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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환경 소음 모델이 적용된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김장은1,2∘ ･ 김동길1 ･ 한동석2†

The Modeling and Simulation for Pseudospectral Time-Domain Method 
Synthetic Environment Underwater Acoustics Channel applied to 

Underwater Environment Noise Model

Jang-Eun Kim ･ Dong-Gil Kim ･ Dong-Seog Han†

ABSTRACT

It is necessary to analyze underwater acoustics channel(UAC) modeling and simulation for underwater weapon 

system development and acquisition. In order to analyze UAC, there are underwater acoustics propagation 

numerical analysis models(Ray theory, Parabolic equation, Normal-mode, Wavenumber integration). However, If 

these models are used for multiple frequency signal analysis, they are inaccurate to calculate result of analysis 

effectiveness and restricted for signal processing and analysis. In this pap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opose simple/multiple frequency signal analysis model of the Pseudospectral Time-Domain Method synthetic 

environment UAC applied to underwater environment noise model as like as realistic underwater environment. 

In order to confirm the validation of the model, we performed the 9 scenarios simulation(4 scenarios of single 

frequency signal,  4 scenarios of multiple frequency signal, 1 scenario of single/multiple frequency signal like 

submarine radiated noise) for validation and confirmed the validation of this model through the simulation model.

Key words : Underwater Acoustics Channel, M&S, Pseudospectral Method, Underwater Environment Noise Model

요   약

수중환경에서 운영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설계/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수중음향채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수중음향채널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수중음향 전파 수치해석 모델은 음선이론 법, 정규방식 법, 

포물선방정식 법, 파수적분 법이 있으나 다중 주파수 분석일 경우 유효성과 신호처리 및 분석에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단일 

및 다중 주파수 분석 및 신호처리 및 분석이 용이한 기존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수중음향 수치해석 모델에 수중환경 

소음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수중환경과 유사한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을 모델링 하였다. 이렇게 구현된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 주파수 신호 시나리오 4가지 다중 주파수 신호 시나리오 4가지 및 잠수함 기동에 따른 

방사소음 분석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수중음향채널, 합성환경, 의사 스펙트럼 법, 수중 환경 소음 모델,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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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의한 화

력무기체계(유도무기 : 수중유도무기) 및 감시⋅정찰무기

체계(수중감시장비 : 음탐기, 어뢰음향대항체계, 수중감

시체계)와 같이 다양한 수중환경에서 운영되는 수중 무

기체계 획득과 기존에 개발된 수중 무기체계 임무 공간 

확대를 위한 성능개량 등 고객의 요구가 과거와 달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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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는 미래전에 대비하여 효과적이고 빠른 개발 완료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요소 문제를 해결하

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상 환경 요소가 적

용된 수중음향채널 합성환경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석

이 필수적이다
[1]. 일반적으로 수중음향채널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수중음향 전파 수치해석 모델은 음선이론(Ray 

theory)법 수중음향 모델, 포물선 방정식(Parabolic 

equation)법 수중음향 모델, 정규방식(Normal-mode)법 

수중음향 모델, 파수적분(Wavenumber integration)법 수

중음향 모델이 사용된다. 4가지 모델은 단일 주파수 분석

에 용이하나 다중 주파수 분석에 제한적이다
[2].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수중음향채널 모델

은 단일/다중 주파수 분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중음

향 전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스펙트럼 법 

수치해석 모델에 수중환경 소음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수중환경과 유사한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을 구현

하였다. 이렇게 수중 환경 소음 모델이 적용된 의사 스펙

트럼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을 기반으로 잠수함 기동

에 따른 방사소음 분석 시나리오를 포함한 9가지 시뮬레

이션 확인을 통해 단일 및 다중 주파수 분석 유효성을 확

인한다.

서론에 이어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의사 스펙트럼 법 적용 필요성 및 합성환경 수중음향채

널 모델 구현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의사 

스펙트럼 수중음향 전파 및 수중 환경 소음 수학적 모델

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4장에서는 구현

된 스펙트럼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 전파 모델을 9가지 시

나리오에 대한 단일/다중 수중음향 신호에 대한 시뮬레이

션 결과 보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

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향

2.1 수중음향채널 모델 및 구현 방향 연구

수중음향채널은 지상채널과 달리 신호 전달을 위해 전

자파 대신 음파를 사용하며, 음파의 경우 주파수 증가에 

따른 전달손실의 증가로 낮은 주파수 대역 신호를 사용

한다
[3]. 수중음향 채널에서 음파 전달에 대한 해석 및 분

석은 파동방정식 수치해석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

한 수치해석 방법 기반으로 연구된 다양한 수중음향 모

델이 있으며, 수중음향 모델은 단일 주파수 신호 전달 모

델과 다중 주파수 신호 전달 모델 2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단일 주파수 신호 전달 모델은 적은 수치해석 

계산량을 통해 고주파 영역 해를 쉽게 구하고 분석 확장

성이 유용한 음선이론 법과 수평 방향 환경 변화에 의한 

음파 전달 현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포

물선 방정식 법이 있다. 이어서 여러 층의 유체/탄성체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수중환경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는 

정규방식 법과, 고체/유체 복합 구성 적층 매질 수중환경

에 대한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는 파수적분 법 4가지 가 

있다
[2]. 그리고 다중 주파수 신호 전달 모델은 시간영역

에서 물체에 의한 근거리 산란 문제 해를 구할 수 있는 

델타함수 근사 기반인 유한 차분 시간영역(Finite 

Difference Time-Domain)법과  스펙트럴 함수 근사 기

반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Pseudospectral Time-Domain)

법 2가지가 있다
[4]. 일반적으로 수중환경에서 운용되는 

무기체계 설계에 앞서 수중음향채널 실시간 음파 전파 

추이 및 음향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시간영역 분석과 다

양한 주파수 신호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을 만족시키는 수중음향 모델은 다양한 주파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여야 하며, 수중음향채널 환경 분

석을 위한 공간격자가 유한 차분 시간영역 법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고 연산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의사 스펙트

럼 시간영역 법을 사용해야 한다
[4]. 그러나 수중음향 수

치해석 모델은 수중음향 전파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수

치적으로 계산된 결과로 수중 환경에 대한 소음 현상을 

고려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중 환경 소음이 존

재하는 실제 수중음향채널과 유사한 수중 환경을 구현하

기 위해 자연적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수중 환경 소음 중 

수중음향채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변 소음(Ambient 

Noise)을 고려해야 한다
[5].

2.2 수중 환경 소음 모델이 적용된 의사 스펙트럼

합성환경 시간영역 법 수중음향채널 모델 구현 

순서

수중 환경 소음 모델이 적용된 의사 스펙트럼 법 합성

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델을 구현하였다. 먼저 실제 수중음향 채

널 환경에서 정지/이동 물체의 음향 발생원과 다양한 주

파수 신호를 다루기 위해 의사 스펙트럼 법 기반으로 수

중음향 전파 모델을 구현하였다. 이어서 수중 환경 소음 

중 주변 소음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미 워싱턴 대학교 응

용 물리 연구소 소음 모델 기반 수중환경 소음을 구현하

였으며, 실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수중청음기의 열 소음 

모델을 적용하여 수중음향채널 모델 환경을 그림 1과 같

이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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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pseudospectral time-domain method synthetic
environment underwater acoustics channel model

3.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수중음향채널 
합성환경 모델

3.1 의사 스펙트럼 법 모델

의사 스펙트럼 법을 이용한 수중음향 파동 구현을 위

해  뉴턴의 운동 법칙 기반으로 파동 방정식을 아래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6].




∇  (1)






∇∙  (2)

여기서   는 압력, 는 입자속도, 은 밀도,  는 음향속

도, 는 흡수계수, 는 체적 근원 밀도, 은 거리, 는 

시간, ∇는 벡터 미분 연산자를 의미한다. 식 (2)에서 흡

수계수는 복소파수를 사용하여 감쇠계수 형태로 아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여기서  는 복소파수, ′는 분산파속도, 는 감쇠계수, 

은 거리, 는 각주파수 이다. 여기서 연산량이 높은 2

차 편미분 방정식을 식 (1)과 (2)로 의사 스펙트럼 법을 

적용하면 1차 편미분 방정식으로 근사하여 연산량을 줄

일 수 있다. 단, 1차 편미분 방정식 근사로 인한 두루마리

현상(wraparound effect)을 제거하기 위해 PML( 

perfectly matched layer)를 적용해야 하며, PML이 적용

된 의사 스펙트럼 법 모델 식은 아래와 같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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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직교좌표계, 는 PML 매질 실 계수 

인자,  는 PML 매질 고유 손실, 는 압력, 는 입자속

도, 는 음향속도, 는 밀도, 는 흡수계수, 은 거리, 

은 거리, 는 각주파수이며, 본 식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

른 압력을 이용해 신호처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5]. 

3.2 수중 환경 소음 모델

수중음향채널의 합성환경 구현을 위해 적용된 소음 모

델은 미 워싱턴 대학교 응용 물리 연구소 소음 모델과 수

중청음기 열소음 모델이다. 미 워싱턴 대학교 응용 물리 

연구소 소음 모델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5,8].

Sur face log log   (6)

여기서 는 풍속, 는 주파수를 의미하며 , 대기온도와 

해수온도 차이는 ∆  ℃, 풍속은 ≥를 가정한

다. 이어서 수중청음기 열소음 모델은 다음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Thermal  loglog (7)

여기서 는 주파수, 는 수중청음기 효율()를 의

미하여 최종 수중 환경 소음 모델 식은 다음과 같다
[5].

 Sur faceThermal (8)

4.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수중음향채널 

합성환경 모델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구현된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

채널 합성환경 모델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

나리오는 아래 표1과 같이 단일 주파수 신호 4가지, 다중 

주파수 신호 4가지, 단일/다중 주파수 신호를 포함한 잠

수함 방사소음 분석 1가지 등 총 9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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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nderwater acoustics channel(uac) model simulation scenarios

Order
Confirmation 

Subject
Simulation Scenario

Transmitter
Environment

UAC
Noise

UAC 
Multipath

Confirmation Method

1

Single 
Frequency

Signal

(No Bandwidth
Signal)

Underwater Acoustics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Environment

※ Tx frequency : 500Hz

Fixed × × Frequency Spectrum Analysis

2

Underwater Acoustics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Environment

※ Tx frequency : 500Hz
※ APL-UW Noise : beaufort scale 1,5,9

Fixed ○ ×
Time-Domain Analysis

+
Frequency Spectrum Analysis

3
Underwater Acoustics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Environment
※ Tx frequency : 500Hz / Tx Velocity : 20KN

Movable × ×
Time-Domain Analysis

+
Frequency Spectrum Analysis

4
Underwater Acoustics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Environment
※ Tx frequency : 500Hz

Fixed × ○ Time-Domain Analysis

5

 
Multiple

Frequency
Signal

(Bandwidth
Signal)

Underwater Acoustics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Environment

※ Tx frequency : 450~550Hz

Fixed × × Frequency Spectrum Analysis

6

Underwater Acoustics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Environment

※ Tx frequency : 450~550Hz
※ APL-UW Noise : beaufort scale 1,5,9

Fixed ○ ×
Time-Domain Analysis

+
Frequency Spectrum Analysis

7
Underwater Acoustics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Environment
※ Tx frequency : 450~550Hz / Tx Velocity : 20KN

Movable × ×
Time-Domain Analysis

+
Frequency Spectrum Analysis

8
Underwater Acoustics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Environment
※ Transmitted signal Type : Gaussian Pulse

Fixed × ○ Time-Domain Analysis

9

Single
and

Multiple
mixed

Frequency
Signal

(Submarine
Radiated
Nosie)

Moving Submarine Environment
(Anti-Submarine Warfare)

※ Submarine Radiated Noise Generation 
※ Submarine Velocity : 20KN

※ APL-UW Noise + Thermal Noise
(beaufort scale 1,5,9)

Movable ○ ○
Time-Domain Analysis

+
Frequency Spectrum Analysis

+
DEMON Analysis

진행 하였다.

시나리오 1~4는 단일 주파수 수중음향 신호에 대한 수

중환경 소음, 이동송신기 및 다중경로 의사 스펙트럼 시

간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 유효성 확인을 

위한 것이며, 수중음향 환경 정보는 아래 그림 2~3와 같

다.

Fig 2. UAC channel environment simulation scenario 1,2



수중 환경 소음 모델이 적용된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제25권 제3호 2016년 9월 19

Fig 3. UAC environment simulation scenario 3,4 

먼저 시나리오 1에서 고정 송신기 단일 주파수 수중음

향 신호에 유효성 확인을 위해 다음 식으로 모델된 음향

신호를 송신한다.

 




 cos  (9)

여기서 는 음압준위, 는 주파수, 는 시간 그리고 

는 위상변위를 의미하며,    ,    ,  

  ∼ ,  ×, 는 균등 확률변수이다. 이

어서  수신기에 수신된 음향 신호 시간영역 분석은 다음 

식과 같다
[9].

  




    (10)

여기서 는 번째 경로 감쇠 인자,  는 번째 경

로 송신 음향 신호,  는  번째 경로 지연시간, 은 

소음이며, ,  , 와 은  수중음행채널 환

경에 따라 계산된 의사 스펙트럼 결과로 설정된다. 이어

서 수신 신호에 대한 주파수 영역 분석을 위해 고속 푸리

에 변환을 사용하며 다음 식과 같다
[9].


  






 ≤≤ (11)

 

여기서 은 수신 음향 신호, 는 표본화률, 은 수신 

데이터 샘플수, 분석에 필요한 주파수는   

으로 결정되며, 은 0~15초 간 수신된 샘플 음향 신호, 

,   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과 동일한 환경에서 미 워싱

턴 대학교 응용 물리 연구소 소음 모델 적용 유효성 확인

을 위해 보퍼트 계급(beaufort scale) 1(풍속 : 0.1), 

5(풍속 : 9.15), 9(풍속 : 22.6)에 대한 소음이 

적용된 식(10)에 대한 시간영역 신호와 수신 신호대 소음

에 대한 주파수 영역 신호를 식(11)로 확인한다.

시나리오 3은 이동 송신기 단일 주파수 수중음향 신호

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해 주피수   신호를 식 

(9)로 모델된 음향신호를 송신한다. 이어서 수신기에 수

신된 음향 신호 시간 영역 신호와 주파수 영역 신호 분석 

및 주파수 확산 효과를 식 (10)과 식(11)을 통해 확인하

고 도플러 효과에 의한 주파수 변동 분석은 다음 식과 같

다
[5].

 


min


  (12)

여기서 는 주파수 변동, 는 이동 송신기 속도, 는 

음향 속도, 은 이동 송신기 이동거리, min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최소 거리, 는 송신 주파수를 의미하며, 매개

변수에 대한 세부 조건은 시나리오 1과 동일하다.

시나리오 4은 고정 송신기 단일 주파수 수중음향 신호

에 대한 다중경로 유효성 확인을 위해 주파수   신

호 식 (9)로 모델 된 음향신호를 7주기를 송신한다. 이어

서 수중음향채널의 해표면과 해저면의 물리적 요소에 의

해 다중경로로 수신기에 수신된 시간 영역 신호와 주파

수 영역 신호 분석 및 주파수 확산 효과를 식 (10)과 식

(11)을 통해 확인한다. 식 (10)에 대한 변수는 과,  , 

은  계산된 의사 스펙트럼 결과로 설정되고, 은 0을 

가정한다.

시나리오 5~8는 다중 주파수 수중음향 신호에 대한 의

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수중음향채널 모델 유효성 확

인을 위한 것이며, 수중음향 환경 정보는 아래 그림 4~5

와 같다. 

Fig 4. UAC environment simulation scenario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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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AC environment simulation scenario 7,8  

먼저 시나리오 5에서 고정 송신기 다중 주파수 수중음

향 신호에 대한 수중환경 소음, 이동송신기 및 다중경로 

유효성 확인을 위해 식 (9)로 모델 된 송신 음향신호에 

대한 주파수는 ∼  ∼이며, 나머지 변

수 및 분석방법은 시나리오 1과 동일하다.

시나리오 6는 시나리오 5과 동일한 환경에서 미 워싱

턴 대학교 응용 물리 연구소 소음 모델 적용 유효성 확인

을 위해 보퍼트 계급(beaufort scale) 1(풍속 : 0.1), 

5(풍속 : 9.15), 9(풍속 : 22.6)에 대한 소음이 

적용된 식(10)에 대한 시간영역 신호와 수신 신호 대 소

음 대한 주파수 영역 신호를 식(11)로 확인한다.

시나리오 7은 이동 송신기 다중 주파수 수중음향 신호

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해 주파수 ∼를 가

지는 식 (9)로 모델 된 음향신호를 송신한다. 이어서 수신

기에 수신된 음향 신호 시간 영역 신호와 주파수 영역 신

호 분석 및 주파수 확산 효과를 식 (10)과 식(11)을 통해 

확인하고 도플러 효과에 의한 주파수 변동 분석 식(12)로 

확인한다.

시나리오 8은 고정 송신기 다중 주파수 수중음향 신호

에 대한 다중경로 유효성 확인을 위해 다음 식과 같이 가

우시안 변조 사인 펄스로 모델 된 음향신호를 송신한다
[10].

 
cos  (13)

여기서 는 음압준위, 는 대역폭 인자,  도착시간, 
는 중심주파수 는 시간 그리고 는 위상변위를 의미하

며,  ,   ,    ,  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다중경로로 수신기에 수신된 음향 

신호 시간 영역 신호와 주파수 영역 신호 분석 및 주파수 

확산 효과를 식 (10)과 식(11)을 통해 확인한다. 식 (10)

에 대한 변수는 과,  , 은  계산된 의사 스펙트럼 

결과로 설정되고, 은 0을 가정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잠수함 기동에 따른 다양한 주파수  

수중음향 신호가 혼재된 방사소음 분석 결과와 J.S. Kim 

et al.(2012)의 데몬(DEMON) 분석 결과 비교를 통해 유

효성 확인을 확인하며, 수중음향 환경 정보는 그림 6와 

같다.

Fig 6. UAC environment simulation scenario 9 

다양한 주파수  수중음향 신호 주파수에 대한 의사 스

펙트럼 시간영역 법 수중음향채널 모델에 수중 환경 소

음 모델이 적용된 합성환경에 대한 성능 분석을 위해 그

림 6의 수중음향채널 환경에서 잠수함 기동에 의해 발생

되는 다양한 방사소음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1].

    (14)

여기서 는 잠수함 기동에 의해 발생되는 광대역 

방사 소음 는 잠수함 기계류에서 발생되는 토널신

호, 는 잠수함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해 발생되는 

캐비테이션 소음이며, 에 대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된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5,11].

    ≤ ≤ 
log ≤   

(15)

여기서 는 까지 발생되는 잠수함 방사소음, 

는   방사소음, 는 잠수함 속도 증가에 따른 노

이즈 증가 값이며, 모의 대상 잠수함을 전기 잠수함으로 

고려하여   ,   ,   로 설

정하였다. 이어서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os  (16)

여기서 는 토널 개수, 토널 신호 음압준위, 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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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신호 주파수, 는 위상변위이며,   ,  , 

  , ,  ,   ∼ ,  ×

이다. 이어서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os  (17)

여기서 는 하모닉 차수, 는 변조지수, 는 위상변

위, 는 광대역 캐비테이션 소음이며,   ,  ,

   ,   ∼ ,  ×이다. 앞서 정

의된 조건에 의해 발생된 잠수함 방사소음을 잠수함 식

별 소나분석 기법인 TPSW(Two-Pass Split-Window) 알

고리즘 기반 데몬 처리 기법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12]. 그리고 수중환경 소음 발생 조건은 보퍼트 계급 1(풍

속 : 0.1), 5(풍속 : 9.15), 9(풍속 : 22.6)과 

수중 청음기 효율은 0.5로 가정한다. 

4.2 시뮬레이션 실행 및 결과 분석

4.2.1 단일 주파수 신호 분석

단일 수중음향 주파수 신호에 대한 의사 스펙트럼 시

간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 유효성 확인을 

위해 그림 2의 수중음향채널 환경에서 송신기로부터 송

신된 단일 주파수 신호가 수중음향채널을 통과한 후 수

신기에 수신된 신호에 대한 결과는 그림 7~10과 같다.

시나리오 1 시뮬레이션 결과 500로 송신된 단일 주

파수 신호에 대한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전파 형상

은 단일 주파수 신호 파장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그림 

7(a)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 결과는 그림 7(b)이며, 주파수 영역 분석

결과 송신 신호의 송신 주파수와 동일한 500  신호가 

수신된 것을 그림 7(c)를 통해 확인했다.

(a) PSTD propagation configuration

(b) Normalized Time-Domain Signal

(c)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7. Scenario1 simulation results

시나리오 2 시뮬레이션 결과 보퍼트 계급 1(풍속 : 0.1

) 수중 환경에서 500로 송신된 단일 주파수 신호

가 수중음향채널 통과 후 수중 환경 소음 영향으로 수신

신호 변동을 그림 8(a)의 시간 영역 결과로 확인 할 수 있

으며, 주파수 영역 분석결과 송신신호 대비 수중 환경 소

음이 낮아 500  단일 주파수 신호 준위가 높은 것을 그

림 8(b)를 통해 확인했다.

(a) Normalized Time-Domain Signal

(b)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8. Scenario2 simulation results(beaufort scale : 1)

보퍼트 계급 5(풍속 : 9.15) 수중 환경에서 500

로 송신된 단일 주파수 신호가 수중음향채널 통과 후 수

신된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 결과 송신신호 대비 수중 환

경 소음 증가로 송신 신호가 소음에 묻혀 수중 환경 소음 

신호 형상이 보이는 것을 그림 9(a)를 통해 확인했다. 이

어서 주파수 영역 분석 결과 송신 신호 대비 수중 환경 

소음 증가를 그림 9(b)를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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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ized Time-Domain Signal

(b)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9. Scenario2 simulation results(beaufort scale : 5)

보퍼트 계급 9(풍속 : 22.6) 수중 환경에서 500

로 송신된 단일 주파수 신호가 수중음향채널 통과 후 수

신된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 결과 송신신호 대비 수중 환

경 소음 증가로 송신 신호가 소음에 묻혀 수중 환경 소음 

신호 형상을 보이는 것을 그림 10(a)를 통해 확인했다. 

이어서 주파수 영역 분석 결과 수중 환경 소음 증가로 인

해  송신 신호가 소음에 가려진 것을 그림 10(b)를 통해 

확인했다.

(a) Normalized Time-Domain Signal

(b)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10. Scenario2 simulation results(beaufort scale : 9)

단일 수중음향 신호 주파수에 대한 의사 스펙트럼 시

간영역 법 수중음향채널 모델에서 이동 물체에 대한 도

플러 효과와 다중경로 효과 유효성 확인을 위해 그림 3의 

수중음향채널 환경에서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단일 주파

수 신호가 수중음향채널을 통과한 후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에 대한 결과는 그림 11,12와 같다.

시나리오 3 시뮬레이션 결과 이동 송신기로부터 500

로 송신된 단일 주파수 신호에 대한 의사 스펙트럼 시

간영역 법 전파 형상은 그림 11(a)와 같다. 이어서 수신

기에 수신된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 결과는 이동 송신가 

수신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신호 크기가 증가하고, 멀어짐

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그림 11(b)로 확인 했으며, 주파

수 영역 분석결과 송신기 이동속도에 따른 도플러 효과

가 중심 주파수로 부터 ±3.4125  주파수 확산 발생을 

그림 11(c)를 통해 확인했다
[13-14].

(a) PSTD Propagation Configuration

(b) Normalized Time-Domain Signal

(c)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11. Scenario3 simulation results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결과 수중음향채널 다중경로 

환경에서 500  7주기 단일 주파수 신호에 대한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전파 형상은 그림 12(a)이며, 송신

신호는 그림 12(b)와 같다. 이어서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

에 대한 시간 영역 결과 해표면과 해저면의 반사에 의해 

수신되는 잔향 효과를 그림 12(c)로 확인 했으며, 주파수 

영역 분석결과는 그림 12(d)와 같다.

(a) PSTD Propagation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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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rmalized Time-Domain Transmitted Signal

(c) Normalized Time-Domain Received Signal

(d)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12. Scenario4 simulation results

4.2.2 다중 주파수 신호 분석

다중 수중음향 주파수 신호에 대한 의사 스펙트럼 시

간영역 법 수중음향채널 모델 유효성 확인을 위해 그림 

4의 수중음향채널 환경에서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다중 

주파수 신호가 수중음향채널을 통과한 후 수신기에 수신

된 신호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 13~16과 같다.

시나리오 5 시뮬레이션 결과 450~550로 송신된 다

중 주파수 신호에 대한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전파 

형상은 다중 주파수 신호 파장이 혼합되어 진행되고 있

음을 그림 13(a)로 확인했다. 이어서 수신기에 수신된 신

호에 대한 시간 영역 결과는 그림 13(b)이며, 주파수 영

역 분석결과 송신 신호의 송신 주파수와 동일한 450~550

  신호가 수신된 것을 그림 13(c)를 통해 확인했다. 

(a) PSTD Propagation Configuration

(b) Normalized Time-Domain Signal

(c)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13. Scenario5 simulation results

시나리오 6 시뮬레이션 결과 보퍼트 계급 1(풍속 : 0.1

) 수중 환경에서  450~550로 송신된 다중 주파

수 신호가 수중음향채널 통과 후 수중 환경 소음과 수신 

신호와 함께 수신된 시간 영역 결과 수중 환경 소음의 영

향으로 그림 13(b) 대비 신호 변동이 발생함을 그림 

14(a)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주파수 영역 분석결과 

송신신호 대비 수중 환경 소음이 낮아 450~550  주파

수 신호 준위가 높은 것을 그림 14(b)를 통해 확인했다.

(a) Normalized Time-Domain Signal

(b)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14. Scenario6 simulation results(beaufort scale : 1)

보퍼트 계급 5(풍속 : 9.15) 수중 환경에서 

450~550로 송신된 다중 주파수 신호가 수중음향채널 

통과 후 수신된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 결과 송신신호 대

비 수중 환경 소음 증가로 송신 신호가 소음에 묻혀 수중 

환경 소음 신호 형상을 보이는 것을 그림 15(a)를 통해 

확인했다. 이어서 주파수 영역 분석 결과 송신 신호 대비 

수중 환경 소음 증가를 그림 15(b)를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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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ized Time-Domain Signal

(b)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15. Scenario6 simulation results(beaufort scale : 5)

보퍼트 계급 9(풍속 : 22.6) 수중 환경에서 

450~550로 송신된 다중 주파수 신호가 수중음향채널 

통과 후 수신된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 결과 송신신호 대

비 수중 환경 소음 증가로 송신 신호가 소음에 묻혀 수중 

환경 소음 신호 형상을 보이는 것을 그림 16(a)를 통해 

확인했다. 이어서 주파수 영역 분석 결과 수중 환경 소음 

증가로 인해  송신 신호가 소음에 가려진 것을 그림 

16(b)를 통해 확인했다.

(a) Normalized Time-Domain Signal

(b)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16. Scenario6 simulation results(beaufort scale : 9)

다중 수중음향 신호 주파수에 대한 의사 스펙트럼 시

간영역 법 수중음향채널 모델 이동 물체에 대한 도플러 

효과와 다중경로 효과 유효성 확인을 위해 그림 5의 수중

음향채널 환경에서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다중 주파수 신

호가 수중음향채널을 통과한 후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 17,18와 같다
[13-14].

시나리오 7 시뮬레이션 결과 이동 송신기로부터 

450~550로 송신된 다중 주파수 신호에 대한 의사 스

펙트럼 시간영역 법 전파 형상은 그림 17(a)와 같다. 이

어서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 결과는 이

동 송신가 수신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신호 크기가 증가

하고, 멀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그림 17(b)로 확인 

했으며, 주파수 영역 분석결과 송신기 이동속도에 따른 

도플러 효과가 중심 주파수로 부터 ±3.4125  주파수 

확산 발생을 그림 17(c)를 통해 확인했다

(a) PSTD Propagation Configuration

(b)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c)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17. Scenario5 simulation results

시나리오 8 시뮬레이션 결과 수중음향채널 다중경로 

환경에서 7주기 가우시안 펄스 신호에 대한 의사 스펙트

럼 시간영역 법 전파 형상은 그림 18(a)이며, 송신신호는 

그림 18(b)와 같다. 이어서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에 대한 

시간 영역 결과 해표면과 해저면의 반사에 의해 수신되

는 잔향 효과를 그림 18(c)로 확인 했으며, 주파수 영역 

분석결과는 그림 18(d)와 같다.

(a) PSTD Propagation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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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rmalized Time-Domain Transmitted Signal

(c) Normalized Time-Domain Received Signal

(d)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Fig 18. Scenario8 simulation results

4.2.3 단일/다중 혼합 주파수 신호 분석

잠수함 기동에 따른 방사소음 분석을 통해 단일/다중 

혼합 수중음향 주파수 신호에 대한 의사 스펙트럼 시간

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에 대한 유효성 확

인을 위해 그림 3의 수중음향채널 환경에서 잠수함 기동

에 따라 단일/다중 혼합 신호로 구성된 방사소음이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a) PSTD Propagation Configuration

(b)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Radiated Noise + Cavitation Noise)

(c) Normalized Frequency-Domain Signal
(Radiated Noise + Propeller Tonal Noise)

(d) DEMON(TPSW Alogorithm) Analysis
   (No Ambient Noise)

(e) DEMON(TPSW Alogorithm) Analysis
   (beaufort scale : 1)

(f) DEMON(TPSW Alogorithm) Analysis
   (beaufort scale : 5)

(g) DEMON(TPSW Alogorithm) Analysis
(beaufort scale : 9)

Fig 19. Scenario9 simulation results

시나리오 9 시뮬레이션 결과 음의음속 단면을 가지는 

다중경로 환경에서 잠수함 방사소음에 대한 의사 스펙트

럼 시간영역 법 전파 형상은 다양한 주파수 신호 파장이 

혼합된 음향신호가 음의음속 단면 효과로 인해 깊이별 

속도차를 가지고 음향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림 19(a)을 

통해 확인했다. 그림 19 (b)는 잠수함 방사소음과 캐비테

이션 소음에 대한 주파수 분석 결과 방사소음은 식 (15)

에 따라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갈수록 소음 신호 준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 에 대한 캐비테이션 

소음을 확인했다. 그림 19 (c)는 잠수함 방사소음과 프로

펠러 소음에 대한 주파수 영영 분석 결과 방사소음은 식 

(15)에 따라 고주파 영역으로 소음 신호 준위가 낮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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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 대한  프로펠러 소음을 

확인했다. 그림 19 (d)~(g)는 수중 환경 소음이 없는 환경

과 풍속에 따라 증가된 수중 환경 소음이 존재하는 수중

음향채널에서 잠수함 방사소음 기반 잠수함 식별 소나분

석 기법인 TPSW(Two-Pass Split-Window) 알고리즘 기

반 데몬 처리 분석 결과이다. 먼저 수중 환경 소음이 없

는 수중음향채널에서 데몬 처리 결과 , , , 
의 하모닉 주파수와  ,   의 신호가 정

상적으로 검출되는 것을 그림 19 (d)를 통해 J.S. Kim et 

al.(2012)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다. 이어서 수중 환경 

소음이 증가하는 수중음향채널에서 데몬 처리 결과 보퍼

트 계급 증가에 따라 신호 대 소음의 증가로 검출되는 주

파수 신호 준위가 낮아졌지만 그림 19 (d) 결과와 같이 

동일한 주파수 신호가 검출되는 것을 그림 19 (e)~(g)를 

통해 확인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수중유도무기, 음탐기, 어뢰음향대항체계 및 수중감시

체계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중환경에서 운영되는 

수중 무기체계 획득과 기존에 개발된 수중 무기체계 임

무 공간 확대를 위한 성능개량 등 과거와 달리 빠른 대응

과 개발속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 요

소를 극복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상 환

경 요소가 적용된 수중음향채널 합성환경 모델링 및 시

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이 수중환경에서 운영되는 수중 무

기체계 획득을 효과적이고 고객에 대한 빠른 대응과 개

발 위한 제한적인 시간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다중 

수중음향 신호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 스펙트

럼 시간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을 제안하고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수행하였다. 의사 스펙트럼 시간영

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수

중 환경 소음이 존재하는 수중음향채널에서 단일 수중음

향 신호와 다중 수중음향 신호에 대한 다중경로 특성 및 

도플러 효과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잠전 

시나리오인 잠수함 방사소음에 대한 잠수함 식별 기법인 

TPSW 알고리즘 기반 데몬 처리 분석 결과를 통해 제안

된 스펙트럼 시간영역 법 합성환경 수중음향채널 유효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방향은 현재 의사 스펙트

럼 시간영역 법 수중음향채널 합성환경 모델을 2차원 좌

표 환경 분석체계에서 3차원 좌표 분석체계 확장과 분석 

주파수 및 수중음향 분석 공간 확장에 따라 수치연산 증

가에 따른 계산시간 효율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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