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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ydro–acoustic technology has been widely used in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many foreign countries for various 

scientific purposes. Unfortunately acoustic data especially collected from field surveys may contain noises caused by a variety 

of sources. Therefore, it is exceedingly important to eliminate noises when acoustic data are analyzed to derive quantitative 

results. This study introduced two methods for eliminating noises easily and effectively using post–processing software. Used 

acoustic data were collected on the Jinhae bay and Tongyeong coast of the South Sea in April 2015. The first method, that 

is the Wang’s method, placed emphasis on ‘erosion filter’ to eliminate only data samples contaminated by noises. The second 

method (Yamandu’s method) focused on the ‘resample by number of pings’ to remove pings contained noises. To substantiate 

the effectiveness of two methods, the mean Sv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mean height and depth of the fish schools 

detected were compared between before and after using the noise elimination methods. In the Wang’s method the mean Sv 

was decreased from –52.4 dB to –52.9 dB, and in the Yamandu’s method from –52.6 dB to –53.3 dB, indicating that noises 

were successfully eliminated. The mean height (1.5 m) and depth (19.0 m) were same between before and after using two 

methods showing that the shapes of fish schools were not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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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중음향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내외 수산분야에서 

어군탐지기 및 소나와 같은 음향 장비를 이용한 조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Kang et al., 1996; Oh et al., 2009). 

이 기술은 국내에서는 수산생물의 현존량 추정 (Lee et 

al., 2014; Kang et al., 2015), 어군의 관찰 및 특징 추출 

(Lee, 2013; Yoon et al., 2014), 어류의 반사강도 연구 

(Lee et al., 2010; Hwang, 2015) 등에 대한 연구에 이용



음향 신호에 내재된 잡음의 효율적인 소거 방법

– 433 –

되어 왔다. 수중음향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음향 자료 

중에는 자료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잡음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중음향 조사 중에 

내재되는 잡음의 원인은 프로펠러와 같은 추진기에 의

한 잡음, 선박 내 전기장비로부터 간섭에 의한 잡음, 다

른 어군탐지기 또는 소나에서 발생한 음향 간섭에 의한 

잡음, 강한 파도와 너울로 인한 잡음 등이 있다 (ICES, 

2007). 이외에도 부적절한 ping 비율과 빠른 선속 등이 

잡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중

음향 기술을 이용하는 조사에서 정량적인 결과를 위한 

정확한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신된 음향 자료에서 

조사 대상 생물체에 의한 신호 즉,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것과 잡음 신호를 소거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Simmonds and MacLennan, 2005). 앞서 언급된 잡음들 

중 일부는 선박의 속력을 늦추거나, 다른 장비를 끄거

나, 어군탐지기 설정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으로 줄일 수

는 있지만, 대다수의 잡음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

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잡음 신호를 완벽하게 소

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잡음이 

내재된 음향 신호에서 잡음신호만을 소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매우 필요하다. 잡음은 수생 생물체의 신호와는 

다른 고유의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

용하여 잡음을 소거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된 바 있으

나 (Kang et al., 2003; ICES, 2007), 국내에서 잡음 소거

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음향 신호에 내재된 잡음을 비교적 쉽고 효율적으로 소

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음향조사

2015년 4월 13~14일과 22~24일에 우리나라 남해의 

진해만과 통영 연안에서 음향 조사를 수행하였다. 진해

만에서는 조사선 탐구 19호 (10 톤)의 좌현에 어군탐지

기를 장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통영 연안에서는 조

사선 탐구 10호 (26 톤)의 우현에 동일한 어군탐지기를 

장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Fig. 1). 각 조사의 정점

은 Fig. 1에 숫자와 점으로 표시하였다. 음향 장비는 

Simrad 사의 과학어군탐지기인 EK60 (120 kHz)을 사

용하였으며, 고정장치의 문제로 인해 정점에서 예망할 

때와 정점 사이를 저속 (약 2노트)으로 이동할 때만 음

향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잡음 소거를 위한 두 가지 방

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수록한 음향 자료 중에

서 Fig. 1a의 정점 3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 

잡음소거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잡음 소

거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Fig. 1a의 정점 2, 3, 

4, 5와 Fig. 1b의 정점 10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

다. 이는 다른 정점들에서는 어군 형상과 같은 신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Fig. 1. Study areas. The acoustic surveys were conducted in Jinhae 
bay in 13–14thof April, 2015 using the R/V Tamgu 19 (a) and in 
Tongyeong coast in 22–24th of April, 2015 by the R/V Tamgu 10 (b). 
The numbers means survey stations.

잡음의 종류 및 특징

음향조사 중 수록된 잡음을 이슬비 형태, 장대비 형

태, 회색안개 형태의 3종류로 나누었으며, Fig. 2의 빨

간 상자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잡음의 특징을 살펴보

면 잡음은 대체로 뾰족한 모양을 가지며, 다소 강한 Sv 

값을 가진다. 또한 어군 신호에 비해 빈도가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군의 신호는 여러 ping에 걸쳐서 나

타나지만, 잡음의 경우 대부분 적은 ping에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들은 잡음소거 방법에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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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es of noises. Red line boxes indicate noises. The drizzle type 

(a), the heavy rain type (b) and the gray mist type (c).

음향자료 분석에 사용한 연산자

잡음 소거를 위해서 후처리 소프트웨어인 Echoview 

(ver. 6.1, Myriax)를 사용하였다. 잡음소거법으로 Wang 

방법 (Wang et al., 2015)과 Yamandu 방법 (Echoview, 

2015)을 사용하였다. 잡음소거의 일련의 과정은 순서도

로 나타내었다 (Fig. 3). 잡음소거를 위해 사용된 

Echoview 연산자는 총 10개이며, 이들 연사자의 역할

은 Table 1에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두 방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은 erosion filter와 resample by 

number of pings 이다. Erosion filter는 한 개의 데이터 

샘플의 값을 주변 데이터 샘플 (예를 들면, 3x3 즉 9개 

데이터 샘플)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Resample by number of pings는 수평방향으로 

ping 수와 수직방향으로 어느 거리로 정한 범위 (cell, 

예를 들어 수평 방향 10 ping과 수직방향으로 10 m)내

에 음향강도를 평균하는 기능을 가진다.

결과 및 고찰

Wang의 방법

후처리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할 데이터의 Sv echogram

을 살펴보면 잡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a의 

1과 Fig. 4a). 잡음을 소거하기 전에 분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의 데이터 (해수면 위와 해저 아래)는 processed 

data를 사용하여 제외시키고 검은색으로 표시하였다 

(Fig. 3a의 2). 다음으로, 어군의 최소 Sv 값보다 작고, 

최대 Sv 값보다 큰 잡음을 소거하기 위해, data range 

bitmap과 mask 기능을 사용하였다. Bitmap을 생성하는

데 설정된 값은 어군의 최소와 최대 Sv 값이며, 본 연

구의 경우 각각 –75 dB과 –32 dB의 값을 사용하였다. 

이 범위내의 어군은 참 값으로 설정되고, 그 외의 것 

즉, 어군의 신호보다 강하거나 약한 잡음들은 거짓 값

으로 취급되었다 (Fig. 3a의 3).

Mask 연산자를 이용하여, 위의 bitmap과 processed 

data 과정을 거친 echogram을 겹쳐서 앞서 언급한 잡음

을 소거하였다 (Fig. 3a의 4와 Fig. 4b).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상당수의 잡음은 여전히 존재하였는데 이를 소

거하기 위하여 3×3 erosion filter를 이용하였다.

Table 1. The descriptions of used operators in the process of noises 
elimination (Echoview, 2015)

Operators Description 

Processed data It excludes data set as “exclude above line and 
below line” for example, water surface and sea 
bottom, and “bad data”.

Data range 
bitmap

It creates a bitmap with a true value for each 
input value (within a specified range of values), 
and a false value for each input value (outside 
the specified range). "No data" values always 
become false.

Mask It overlays a bitmap echogram to another 
echogram. Data corresponding to true value in 
the bitmap are unchanged. Data corresponding 
to false in the bitmap will be converted to –999 
dB or “No data”.

Erosion filter It replaces each data point with the minimum 
value among the data points in the surrounding 
cell.

Dilation filter It replaces each data point with the maximum 
value among the data points in the surrounding 
cell.

Median filter It replaces each data point with the median value 
among the data points in the surrounding cell.

Select It uses a bitmap to select between values from 
two echograms. If there is a true value in the 
bitmap then the corresponding data value from 
the first echogram will be used at that position, 
otherwise the corresponding data value from the 
second echogram will be used.

Resample by 
number of 
pings

It resamples the values using a fixed number of 
pings in horizontal, and a specified number of 
data points in vertical. 

Region bitmap It creates a bitmap of the area corresponding to 
regions of specified type and/or class. 

Region statistic It fills the data points in matching regions with 
a statistic calculation (e.g., mean or median) for 
thos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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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of the noise elimination methods: the Wang’s method (a) and Yamandu’s method (b). The name of each step of process 
is corresponded with that of an operator in Table 1, and the number of the each step is relating to the panels of the Figs 4 and 5.  

여기서 3×3은 앞서 설명한 cell 범위를 의미한다. 잡

음은 신호가 강한 편이라서 erosion filter의 기능에 의

해 설정한 범위 내의 값들 중 최소값으로 변경되는데, 

잡음은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잡음 주변 

값인 –999 dB (선형 값으로는 0으로, 최소 역치 값 이

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값)이 된다. 이런 원리에 의해 남

아있는 잡음이 대부분 소거되지만, 어군에 원래 존재하

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면 이 처리에 의해 어군의 형태 

역시 손상될 수 있다 (Fig. 3a의 5와 Fig. 4c). Erosion 

filter에 의해 생긴 손상을 복구시키기 위해 dilation 

filter를 이용하였다. Dilation filter는 한 데이터 포인트 

값을 중심으로 설정한 범위 내의 값들 중 최대값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어군의 빈 공

간을 다시 채우게 된다. 따라서 dilation filter 5×5와 

7×7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어군의 빈 공간을 완전히 

채웠다 (Fig. 3a의 6, 7과 Fig. 4d). 그러나 이 과정을 거

치면 원래 어군에 존재하던 빈 공간도 다시 채워지므로 

(Fig. 4d), 어군의 모습을 다시 회복 시키기 위해, 

bitmap과 mask 연산자를 이용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

로 –75 dB과 –32 dB의 범위로 설정하고, dilation filter

가 적용된 echogram을 기반으로 bitmap을 생성하였다 

(Fig. 3a의 8). 그런 다음 processed data를 거친 

echogram에 mask 기능을 이용하여, bitmap을 덮어씌워 

어군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켰다 (Fig. 3a의 9와 Fig. 

4e). 마지막으로 Fig. 3a의 3, 4 과정에서 어군의 Sv 값

보다 큰 값을 가진 잡음이 사라져 생긴 빈 공간 (Fig. 

4e)을 채우는 처리를 실시하였다. 빈 공간이 채워지는 

과정은 Fig. 4e, 4f, 4g 그리고 4h에 확대하여 표시하였

다. 빈 공간에 채워질 값은 median filter 7×7을 이용하

여 생성시켰다 (Fig. 3a의 10과 Fig. 4f). 빈 공간을 참 

값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어군의 Sv 값보다 큰 잡음을 

제거하기 전 단계인 processed data 과정을 거친 

echogram (Fig. 3a의 2)을 이용하여, 어군의 최대 Sv값 

(–32 dB)에서 0 dB까지의 범위를 참값으로 하는 bitmap

을 생성하였다 (Fig. 3a의 11과 Fig. 4g). Fig. 4g의 확대

된 부분에서 보이는 회색의 점들이 참 값이 된 어군의 

빈 공간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select 연산자를 이

용하여, 참 값이 된 빈 공간을 median filter 7×7을 이용

하여 생성된 값으로 어군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채웠

다. 따라서 잡음은 소거되었고 어군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3a의 12와 Fig. 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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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chograms for demonstrating the process of noise elimination using the Wang’s method. The original echogram with noise (a), 
echogram excluded data above the water surface line and below the sea bottom line as well as lower than the minimum Sv and higher 
than the maximum Sv of the schools (b), echogram applied the erosion filter 3×3 (c) and echogram applied dilation filters 5×5 and 
7×7 consecutively (d). Echogram restored the shape of fish schools (e), echogram applied the median filter 7×7 (f), bitmap created 
to set the minimum value as –32 dB and the maximum value as 0 dB (g) and Noise eliminated echogram (h). 

Yamandu 방법

Wang방법에 이용한 같은 데이터를 Yamandu방법에

도 사용하였다 (Fig. 3b의 1과 Fig. 4a). 이 방법의 핵심

은 resample by number of pings와 data range bitmap 연

산자를 이용하여 잡음이 있는 ping 자체를 제외시키는 

것이다. Echoview에서는 연산자를 적용할 때, 연산자를 

사용할 2개의 echogram의 데이터 포인트 수 (수평방향

으로 ping 수와 수직방향으로 데이터 샘플 수)가 일치하

지 않는 경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

다. 그렇기 때문에 resample by number of ping을 이용

하여,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미리 수정해 주었다 (Fig. 

3b의 2). 다음으로 어군을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region bitmap, mask 그리고 processed data를 이용

하였다. Region bitmap 연산자를 이용하여 어군을 거짓 

값으로 하는 bitmap을 생성하였고 (Fig. 3b의 3), 생성

된 bitmap을 mask 연산자를 이용하여 resample 한 

echogram에 덮어씌웠다 (Fig. 3b의 4). 그 후 processed 

data의 기능으로 어군과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시켰다 (Fig. 3b의 5와 Fig. 5a). 잡음이 존재하는 

ping을 소거하기 위해, resample by number of pings 연

산자를 이용하였다. 각 ping 당 데이터 포인트 수를 1로 

설정하고 ping들의 값이 각각 ping 자체의 최대값으로 

바뀌도록 설정 (maximum operation)하여 resample 하였

다 (Fig. 3b의 6과 Fig. 5b). 각 ping 당 데이터 포인트의 

수가 1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ping들은 Fig. 5b와 같이 

한개의 ping 전체가 같은 값 (최대값)을 가진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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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chograms for presenting the process of noise elimination using the Yamandu’s method. Echogram excluded data the fish schools 
(a), resampled echogram by using the maximum operation and setting data point value as 1 per ping (b) and bitmap which was created 
to exclude ping with noise (c). Echogram eliminated pings containing noises (d), echogram applied the region statistic operator. Each color 
indicates the mean Sv of a fish school (e), and echogram filled with the mean Sv of the fish school using operators from fig. 5c, 5d 
and 5e (f).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echogram을 Fig. 3b의 2에서 사

용했던 resample의 설정으로 한 번 더 resample을 하여, 

1개가 된 데이터 포인트의 값을 원래의 개수로 조정하

였다 (Fig. 3b의 7). 한 ping의 Sv 값은 여전히 1개의 값

을 가지지만, 데이터 포인트의 수는 이전의 값과 같게 

조정되었다. 잡음이 있는 ping을 소거하기 위해 data 

range bitmap과 mask 연산자를 사용하였다. 어군과 잡

음의 Sv 값을 토대로 적절한 값 (본 연구에서는 –55 

dB)을 설정하여, Fig. 3b의 7을 기반으로 bitmap을 생

성한다 (Fig. 3b의 8과 Fig. 5c). 그러면, 잡음이 포함된 

ping들은 거짓 값이 되고, 잡음이 포함되지 않은 ping들

은 참 값이 된다. Mask 연산자를 이용하여 처음 

resample했던 echogram (Fig 3b의 2)에 bitmap (Fig. 3b

의 8과 Fig. 5c)을 덮어씌우면, 잡음이 존재하는 ping이 

소거된다 (Fig. 3b의 9와 Fig. 5d). 마지막으로 잡음이 

있는 ping의 소거로 인한 어군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

해, region statistic과 select 연산자를 이용하였다. 

Region statistic 연산자를 이용하여, 어군의 평균 Sv 값

에 해당하는 색을 각 어군들에 표시하였다 (Fig. 3b의 

10과 Fig. 5e). 그런 다음, Region statistic echogram 

(Fig. 3b의 10과 Fig. 5e), 잡음이 소거된 mask echogram 

(Fig. 3b의 9와 Fig. 5d), 그리고 앞서 생성한 bitmap 

(Fig. 3b의 8과 Fig. 5c)을 이용하여, select 연산자의 기

능으로 빈 공간을 채웠다 (Fig. 3b의 11과 Fig. 5f).

잡음소거 전후의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향자료에서 탐지된 어군은 총 

38개였다.  잡음 소거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잡음

소거법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탐지된 어군의 특징 중 

평균 Sv, 평균 높이와 수심을 csv파일의 형태로 추출하

였다. 잡음신호가 소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군의 평

균 Sv 값이 증가하였거나, 어군의 형태가 극단적으로 

바뀌었다면, 이것은 잡음소거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 판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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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istograms for comparison of the fish school properties between before and after applying two  noise elimination methods. Mean 
Sv (a and d), mean height (b and e) and mean depth (c and f) of fish schools in Wang’s method and Yamandu’s method, respectively. 
White bar means before noise elimination and black after elimination.

특히 어군의 평균 높이와 평균 수심은 어군의 형태가 

변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Wang의 방법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어군

을 비교한 것은 Figs. 6a–6c에, Yamandu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Figs. 6d–6f에 나타내었다. 흰 색의 그래프는 잡

음소거 전을 나타내고, 검은 색의 그래프는 잡음소거 

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Sv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Wang의 방법에서는 –52.4 dB에서 –52.9 dB로 감소하

였고 Yamandu 방법에서 역시 –52.6 dB에서 –53.3 dB

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6a, 6d). 이 결과를 볼 

때, 어군 내에 존재하는 강한 신호를 가진 잡음이 소거

되면서 어군의 평균 Sv 값이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잡음소거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잡음소거 전후의 어군의 평균 높이를 

비교하여 보면, Wang의 방법과 Yamandu 방법에서 1.5 

m로 두 방법 모두에서 잡음소거 전후 변화가 없었다 

(Fig. 6b, 6e). 어군의 평균 수심 또한 두 방법 모두 19.0 

m로 변화가 없었다 (Fig. 6c, 6f).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유추해 보았을 때, 어군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어군내의 

잡음만이 효과적으로 소거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

며, 이는 잡음 소거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음향 신호에는 해양 생물로부터의 신호와 

잡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 잡음소거 

방법을 사용하여 음향 잡음을 제외한 음향 신호만을 가

지는 데이터를 만들었다. 잡음의 특징에 따라 잡음을 

소거한 음향 신호의 값은 잡음을 내포한 음향 신호의 

값보다 작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다. 또한 잡음 

소거 방법에 따라 어군의 Sv 값이 다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수산자원

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음향 조사에서 수집한 음향 자료

에 내포될 수 있는 잡음의 특징과 음향 조사의 목적에 

따라 보다 적합한 잡음소거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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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있다. Wang 방법의 경우 erosion filter 연산자의 

기능을 핵심으로 하여, echogram 상에 있는 모든 값들

을 대상으로 잡음을 선별하고 잡음으로 취급되는 값들

을 소거하였다. Yamandu 방법은 resample 연산자의 기

능을 핵심으로 하여, 어군을 중심으로 어군 내부나 주

변의 잡음이 존재하는 ping 자체를 소거하였다. 또한 

Wang 방법의 경우 어군의 신호보다 약한 잡음도 소거

했지만, Yamandu 방법의 경우 어군의 신호보다 강한 

잡음을 위주로 소거하였다. 두 방법은 후처리 소프트웨

어에 포함된 연산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방정식

이나 수식 없이 해당하는 연산자에 값을 입력하는 것만

으로 잡음이 소거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라는 공통점

이 있다. 또한 연산자들을 template 형식으로 만들어 저

장할 수 있어서, 잡음소거가 필요한 자료에 template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반복 작업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

다 (Kang, 2012). 연산자들은 고정된 식에 값을 입력하

면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

떠한 값을 입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지나치게 높은 

값을 입력하면 잡음은 완벽하게 소거되지만 어군의 일

부와 단일 개체들이 같이 소거될 수 있으며, 너무 낮은 

값을 입력한다면 많은 잡음이 소거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의 어군이 혼재해 있거나, 단일 개체 

어류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 입력하는 값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De Robertis and 

Higginbottom, 2007; Zha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종이 혼재하는 해역에서 조

사가 수행되었다. 입력하는 값을 정하기 위해서 각각 

어군들의 최대와 최소 Sv값들을 비교하여 1차적으로 

값의 큰 범위를 정하였고, 어군과 단일 개체에 대한 손

상이 최대한 적은 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값들을 변

경하는 시도 끝에 적절한 값을 찾아내었다. 본 연구에

서의 후처리 소프트웨어의 연산자를 이용하여 간단하

게 잡음을 소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잡음이 보다 많이 

내재된 어선에 장비된 음향장비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 론

남해의 진해만 및 통영 연안에서 수집된 음향 자료를 

이용하여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잡음을 소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였다. Wang 방법은 erosion filter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잡음만을 소거하였고, Yamandu 

방법은 resample 기능을 이용하여 어군 내부와 주변에 

있는 잡음이 포함된 ping 자체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잡

음들이 성공적으로 소거되었다. 두 방법의 실효성을 입

증하기 위하여 잡음소거 전후 탐지된 어군의 평균 Sv, 

평균 높이, 평균 수심을 각각 비교하였다. Wang 방법에

서 평균 Sv는 –52.4 dB에서 –52.9 dB로 감소하였고, 

Yamandu 방법에서 역시 –52.6 dB에서 –53.3 dB로 감

소하였다. 이는 강한 신호를 가지는 잡음이 소거되면서 

잡음소거 후의 Sv 값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어군의 평균 높이와 평균 수심은 두 방법 모두에서 각

각 1.5 m, 19.0 m로 잡음소거 전후가 같아 어군의 형태

에 손상 없이 잡음이 성공적으로 소거되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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