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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소나시스템에서 탐지효과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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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timal use of sonar systems for detection is a practical problem in a given ocean environment. In order to 
quantify the mission achievability in general, measure of effectiveness(MOE) is defined for specific missions. In 
this paper, using the specific MOE for detection, which is represented as cumulative detection probability(CDP), an 
integrated software package named as Optimal Acoustic Search Path Planning(OASPP) is developed. For a given 
ocean environment and sonar systems, the discrete observations for detection probability(PD) are used to calculate 
CDP incorporating sonar and environmental parameters. Also, counter-detection probability is considered for 
vulnerability analysis for a given scenario. Through modeling and simulation for a simple case for which an 
intuitive solution is known, the developed code is verified.

Keywords : Measure Of Effectiveness(MOE), Detection, Cumulative Detection Probability(CDP), Probability of Detection 
(PD), Passive SONAR System, Vulnerability, Optimal Acoustic Search Path Planning(OASPP), Sonar- 
Maneuver Tactic

1. 서 론

  해양에서 소나를 이용하여 표 에 한 탐지임무를 

수행할 경우, 효율 인 소나운용은 임무성공여부와 직

결되며 소나시스템의 성능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실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해 미 해군의 경우 

운용소나의 탐지성능  기동 술의 효과를 측하기 

해 효과도(MOE : Measure Of Effectiveness) 분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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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확립하 고[1], 지속 인 해상훈련을 통해서 작

해역의 환경정보 자료를 측정  수집하고 이를 분석

하여 운용 장비  술시나리오에 한 유효성을 정

량 으로 평가하고 있다
[2～6]. 국내에서는 효과도 분석

에 한 연구가 2005년부터 수행되고 있으며
[7～13], 향

후 체계 이고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작 해역의 해양환경정보를 바탕으로 

획득한 수동소나의 음향정보와 자함의 기동시나리오가 

주어진 경우, 운용소나의 탐지성능과 기동 술의 효과

를 측하기 해 취약성을 고려한 탐지효과도 분석을 

수행하 다.
  탐지효과도 분석은 시간 별 탐지확률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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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확률(CDP : Cumulative Det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며[1,9,13], 탐지효과도 분석을 해 

본 논문에 용한 탐지확률 계산 알고리즘에 해 

기술하 다. 한, 실 인 탐지효과도 분석을 해서 

표 에 의해 자함이 피탐지(counter-detection)될 험성

인 취약성 분석
[1]을 수행하 다. 탐지확률 계산을 

해서 배열소나(표 소나)와 선배열소나(자함소나)의 

제원을 이용하여 수치 분법으로 3차원 빔패턴(beam 
pattern)을 계산하 으며, 소나자세각을 고려한 표 과의 

상 방 에 해 빔조향(beam steering) 기법을 용하

여 작 해역에서 운용소나의 치와 자세각에 따른 거

리  방 별 탐지성능을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기동시나리오에 따른 탐지효과도 분석을 해서, 주

어진 해양환경과 탐지세력의 음향정보를 바탕으로 최

의 음향탐색패턴을 도출하는 OASPP(Optimal Acoustic 
Search Path Planning) 알고리즘

[7～12]을 이용하여 주어진 

표 기동경로에 한 두 가지 자함기동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효과도 분석에 활용하 다. 한, 유 알고

리즘(genetic algorithm)의 다 목 함수(multi-objective 
function)[14,15]를 OASPP 알고리즘에 용하여, 주어진 

소나기동경로의 탐지효과도 분석과 취약성 분석을 동

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확장하 다.
  기동시간 별 표 정보인 탐지확률로부터 

탐지확률을 계산하여 자함기동경로에 한 탐지효과

도 분석, 취약성분석  취약성을 고려한 탐지효과도 

분석을 수행하 다.

2. 탐지효과도 이론

  효과도 분석은 주어진 해양환경조건과 운용장비  

자함과 표 의 기동 시나리오 하에서 임무수행에 

한 효과를 정량 인 방법으로 도출하는 것이며, 작

해역의 해양환경정보와 운용소나에 따른 음향정보를 

바탕으로 표 에 한 다양한 임무를 효율 으로 달

성하기 해 필요하다. 효과도 분석에는 임무에 따라 

탐지(detection)효과도, 식별(classification)효과도, 치추

정(localization)효과도, 공격(attack)효과도  취약성

(vulnerability) 분석이 있으며
[1], 본 논문에서는 취약성

을 고려한 탐지효과도 분석을 수행하 다. 탐지효과도 

분석은 소나기동경로에 따른 각각의 탐지확률( : 

Probability of Detection)로부터 탐지확률( : 
Cumulative Detection Probability) 계산을 통해 가능함을 

확인하 고, 계산방법을 상세히 기술한바 있다[9,13].

  

 




  (1)

  탐지확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에는 5가지가 있

으며[16], 본 논문에서는 탐지확률 계산을 해 식

(1)의 방법을 용하 다. 식 (1)에서 는 탐

지확률, 는 i 시 에서의 탐지확률, 는 i 시 까지

의 탐지확률  최 값이다. 한,  exp
로 정의되며 는 탐지상태에서 벗어날 시간당 비율, 
는 각 측시 에 한 시간간격을 나타낸다. 따라

서 와 값에 의해서 탐색을 수행하는 소나의 각 

측시 (glimpse)에 한 상 계(독립성 는 종속성)
의 정도가 결정된다. 는 소나시스템에 따라 가변

이므로 본 논문의 알고리즘에서 변수로 설정되어 있으

며, 는 실제 운용하는 소나시스템을 고려하여 설정

해야한다. 본 논문에서 시뮬 이션을 해서 는 0.1
시간(6분), 는 1/10으로 하여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

다. 취약성분석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1], 본 논

문에서는 표 에 의해 자함이 피탐지(counter-detection)
되는 험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제한하 으며 식 (1)
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 의 에서 탐지확률을 

계산하여 용하 다.

3. OASPP

  기동시나리오에 따른 탐지효과도 분석을 해서 주

어진 해양환경과 탐지세력의 음향정보를 바탕으로 최

의 음향탐색패턴을 도출하는 OASPP(Optimal Acoustic 
Search Path Planning) 알고리즘

[7～12]을 용하 다. 
OASPP 알고리즘은 소나의 탐지알고리즘과 복잡한 탐

색경로문제에 활용되는 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

발되었으며, 주어진 해양환경에서 효율 인 탐색경로

를 도출함을 입증한 바 있다
[7～12]. 본 논문에서는 

OASP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표 기동경로에 

한 두 가지 자함기동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효과도 

분석에 활용하 으며, 실 인 탐지효과도 분석을 

해서 유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의 다 목 함수

(multi-objective function)[14,15]를 OASPP 알고리즘에 

용하여 표 에 의해 자함이 피탐지(counter-detection) 
되는 험성인 취약성 분석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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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지확률계산

  본 논문에서는 소나의 제원에 따른 빔패턴(beam 
pattern)  표 치에 따른 빔조향(beam Steering) 기

법을 용하여 탐지확률을 계산하 다. 주어진 기동시

나리오 하에서, 자함과 표 의 치  상 방 에 따

른 탐지확률은 FOM(Figure Of Merit)을 이용하여 도출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수동소나방정식을 이용

하여 식 (2)와 같이 FOM을 계산하 다. 여기서 SL은 

음원 (Sound Source Level)이며, DI는 지향지수

(Directivity Index), DT는 측정된 신호가 표 신호인지 

결정하는 기 이 되는 탐지문턱(Detection Threshold), 
DL은 빔패턴과 표 방 에 따른 방향손실(Directivity 
Loss) 값을 의미한다.

  (2)

  식 (2)로부터 계산된 FOM을 이용하여 식 (3)과 같

이 신호 과이득(SE : Signal Excess)을 계산할 수 있

다. 식 (3)의 달손실(TL : Transmission Loss)은 표

의 깊이  , 탐지세력의 센서 깊이  , 표 과 센서간

의 거리 에 의해 결정되며, 본 논문에서는 거리종속 

음 달모델인 RAM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3)

  식 (3)으로 계산된 신호 과이득으로 Log-normal 분

포를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탐지확률( : Probability 

of Detection)를 도출할 수 있다[17]. 여기서 는 신호

과이득의 표 편차이며, 본 논문에서는 해상실험 값인 

8∼9dB  8dB를 용하 다[18].

 

 
∞

 exp


  (4)

  본 논문에서는 시뮬 이션을 해서 배열(plane 
array)소나와 선배열(horizontal line array)소나에 해 

탐지확률을 계산하 으며, 배열은 표 이 탑재한 소

나, 선배열은 자함이 탑재하고 있는 소나로 가정하

다. 주 수는 배열  선배열 소나 모두 동일하게 

1kHz를 용하 으며, 배열소나의 경우 표 함의 

양측면에 하나씩 장착되었다고 가정하 다. 식 (2)∼
(4)를 이용해 계산한 시간에 따른 탐지확률 값으로 부

터 식 (1)과 같이 탐지확률을 도출하여 탐지효과

도 분석을 수행하 다.

가. 작 해역정보

  자함  표 이 기동하는 작 해역은 동해이며, Fig. 
1의 붉은 선으로 표기된 가로 100km, 세로 100km 
역으로 제한하 다. Fig. 2는 Fig. 1의 작 역을 확

한 것이며, 란색 원들은 거리종속 음 달모델을 

이용하여 각 치에서의 달손실을 거리/방 에 해 

계산한 지 을 도식화한 것이다. Fig. 1∼2의 colorbar
는 수심을 나타내며, 달손실 계산을 한 수심별 음

속분포는 Fig. 3과 같다.

Fig. 1. Geometry of the search space

Fig. 2. Locations for calculating TL in search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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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und speed profile

나. 배열소나(표 소나)의 탐지확률 계산

1) 빔패턴 계산

  배열 소나의 제원은 Fig. 4와 같이 가로 10m, 세

로 2m로 가정하 고, 수치 분법
[19]을 이용한 빔패턴 

계산을 해 음원을 가로 42개, 세로 5개 배열로 구

성하 다.

Fig. 4. Plane array configuration

  Fig. 5는 수치 분법으로 배열소나의 빔패턴 계산 

 빔조향 기법을 용한 결과이며, 는 배열의 수

평각, 는 수직각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표  

 자함이 동일 수심인 100m에서 기동하기 때문에 수

평각 방향으로만 빔조향을 수행하 으며, 빔조향 각도

는 -90°∼+90° 이다. Fig. 5에서 colorabar는 정규화

(normalization)된 빔패턴 값을 나타낸다.

(a) Beam steering angle :   = 0°,   = 0°

(b) Beam steering angle :   = 45°,   = 0°

Fig. 5. Beam pattern and beam steering for plane array

2) FOM 계산

  배열 소나의 제원을 이용하여 FOM을 도출하기 

해, 음원 (SL)는 2차 세계  당시 측정된 잠수

함 로펠러 방사소음 벨 110dB로 설정하 으며
[18], 

소음 (NL)는 Wentz곡선에서 풍속 2.5m/s, 1kHz에서

의 값 55dB로 가정하 다[18]. 지향지수(DI)는 Fig. 5에

서와 같이 수평각()에 한 빔조향 결과로부터 도출

하 으며 Fig. 6과 같다.
  탐지문턱(DT)값 결정을 해 식 (5)의 Passive 
Broadband Power Detector[20]를 용하 으며, 여기서 

는 detection index로 운용소나의 설계제원에 의해 탐

지확률()  오탐지확률() 값으로 부터 식 (6)과 

같이 결정된다. 식 (5)에서 는 주 수 역폭이며, 
는 표 신호 분시간, 은 측자에 의한 시간이력손

실(time history loss), 은 운 자 피로로 인한 손실, 
는 컬러 시장비 손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 

0.5,  = 10-4,   = 1Hz,   = 0,   = 0,  = 0

을 용하여 탐지문턱 값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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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 as a function of beam steering for horizontal 

angle( )

  loglog
log

 (5)

  log 
log 




 (6)

 log
  dB  (7)

  방향손실(DL) 값은 Fig. 5에서 계산한 3차원 빔패턴

(  )값을 용하여 식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

으며, 빔패턴의 주엽방향(look direction)에 한 나머지 

방 의 상 인 손실 값으로 정의된다[21]. 본 논문에

서는 자함과 표 의 수심이 동일하여 수직각방향(, 
수심방향)으로 변화가 없으므로, 수직각방향() DL은 

0이며 수평각방향() DL만 고려하 다. Fig. 7은 앞서 

계산한 해양환경에 한 달손실(TL)  방향손실

(DL), FOM, 신호 과이득(SE)을 거리/방 에 해 계

산한 결과이다.
  Fig. 7의 달손실은, Fig. 2의 작 역에서 자홍색

으로 표기된 치(X = 20km, Y = 75km, 수심 = 100m)
에 소나가 치했을 경우, 오른쪽 방향을 0°로 하여 

반시계방향으로 5° 간격으로 증가시켜 360°까지 총 72
개 방 에 해 거리 20km까지 계산한 결과이며, 방

향손실, FOM  신호 과이득은 소나기동방

(SnrMovDir)가 90°, 빔조향각이 0°일 경우 결과 값이다. 
소나기동방 는 오른쪽 방향 0°를 기 으로 반시계방

향으로 360°까지 설정하 으며, 빔조향각 0°는 표 함

의 양측면에 하나씩 치한 배열 소나의 broadside 
방향인 왼쪽방향과 오른쪽방향을 나타낸다. 달손실

을 20km까지 계산하 으므로 소나 치를 심으로 

20km 반경 내의 결과 값만 유효하다. 신호 과이득은 

식 (3)으로부터 도출되며 식 (4)와 같이 신호 과이득

의 Log-normal 분포로부터 탐지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Fig. 7. Contours of TL, DL, FOM, and SE as a 

function of direction and range

3) 빔조향에 따른 탐지확률

Fig. 8.   for 0° beam steering angl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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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에서 계산된 신호 과이득으로부터 수평 빔조

향각()이 0°일 때의 탐지확률 분포는 Fig. 8과 같으

며, 빔조향각에 따른 탐지확률 값을 계산한 결과는 

Fig. 9에 나타내었다. 표 함의 양 측면에 배열 소

나가 치해 있으므로, 빔조향 시 broadside 방향이 0° 
방향이며, 빔조향 각도는 -90°(아래방향)∼+90°( 쪽방

향)이다. 탐지확률 값의 범 는 0∼1이지만, 효과 인 

결과확인을 해서 colorbar 벨을 0∼0.5로 조 하여 

도식화하 다.

Fig. 9.   as a function of beam steering angle

4) 소나기동방 에 따른 탐지확률

  본 논문에서는 소나기동방 에 따른 소나의 자세각

을 고려하기 해서 소나기동방 가 주어진 경우,  

방 표 에 해 빔조향을 실시하여 탐지확률을 계산

하 으며 Fig. 10과 같다.
  Fig. 10은 소나기동방 (SnrMovDir)가 90°일 경우 

Fig. 9의 방  표 에 한 빔조향 결과에서 주엽

방향(look direction)의 결과를 동일 그림에 표 한 것

이며, 이는 소나가 치한 지 (20km, 75km, 100m)에
서 20km 반경 내에 치한 모든 표 에 해 빔조향

을 용한 탐지확률 값이다. 빔조향 결과 값  주엽

방 (look direction)만 고려하 기 때문에 방향손실

(DL)은 없으므로, 탐지확률 값은 Fig. 6의 지향지수

(DI)  달손실(TL)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Fig. 10에서 소나기동방 가 90°일 경우, 양 측

면에 치한 배열 소나의 broadside 방향이 endfire 
방향보다 탐지확률이 상 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against the omnidirectional targets for 90°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11은 소나기동방 에 따른 탐지확률 분포이며, 
소나기동방 에 의해 소나자세각이 변화될 경우 동일 

표 치에 한 탐지확률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

다. 동일한 조건인 Fig. 10의 소나기동방  90°일 때의 

탐지확률 결과 값과 Fig. 11의 좌측 앙의 결과가 다

른 이유는 결과 경향확인이 용이하도록 그림 격자 사

이즈를 (101⨯101)에서 (21⨯21)로 여서 표 했기 때

문이며, 실제 탐지확률 값은 두 그림 모두 동일하다.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동방 에 따른 소나

의 broadside 방향이 endfire 방향에 비해 탐지확률 값

이 상 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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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s a function of sonar movement direction

  소나기동방 가 90°일 경우 작 해역 체의 탐지

확률  탐지거리 분포도를 계산한 결과는 Fig. 12∼
13 과 같다. 작 해역에서 달손실을 계산한 치인 

Fig. 2의 푸른색 원으로 표기된 모든 지 에서 거리 

20km 내에 있는 모든 방 의 표 에 해 탐지확률을 

계산하여 Fig. 12에 나타내었으며, 계산한 탐지확률 

결과 값을 거리에 해 분하여 Fig. 13과 같이 소나

성능을 탐지거리로 표 하 다. Fig. 13의 탐지거리 

분포도에서 작 해역 좌측상단 부분의 소나 탐지성능

이 다른 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이유는 Fig. 1
과 Fig. 2의 작 해역 수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해역에 비해 수심이 낮아서 해양의 도

(waveguide) 효과증가로 인해 음 의 기하학  확산손

실이 감소했기 때문이라 단된다.
  Fig. 14∼15는 Fig. 12∼13의 붉은색 사각형 지 을 

확 한 그림이며, 동일 소나기동방 (90°)  소나 치

(20km, 75km, 100m)에 해 앞서 기술한 Fig. 11의 좌

 Fig. 12.   distribution for the plane array in search 

space

Fig. 13. Detection radius distribution for the plane array 

in search space

측 앙결과와 Fig. 14의 정 앙에 치한 탐지확률 

분포 값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Fig. 12∼15
의 원모양의 탐지확률  탐지거리 분포의 의미는 소

나가 원의 심에 치했을 경우, 20km 반경 내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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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거리․방 에 존재하는 표 에 한 탐지확률 분

포  방  표 에 한 탐지거리를 축소하여 표

한 결과 값이며, Fig. 12∼15의 Range로 표기된 x축, y
축은 소나가 치한 지 을 나타낸다. Fig. 15에서 탐

지거리 값이 방 가 아닌 거리에 해 변화가 발생하

는 이유는 시뮬 이션을 수행한 matlab의 내장 그래픽

함수인 contourf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실제 탐지거

리 계산 결과 값은 방 만의 함수이며 거리에 해서

는 단일 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체 인 경향 악이 

유용하다 단하여 contourf 함수를 이용하 다. Fig. 
16∼21은 소나 기동방 에 따른 작 해역의 탐지확률 

 탐지거리 분포를 계산하여 Fig. 12∼13의 붉은색 

사각형 지 만 도식화한 결과이다.

   Fig. 14.   distribution for 90°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15. Detection radius distribution for 90°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16.   distribution for 0°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17. Detection radius distribution for 0°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18.   distribution for 225° sonar m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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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9. Detection radius distribution for 225°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20.   distribution for 315°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21. Detection radius distribution for 315° sonar 

movement direction

다. 선배열소나(자함소나)의 탐지확률 계산

1) 빔패턴 계산

  선배열 소나의 제원은 Fig. 22와 같이 길이 105m로 

가정하 고, 수치 분법
[19]을 이용한 빔패턴 계산을 

해 음원을 길이 방향으로 141개 배치하 다. 본 논

문에서 선배열 소나는 자함이 표 탐지를 해 운용

하는 소나이다.

Fig. 22. Line array configuration

(a) Beam steering angle :   = 0°,   = 0°

(b) Beam steering angle :   = 45°,   = 0°

Fig. 23. Beam pattern and beam steering for lin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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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열 소나의 빔패턴 계산  빔조향을 용한 결

과는 Fig. 23과 같으며, 표 이 운용하는 배열 소나

와 동일하게 수평각() 방향으로만 빔 조향을 실시하

으며 빔조향 각도는 -90°∼+90° 이다.

2) FOM 계산

  달손실  FOM 계산을 한 소나방정식 라메터

는 앞서 기술한 배열 소나와 동일하며, Fig. 24는 선

배열 소나형상으로부터 도출한 빔패턴을 이용하여 수

평각 빔조향에 따른 지향지수(DI)를 계산한 결과이다.

    Fig. 24. DI as a function of beam steering for 

horizontal angle( )

   Fig. 25. Contours of TL, DL, FOM, and SE as a 

function of direction and range

  소나기동방 (SnrMovDir)가 90°, 빔조향각이 0°일 경

우, 달손실(TL), 방향손실(DL), FOM, 신호 과이득

(SE) 계산결과를 Fig. 25에 나타내었다. 달손실은 

배열 소나와 동일하게 Fig. 2의 작 역에서 자홍색으

로 표기된 지 (X = 20km, Y = 75km, 수심 = 100m)
에 소나가 치했을 경우, 72개 방 에 해 거리 20 
km까지 계산한 결과이다.

3) 빔조향에 따른 탐지확률

  선배열 소나의 빔조향에 따른 탐지확률을 계산한 

결과는 Fig. 26과 같으며, 배열 소나에 비해 상

으로 빔폭이 좁아서 표 방 에 한 에 지 집 도

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6.   as a function of beam steering angle

4) 소나기동방 에 따른 탐지확률

  선배열소나의 소나기동방 에 따른 탐지확률 분포는 

Fig. 27과 같으며, 소나자세각 변화에 따른 동일표

치에서의 탐지확률 값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선배

열소나의 빔폭이 배열소나 보다 소하여 빔조향에 

따른 에 지 집 도가 높으며, 그 결과 Fig. 11의 

배열소나의 경우 보다 선배열소나가 상 으로 탐지

확률 값이 높음을 Fig. 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열소나와 동일하게 소나기동방 (SnrMovDir)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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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 작 해역 체에 한 선배열소나의 탐지확

률  탐지거리 분포도는 Fig. 28∼29와 같으며, Fig. 
13의 배열소나 탐지거리 분포도에 비해 선배열소나

의 broadside 방향 탐지성능이 체 으로 우수함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27.   as a function of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28∼29의 붉은색 사각형 지 을 확 하여 Fig. 
30∼31에 나타내었으며, 소나기동방 가 90°일 경우 

소나가 치한 지 을 심으로 임의의 표 치(방
, 거리)에 한 탐지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2
∼33은 소나기동방  0°일 경우 작 해역의 임의의 

표 에 한 탐지확률  탐지거리 분포를 계산하여 

Fig. 28∼29의 붉은색 사각형 지 만 도식화 한 결과

이다.
  본 에서 계산한 배열소나(표 소나)와 선배열소

나(자함소나)의 자세각 변화에 따른 탐지확률 계산결

과를 이용하여 주어진 기동시나리오에 한 탐지효과

도 분석을 수행하 다.

  Fig. 28.   distribution for the line array in search 

space

Fig. 29. Detection radius distribution for the line array 

in search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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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distribution for 90°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31. Detection radius distribution for 90°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32.   distribution for 0° sonar movement direction

   Fig. 33. Detection radius distribution for 0° sonar 

movement direction

5. 기동 시나리오 정의

  4장에서 계산한 배열소나(표 소나)와 선배열소나

(자함소나)를 용하여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기 해, 
표   자함의 기동시나리오를 정의하 다. 표 의 

기동시나리오는 Fig. 34와 같으며, 기동시작지 (90km, 
10km)에서 종료지 까지 시속 8km/hour의 속도로 18
시간동안 동해의 천해방향으로 침투작 을 수행한다

고 가정하 다.

Fig. 34. target track

  주어진 표 기동경로에 해 두 개의 자함기동 시

나리오를 Fig. 35와 같이 정의하 다. 두 개의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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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표 의 기동경로는 동일하

며 자함의 기동경로만 다르다. Fig. 35의 검은색 선으

로 표기된 두 개의 자함 기동경로는 3장에서 언 한 

OASP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하 다. Fig. 35(a)는 

OASPP 알고리즘에 유 알고리즘의 다 목 함수를 

용하여 탐지  피탐지성능을 동시에 고려한 최

탐색패턴이며, Fig. 35(b)는 표 에 한 탐지성능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시뮬 이션에서 자함의 기동속도는 

시속 10km/hour이며 표 을 탐지하기 해 작 해역

을 총 18시간동안 기동한다.

      (a) scenario #1            (b) scenario #2

Fig. 35. Scenario #1 and #2 for searcher against the 

target track

6. 탐지효과도 분석

Fig. 35에서 정의된 두 개의 시나리오와 4장에서 계산

한 배열소나(표 소나)  선배열소나(자함소나)의 

소나기동방 에 따른 탐지확률을 용하여 탐지효과

도, 취약성(피탐지효과도)  취약성을 고려한 탐지효

과도 분석을 수행하 다.
  자함과 표 은 달손실 계산거리인 20km 반경 내

에 상 세력이 치할 경우, 소나자세각에 따른 거리 

 방 에 한 탐지확률을 이용하여 상 세력에 

한 탐지를 0.1시간(6분)간격으로 수행한다. 탐지효과도 

분석을 해서, 기동시간 별 상 세력에 한 소나

정보인 탐지확률을 Fig. 36과 같이 도식화하 다. 
Fig. 36에서 colorbar는 탐지확률 값이며 자함이 표

을 탐지한 경우, 탐지한 정도를 표 경로 에 탐지확

률로 표기하 고, 반 로 자함이 표 에게 피탐지 되

는 경우 자함경로 에 피탐지확률(counter-detection 
probability, counter-)로 나타내었다.

(a) scenario #1

  (b) scenario #2

Fig. 36.   and counter-  for the searcher and target 

tracks

  Fig. 36(a)의 시나리오 #1의 경우 자함이 표 소나

( 배열소나)의 탐지성능이 조한 endfire 방향으로 

기동하여 자함소나(선배열소나)의 탐지성능이 우수한 

broadside 방향으로 7번( 시간 36분) 표 을 탐지하

고 표 소나의 broadside 방향에 치하기 직 에 탐

지거리(20km) 밖으로 회피하 다. 시나리오 #2의 경우

는 OASPP의 목 함수에 피탐지를 고려하지 않고 표

에 한 탐지성능만을 고려하여 생성된 탐색패턴이

기 때문에 자함의 기동경로가 표 경로에 근 하여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탐지성능  표 과의 

시간이 시나리오 #1에 비해 우수하지만 표 에 의해 

피탐지(취약성)될 험성도 상 으로 증가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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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장에서 정의하 듯이 소나기동경로에 한 탐지효

과도는 시간에 따른 각각의 탐지확률로부터 탐지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며, Fig. 36의 기동시간

별 탐지확률과 피탐지확률을 이용하여 탐지효과도 분

석을 수행하 다.

가. 탐지효과도 분석

  본 에서는 표 에 의한 피탐지를 고려하지 않은 

탐지효과도 분석을 수행하 다. Fig. 37에서 colorbar는 

Fig. 36의 기동시간 별 탐지확률로부터 탐지확률

을 계산한 결과이며, 두 시나리오 모두 표 이 자함의 

탐지거리인 20km 안에 치한 시 부터 탐지확률

이 증가한다. 시나리오 #1의 경우 Fig. 37(a)의 상단

(SHR)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탐지확률 0.92(92%)
로 표 을 탐지하며, 시나리오 #2의 경우 표 과의 

시간이 시나리오 #1에 비해 상 으로 길기 때문

에 1.00(100%)로 표 을 탐지한다. 즉, 주어진 표 기

동경로에 해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자함기

동패턴을 따라서 피탐지 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

에 한 탐지를 수행할 경우, 두 시나리오 모두 원

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함을 측할 수 있다.

      (a) scenario #1            (b) scenario #2

Fig. 37. Measure of Effectiveness analysis for detection

나. 취약성 분석

  본 에서는 표 이 자함을 탐지하는 피탐지(counter 
-detection) 험성인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 다. Fig. 
38은 시나리오에 따른 취약성 분석 결과이며, 자함기

동경로 의 탐지확률(colorbar) 값은 표 이 자함

을 탐지한 피탐지효과도이다. 시나리오 #1은 앞서 Fig. 
36에서 기술하 듯이 자함소나가 탐지가 용이한 치 

 소나자세각으로 표 에 한 탐지를 수행한 후, 표

소나의 탐지성능이 우수한 broadside 방향에 치하

기 에 탐지가능거리(20km) 밖으로 회피하 기 때문

에 피탐지효과도(Fig. 38(a) 상단의 TGT)는 -0.27로 시

나리오 #2의 -1(Fig. 38(b) 상단의 TGT)값에 비해 상

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나리오 #2의 경

우가 시나리오 #1에 비해 피탐지 험성 증가로 인해 

탐지임무를 수행하는데 취약함을 측할 수 있다.

      (a) scenario #1            (b) scenario #2

Fig. 38. Vulnerability(counter-detection) analysis

다. 취약성을 고려한 탐지효과도 분석

  Fig. 37의 탐지효과도와 Fig. 38의 취약성분석 결과

를 통합하여 피탐지 험성을 고려한 탐지효과도 분

석을 수행하 으며 Fig. 39와 같다. 자함과 표 의 거

리가 20km 이내일 경우 배열소나(표 소나)  선

배열소나(자함소나)의 탐지확률 값을 이용하여 상 세

력에 한 탐지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취약성을 고려

한 탐지효과도를 분석하 다.

     (a) scenario #1            (b) scenario #2

Fig. 39. Measure of Effectiveness analysis for detection 

considering both detection and counter-detection

  Fig. 39(a)의 상단에서 시나리오 #1은 탐지효과도

(SHR) 0.92, 피탐지효과도(TGT) 0.27로 피탐지를 고려

한 탐지효과도가 0.92-0.27 = 0.65이며, 시나리오 #2는 

Fig. 39(b)에서 탐지효과도(SHR) 1, 피탐지효과도(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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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며 피탐지를 고려한 탐지효과도는 1-1 = 0이다. 기

동시간 별 탐지효과도 분석 결과는 Fig. 40과 같으며, 
탐지효과도(CDP of searcher), 취약성분석(CDP of target) 

 피탐지를 고려한 탐지효과도(Total CDP) 분석결과

를 탐지확률(CDP)로 도식화하 다. 즉, 동일표

기동 시나리오에서 두 개의 자함기동 술에 해 취

약성을 고려한 탐지효과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시나

리오 #1의 자함기동패턴이 시나리오 #2의 자함기동패

턴보다 표 을 탐지하는데 있어 효율 임을 확인할 

수 있다.

(a) scenario #1

  (b) scenario #2

Fig. 40. CDP as a function of scenario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작 해역의 해양환경정보를 바탕으

로 획득한 수동소나의 음향정보와 자함의 기동사나리

오가 주어진 경우, 취약성을 고려한 탐지효과도 분석

을 수행하 다.
  탐지확률 계산을 해서 자함  표 의 기동경로

에 의해 향을 받는 소나자세각을 고려하 으며, 
배열소나와 선배열소나의 제원을 이용하여 빔패턴 계

산  표 방 에 한 빔조향기법을 용하 다. 개

발된 OASPP 알고리즘으로 동일 표 기동경로에 해 

두 가지 자함기동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효과도 분석

에 활용하 으며, 기동시간 별 표 정보인 탐지

확률로 부터 탐지확률을 계산하여 자함기동경로

에 한 탐지효과도, 취약성  취약성을 고려한 탐지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 다. 주어진 소나로 탐지성능

을 도출하여 탐지효과도를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1
의 경우 취약성을 고려한 탐지효과도가 0.65로 시나리

오 #2의 결과인 0에 비해서 운용소나의 성능을 극

화할 수 있는 효율 인 소나기동경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해양환경  기동시나리오가 주어

진 경우, 수동소나시스템의 작 해역에 한 탐지성능

분석과 기동 술의 효과 측이 가능하며 효율 인 소

나운용 략에 도움이 되리라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방 산업청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습니다.(계약번호 UD090026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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