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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째 실험환경에서 0.1 m의 물을 피마자유로 교체 후 동일한

서로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에 음파가 입사되었을 때 반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1(b)). 음향 센서는 200-7G(Simrad)가

사, 굴절, 산란 등의 물리적인 현상들이 발생된다. 이러한

사용되었으며 주파수 200 kHz, 0.025ms의 신호 길이를 갖는

현상들은 두 매질의 음속과 밀도 비율에 따라 변화되고, 매

정현파(Continuous wave) 신호가 송수신되었다.

질의 음속과 밀도의 곱은 임피던스로 정의된다. 실험에서
사용된 피마자유는 위험유해물질로 구분되는 클로로폼

3. 실험결과 및 결론

(Chloroform)과 임피던스가 유사하며 물에 비해 밀도가 낮아
물위에 부유되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200 kHz 고주파 능동소나를 이용한 실험
을 통해 물과 피마자유의 경계면에서 반향 된 신호를 구분
하고 반사손실을 계산하였다.
그림 2. 물만 채워진 경우와 물과 피마자유가 함께 채워진 환경

2. 음향 탐지 수조 실험

에서 음향 신호 측정 결과,(a) 수신 신호, (b) 수신 준위

그림 2(a)는 두 경우의 수신신호를 겹쳐서 나타낸 그림이
다. 파랑실선은 물만 채워진 경우의 수신 신호이며 빨강실
선은 물과 피마자유가 함께 채워진 경우의 수신 신호를 나
타낸다. 물만 채워진 실험과 비교했을 때 물-피마자유 경계
면에서 반향 된 신호가 약 0.35 ms 부터 수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b)는 수신감도 및 증폭값을 보상하여 계
산된 수신 준위를 나타낸다. 본 실험을 통해 물과 피마자유
그림 1. 피마자유 음향 탐지 수조 실험 모식도, (a) 물만 채워진

의 임피던스 차이에 따라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향신호가

환경, (b) 물위에 0.1m 두께의 피마자유가 채워진 환경

발생되고 수신된 신호의 도달시간차를 이용하여 피마자유

피마자유 음향 탐지 실험은 가로, 세로, 높이 0.25 × 0.25 ×

두께의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계

0.68 m의 소형 수조에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산된`반사손실은 약 33 dB 이며 음속과 밀도를 이용하여 모

첫 번째는 물만 채워진 소형 수조에서 물과 공기의 경계면

의한 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에서 반향 된 신호를 측정(그림 1(a))하였고, 두 번째는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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