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선 배열 소나는 빔 형성 기법을 통해 표적의 방위

를 추정하며, 표적기동분석(Target Motion Analysis, 

TMA)을 통해 표적의 침로, 속력, 거리 등 추가적인 

정보를 도출한다. 선 배열 소나의 방위 추정은 주로 

DAS(Delay-And-Sum) 빔 형성 기법이 사용되며 음원

으로부터 발생된 신호가 배열의 각 센서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센서 간 지연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방위가 추정된다. 해당 기법은 선 배열 소나의 종단

(endfire)을 기준으로 좌우 수신신호의 지연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빔 패턴이 대칭적으로 형성되고 좌

우 방위 모호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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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선 배열 소나에서 수신되는 신호는 수중에서 

반사와 굴절을 통해 수직적인 각도를 포함하여 3차

원적으로 수신되기 때문에 수신신호를 2차원적으로 

처리하면 좌우뿐만 아니라 원뿔 형태 수신 각도를 모

두 동일한 방위각으로 추정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2] 최근 들어 심해에서 원거리 표적을 탐지하기 위

해 중 ․ 저주파 해저면 반사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저면 반사 경로에서 

수직각에 의한 방위 오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 배열 소나에 수신되는 신호의 수직 성분은 해

양환경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므로 표적의 방위 추정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3] 국내외에서 선 배열 소

나의 방위 오차를 언급한 연구는 많으나 이를 해양 

환경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한 연구 결과는 드

물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선 추적을 이용하여 

해저면 반사 경로의 수직각을 구한 후 표적 방위 및 

해양 환경에 따른 방위 오차를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해저면 반사 신호를 이용하여 추정한 방위에서 거리

에 따른 예상 표적 방위를 산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 배열 

소나에서 방위 추정 시 발생 할 수 있는 방위 오차에 

대해 설명하며, III장에서는 해저면 반사 경로의 수

직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저 지형과 수직 음속 구

조에 따른 방위오차를 모의하였다. IV장에서는 해저

면 반사 경로로 수신된 추정 방위에서 방위 오차를 

고려하여 거리에 따른 예상 표적 방위를 도출하고 

실제 표적 방위 추정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선 배열 소나 방위 오차

2.1 선 배열 소나 특성에 따른 방위 오차

선 배열 소나를 이용한 수신 신호의 방위 추정은 

DAS 빔 형성 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DAS 기법

의 빔 패턴은 좌우 방위 모호성을 가지는 형태로 나

타나며 이는 2 차원의 빔 패턴만 고려되고 수신 신호

의 수직각(vertical angle)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수직각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 배열 소나와 

표적의 수심이 동일하고 음속의 변화가 없으며 경계

면에서의 반사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표적은 수중에서 3 차원적으로 운동함에 따라 선 배

열 소나와 표적이 동일한 수평면상, 즉 동일 수심에 

위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선 배열 소나에 수

신되는 신호 또한 해양환경에 의해 반사와 굴절 현

상을 겪으므로 빔 패턴은 3 차원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차원 빔 패턴은 원뿔(conical) 형태로 나타나

며, 이는 선 배열 소나의 방위 추정 결과가 수신되는 

신호의 수평 성분뿐만 아니라 수직 성분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 즉, 3 차원적으로 수직 및 

수평 성분을 가지며 원뿔 형태의 방위 모호성이 존

재하는 추정 각도를 수평 성분에 대한 좌우 모호성

으로만 가정하게 되면 추정 방위(estimated bearing)와 

실제 표적 방위(target bearing)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

게 된다.[3]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 배열 소나에 수신

되는 신호의 각도를 수직 및 수평 성분으로 구분하

고 이에 따른 추정 방위각을 도출함으로써 실제 표

적 방위각과의 오차를 분석한다.

선 배열 소나에서 3차원적으로 수신되는 신호는 

수평 성분에 해당하는 표적 방위각과 수직각으로 구

분할 수 있다(Fig. 1) .표적 방위각과 수직각을 통해 

결정되는 추정 방위각의 관계는 Eq. (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3]

cos  cos�× cos, (1)

여기서 �는 추정 방위각이고, �는 표적 방위각이

며 µ는 수직각이다.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arget bearing (�), 

vertical angle (µ) and estimated be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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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1)을 통해 도출된 선 배열 소나의 추정 방위각

과 표적 방위각을 비교하여 선 배열 소나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를 식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표적 방위

각은 선 배열 소나의 배열 방향과의 차이를 나타내

는 상대 방위각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이해의 편이를 위해 선 배열 소나의 배열 방향은 

항상 정북(0°)을 향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단순히 표

적 방위각으로 표현한다. 추정 방위각 도출 시 표적 

방위각이 0° , 180° 부근에 근접 할수록 표적 방위각

의 코사인 함수 값이 1 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직성분인 수직각의 영향이 증가하고, 

표적 방위각이 90° , 270° 부근에 가까울 경우 표적 방

위각의 코사인 함수 값이 0에 가까워지므로 수직각

의 영향이 감소한다. Fig. 2는 표적 방위각과 수직각

에 따른 추정 방위각을 도식화한 결과이다. 수직각

이 증가함에 따라 표적 방위각이 0° 또는 180° 인 선 

배열 소나의 종단에서 표적 방위각과 추정 방위각의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한다. 또한 90° 또는 270° 인 횡

단(broadside)에 위치할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각이 0° 이고 표적 방위각만 존재

하는 경우에는 추정 방위각이 표적 방위각과 동일하

지만 실제 해양과 같이 음파의 굴절과 반사에 의해 

수직각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추정 방위각은 표적 

방위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2 다중경로에 따른 방위 오차

선 배열 소나에 수신되는 음향신호는 해양환경의 

영향으로 굴절과 반사를 거치며 직접 경로(direct 

path), 해수면 반사 경로(surface bounced path), 해저면 

반사 경로(bottom bounced path) 등 다양한 경로로 전

파된다. 천해 환경은 수평 성분에 비해 수직 성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직 성분에 따른 방위 오차는 무

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직 

성분에 따른 방위 오차가 비교적 크게 존재하는 심

해 환경에 대하여 고려한다. Fig. 3은 동해의 전형적

인 겨울철 수직음속구조 환경에서 송수신기 수심 

150 m, 송수신기 거리 5 km, 15 km, 30 km에 대하여 고

유음선[4]을 모의한 결과이다. 송수신기 거리 5 km의 

경우에는 경계면 반사가 존재하지 않는 직접 경로와 

해수면 반사 경로, 해저면 반사 경로가 모두 존재하

고, 15 km의 경우에는 해저면 반사 경로만, 30 km일 

경우에는 직접 경로와 해저면 반사 경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모의된다. Table 1은 5 km에서 고유음선 추적

을 통해 경로별로 구해진 수직각과 표적 방위각에 

따른 오차를 나타낸 표로써 해수면, 해저면 반사 경

로와 직접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때 수직

각은 해수면과 평행한 방향을 기준으로 해수면 방향

은 양수로 해저면 방향은 음수로 표현하였다. 각 경

로는 상이한 수직각으로 수신되며, Eq. (1)에 의한 추

정 방위각 도출 시 표적 방위각에 따라 오차(Error)가 

Fig. 2. Relationship between estimated bearing and target bearing as a function of vertical incide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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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로별 특징을 비교하면 

직접 경로는 수층의 음속구조에 의해 굴절을 일으키

며 약 6°의 수직각을 갖고, 해수면 반사 경로의 경우 

선 배열 소나와 표적의 수심이 거리에 비해 매우 작

기 때문에 약 6°의 수직각을 갖는다. 직접 경로와 해

수면 반사 경로는 작은 수직각으로 인해 1° 미만의 

방위 오차를 나타내지만, 해저면 반사 경로의 경우 

수직각이 약 -38° 이므로 표적 방위각이 30°일 경우 

오차가 약 17°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 배열 소나에서 수신중인 신호가 해저면 반사 경

Fig. 3. Eigenray tracing outputs during winter for source-receiver ranges of 5 km (top), 15 km (middle) and 30 

km (bottom) in the East Sea.

Table 1. Bearing errors resulting from incoming signals with different vertical angles.

Travel path Vertical angle (degree, µ)
Target bearing 

(degree, �)

Estimated bearing 

(degree, �)

Bearing error

(� - �)

Surface bounced path
+6.2

(+ : downward directivity)

30 30.6 0.6

60 60.2 0.2

90 90 0

Direct path +6.3

30 30.6 0.6

60 60.2 0.2

90 90 0

Bottom bounced path
-37.6

(- : upward directivity)

30 46.7 16.7

60 66.7 6.7

90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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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일 경우 직접 경로 및 해수면 반사 경로에 비해 더 

큰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II. 해저면 반사신호 방위 오차 모의 

및 해석

심해의 해양환경에서 선 배열 소나에 수신되는 다

중경로 신호 중 해저면 반사 경로는 상대적으로 큰 

수직각을 가지게 되며 추정 방위각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선 추적을 

수행하여 해저면 반사 경로의 수직각을 도출하고 

Eq. (1)을 통해 표적 방위각에 따른 추정 방위각을 모

의한다. 이때 표적 방위에 따른 방위 오차만을 고려

하기 위하여 표적 방위에 대해 음속 구조와 해저 지

형이 동일한 등방성 해양 환경을 모의하며 최종적으

로 모의된 추정 방위각과 표적 방위각과의 각도 차

이를 계산하여 방위 오차를 계산하였다.

해저면 반사 경로의 음파 전달에 영향을 주는 요

소는 크게 해저 지형과 음속 구조가 해당되며 먼저 

음속 구조에 따른 방위 오차를 확인한다. Fig. 4는 수

직 음속 구조와 수심 2,000 m의 해저면에서 한번 반

사된 경로의 음선 추적 결과이다. 음속 구조는 (a) 

1,500 m/s의 등속 수직 음속 구조와 (b) 심해의 음속 

구조를 간단한 수식으로 모의한 Munk[5] 음속 구조를 

사용하였다. 이때 최소 음속층의 깊이는 400 m로 설

정하였다. 선 배열 소나의 수심은 250 m로 가정하였

으며 음선 추적을 위해 수직각에 해당하는 빔은 해

수면과 평행한 0°부터 해저면 방향으로 80°의 범위

에서 3° 간격으로 고려하였고 거리는 0 km ~ 25 km의 

범위로 음선 추적을 수행하였다. 표적이 선 배열 소

나와 동일한 수심인 250 m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였

을 경우에 등속 수직 음속 구조 환경에서는 약 1 km ~ 

25 km 거리의 표적으로부터 수신되는 해저면 반사 

경로의 수직각이 각 거리에 따라 약 75° ~ 8°로 모의

되었다. 1 km 이하의 거리에서는 수직각이 80° 이상

이기 때문에 모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Munk 수

직 음속 구조에서는 약 1 km ~ 20 km 거리의 표적으로

부터 수신되는 해저면 반사 경로의 수직각이 거리별

로 약 75° ~ 17°로 모의되며 20 km 이상의 거리에서는 

음파가 상향 굴절되어 해저면에 반사되지 않기 때문

에 모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Fig. 5. Comparisons between the (a) simulation results of bearing error for the isovelocity condition and (b) 

simulation results of bearing error for the Munk profile.

Fig. 4. Ray tracing outputs of bottom bounced path 

with sound speed profile, (a) constant SSP (1500 

m/s), (b) Munk SSP (minimum sound speed at 4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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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방성의 환경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표적의 거리

에 따른 수직각은 각 표적 방위각에서 모두 동일하

며 모의된 방위 오차는 Fig. 5와 같다. 위쪽 그림에서 

표적 방위가 0°인 경우에 방위 오차는 수직각과 같아

지고 90°의 표적 방위각으로 갈수록 방위 오차는 0°

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잘 모의된 것을 확인 가능하

다. Munk 음속 구조로 모의된 (b)에서 20 km 이후의 

거리에서는 해저면에 한번 반사된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음영구역에 해당하여 방위 오차가 계산되지 않

는다. 또한 Munk 음속 구조에서는 음파의 상향 굴절 

효과로 인하여 같은 거리에서 등속 음속 구조일 때

보다 큰 수직각으로 수신되며 이로 인해 Munk 음속 

구조의 방위 오차가 등속 음속 구조일 경우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각 음속 구조에서 표적 

수심에 따른 방위 오차를 확인한 결과로 잠수함의 

활동 가능 수심을 고려하여 3개 수심(15 m, 150 m, 

250 m)의 방위 오차를 비교하였다. 두 음속구조에서 

표적 수심에 따른 방위 오차의 차이는 모두 2° 이내

로 계산되었으며 선 배열 소나의 측정 방위 오차를 

감안하면 표적 수심에 따른 방위 오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 6은 수심에 따른 방위 오차를 15° 간격의 방위

별로 25 km까지 계산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1,500 

m/s의 등속 음속 구조에서 (a)부터 (c)까지 총 수심이 

각각 500 m, 1,500 m, 2,500 m인 환경에 대한 방위 오

차 모의 결과이다. 세 그림에서 모두 방위각이 종단

에 가까울수록 방위 오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 가능

하고 총 수심이 깊어질수록 방위 오차의 값이 커지

며 1° 이상의 방위오차를 가지는 면적도 넓어지는 것

을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같은 거리에 도달할 때 총 수심이 깊어질

수록 수직각이 커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IV. 선배열 방위 오차를 고려한 

표적 방위선

선 배열 소나에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표적 정보

는 방위정보이며, 이 정보는 선 배열 소나와 표적의 

상대적인 위치에서 추정된 방위를 선으로 표시하여 

확인 가능하다. 방위선을 모의하기 위하여 북동쪽에

서 북쪽으로 변침하는 선 배열 소나와 선 배열 소나

로부터 북서쪽 약 5 km지점에서 남쪽으로 기동하는 

표적을 가정하고 해양 환경을 적용하여 모의를 수행

하였다. 모의에 사용된 해양 환경의 음속 구조는 

GDEM[6]을 통하여 겨울철 동해의 음속구조를 사용

하였고 해저 지형 자료는 ETOPO[7]를 이용하였다 (Fig. 7).

Fig. 8은 선 배열 소나에서 직접 경로 및 해수면 반

사 경로의 추정 방위각을 표시한 그림으로 시간에 

따라 10번의 방위각 추정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a)에서 직접 경로를 통해 추정된 방위의 경우 수직

각에 의한 방위 오차가 작기 때문에 방위선 위에 표

적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b)와 같

이 선 배열 소나에서 해저면 반사 경로의 신호가 수

신되었을 경우에는 추정 방위에 수직각에 의한 방위 

오차가 포함되어 추정 방위의 방위선 위에 표적이 존

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직각이 포함된 해저

면 반사 경로의 추정 방위에서 방위 오차가 고려된 방

위선을 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모의를 수행하였다.

Fig. 6. Simulation results of bearing errors as a function of depth for the isovelocity condition. The total water depths 

of experimental site are (a) 500 m, (b) 1500 m, (c) 2500 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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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음속 구조와 해저 지형에서 선 배열 소나

로부터 일정 방위 간격으로 음선 추적을 수행하여 

수직각을 구한 후에 Eq. (1)을 적용하면 표적 방위에 

따른 해저면 반사 경로의 추정 방위각을 도출 할 수 

있다. 30° 간격의 표적 방위각으로 추정 방위각을 구

한 후 거리에 따른 추정 방위각을 원형 좌표계에 표

시하면 Fig. 9(a)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즉 그림 위의 

숫자는 표적 방위각을 의미하며 해당 실선은 표적 

방위각으로부터 거리별로 계산되는 추정 방위각을 

나타낸다. III장의 결과와 같이 추정 방위각의 방위

선들은 선 배열 소나의 종단에 해당하는 방위각 

180°, 360°에서 표적 방위와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고 

횡단에 해당하는 방위각 90°, 270°에서는 추정 방위

선과 표적 방위가 일치하여 방위 오차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적 방위 30° 추정 방위선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방위오차가 작아지는 현상을 확

인 가능하다.

하지만 선 배열 소나에서 얻어지는 각도는 단일의 

추정 방위각이다. 따라서 상수에 해당하는 추정 방

위각에 따른 표적 방위각을 도출하기 위하여 모델링 

결과에서 30° 간격의 추정 방위각을 설정하고, 추정 

방위각이 동일한 지점들의 표적 방위각을 원형 좌표

계에 표시하면 Fig. 9(b)와 같이 나타난다. 결과적으

로 일정한 추정 방위각에서 거리에 따른 예상 표적 

방위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위의 숫자는 추정 방

위각을 의미하며 해당 추정 방위각에서 거리에 따른 

예상 표적 방위각을 실선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수

직각에 의한 방위 오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180°, 360°

의 추정 방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예상 표적 방위선

도 도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추정 방위각 

Fig. 7. Sound speed profile and bathymetry of the simulation.

Fig. 8. (a) Example of application of a straight line for the direct path of target signal, (b) example of application 

of a straight line for the bottom bounced path of target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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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예상 표적 방위선은 약 7 km까지는 계산되지 

않다가 이후의 거리에서 특정 방위각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 가능하며 이는 약 7 km 이하의 거리에서는 

수직각이 30°를 넘어가기 때문에 30°의 추정 방위는 

존재할 수 없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해저면 반사 

신호에서 추정 방위각을 통해 구해지는 예상 표적 

방위선은 추정 방위각의 각도에 따라 선 배열 소나

의 위치와 예상 표적 방위선의 시작 지점이 일치하

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선 배열 소나의 방향

에서 표적이 정확히 횡단에 위치하는 90°, 270°일 때

는 방위 오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 배열 소나

의 위치와 예상 표적 방위선의 시작점이 일치한다.

Fig. 8(b)에서 사용된 해저면 반사 경로의 추정 방

위각에 Fig 9(b)의 결과를 적용하면 FIg. 10과 같이 나

타난다. 추정 방위각에서 거리에 따른 예상 표적 방

위각을 적용한 방위선은 Fig. 9에서 확인한 것과 같

이 추정 방위각보다 큰 수직각을 갖는 근거리에서는 

표적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로 예상 표적 방위선의 

시작 위치와 선 배열 소나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는

다. 또한 추정 방위가 종단에 가까울수록 표적이 존

재 가능한 수직각이 작기 때문에 방위선의 시작점과 

선 배열 소나의 거리가 멀게 도출되는 현상이 반영

되어 모의 결과에서 변침 후 선 배열 소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기동하지만 

방위선은 북쪽에서 남쪽의 순서로 그려지고 있는 것

을 확인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표적이 예상 표적 방

위선 위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해저면 

반사 경로의 추정 방위각을 통해 도출된 예상 표적 

방위선을 응용하여 표적 기동 분석 수행이 가능하다

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의된 환경의 선 배열 소나에서 

다중경로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방위 모호

성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였으며 해저면 반사 경로에

서 수직각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여 환경에 따른 방

위 오차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방위각에

서 방위 오차를 고려하여 거리에 따른 예상 표적 방

위선을 도출하였다. 모의 결과 상향 굴절이 우세한 

음속 구조에서는 방위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해저 지형이 깊어질수록 방위 오차가 크게 나타났

Fig. 9. (a) Estimated bearing line along distance from constant target bearing, (b) expected target bearing line along 

the distance from the constant estimated bearing.

Fig. 10. Example of application of expected target 

bearing line along the distance from the constant 

estimated bearing for bottom bounced paths of the 

target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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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방위 오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추정 방위각

에서 거리에 따른 예상 표적 방위각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방위선 위에 표적이 위치함을 보였다. 본 논

문에서 모의에 사용된 해저 지형과 음속구조는 단순

한 환경이므로 복잡한 해양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

적으로 해저면 반사 경로의 추정 방위각으로부터 도

출된 예상 표적 방위선은 표적의 거리, 침로, 속력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표적기동분석에 활

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저면 반사 경로를 이

용하여 표적기동분석이 가능하게 된다면 기존 직접 

경로를 이용한 표적기동분석과 비교하여 장거리 탐

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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