 이용한 알고리즘들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압축센싱의

이론과 기법들에 대해 기술한 후 4장에서는 압축센싱을 이용한 합

성 개구면 소나 신호처리 알고리즘들을 제안한다. 가장 먼저 단상태

소나에 대해 압축센싱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제안한 기법

의 계산 과정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FFT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운용하는 소나와 더욱 비슷

하게 선배열 소나에 대한 방법도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시뮬레이션

을 통해 압축센싱을 이용한 결과들과 기존의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

를 비교하였고, 6장에서 ㈜소나테크에서 실시한 수조 실험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결론과 기대 효과 등을 기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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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 개구면 소나 신호처리 기법

2.1. 합성 개구면 소나 개요

합성 개구면 소나는 그림. 1과 같이 소나가 이동하며 송신한 신호

들이 표적에 산란되어 수신된 신호들을 합성하여 수중 이미지를 얻

는다. 소나는 소나의 이동방향을 따라 –L부터 L까지 이동하며 신

호를 얻는다. 관측 결과 x축이 직거리(slant range), y축이 수직거리

(cross range)인 2D 이미지를 얻는다.[1-3]

그림. 1. 합성 개구면 소나 개략도

합성 개구면 소나 기법을 통해 얻어진 이미지는 수중 영상을 얻

는 다른 기법인 사이드 스캔 소나보다 좋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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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사이드 스캔 소나의 방위 분해능과 합성 개구면 소나의 방위

분해능 은 그림 2. 와 같이 구해질 수 있다.[2,3]

그림. 2. (a) 사이드 스캔 소나의 방위 분해능, (b) 합성 개구면 소나의 방

위 분해능.

, , 은 각각 파장, slant range, 합성 개구면 절반의 길이를 의

미한다.

사이드 스캔 소나의 방위 분해능은 그림. 2(a)에서 볼 수 있듯이

개구면의 크기  , 과 큰 관계가 있다. 좋은 분해능을 얻기 위해서

는 매우 큰 개구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

기에 사이드 스캔 소나로 기대할 수 있는 분해능에도 한계가 존재

한다. 또한 멀리 있는 표적일수록 흐릿한 이미지를 얻게 된다.

반면, 합성 개구면 소나는 그림. 2(b)과 같이 합성 개구면을 형성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더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성 개구면 소나의 경우 방위 분해능

로 나타나게 되는데   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 되어 거리와 독립적인 분해능을 얻게 된다. 따라서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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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있는 표적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2.2 합성 개구면 소나 영상 획득 알고리즘

2.2.1 파수 영역 알고리즘

파수영역 알고리즘(wavenumber domain algorithm)은 시간, 공간

상에서 얻어진 신호를 2D-FFT를 통해 이미지를 얻는 기법이다. 이

알고리즘은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k 알

고리즘이라고도 한다.[1,4]

소나가 수중에서 등속도로 움직이며 수신하는 신호 는 다음과

같이 표적에 맞고 산란된 신호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1)

이 때, 는 송신 신호이다. 은 번째 표적의 표적 강도이며, 

은 번째 표적의 slant range, 은 cross range를 의미한다. 는 음

속이다.

식 (2.1)을 시간, 공간상에서 2D-FFT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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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 (2.2)

    ,    .

표적의 분포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3)과 같이 로 나타낼 수

있다.

 


   , (2.3)

그리고 이 식을 공간상의 2D FFT를 하게 되면 식 (2,4)의 와 같

이 표현 된다.

 


exp  . (2.4)

이 식은 식 (2,2)와 식 (2.4)를 이용하면 식 (2.5), (2.6)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 (2.5)

       

 
. (2.6)

따라서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들에 대한 정보만 이용해 표적의

위치에 관한 식은 식 (2.7)과 같이 구하게 된다.

      
    

 


exp     (2.7)

위 식을 기저대 변환(baseband conversion)을 하게 되면 식 (2.8)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은 식 (2.9)처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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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2.8)

          
  exp      

  exp      . (2.9)

 에 있는 표적 강도가 1인 표적에 맞고 들어오는 신호를

가정하면 해당   는 식 (2.10)과 같다.

   


 . (2.10)

이 식을 2D FFT 하게 되면 식 (2.11)과 같이 되고, 이를 이용하

면 식 (2.9)은 식 (2.12)식으로 표현된다.

      exp     , (2.11)

            
  . (2.12)

 -k 알고리즘은 식 (2.12)와 같이 수신 신호와  에 위치한 표

적에 산란되어 들어오는 신호를 정합필터를 거쳐 표적의 위치를 얻

을 수 있다. 이 전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파수 영역 알고리즘 순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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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backprojection 알고리즘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은 시간 영역에서 정합필터를 거친 후, 신

호상관을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알고리즘이다.[1]

      
  , (2.13)

   










  
 



 . (2.14)

위 알고리즘은 단상태 소나에 대한 알고리즘이다. 실제 운용하는

소나의 주된 종류인 선배열 소나의 경우, 식 (2.15)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2.15)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backprojection 알고리즘 순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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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축센싱

3.1. 압축센싱 개요

압축센싱은 D. L. Donho에 의해 제안된 수학적 기법으로 희소 신

호에 대해 그림. 5와 같은  의 선형 문제를 푸는 기법이다.[5]

희소 신호란, 신호벡터 ∈ 에서 소수의 요소들만 값을 갖고 나머

지 요소들은 0의 값을 갖는 신호를 말한다. 이 때, ≪인 개의 요

소들만 값을 갖는 신호는 k-sparse한 신호라고 한다.

그림. 5와 같이 관측값 의 길이가 신호 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

≪인 경우, 위 문제는 과소결정 문제가 되어 무수히 많은 해를

얻게 된다. 하지만 가 희소 신호인 경우, 압축센싱 이론에 의하면

 를 만족하는 관측 값 는 x의 길이인 개보다 적은 개의

샘플만 있어도 가장 희소성이 큰 유일해 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는 × 행렬이고, 센싱 행렬이라 부른다.

그림. 5. 압축센싱 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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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센싱을 활용하면 전통적인 신호처리에 비해 좋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으며, 사이드로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나이퀴스트

이론에 위배되는 낮은 수준의 샘플링을 통해서도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좋은 성능과 관측 데이터 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최근에는 레이더 분야, MRI나 초음파 영상 등 의학 영상분

야, 센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6,7,8,12-17]

3.2. L1-norm 최소화 기법

앞서 설명한 가장 희소성이 큰 해를 구하는 문제는  를 만족

하는 의 L0-norm 최소화 문제이다. 하지만 L0-norm 최소화 문제

는 풀기 힘든 NP-hard 문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의 해를 구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L1-norm 최

소화 방법이 있으며, orthogonal match-pursuit(OMP), Iterative

Hard Thresholding(IHT)로 대표되는 탐욕 알고리즘(greedy

algorithm)도 널리 쓰인다. 또한 조합 알고리즘(combinatorial

algorithm)도 개발되고 있다.[9]

압축센싱 문제를 푸는 여러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L1-norm 최소화 방법이다. 이 방법은 L0-norm 최소화 문제를

L1-norm 최소화 문제로 완화시켜 푸는 방법이다.[18] 그림. 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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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norm 최소화 문제를 여러 p에 대해 도식화 한 그림이며,

L0-norm 문제를 L1-norm 문제로 완화시켜도 희소성이 큰 해를 도

출 할 수 있는 이유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해준다.[9]

그림. 6. Lp-norm 최소화 문제, (a)    , (b)    , (c)   ∞ , (d)

  .[9]

(a), (d)에서 볼 수 있듯이    일 때, Lp-norm 최소화 문제

의 해는 희소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b), (c)에서 알 수 있듯이

    ∞인 경우에는 희소성이 없는 해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 를 만족하면 Lp-norm 최소화 문제는 희소성이 큰 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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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다. 이 중 L1-norm 최소화 문제는 볼록 문제이며, 다양한 풀이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L1-norm 최소화 방법은  문

제를 푸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L1-norm 최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

min∥∥     (3.1)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희소성이 큰 해

를 구할 수 있다.

min∥∥  ∥  ∥   (3.2)

이 때 은 잡음 크기의 경계값을 의미한다.

이 때, 관측값 의 원소의 개수 은 ≥  log을 만족해야

한다.

식 (3.1), (3.2)는 각각 basis pursuit(BP), basis pursuit

denoising(BPDN) 문제이며 interior point method[19] 등 다양한 기

법을 통해 해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vx에서 제공하는 툴

[11]을 이용하여 BPDN 문제를 풀어 합성 개구면 소나 이미지를 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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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축센싱을 이용한 합성 개구면 소나 알고리즘

4.1. 연구 개요

3장에서 설명했듯이 압축센싱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

구되고 있다. 합성 개구면 소나와 동일한 원리를 가진 합성 개구면

레이더에도 압축센싱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S. J. Weit et. al.는 관측 영역을 격자로 나누어 각 격자 위에

가상 표적들을 이용해 희소 신호 벡터를 만들고 이미지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8] K. Alberman, et, al.는 나이퀴스트 이론

보다 적은 샘플링을 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방법들과 다르게 이미지

를 벡터화 하지 않고 행렬로 사용하며, the fast iIterative shrinkage

thresholding algorithm을 적용해 계산 속도를 늘리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13]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수중환경에서 합

성 개구면 소나를 이용해 이미지를 얻으려는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중에서 합성 개구면 소나에 압축

센싱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능의 이미지를 얻고자 한다. 또한 제안한

압축센싱을 이용한 합성개구면소나 알고리즘을 CS SAS로 표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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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상태 소나 CS SAS 알고리즘

압축센싱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희소 신호 와 센싱 행렬 를 구성하는 것

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단상

태 소나가 직선 운동하며 관측 할 때, 관측 영역을 격자로 나누고,

각 격자위에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는 가상 표적의 표적 강도를 희

소 신호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가상 표적에 산란되어 수신될 것

으로 예상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센싱 행렬을 구성하였다.

그림. 7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소나가 직선으로 움직이며 관측하

는 영역을 격자로 나눌 수 있다. 관측 영역 중심의 좌표는  이

며, 관측 영역의 직거리 방향 길이는 이고, 수직거리 방향 길이

는 이다. 관측 영역을  ×개의 격자로 나누고 각 격자위에

가상 표적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7과 같이 n번째 가상 표적의 표적강도를  이라고 하고,

모든 가상 표적들에 대한 표적강도로 벡터 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의 길이의 벡터가 된다.

       ⋯    
. (4.1)

이 때, 은 번째 가상 표적의 좌표로  이다. 이 때  은

각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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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만족한다. 이 벡터는 관측영역에 표적이 희박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희소 신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7. 합성 개구면 소나와 가상 표적의 배치도.

소나가 이동하며 수신한 신호들은 모든 가상 표적들에 산란되어

수신된 신호와 같은 값을 갖게 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2)

LFM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식 (4.3)과 같이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exp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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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이 때,  , 는 LFM 신호의 위상 계수이고, 식 (4.4)의 는 소나의

위치 에서 송신한 신호가    에 위치하는 번째 가상

표적에 산란된 후 다시 소나에 수신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소나의 각 위치 당 특정 시간 에 들어온 신호들만 모아 벡터 

를 구성하면 가상 표적의 표적강도 벡터 와 행렬  의 곱으로 나

타낼 수 있다.

           ⋯    
   , (4.5)

이 때, 는 식 (4.6)과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exp     
 . (4.6)

 의 의 원소는 소나가 의 위치에 있을 때, 송신 신호가 

의 위치에 있는 가상의 표적을 맞고 시간 에 들어오는 신호의 형

태로 이루어진다.

앞서 3장에서 압축센싱 문제를 풀기 위해서 관측값 의 개수 은

의 길이가 이고 -sparse 할 때, ≥  log을 만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도 수신 신호 의 길이 

가 표적강도 벡터 의 길이 와 비교했을 때, 너무 작게 되면

식 (4.5)에 대한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신호 의 길이

가 너무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총  개의 시간에 대한 신호들을 모

아 긴 신호 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행렬들을 모아 긴 센



17

싱 행렬 를 구성한다.

  
  

   
  ⋯    

  , (4.7)

  
   

   
  ⋯    

  , (4.8)

 도 마찬가지로 식 (4.9)와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 (4.9)

이 때, ∈
  ×  이고, ∈

  ×  , ∈
  × 가 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의 시간에서 관측한 데이터의 길이  ≪격자의

개수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과소결정문제가 되지

만, 압축센싱 기법을 이용하면 희소성이 큰 유일한 해를 구할 수 있

다.

압축센싱의 대표적인 풀이방법인 L1-norm 최소화 기법을 사용하

면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다.

min∥∥     (4.10)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희소성이 큰 해

를 구할 수 있다.

min∥∥  ∥  ∥   (4.11)

위 과정을 통해 구해진 는 부터 연속된 개의 시간에 수신된

신호들만 이용해 얻은 표적 강도 벡터이다. 따라서 관측영역 전부에

대한 표적 강도 벡터를 얻기 위해서는 그림. 8처럼 부터 개의

신호를 이용해서 얻은 부터,     부터  개의 신호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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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까지 모두 더해서 최종적인 이미지 벡터 를 얻어야 한다.

그림. 8. 시간 별 얻어진 표적 강도 벡터.

따라서 최종적인 이미지 벡터 는 식 (4.12)를 통해 얻어지게 된다.


  



. (4.12)

이 때 의 각 원소는 해당 격자 상에 존재할 가상 표적의 표적 강

도의 합이므로, 실제로 격자 상에 표적이 존재할 경우 큰 값을 갖

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엔 굉장히 작거나 0의 값을 도출한다.

4.3. FFT 방법

4.2 절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식 (4.9)와 같이  개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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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식을 구성할 때, 센싱 행렬 의 크기는   ×의 크기를

갖는다. 이는 격자 개수를 늘리거나 관측 영역의 크기를 늘리게 되

면 더욱 큰 값을 갖는다. 따라서 행렬의 거대화 문제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상태 소나에서 소나

의 공간 영역 샘플링 간격 과 가상 표적의  좌표 사이 간격 

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FFT 방법을 도입하였다.

FFT 방법은 표적의 좌표가 동일한 경우, 소나가 이동하며 수신

하는 신호는 표적의 위치에 따라 평행이동 하는 점에서 착안한 방

법이다.

그림. 9. 소나와 표적의 위치에 따른 수신 신호, (a) 소나와 표적의 위치

관계, (b) 표적의 위치에 따른 수신 신호.

그림. 9(a)와 같이 위쪽 소나가 위쪽 표적을 탐지할 때와 아래쪽

소나가 아래쪽 표적을 탐지하는 경우 소나에 수신되는 신호는 동일

하다. 이는 소나와 표적의 상대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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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b)와 같이 소나가  방향으로 이동하며 표적을 탐지할 때,

표적 1과 표적 2의 좌표는 동일하고, 방향으로 만큼 떨어져 있

는 경우, 모든 위치 에서 얻어진 신호를 그려보면 신호도 마찬가지

로 만큼 평행이동 되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합성 개구면 소나가 신호를 얻을 때, 표적의 좌

표가 동일한 표적들에 의해 얻어지는 신호는 해당 좌표에 존재하

는 하나의 표적에 의해 얻어지는 신호와 표적의 분포의 합성곱

(convolution)으로 표현 할 수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소나가 이동하며 LFM 신호를 송수신한 신호는

식 (4.3)처럼 나타난다. 이 때, 소나의 위치  , 가상 표적의  좌표,

 좌표는 동일한 간격으로 이산적인 값을 갖기에 다음과 같이

 로 나타낼 수 있다. 는  로 나타낼 수 있고, 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은 맨 처음 관측하는 소나의 위치를

의미하며,  이다. 은 격자를 관측 영역의 격자 중 가장 가

까운 격자들의 직거리를 의미하며,   이다. 마찬가지로 

은 관측 영역의 격자 중 수직거리 방향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격자

들의  좌표를 뜻하며,  이다. 그리고   는 각각

∈    ⋯    , ∈    ⋯    , ∈    ⋯   

이다. 예를 들면,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번째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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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타낼 수 있고, 번째  , 는    , 번

째 인 는     로 나타낼 수 있다.

표적 강도 벡터 는 표적 강도 벡터를 좌표가 동일한 표적 강도

들을 모은 벡터들을 나열해 나타낼 수 있다.

  
  

 ⋯   
  (4.13)

이 때, 는 좌표가 인 가상 표적들의 표적 강도 벡터이다.

        ⋯    


       ⋯       
 ‒

    (4.14)

또한    의 위치에서 송신한 신호가   에

위치한 표적에 산란되어 다시 수신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4.15)

이 때,     ,       로 쓸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그럼 식 (4.3)은 식 (4.15)로 나타낼 수 있다.

   
  

 


  

  

  

× exp     

× exp     
 . (4.16)

이면, 는 식 (4.17)과 같이        로 쓸



22

수 있다.

      

         
. (4.17)

따라서 식 (4.16)는 다음과 같이 합성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exp        ‒‒ 　

× exp      
 

 
  

 

       . (4.18)

*은 합성곱을 나타낸다.   는 식 (4.14)식과 같고,

    는 소나가 를 따라 움직이며 관측 할 때,   

에 위치하는 가상표적에 산란 후 들어오는 신호들을 나타낸 것이다.

    








exp         

 

exp         
 

⋮

exp             
 






(4.19)

위 식을 그림을 이용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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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표적 강도 벡터와 신호의 합성곱으로 나타낸 관측 데이터[12].

식 (4.5)처럼 각 시간 마다 들어온 신호들을 모은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20)

합성곱은 FFT를 하게 되면 곱의 형태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4,20) 식을 zero padding 후 FFT를 하게 되면 (4.21) 식과 같이 나

오게 되고, 다시 IFFT를 하면 (4.22) 식과 같이 된다.

FFT  
  

 

FFT  FFT    , (4.21)

  IFFT
  

 

FFT  FFT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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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4.7) 식과 같이 연속된 개의 시간에 대해 모으면 를

구성할 수 있고, 이 에 랜덤 행렬를 곱해 를 구성할 수 있다.

  . (4.23)

FFT 방법은 위 식처럼 를 구성하고, 관측 신호를 모은 에 동

일한 랜덤 행렬 를 곱한 값을 이용해 L1-norm 최소화를 통해 표

적의 표적강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L1-norm 최소화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이루어 진다.

min∥∥  ∥   ∥   (4.24)

이 과정을 그림. 8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에 대해 반복해 각

시간에 대해 얻어진 를 모두 더해 최종적인 이미지 벡터 를

구한다.


  



. (4.25)

FFT 방법으로 해를 구하게 되면 센싱 행렬의 크기를

  ×에서   ×    로 줄일 수 있다.

4.4. 선배열 소나 CS SAS 알고리즘

4.2, 4.3절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송신기와 수신기가 각각 1개씩

존재하는 단상태 소나에 대해 제안한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수신기 배열을 이용한 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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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수신기 배열 CS SAS 알고리즘은 4.2

절에서 제안한 알고리즘과 에 관한 식 외에 모든 과정이 동일하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단상태 소나의 상황을 가정했기에 송신기에서

표적까지, 표적에서 수신기까지의 거리가 동일해 식 (4.4)과 같이 

를 표현할 수 있다. 반면 수신기 배열의 경우, 소요 시간 는 송신

기와 수신기의 위치가 다르기에 신호가 송신기에서 표적까지 도달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표적에서 수신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합

으로 표현된다.

   

        
. (4.27)

는 송신기의 위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신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exp    
, (4.28)

  
  

  

 exp
          

× exp






          






. (4.29)

선배열 소나의 경우에도 (4.5)와 동일하게 시간 에 들어온 신호

들을 모아  와 의 선형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 (4.30)

이 때, 는 식 (4.31)과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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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4.31)

(4.7), (4.8)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4.32)와 동일한

형태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4.32)

위 식 또한 4.2절에서 제안한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에

대해 반복해 구한 시그마를 더하여 최종 이미지를 얻는다.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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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뮬레이션 결과

5.1. 시뮬레이션 환경

4.2 ~ 4.4절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검증해보

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기본 환경은 표. 1

과 같다.

Parameter Value Definition

 400 kHz Carrier frequency

 25 kHz Half of bandwidth

 0.1 ms Pulse duration

 50 kHz Sampling frequency

 1500 m/s Sound speed

 0.02 m Distance between receivers

 250 m Center point of target area

 0 m Center point of target area

 0.5 m Half size of target area in range 

 1 m Half size of target area in cross range

 5 m Half size of synthetic aperture

표. 1. 시뮬레이션 기본 환경

중심 주파수 400 kHz, 대역폭은 50kHz, 길이는 0.1 ms인 LFM 신

호를 사용하였고, 50 kHz의 주파수로 신호를 샘플링 하였다. 음속은

1500 m/s로 가정하였고, 소나는 –5 m부터 5 m까지 총 10 m를 움

직이며 0.02 m 간격마다 신호를 송수신하였다. 관측 영역은 소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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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궤적의 중심을 기준으로 직거리 방향으로 250 m 만큼 떨어진 곳

에서 직거리 방향으로 [-0.5 m, 0.5 m], 수직거리 방향으로 [-1m,

1m]의 영역을 관측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격자는 관측 영역을 101

x 101개로 나누었다.

표적은 그림. 10와 같이  을 기준으로 12개를 배치하였다.

그림. 11. 12개 표적의 배치

 

(250.02, 0)

(249.98, 0)

(250.04, 0)

(249.96, 0)

(253.5, 0)

(249.65, 0)

(250, 0.04)

(250, -0.04)

(250, 0.08)

(250, -0.08)

(250, 0.6)

(250, -0.6)

4.2절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표. 1에서 주어

진 환경에서 표. 2의 case마다 잡음, , , 를 변화시켜가며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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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umber 잡음   
1 X 250 m 50 kHz 0.02 m

2 O 250 m 50 kHz 0.02 m

3 X 250 m 25 kHz 0.02 m

4 X 150 m 50 kHz 0.2 m

5 X 150 m 50 kHz 0.4 m

표. 2. Case 별 파라미터 변화

Case 1은 처음 주어진 환경 그대로 수행하였고, Case 2에서는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Case 3은 샘플링

주파수를 절반으로 줄여 수행하였고, Case 4, 5는 각각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10배, 20배로 하여 소나의 이동방향에 따른 샘플링을

1/10, 1/20으로 줄여서 수행하였다. 또한 Case 4, 5에서는 를 150

m로 줄여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도 정확히 표적의 위치를 찾는

경우에 대해 수행하였다. Case 1, 3, 4, 5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파수영역 알고리즘, backprojection 알고리즘과 비교하였고, Case

6의 결과는 backprojection 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4.2 절에서 제안한 FFT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Case

1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4.3 절에서 제안한

선배열 소나 CS SAS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1개의 송신기와 20개의

수신기로 구성된 소나에 대해 수행하였다. 표. 2의 Case 1과 같은

환경에서 수행한 후, Case 4와 같이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10배가

된 경우에 대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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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영상 획득 결과

5.2.1 단상태 소나 CS SAS 알고리즘에 대한 결과

4.2절에서 제안한 단상태 소나에 대한 CS SAS 알고리즘을 앞서

설명한 표. 2의 case 마다 수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5.2.1.1 Case 1에 대한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단상태 소나 Case 1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a) CS SAS 알고

리즘 결과, (b) -k 알고리즘 결과, (c) backprojection 알고리즘 결과.

(a)에서 볼 수 있듯이 CS SAS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이미지는

12개의 표적을 정확히 구분하여 좋은 방위 분해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엽에 의한 성능 저하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반면 (b), (c)의 기존 알고리즘들을 통한 결과는 두

알고리즘 모두 (250, -0.04), (250, -0.08)에 위치하는 두 표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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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0.04), (250, 0.08)에 위치하는 두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2.1.2 Case 2에 대한 결과

Case 2에서는 CS SAS 알고리즘이 잡음에 얼마나 강인한지

알아보기 위해 SNR이 20 dB, 10 dB, 5 dB, 0 dB의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 단상태 소나 Case 2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a),(e) SNR 20

dB, (b),(f) SNR 10 dB, (c),(g) SNR 5 dB, (d),(h) SNR 0 dB.

결과에서 알 수 있듯, SNR이 20 dB, 10 dB인 환경에서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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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표적의 이미지를 얻었다. 5 dB에서도 부엽이

발생하였지만, 12개의 표적의 위치에서 큰 값을 얻었다. 하지만

SNR이 0 dB인 환경에서는 표적의 위치가 아닌 다른 값에서 큰

값을 도출하여 정확한 이미지를 얻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2.1.3 Case 3에 대한 결과

그림. 14. 단상태 소나 Case 3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a) CS SAS 알고

리즘 결과, (b) -k 알고리즘 결과, (c) backprojection 알고리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CS SAS 알고리즘을 통한 이미지는 정확한

표적의 이미지를 가져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신호처리 방법을

따르는 기존 알고리즘들은 정확한 표적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 샘플링 주파수를 25 kHz로 줄여 나이퀴스트 이론에

위배되는 샘플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앨리어싱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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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Case 4에 대한 결과

수신기 간의 간격을 10배로 키워 공간상의 샘플링 수준을

1/10으로 줄인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로, 기존의

알고리즘도 모든 표적을 구분할 수 있는 거리로 설정하였다.

그림. 15. 단상태 소나 Case 4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a) CS SAS 알고

리즘 결과, (b) -k 알고리즘 결과, (c) backprojection 알고리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CS SAS 알고리즘과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은

12개의 표적의 이미지를 정확히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k 알고리즘은 공간상의 FFT를 해야 하는데, 공간상의 샘플링

수준을 1/10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나이퀴스트 이론에 위배된다.

따라서 앨리어싱이 발생하여 표적의 이미지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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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Case 5에 대한 결과

Case 4의 결과에서 -k 알고리즘은 정확한 이미지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Case 5에 대해서는 CS SAS 알고리즘과

backprojection 알고리즘만 비교하였다.

그림. 16. 단상태 소나 Case 5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a) CS SAS 알

고리즘 결과, (b) backprojection 알고리즘 결과.

CS SAS 알고리즘의 경우 앞선 경우들에 비해 부엽이 다소

발생하지만 여전히 12개의 표적의 이미지를 잘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이미지는

표적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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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FFT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4.3 절에서 제안한 FFT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앞선 절의 Case 1과 같은 환경으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FFT 방법의 결과.

위 시뮬레이션의 경우  ,  ,  ,  

이다. FFT 방법을 도입하여 센싱 행렬의 크기를 500 x 10,201에서

701 x 101로 약 1/70만큼 줄일 수 있었다. FFT 방법의 결과는 다소

부엽이 발생하지만, 여전히 -k 알고리즘, backprojection

알고리즘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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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선배열 소나 CS SAS 알고리즘에 대한 결과

선배열 소나의 SAS 알고리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인 환경은 표. 1과 동일하다. 선배열 소나 시뮬레이션은 1개

의 송신기와 여러개의 수신기로 이루어진 소나에 대해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backprojection 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그

림. 18과 같이 2가지의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Case

1은 그림. 18(a)와 같이 송신기 1개와 수신기 20개로 이루어진 소나

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수신기의 간격은 0.02 m이며, 송신기

는 0.4 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Case 2는 그림. 12(b)와 같이 수신

기의 간격이 10배로 0.2 m이고, 송신기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송신기 1개와 수신기 2개를 가진 소나로 설정하여 공간상의 샘플링

수준을 1/10으로 줄였다. 그리고 를 150 m로 설정하였다.

그림. 18. 선배열 소나 SAS 송신기와 수신기의 분포, (a) Case 1, (b)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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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Case 1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Case 1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CS SAS와

backprojection 알고리즘 모두 정확한 표적의 이미지를 얻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19. 선배열 소나 Case 1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a) CS SAS 알

고리즘, (b) backprojection 알고리즘.

5.2.3.2 Case 2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Case 2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CS SAS는

여전히 정확한 12개의 표적의 이미지를 얻었다. 반면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은 앨리어싱이 발생하여 정확한 이미지를 얻지 못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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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그림. 20. 선배열 소나 Case 2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a) CS SAS 알

고리즘, (b) backprojection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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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결과

6.1. 실험 환경

본 실험은 ㈜소나테크에서 실시한 수조 실험이다. 그림. 21과

같은 모양의 수조에서 레일위를 움직이는 소나를 통해 2개의 고리

이미지를 얻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1. 수조 실험 개요.

소나는 그림. 22와 같이 1개의 송신기와 32개의 수신기가 있으며,

그림.23과 같이 한번 신호를 송수신 한 후 616.5 mm를 이동 후

다시 신호를 송수신 한다. 이 과정을 총 7번 수행하여 총 224개의

위치에서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40

그림. 22. 송신기와 수신기의 구성.

그림. 23. 수조 실험에서의 소나의 위치

실험 환경은 표. 3과 같다.

Parameter Value Definition

 455 kHz Carrier frequency

 0.3 ms Pulse duration

 50 kHz Sampling frequency

 1480 m/s Sound speed

 8.5 m Center point of target area

 0 m Center point of target area

 1.5 m Half size of target area in range 

 2.4385 m Half size of target area in cross range

 2.4385 m Half size of synthetic aperture

표. 3. 수조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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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주파수 455 kHz, 길이는 약 0.25 ms인 CW 신호를

사용하였고, 50 kHz의 주파수로 신호를 샘플링 하였다. 음속은 1480

m/s였고, 소나는 레일을 따라 신호를 송수신 하고, 616.5 mm를

움직이는 과정을 반복하여 총 7개의 위치에서 신호를 송수신

하였다. 관측 영역은 소나 이동 궤적의 중심을 기준으로 직거리

방향으로 8.5 m 만큼 떨어진 곳에서 직거리 방향으로 [-1.5 m, 1.5

m], 수직거리 방향으로 [-2.4385 m, 2.4385 m]의 영역을 관측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격자는 관측 영역을 101 x 101개로 나누었다.

6.2. 영상 획득 결과

실험을 통해 데이터는 그림. 24와 같이 얻어졌다. 가로축은

시간에 대한 스냅샷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소나의 위치를 의미한다.

그림. 24. 수조 실험 관측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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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데이터 중 관측영역의 표적에 맞고 수신된 데이터인 빨간색

네모친 부분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이미지를 얻었다.

그림. 25. 수조 실험 영상 획득 결과, (a) CS SAS 알고리즘, (b) -k 알고

리즘, (c) backprojection 알고리즘.

CS SAS 알고리즘과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은 고리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k 알고리즘은 실험 시 센서의

간격이 길어 앨리어싱이 발생하였다. CS SAS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이미지는 최대한 표적의 분포가 희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고리 모양 외에 부엽들을 최소화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얇은 고리의 모양을 얻을 수 있었다.

backprojection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도 부엽에 의한 이미지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긴 했지만, 깨끗한 고리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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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에서 표적의 분포가 희박하다는 가정하에 합

성 개구면 소나(synthetic aperture sonar, SAS)에 압축센싱

(compressive sensing, CS)를 적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그리고 단상태 소나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에 이용되

던 기법인 파수 영역 알고리즘과 backprojection 알고리즘보다 뛰어

난 분해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엽이 매우 적고, 크기도 작

기 때문에 부엽에 의한 이미지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한 시간, 공간 영역에서 나이퀴스트 이론에 위배되는 적은 수준의

샘플링을 한 경우에도 기존의 기법들보다 좋은 품질의 표적의 이미

지를 얻을 수 있었다.

압축센싱을 이용한 기법의 단점으로 예상되는 센싱 행렬의 거대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기 사이 간격과 가상 표적 사이의 간

격이 동일하다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FFT 방법을 도입하여 센싱

행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센싱 행렬의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기존 알고리즘들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운용하는 소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배열 소나의 경

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 역시 압축센싱을 이용한 알

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나테크에서 실시한 수조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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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고리모양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그 결과

파수 영역 알고리즘을 제외한 압축센싱을 이용한 기법과 back-

projection 알고리즘은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기

존의 합성 개구면 소나 알고리즘보다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초고해상도의 이미

지가 필요한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적

은 샘플링으로도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향후 소나를 운용할 시 센서의 개수를 줄여 운용하여

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용 절감도 가능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압축센싱

을 이용한 합성 개구면 소나 알고리즘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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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ynthetic aperture

sonar signal processing using

compressive sensing

Hyungryul, Yuk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ynthetic aperture sonar is a technique for obtaining underwater

images by synthesizing the signals received by the sonar.

Synthetic aperture sonar could obtain image which has better

resolution than other techniques such as side scan sonar.

Therefore, related research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used

not only for military purposes such as mine detection but also oil

exploration and geological prospecting.

However, since conventional synthetic aperture sonar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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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techniques require high level of sampling in the time

and space domain according to Nyquist theory, a large amount of

data is required and a high performance processor is required. In

addition,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the side lobe generated

by the matched filter in the conventional synthetic aperture sonar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In this paper, a method of obtaining images of underwater

targets through a synthetic aperture sonar algorithm based on

compressive sensing is proposed. The observation area is divided

into grids and the target strength of replicas that are supposed

to be on each grid are made a sparse signal. The signals that

are expected to be scattered into each replica are used as

sensing matrix. Simulation was performed at sub-Nyquist

sampling for monostatic sonar, and linear array sonar. In addition

FFT method is introduced to reduce the size of sensing matrix

in a specific condition to make the calculation effectiv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better

resolution than conventional techniques and the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side lobe is hardly occurred. In addition,

image of experimental data was obtained which confirmed that

reliable results are obtained in re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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