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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상․수  부문

잠수함 수동소나에서 방사소음의 간섭패턴 분석

Interference Pattern Analysis of the Radiated Noise 

in Submarine Passive 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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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ssive sonar in submarine can detect the target in long range and can attack using it. There are many noises 
which can be received at passive sonar of submarine. When noise received in the sonar it make diverse 
interference pattern depend on the ocean ambient and movement scenario. Interference pattern can be explained by 
theory of waveguide invariant. In this paper, analyze the interference pattern according to the relative motions of 
surface ship and submarine. And analyze the occurrence reason of 2 kinds of interference patterns those are 
usually display on the submarine console. The results show that if relative speed of submarine and target increase 
then gradient of interference pattern will increase. And closest point approach of submarine and target decrease 
then gradient of interference pattern will increase. Bathtube pattern usually appear when target pass though close to 
submarine and Pinetree pattern appear target pass though above of submarine.

Keywords : Submarine(잠수함), Passive Sonar(수동소나), Target Noise(표 소음), Interference Pattern(간섭패턴)

1. 서 론

  잠수함의 수동소나는 잠수함이 수 에서 은 하게 

활동하며 상  세력을 원거리에서 조기 탐지  식별

하고 즉시 처할 수 있게 하는 핵심 탑재 장비이다[1]. 
이러한 수동 소나에 수신되는 신호의 스펙트럼은 해

양환경과 함정의 기동에 따라 스펙트럼의 변형이 생겨

서 실제 원신호의 스펙트럼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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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2～5].
  다양한 해양환경과 바닥의 재질, 잠수함과 수상함의 

기동시나리오에 따라 수상함의 음원이 잠수함에 수신

되기까지 다양한 이동경로와 감쇄, 굴  등을 거쳐 잠

수함 수동소나에 수신되게 되며, 이러한 과정  수신

된 신호의 스펙트럼 변형으로 인한 다양한 간섭패턴이 

생기게 된다[2～5]. 가장 많이 알려진 간섭패턴은 배쓰튜

(Bathtube)와 인트리(Pinetree) 간섭패턴이다[1]. 그러

나 발생 원인에 하여 분석한 자료는 국내외 논문에

서 찾아볼 수 없다.
  간섭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도  불변

량 이론이 있으며, 국내외에서 도  불변량 이론을 

이용하여 수 에서 음원의 치추정 등 다양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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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되어진 소나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도  불변량 이론에 따라 다양한 해양환

경과 기동시나리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섭패턴을 

분석하고 어떤 환경에서 배쓰튜 (Bathtub)와 인트

리(Pinetree)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하 다[6].
  2장에서는 음선 간섭패턴의 이론을 제시하고 3장에

서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소나 시뮬 이터를 이용

해 기동시나리오에 따른 간섭패턴의 형태에 하여 

분석하 다. 4장에서는 다양한 해양환경과 기동시나리

오를 용하여 배쓰튜 (Bathtub)와 인트리(Pinetree) 
패턴이 나타나는 발생 원인을 분석하 으며, 5장은 결

론이다.

2. 음선 간섭패턴 분석 이론

  음원이 수신기에 수신될 때 간섭패턴은 자연 으로 

,  도메인으로 기록된다.( : 음원과 수신기간 거리

(m)  : 주 수(Hz)) 이러한 간섭패턴의 구조는 라는 

양  수치로 표 되며, 이것을 도  불변량 이라고 

한다[2].
  음원 강도, (, )는 긴 무늬 형태로 나타나며 이 

무늬의 경사 


는 주 수 와 음원-수신기간 거리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도  불변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

  


×


 (1)

  도  불변량 이론은 음속이 복잡한 도 에서는 

다양한 값으로 나타나지만 완벽하게 반사되는 바닥의 

등속인 도 에서는 거의 1값을 가진다[2]. 도  불

변량 이론에 따라 소나 시뮬 이터의 스펙트럼상 음

선 출력형태의 정확도를 확인하 다.
  Fig. 1과 같은 해양환경과 기동 시나리오를 용하

여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 Fig. 2와 같은 스펙트럼 

형태를 얻었다. 이 스펙트럼을 도  불변량 이론을 

용하여 Table 1과 같이 분석결과 도  불변량은 

거의 1의 값을 나타내었고 완벽하게 반사되는 바닥의 

등속인 도 의 도  불변량 값과 일치함을 확인

하 다.

   (a) Ocean environment     (b) Movement scenario

Fig. 1. Scenario for waveguide invariant test

Fig. 2. Waveguide invariant simulation result

Table 1. Analysis of simulation result

구분 거리(m)
주 수

(Hz)

100 3,824 570

200 3,216 475

차이 -608 -95

  


×





×


 ≈

3. 기동시나리오에 따른 간섭패턴

  앞장에서 검증한 도  불변량의 정확도를 바탕으

로 하여 다양한 기동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스펙트럼에 향을  수 있는 요소들에 

해 분석 하 다. 한 수신기(잠수함)과 음원(수상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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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속도와 최단 근 (CPA : Closest Point Approach)
의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분석하 다[6].
  시뮬 이션을 용할 시나리오의 시간은 12분으로 

설정하고, 음원(수상함)이 180°-12kts로 기동하며 수신

기(잠수함)는 정지 인 상태이다. 기동 시나리오는 Fig. 
3과 같다. 수신기(잠수함)와 음원(수상함)이 치한 해

양환경은 Fig. 4와 같이 용하 으며 음속정보는 실

제 해양에서 측정된 음속정보를 용하 다.

Fig. 3. Simulation movement scenario

 

(a) Ocean environment

(b) Sound speed

Fig. 4. Simulation environment

  주어진 기동조건에서 음원(수상함)의 역 신호와 

역 신호의 스펙트럼을 분석하 다. 역 신호는 

150Hz로 가정하여 분석하 다.

Fig. 5. Broadband spectrum of simulation

  Fig. 5는 역 신호의 시뮬 이션 결과이다. 시간

의 변화에 따른 간섭형태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도

 내에서 소음원이 달될 때 생기는 시간지연과 

상차에 의해 나타난다. 각 주 수의 시간에 따른 변

화는 식 (2)와 같이 특정 시간에서의 거리와, 시간에 

따른 거리의 비율로 나타난다[6].

    일 때,  
 



(2)

  는 특정 주 수, 는 특정 시간의 거리, 는 

시간에 따른 거리, 는 도  불변량 이다.
  특정 거리에 하여 거리가 멀어지면 주 수는 커

지게 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주 수는 작아지게 되

므로 Fig. 5와 같은 간섭패턴이 나타나게 된다.

  

Fig. 6. Velocity factor according to movement

  Fig. 6과 같이 음원과 수신기의 상 인 속도의 차

이로 인해 역 신호에서 도 러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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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arrow band spectrum of simulation

  Fig. 7은 역 신호의 간섭패턴을 시뮬 이션 한 

결과를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3의 기동요

도를 보면 최단 근 (CPA)지 을 심으로 거리가 

가까워 졌다가 멀어지므로 원래의 주 수보다 크게 편

이 되었다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 수가  작아지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6].
  다음은 상 속도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분

석 하 다. 시뮬 이션을 용할 해양환경과 음속 정

보는 Fig. 8과 같다. Fig. 9는 음원(수상함)과 수신기(잠
수함)의 상 속력 변화에 따른 상황별 시뮬 이션 기

동시나리오이다.

(a) Ocean environment

(b) Sound speed

Fig. 8. Simulation environment

  (a) Relative speed(6kts)    (b) Relative speed(12kts)

 (c) Relative speed(24kts)   (d) Relative speed(32kts)

Fig. 9. Movement scenario for simulation

  Fig.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 속력이 증가할수록 

역 신호 스펙트럼에서 간섭패턴의 기울기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은 상 속력이 커

지면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이 커지므로 식 (2)에
서 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발생한다. 속도가 커

진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 거리의 변화가 커진다는 의

미이므로 간섭패턴이 가지는 기울기도 커진다[6].
  상 속력이 증가하면 역 신호 기본주 수의 편

이량도 변화하게 되는데 Fig. 11의 스펙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속력이 증가 할수록 역 신호의 주

수 편이량은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최단거

리 근 에 도착하기 까지는 음원(수상함)-수신기

(잠수함)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이므로 상 속도가 

커지게 되고, 도 러 효과에 의해 주 수가 큰 쪽으로 

편이하게 된다. 반 로 최단 근 (CPA)도착 이후 

시간부터는 거리가 멀어져 상 속도가 작아지게 되어, 
도 러 효과에 의해 주 수가 작은쪽으로 편이하게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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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lative speed(6kts)    (b) Relative speed(12kts)

 

 (c) Relative speed(24kts)     (d) Relative speed(32kts)

Fig. 10. Broadband spectrum of simulation

 

  (a) Relative speed(6kts)     (b) Relative speed(12kts)

 

 (c) Relative speed(24kts)     (d) Relative speed(32kts)

Fig. 11. Narrow band spectrum of simulation

  속도가 커질수록 주 수 편이량은 커져서 역 신

호의 토  성분의 변화가 커진다. 상황별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역 신호의 간섭 패턴은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에 의해 결정되어지므로 스펙트럼을 통

해 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역 신호 역시 주

수 편이량을 역산하면 음원(수상함)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6].
  다음은 최단 근 (CPA)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분석하 다. 최단 근 (CPA)이란 두 함정이 

기동  가장 가까운 거리일때의 치를 말한다. 
역 신호의 스펙트럼은 두 함정간 최단 근 거리에 따

라 변화하는데 상황별로 최단 근 (CPA)을 조정하여 

스펙트럼을 분석하 다(Fig. 12).

     (a) CPA(6,000m)          (b) CPA(3,000m)

Fig. 12. Movement scenario for simulation

  역 신호의 시뮬 이션 결과는 Fig. 13과 같이 최

단 근 (CPA)이 6,000m에서 3,000m로 어들면 

역 신호 스펙트럼에서 간섭 패턴의 기울기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신기(잠수함)-음원(수상함)
간 최단 거리가 가까워지면 시간에 따라 거리의 변화

가 커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역 신호 스

펙트럼을 분석하면 수신기(잠수함)-음원(수상함)간 최

단 근 (CPA) 정보를 얻을 수 있다[6].
  상황별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분석한 결과, 음원(수
상함)과 수신기(잠수함)의 상 기동에 따라 역  

역 신호의 스펙트럼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수신기(잠수함)와 음원(수상함)의 상 속력에 따라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가 생겨서 역 신호의 간

섭 패턴의 기울기에 향을 주며, 도 러 효과에 의해 

역 신호의 기본주 수에도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황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스펙트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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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면 음원(수상함)의 기동속도, 최단 근 (CPA) 
등을 산출하여 음원(수상함)의 정보를 얻는 훈련을 식

별 훈련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6].

 

     (a) CPA(6,000m)           (b) CPA(3,000m)

Fig. 13. Broadband spectrum of simulation

4. 배쓰튜 (Bathtub)와 인트리(Pinetree) 간

섭패턴 발생원인 분석

  잠수함에서 표 의 간섭패턴을 수신할 때 Fig. 14와 

같이 배쓰튜 (Bathtub)와 인트리(Pinetree) 간섭패턴

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두 가지 간섭패턴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발생되는지 분석한 자료는 무한 실정

이다[1].

(a) Bathtub pattern

(b) Pinetree pattern

Fig. 14. Common interference pattern in the ocean

      (a)                       (b)

               (c)                      (d)

Fig. 15. Ocean ambient of shallow water

        (a) SSP, ray structure(summer)

        (b) Environment and movement scenario

        (c) SSP, ray structure(winter)

        (d) Transmission loss(summer & winter)

                (a)                       (b)

               (c)                       (d)

Fig. 16. Ocean ambient of deep water

        (a) SSP, ray structure(summer)

        (b) Environment and movement scenario

        (c) SSP, ray structure(winter)

        (d) Transmission loss(summer &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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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심해인 동해와 천해인 남/서해의 표

인 음선구조를 반 하여 잠수함과 표 의 기동 시나리

오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표 인 표  간섭패턴인 

배쓰튜 (Bathtub)와 인트리(Pinetree) 간섭패턴의 발

생 원인을 분석하 다[8,9].
  Fig. 15와 Fig. 16과 같이 천해와 심해의 여름과 겨

울구조의 해양환경에서 표 은 10m, 잠수함은 50m에

서 특정 최단 근 (CPA)으로 근하면서 발생하는 

간섭패턴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배쓰튜 (Bathtub) 간섭패턴이 발생하는 경

우는 음원(수상함)이 수신기(잠수함)에 근거리(1,000～
6,000m)로 최단 근 (CPA)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심

해환경보다 천해환경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트리(Pinetree) 간섭패턴이 생기는 경우는 음원

(수상함)이 수신기(잠수함)의 정상부 표층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심해환경보다 천해환경에서 뚜렷하게 나타났

다(Fig. 17～Fig. 20).
  Megan F. McKenna는 캘리포니아 하단 산타 바바라 

해 에 치하는 주요 선박항로를 따라 이동하는 선박

의 방사소음 벨을 측정하기 하여 해  580m에 하

이드로폰을 설치하고 약 3km의 최단 근 (CPA)를 

통과하는 선박의 방사소음 벨을 측정하 다[9].

 

     (a) CPA 8,000m           (b) CPA 4,000m

 

     (c) CPA 2,000m          (d) CPA 0m(On-top)

Fig. 17. Interference pattern of shallow water(summer)

 

     (a) CPA 8,000m           (b) CPA 4,000m

 

     (c) CPA 2,000m          (d) CPA 0m(On-top)

Fig. 18. Interference pattern of shallow water(winter)

 

     (a) CPA 8,000m           (b) CPA 4,000m

 

     (c) CPA 2,000m          (d) CPA 0m(On-top)

Fig. 19. Interference pattern of deep water(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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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PA 8,000m          (b) CPA 4,000m

 

     (c) CPA 2,000m          (d) CPA 0m(On-top)

Fig. 20. Interference pattern of deep water(winter)

  측정결과 Fig. 21과 같이 최단 근 (CPA) 3km를 

통과하는 함정의 간섭패턴이 모두 U패턴(배쓰튜 )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10]. 이 결과는 본 시뮬 이터

를 활용하여 분석한 간섭패턴의 발생원인 분석과도 일

치하는 결과이다.

Fig. 21. Measurement result of ship’s radiated noise 

level in the santa babara channel[10]

5. 결 론

  본 논문은 수 에서 활동하는 잠수함 수동소나에 수

신되는 표  소음원의 간섭패턴에 하여 분석하 다. 
잠수함과  수상함의 상 속력과 최단 근 (CPA) 
거리 변화에 따라 간섭패턴의 차이를 분석하 다.
  우리나라 심해와 천해의 해양환경을 용하여 다양한 

기동 상황에서 배쓰튜 (Bathtub)와 인트리(Pinetree) 
패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최단 근

(CPA)를 근  통과시 배쓰튜 (Bathtub) 상과 표

이 잠수함 정상부를 지날시 인트리(Pinetree) 상이 

나타남을 확인하 고 실제 측정결과와 유사성을 확인

하 다.
  이러한 간섭패턴을 분석하면  수상함의 상 속력 

 최단 근 (CPA) 거리의 분석이 가능하며 음원의 

치추정도 가능하게 된다. 한 이러한 일련의 알고

리듬을 잠수함 수동소나 시뮬 이터에 활용함으로써 

평시에 잠수함 승조원들이 보다 효율 으로 훈련을 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후        기

  본 논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지원을 받아 수행한 “장
-3 소나시뮬 이터 개발” 연구과제 결과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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