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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거리종속 해양환경에서 정상모드 모델 중 하나인 

KRAKEN 과 Lambert 공식 형태의 산란 함수를 이용하 

여 양상태 잔향음을 모델링 하였다. 단열 (adiabatic) 정 

상모드 모델을 이용하여 거리종속 환경에서의 송신기와 

산란체, 산란체와 수신기 사이의 음장을 계산하며 각 

산란체에서의 산란 강도는 각 모드별 파수에 의한 입사 

각 및 산란각을 이용, 모드 조합에 의해 계산하였다. 또 

한 광대역 모델링을 이용하여 시간 영역에서의 잔향음 

신호를 계산하였다.

1. 서론

천해에서 저주파수 잔향음은 주로 경계면에서의 산란 

에 의한 것이다. 고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음원 

과 수신기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단상태 (monostatic)를 

이용하며 이는 산란체 (scatterer)까지의 전달 및 후방산 

란 (backscattering) 경로는 동일하다는 개념을 사용한다. 

반면에 저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음원과 수신기가 분 

리된 다중상태 (multi-static) 또는 양상태 (bistatic)를 이 

용하며 이 경우 후방산란뿐 만 아니라 전방산란 

(forward scattering) 및 측방산란 (side scattering)에 의한 

영향이 포함된다. 후방산란 함수의 경우 많은 실험을 

통해 자료가 측정되어 있으나 [1] 이에 비해 양상태 또 

는 3 차원 산란에 관한 실험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 

로 현재까지 입사각에 해당되는 반사각 부근의 전방산 

란은 강하며 그 이외의 각에서는 약하다는 정도만이 알 

려져 있으며 고주파수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2, 

3,4], 이러한 조건 하에서 관측된 후방산란 강도를 이용 

하여 3 차원 산란 함수를 외삽 (extrapolation)하는 방법 

이 시도된 바 있다 [5], 그러나 이 경우 산란 함수로 

Lambert 공식과 반사각 부근의 산란 공식을 가우시안 

(Gaussian) 분포 형태를 결합시킨 형태로 주파수 및 입 

사각에 대해 독립적인 함수로 사용하므로 물리적인 정 

당성이 결여된다. 또한 고주파수 (10-100 kHz)에서 사용 

하는 산란함수 중 하나인 합성 거칠기 (composite 

roughness) 모델을 저주파수에서 적용한 경우도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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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잔향음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로는 RASP 

model [7], GSM [8] 등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음선이 

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음선이론 모델의 경우, 상대 

적으로 고주파수에 적합하며 또한 해저면 내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천해에서 저 

주파수 잔향음을 예측하기 위해서 정상모드이론과 포물 

선 방정식을 이용한 연구가 국내외에서는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9, 10],

본 논문은 정상 모드 방법을 이용한 천해 잔향음 모 

델을 제안한다. 정상모드 방법을 이용하여 음원과 산란 

체 및 산란체와 수신기 사이의 음파 전달을 계산하며, 

산란체에 입사되어 산란되는 산란강도는 정상모드에서 

의 수평 파수를 이용하여 입사 및 산란각을 산출하여 

고려하였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제안한 모델에 대해 기술하며,3 장에서는 제 

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음원과 수신기 배치에 의한 신호 

를 모의한다. 마지 막으로 4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요 

약한다.

2. 잔향음 모델링

본 장에서의 정상모드에 의한 잔향음 계산과정은 참 

고문헌 [11]과 같으므로 생략하며 변경된 내용인 산란 

함수 및 거리종속에 대해 서술한다.

우선 산란함의 경우 기존의 경우 주파수 종속성이 결 

여되어 있었으나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 

에 의해 해저면에서의 산란함수를 고려하였다 [12].

S(0,0',矿)=卩sin 0 sin 0' + v(l + AQ)2
x exp- (AQ/2cr2)

(2)

거리종속 환경에서의 잔향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거리에서의 입사각 및 산란각을 계산하기 위해 수평 파 

수 성분이 필요하며 이때 전달손실 등을 계산하기 위해 

모드함수를 산출해야 한다 (그림 1).

그림 1 에서 k： 는 거리 단면U )상에서의 m 번째 모 

드의 수평 파수이며 札는 거리 단면(Z)상에서의 m 번 

째 모드 형태이다.

여기서 거리종속성에 대한 계산방법은 단열적 접근 

(adiabatic approach) 방법 을 사용하였 다.

그림 1. Range segmentation for calculating bistatic 

reverberation.

卩bot = -37 + 10log/ : mud

Mbot =-31 + 101og/ : sand (1)

〃北,=一18 : rock

여기서 f 는 주파수로 kHz 단위이다. 따라서 기존의 

산란강도 식(2)에서 耳 값은 해저면의 성질 및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 모델 적용

양상태 거리종속 시계열 잔향음 신호를 모의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3 가지 환경을 고려하였다.

우선 음원 수심 50 m, 수신기 수심 100 m, 음원과 수 

신기 사이의 거리 500 m, 음원의 주파수 범위는 200- 

250 Hz, 계산을 위한 최대 거리는 4000 m, 음속구조는 

거리 및 수심에 따라 일정한 1500 m/s 로 가정하였다 

(Fig 2). 또한 해저면은 모래(sand)로 가정하여 식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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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계수를 결정하여 산란강도 계산시 고려하였다.

Fig 2. Environment setups for signal simulation.

다. Fig. 4 는 역경사를 갖는 해저면에서 계산한 잔향음 

신호로 해저면에 입사되거나 산란되는 음파가 다른 2 

가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렴되므로 시간에 따라 

잔향음의 진폭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Fig. 5 

는 순경사의 경우로 음파가 음원으로부터 발산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시간에 따라 잔향음의 진폭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 10

잔향음 신호 모의를 위해 해저면 경사를 3 가지로 구 

분하였다. Fig. 2 에서 와 같이 해저 면이 평 탄한 경우 (flat), 

음원 위치로부터 거리에 따라 수심이 감소하는 경우 

(up-slope), 그리고 음원 위치로부터 거리에 따라 수심이 

증가하는 경우 (down-slope)로 나누어 시계열 잔향음신 

호 및 잔향음 준위를 산출하였다.

Fig. 3~5 의 잔향음은 음원준위와 산란 단면적을 고려 

하지 않은 결과이다.

Fig. 4. Bistatic reverberation signals in the case of up-slope 

bottom.

Fig 3. Bistatic reverberation signals in the case of flat bottom.

Fig. 5. Bistatic reverberation signals in the case of down-slope 
bottom.

Fig. 3 은 평탄한 해저면에서 계산한 잔향음 신호로 

Fig. 4, 5 와 비교할 때 시 간에 따른 진폭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달손실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4. 결론

정상모드를 이용한 거리종속 잔향음 양상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저면 구성물질 및 주파수를 고려한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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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산란 함수를 적용하여 양상태 산란함수를 향상시켰 

으며 광대역 모델링을 이용하여 시계열 잔향음 신호를 

모의 하였다. 현재 고려한 거리종속성은 단열 정상모드 

를 이용하였으나 대륙사면과 같은 경사 (일반적으로 3。-

6。)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모드간의 에너지 교환을 고려 

할 수 있는 접합 (coupled) 정상모드 방법의 도입이 필 

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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