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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중에서 표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음향기반의 소

나(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를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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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이러한 소나는 수온구조 등 해양환경에 영향

을 받는 수중의 음파전달 특성에 의해 성능이 다르게 

나타난다[1]. 소나는 표적의 방사소음을 이용하는 수동

소나와 송신기를 이용하여 음파를 발생시키고 표적의 

반향 신호를 수신기를 통해 획득하는 능동소나로 분

류할 수 있다. 또한 능동소나는 송·수신기가 단일 소

나에 함께 존재하는 단상태(monostatic) 소나와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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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obvious that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shallow water environment of Korea is very important to 
guarantee the optimal performance of active sonar such as monostatic and bistatic sonar. For this reason,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detection performance characteristics for various depth deployments of sonar in summer, 
winter and water temperature inversion environments, which environments are frequently observed in shallow water 
of Korea such as the Yellow sea. To analyze only effects of water temperature structures on target detection 
performance, we applied range independent conditions for bottom, sea surface and water temperature characteristic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etection performance, we conducted transmission loss and signal excess 
modeling. From the results, we were able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detection performance of active sonar. 
In addition, we verified that operation depth of transmitter and receiver affects the detection performance. 
Especially in the water temperature inversion environ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shadow zone could be 
minimized and the detection range could be increased through bistati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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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가 분리되어 거리와 심도를 다르게 운용할 수 있

는 양상태(bistatic) 소나로 분류할 수 있다[2]. 수심이 

깊은 대양의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해에서의 소

나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오고 있다. Kim et 
al. (2015)은 동해 난수성 소용돌이가 장거리 음파전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3], Kim and Choi 
(2020)은 난수성 소용돌이가 수상함 운용 소나의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4]. Lim et al. (2010)
은 동해 수온구조에서의 선저부착형 소나 운용에 있

어서 음영구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5]. Son et al. (2019)은 양상태 운용에 있어 

음원의 위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 음원위치

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지만[6], 함정이나 잠수함 등에

서 운용하는 소나와는 개념이 다르다. 최근에는 능동

소나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잔향음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특히, Jung et al. (2010)은 동해에서

의 소나 심도에 따른 해저면 잔향음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7]. 외국의 경우 다양한 해양환경에

서의 잔향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9].

  황해와 같은 국내 천해환경은 동해에 비해 수심이 

매우 낮고, 수온구조 등 해양환경이 동해와는 다르다. 
따라서 소나의 성능 특성도 매우 다를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국내 천해에서의 소나운용에 대한 연구는 

동해의 경우와 비교해 많지 않으며, 특히 능동소나의 

탐지성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주로 

수중통신 및 잔향음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Son et al. (2015)은 황해에서 후방 산란강도 측정 연

구를 수행하였지만, 이 또한 단상태 소나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10]. Kim et al. (2016)은 황해와 남해에서의 

수중통신과 관련한 해상실험과 반송주파수에 따른 상

관대역폭 분석을 수행하였다[11]. 능동소나 탐지성능과 

롼련된 연구로는 Kim et al. (2015)의 음원 심도에 따

른 수온역전층의 영향을 관측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있으며[12], Oh et al. (2019)은 수온역전층이 선저부착

형 능동소나의 탐지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가 있다[13].
  황해와 같은 한국천해에서의 능동소나 음탐성능은 

경계면(해수면, 해저면) 특성과 잔향음 및 음속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다[14].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동해에 

비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황해의 

계절 별 수온구조에 대한 영향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

고,  이와 관련한 양상태소나의 음탐특성 분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히 시공간적 변화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천해환경에 따른 양상태 소나

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천해환경에서의 수온특성에 따른 능동소나 성능

을 분석하기 위해 자주 관측되는 수온구조를 고려한 

소나 성능분석을 수행하였다. 여름 및 겨울의 수온구

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환경 DB
의 8월과 2월의 대표적인 수온구조를 활용하였으며, 
수온역전구조는 황해에서 투하식 수심 수온 기록계

(XBT; Expandable Bathy Thermograph)를 통해 2015년 

5월에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환경에 따른 음

파전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음선 모델링 기반 전달

손실 분석과 음원과 수신기 심도에 따른 단상태 및 

양상태 능동소나의 탐지성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잔향음 및 신호초과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온

구조에 따른 탐지성능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심이 일정하고, 거리에 따른 환경변화가 없는 

거리 독립환경을 가정하였다.

2. 음파전달 특성

(a)

    

(b)

Fig. 1. (a) Temperature and (b) sound speed profiles 

for summer(dotted gray), winter(dotted black), 

and temperature inversion(solid black)

  우리나라의 천해는 수심이 깊지 않고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큰 것이 특징으로[15] 음파전달 특성을 복잡하

게 하는 요인이 된다. Fig. 1은 이번 연구에 활용한 

심도 별 수온 및 음속으로 여름 및 겨울은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환경 DB의 8월 15일
과 2월 15일 황해자료이고, XBT 자료는 2015년 5월 

황해에서 관측한 값이다.  겨울에는 약 4 °C 의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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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름에는 약 24 °C 에
서 약 4 °C 까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음의 기울기

를 갖는 수온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수온구조는 국내 

천해에서 여름에 많이 관측되는 계절적 특성이다[16]. 5
월 XBT 관측 자료에는 수온에 따른 3개의 층으로 뚜

렷이 구분된다. 심도 약 15 m 까지 첫 번째 층과, 약 

15 m ~ 50 m 에 수온이 가장 낮은 두 번째 층이 존

재하고 50 m 이후에 다시 수온이 높은 세 번째 층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수온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낮아지지만, XBT 자료와 같이 수온이 깊은 심도에서 

다시 증가하는 수온역전현상(TI; Temperature Inversion)
은 해류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17], 
국내에서 연중 수시로 관측되고 있다[18,19]. Fig. 1(b)의 

음속구조에서도 수온의 영향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이

고 있다[20].
  Fig. 1과 같은 해양환경에서의 음파전달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음선기반[21] 전달손실 모델링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수온구조 의한 음향환경 특성만을 분석하

기 위해 수심 80 m 의 거리독립 환경을 가정하였다. 
거리는 보안문제로 인해 최대 모델링 거리를 기준으

로 정규화하여 나타내었다. 주파수는 개발 중인 소나

를 고려하였으며, 해수면과 해저면 특성은 황해를 고

려하여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모델링에서 해수

면의 영향은 고려된 해상상태에 대한 풍속과 파고로 

변환되어 적용되었고[22,23], 해저면 특성은 해당 저질의 

입자크기를 바탕으로 퇴적물의 밀도, 감쇠계수, 음속

으로 변환되어 모델링에 적용되었다[24,25].

Table 1. Modeling parameters

frequency Bottom type Sea states

0.0 kHz Silty sand 2

  Fig. 2는 Fig. 1의 여름 수온구조에 대한 전달손실 

모델링 결과로서 음원 심도에 따른 음파전달 특성의 

변화가 뚜렷이 확인된다. 음원 심도가 5 m 일 경우에

는 강한 하향 굴절과 해수면/해저면 반사가 뚜렷이 확

인되고, 음원 심도가 60 m 일 경우에는 음파가 수온

이 높은 해수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해저면을 따라 

전파된다. 따라서 Fig. 2(b)와 같이 여름환경에서 음원

의 심도가 깊으면 해수면으로 음파가 잘 전파되지 않

아 얕은 층에 음영구역이 발생하여 표적탐지에 불리

하지만, 깊은 심도의 표적탐지에는 유리하다.

(a)

(b)

Fig. 2. The transmission loss sections for summer. 

Source is located in depth of (a) 5 m and 

(b) 60 m, respectively

(a)

(b)

Fig. 3. The transmission loss sections for winter. 

Source is located in depth of (a) 5 m and 

(b) 60 m, respectively

  겨울환경에서는 심도 변화에 따른 수온변화가 적기 

때문에 음원의 심도에 따른 음파전달 특성 변화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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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작으며, 음파가 수층 전체에 잘 전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Fig. 3). 이러한 특성은 여름의 음파전달 

특성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a)

(b)

(c)

Fig. 4. The transmission loss sections for temperature 

inversion. Source is located in depth of (a) 5 

m, (b) 30 m and (c) 60 m, respectively

  Fig. 4는 수온역전환경에 대한 전달손실 특성이다. 
수온구조에서 뚜렷이 확인되는 3개의 수층 영향으로 

도파관이 잘 발생하여 음원 심도에 따른 음파전달 특

성이 달라지는 것이 확인된다. 음원이 심도 5 m 에 

존재할 경우에는 심도 약 50 m 까지 음파가 잘 전달

되어 전달손실이 작다. Fig. 4(b)의 음원의 심도가 30 
m 인 경우에는 음파가 두 번째 층을 따라 주로 전파

한다. 음원 심도가 60 m 일 경우에는 음원과 가까운 

거리에서는 전 층 전파가 일부 일어나지만, 주로 음원 

심도를 따라 전파하는 특성을 보인다(Fig. 4c).

  음원의 심도에 따른 음파의 전달특성은 등 수온구

조를 갖는 겨울을 제외하고 수온이 심도에 따라 급격

히 변화는 여름과 수온역전환경에서는 음원 심도에 

따라 음파전달 특성이 크게 달라지고, 음영구역의 발

달 특성도 달라진다.

3. 능동소나 탐지성능 특성

  동일한 위치에 송신기와 수신기가 존재하는 단상태

의 경우에는 단일 심도에 대한 음파전달 특성이 반영

될 것이다. 그러나 송신기와 수신기의 위치가 다른 양

상태의 경우에는 두 개 심도에 대한 음파전달 특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탐지성능 분석이 어

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송·수신기 심도에 따른 

능동소나의 탐지성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신호초과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능동소나의 신호초과는 능동 소

나방정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식 1).

     
 

 (1)

여기서 SE는 신호초과, SL은 음원준위, DI와 DT는 지

향지수와 탐지문턱, NL(RL)은 소음준위(잔향음준위)이
며, TL은 전달손실을 의미한다. 음원과 수신기가 같은 

위치일 경우 TL1과 TL2는 같다. Fig. 1의 해양환경에서

의 능동소나 탐지성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식 (1)을 

이용하여 송·수신기 심도에 따른 신호초과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전달손실은 음파전달 특성분석과 같은 방

법으로 계산하였다. 송신기로부터 방사된 음파가 해수

면, 해저면, 수층 체적 등의 다양한 경로를 거쳐 수신

되는 음파의 시간에 따른 총합을 통해 계산할 수 있

는 잔향음은 탐지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서는 송신기에서 경계면까지의 전달손실, 경계면에서 

수신기까지의 전달손실, 경계면에서의 반사 및 양상태 

산란을 고려할 수 있는 음선 기반의 양상태 잔향음 

모델을 적용하였다[26]. SL, DI 및 DT 등 소나성능과 

관련된 변수들은 현재 개발 중인 소나들의 값들을 참

조하였으며, 주변소음은 황해에서의 관측 값을 참고하

여 적용하였다.
  천해에서 잔향음은 탐지성능에 큰 영향을 주며, 음

파전달 특성과 마찬가지로 수온구조, 해저면 및 해수

면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독립

환경에서 수온구조와 소나심도에 따른 잔향음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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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Fig. 5는 수온구조별 소나 심도에 다른 

정규화된 잔향음 준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계

산된 잔향음 값은 동일한 값으로 정규화하였고, 시간

도 정규화하여 상대적인 비교만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Fig. 5(a)의 여름의 경우로 시간 20에서 송·수신기의 심

도가 60 m 일 경우, 잔향음이 약 1.5를 보이지만, 심도

가 5 m로 감소하면, 1이하의 값을 보인다. 이것은 소

나심도가 깊으면 해저면 도파관의 효과로 잔향음도 긴 

시간동안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나심도가 얕으

면 잔향음이 크게 발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c)

Fig. 5. The Normalized reverberations values for (a) 

summer, (b) winter and (c) temperature 

inversion environments. SD represents sonar 

depth

  Fig. 5(b)의 겨울에는 심도에 따른 수온변화가 적어 

전 층에 음파가 전달되는 특성으로 인해 잔향음 또한 

송·수신기 심도 영향이 크지 않다. Fig. 5(c)의 수온역

전환경의 경우에는 송·수신기가 5 m, 30 m 심도에 위

치한 경우가 60 m 심도에 비해 잔향음이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송·수신기 

심도 5 m 및 30 m 에서는 심도 60 m 에 비해 해저면

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직관적인 탐지성능 분석을 위해 수온구조에 

따른 음파전달 특성과 잔향음 특성을 반영하여 신호

초과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거리와 신호초과 값은 특

정 값을 기준으로 정규화를 적용하였다. 해저면 특성 

및 해수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a)

(b)

(c)

(d)

Fig. 6. The signal excess sections for summer 

environment. SD and RD represent source 

and receiver dept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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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7. The signal excess sections for winter 

environment. SD and RD represent source 

and receiver depth, respectively

  Fig. 6은 여름환경에 대한 신호초과 모델링 결과로

서 흰색은 0 미만을 나타내고, 검은색으로 갈수록 신

호초과 값이 큰 것을 의미한다. 송신기와 수신기의 심

도가 5 m 로 같으면, 음영구역이 뚜렷하게 발생하지 

않지만, 수온구조에 따른 강한 하향굴절로 인해 경계

면 반사 증가로 인한 손실이 증가해 탐지거리가 상대

적으로 짧다. 송·수신기 심도가 60 m 로 깊으면, 신호

초과는 해저면을 따라 발생하고 해수면 부근에는 음

영구역이 발생한다. 또한 해수면 반사가 줄어들어 손

실이 감소하여 탐지거리는 증가한다. Fig. 6(b)와 6(c)
의 송신기와 수신기 심도가 다른 경우에는 두 심도에 

대한 음파전달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송신기의 심도가 5 m 인 경우에 상대적으

로 신호초과가 해수면 가까이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정성적이지만 송신기의 심도 영향이 수신기의 

심도 영향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겨울환경의 신호초과 모델링 결과이다. 등

수온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송·수신기의 심도에 따른 

탐지거리 변화는 적다. 따라서 겨울에는 소나 운용심

도 변경에 따른 탐지성능 향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a)

(b)

(c)

Fig. 8. The signal excess sections for temperature 

inversion environment in case of monostatic 

operation. SD and RD represent source and 

receiver dept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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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과 9는 수온역전환경에서의 신호초과 모델링 

결과로 각각 송·수신기 심도가 같은 단상태와 송·수신

기 심도가 다른 경우인 양상태 소나에 대한 신호초과 

모델링 결과이다. 단상태 소나의 경우 음파가 해당 심

도에 형성된 도파관을 따라 주로 전파되어 해당심도

에 신호초과가 크게 발생한다(Fig. 8). 가까운 거리에

서는 일부 음파가 전 층에 전파하여 신호초과가 발생

하지만 반사손실로 인해 그 거리는 짧다.

(a)

(b)

(c)

(d)

Fig. 9. The signal excess sections for temperature 

inversion environment in case of bistatic 

operation

  일정거리 이상에서는 소나 심도 외에 음영구역이 뚜

렷하게 발생하여 해당심도에 위치한 표적탐지에 불리

하다. 이러한 탐지특성은 Fig. 4의 음원심도 별 음파전

달특성과 일치한다. 송·수신기의 심도가 다른 양상태의 

경우인 Fig. 9를 보면, 단상태의 경우와는 달리 음영

구역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상

태에 비해 음영구역이 감소하고 다양한 심도의 표적

에 대해 긴 탐지거리를 보인다. 따라서 수온역전환경

에서는 양상태 운용이 탐지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Fig. 10은 여름, 겨울 및 수온역전환경에서의 표적 

심도 별 탐지거리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세로축은 정

규화된 탐지거리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송·수신기 심

도를 1 ~ 3까지의 숫자로 대체해 표현하였다. 숫자 1
은 5 m, 2는 30 m, 그리고 3은 60 m 를 나타낸다. 예

를 들면, 11은 송·수신기의 심도가 5 m 이고, 23은 

송·수신기의 심도가 각각 30 m 와 60 m 를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가장 어두운 색은 탐지거리가 가장 긴 송·
수신기 심도 조합을 나타내고, 가장 밝은 색의 그래프

는 탐지거리가 가장 짧은 심도 조합을 나타낸다. 결과

를 보면, Fig 10(a)의 여름에 표적심도가 5 m 인 경우

에는 탐지거리가 모든 심도조합에서 매우 짧다. 표적

심도가 30 m 로 깊어지면, 탐지거리가 다소 증가하고, 
표적심도가 60 m 로 깊어지면 탐지거리가 길어진다. 
이러한 탐지거리 변화 특성은 음파전달특성과 잘 부

합한다. 여름의 표적심도 별 탐지거리가 가장 긴 경우

는 단상태 경우(11, 22, 33)로 표적심도가 유사한 심도

의 단상태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b)의 겨

울의 경우에는 등 수온구조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경

우가 탐지거리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어

두운 색으로 표시된 탐지거리기가 가장 긴 경우와 밝

은 회색으로 표시된 탐지거리가 가장 짧은 경우의 차

이가 크지 않다. 다만 표적심도가 깊고 얕은 송·수신

기 심도일 경우에는 탐지거리가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10(c)의 수온역전환경의 경우에는 송·수신기 

심도에 따른 도파관 영향으로 인해 표적심도에 따라 

탐지거리 변화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표적심도가 

5 m 일 경우에는 송·수신기 심도가 5 m 와 30 m 로 

구성된 조합에서 탐지거리가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송·수신기 중 하나라도 심도가 60 m 인 

경우에는 탐지거리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33
으로 표시된 송·수신기 심도가 각각 60 m 인 경우에

는 탐지거리가 매우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적

심도가 30 m 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송·수신기 심도 



(a)

(b)

(c)

1 = 5 m, 2 = 30 m, 3 = 60 m

ex) 11 = source depth 5 m, receiver depth 5 m

Fig. 10. The normalized detection range for (a) summer, (b) winter, and (c) temperature inversion environments. 

Dark gray bars indicate maximum detection range cases, and light gray bars indicate minimum detection 

rang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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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탐지거리가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심도가 60 m 인 33으로 표시한 송·수신기 조합에서도 

탐지거리가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표적심도가 60 m 인 경우에는 송·수신기

중 하나라도 60 m 에 존재할 경우 탐지거리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탐지거리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송·수신기의 심도가 5 m 와 60 
m 인 13의 경우에 다양한 심도의 표적에 대해 우수한 

탐지거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온역전환경에서 탐

지거리를 측면의 탐지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

상태 소나 운용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황해와 같이 수심이 깊지 않은 국내 천해의 대표적

인 수온구조에서의 능동소나 성능 특성 분석은 동해

와는 달리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는 천해환경에서의 능동소나 운용심도에 따른 탐지성

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천해에서 자주 관측되는 여

름, 겨울 및 수온역전환경에 대해 잔향음 및 탐지거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잔향음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여

름에는 송·수신기 심도가 증가하면 해저면 도파관 영

향으로 인해 잔향음이 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등 수온구조를 갖는 겨울의 경우에는 소나 운

용심도에 따른 잔향음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온역전환경에서는 소나 운용심도가 해저면

에 가까워질수록 잔향음이 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탐지거리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여름환경에

서는 얕은 심도의 표적에 대해서는 탐지거리가 짧아

지고, 깊은 심도의 표적은 소나 운용심도를 깊게 하면 

탐지거리가 증가한다. 겨울환경에서는 수온구조의 변

화가 적어 소나 운용심도에 따른 탐지거리 변화가 적

고, 다양한 심도의 표적에 대해 유사한 탐지거리를 보

인다. 수온역전환경에서는 얕은 심도의 표적은 낮은 

소나 운용심도에서, 깊은 심도의 표적은 깊은 소나 운

용심도에서 탐지거리가 증가한다. 또한 송·수신기 심

도를 다르게 운용하면 다양한 심도의 표적에 대해 탐

지거리 측면에서 우수한 탐지성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태 운용에 따른 탐지특성은 여름과 겨울보다 수

온역전환경에서 잘 나타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등 수심과 거리에 따라 동일

한 수온구조로 가정하고 임의의 소나 운용심도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송·수신기 심도가 다른 

양상태 조건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천해환경의 시공간적 변동성

과 실제 천해에서의 소나 운용조건을 고려한 거리·심
도 양상태 소나 운용을 포함한 능동소나 잔향음 및 

탐지성능 분석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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