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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나 시스템의 표적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 

리적으로 제한된 길이의 어레이를 확장하는 합성 어퍼쳐 

소나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왜곡된 어레이의 형상을 추정하여 왜곡을 보상한 

후에 빔 영역에서 어레이를 합성하는 FFTSA(Fast 

Fourier Transform Synthetic Aperture)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실험 데이터로는 한국 근해에서 견인 어레이 

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실측된 데이터로 

부어레이 간의 시-공간적인 위상 차이를 보상함으로써 어 

레이 길이를 확장하였다.

I .서론

수중 환경은 지상 환경보다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으 

며, 이는 수중의 목표물을 원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하어 

사전에 효율저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 조기 

경보 체계의 구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목 

표물의 감시, 추적을 위해 수신된 자료를 적절한 신호처 

리 기법을 통하여 그 탐지 확률을 증대시켜야 한다.

수중 음향 시스템에서 선형 어레이는 수중 음원의 방 

향을 탐지하기 위해 널리 이용된다. 저주파 신호를 검출 

하여 신호 처리하는 선형 어레이 시스템에서는 신호 방 

향에 대한 각 분해 능력과 출력신호 대 잡음비(SNR)가 

중요한 요소로, 어레이 어퍼처 길이가 길수록 어레이 시 

스템의 성능이 향상되지만 물리적으로 긴 길이의 어레이 

를 운용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1].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 어레이(towed array)를 이용하여 한 

정된 길이의 어퍼처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코히런트하 

게 합성함으로써 어퍼처 길이를 확장한 것과 같은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합성 어퍼처 소나(SAS : Synthetic 

Aperture Sonar) 기술이 개발되었다[2][3][4].

SAS기법은 크게 어퍼처 영역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과 빔 영역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 

퍼처 영역에서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ETAM 

(Extended Towed Array Measurement) 기법이 있고

[2] , 빔 영역에서 대표적인 기법은 Yen과 Carey 기법

[3] 과 FFTSA(Fast Fourier Transform Synthetic 

Aperture) 기법등이 있다[4]. ETAM 기법은 견인 어레 

이를 이동시키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얻어 

지는 부어레이 신호들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의 데이터들 

을 중첩 상관기(overlap correlatorX 이용하여 위상 보 

정 성분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어퍼처의 길이를 확장 

시키는 방법이다. Yen과 Carey 기법은 신호원과 수신기 

의 상대 속도를 이용하여 위상 보정 성분을 구함으로써 

부어레이의 빔을 코히런트하게 합성하는 기법이다. 

FFTSA 기법은 Yen과 Carey 기법에서 요구되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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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연속적인 시간 간격으로 얻 

어지는 부어레이 신호를 FFT변환함으로써 빔 영역에서 

코히런트하게 합성하는 기법이다.

실제 해양 환경에서 SA& 기술을 이용하여 어레이를 

합성하는 실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51 [6]. 이 논문들은 

모두 어레이를 견인하는 견인선의 속도가 일정하고, 어레 

이가 선형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견인선의 방향전환 및 속도 변화, 조류나 파 

도의 영향등으로 인해 어레이가 선형을 유지하기는 불가 

능하고, 이로 인해 방향 탐지 성능의 저하가 불가피하게 

된다[7]. 따라서 전처리단에서 어레이 형상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형상이 왜곡된 어레이의 하이드로폰 위치를 추 

정하여 형상 왜곡을 보상한 후에 어레이를 합성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빔 영역에서 

어레이를 합성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데이터로는 한국 

근해에서 선형 견인 어레이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 

하였으며, 견인선의 속도 성분을 이용하여 중첩되는 부어 

레이간의 시간, 공간적인 위상 차이를 보상함으로써 어레 

이의 길이를 확장하였다.

II . 빔 영역에서의 어레이 합성

그림1과 같이 각각의 부어레이의 출력들을 FFT를 통 

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고 특정시간 '，에서 계산되 

는 빔 패턴 心,。加 는 다음과 같다.

처 리그림 1. FFTSA 방법에 의한 빔 영역 합성 

과정도

"，秋 或: W)/w 으井曲

n=l (1)

여기서 *；(/)는 시간 '，에서 n번째 센서출력의 주파수 

변환이며, 但는 조절각,。는 신호의 입사각이다. 목표물 

이 부어레이의 위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 식(1)에 

서 도플러 주파수는 입사신호의 중심주파수 鳥 및 부어 

레이의 이동속도 V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 _ f V sin 0、
/ _ 兀(1_ -一-—) (2)

乡시간 후에 n번째 센서에서 수신된 신호 X”(匕+Q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彻。"-브地킈蛔)T
x„(ti+T)= Ae c + £n4 (3)

V T
여기서 q는 T 이다. 이제 £ 만큼의 시간경과 후에, 

즉 4+', 취득된 부어레이의 출력 신호들을 사용하여 

계산된 빔 패턴 를 匕시각에서 구한 빔 패턴

b(、f,知')L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丿2砂으sin 0)
b(、fe\ = bdt/ c ⑷

식(4)에서 두 가지의 빔 패턴 간의 다른 점은 측정 시 

간간격 呂에 의한 위상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이를 

보상하게 되면 마치 동일한 시각에서 동일한 부어레이를 

사용한 빔 패턴을 갖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4)을 참 

조하여 M번째, 즉 시간상 I. + Mt , 신호취득과정에서 

수신된 부어레이의 출력신호들을 사용하여 계산된 빔패 

턴을 최초의 빔 패턴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2^,r(l—sin®)
c ⑸

이제 M개의 부어레이를 사용하여 계산된 각각의 빔 

패턴들을 위상 보정하여 합성된 빔 패턴8(兀,们)如는 

아래와 같다.

M

위의 식에서 위상 보상항 ①川 는 다음과 같다.

V sin 0.
气=2矶(1±一云一" (7)

SAS 신호 처리의 문제는 바로 이 위상 보정항을 얼마 

나 정확하게 추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실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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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각 부어레이가 충분한 coherency를 갖기 어려우 

며, 입사 신호의 중심 주파수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식 （7）에서 표현된 합성 빔 패 

턴을 사용하여 전체 합성 빔 전력 패턴을 정의하면 다음 

과 같다.

F（兀，们）宀=3（/。,们）矿（兀,脂=

sin[N 壬- (sin 0S - sin。)] sin[M (sin 0S - sin 0)] 

sin[普(sin 0s - sin &)] sin[-^^ (sin 0S - sin ff)]

⑻

4''

s： K

센서 간의 간격이 선형인 경우로 가정할 경우는 위에 

수식을 이용하지만, 실제 견인된 어레이는 항상 이동이 

직선으로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어레이 형상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용한 보조 센서의 위치 정보와 실제 보조 센서 

의 위치 사이에는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스플라인 보간법을 사용하여 얻어진 

어레이 형상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보조 센서의 수평좌 

표를 수정하고, 여기서 결정된 수평 좌표를 이용하여 다 

시 기존의 어레이 형상 추정 기법을 적용하는 반복 과정 

을 사용할 수 있다[8].

그림 2. 80개의 어레이를 쓴 경우 빔 패턴

□

III.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3년 9월 한국 근해에서 

선형 견인 어레이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로 저주파 대역 

신호에 맞추어진 어레이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하 

였으며, 견인선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의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실측 데이터를 각 어레이의 목표 주파 

수 대역에 해당하는 대역 통과 필터를 통과시킨 후 견인 

선의 속도 성분을 이용하여 빔 영역에서 중첩되는 부어 

레이간의 공간적인 위상 차이를 보상함으로서 어레이의 

길이를 신호 처리적으로 확장시켰다.

그림2는 80개의 어레이로 빔을 형성한 경우로 어레이 

형상은 ULA（Uniformly Linear Array）로 가정하였다. 이 

때에는 160* 부근의 신호가 높게 잡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3은 80개의 어레이를 50% 중첩시켜 한번 합성을 

그림 3. 80개의 어레이를 사용하여 1회 합성한 경우

빔 패턴

그림 4. 80개의 어레이를 사용하여 2회 합성한 경우

하였을 때이며, 그림4의 경우는 주가로 50% 중첩시켜 2 

번 합성을 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50% 중첩하시는데 소 

요되는 시간은 약 56초 정도이다.

빔 패턴

위의 그림들에서 120- 신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그림들을 비교 하였을 때, 160' 부근의 신

호 이외에 120- 부근의 신호도 합성에 의해 나타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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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은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레이를 합성하는 

실험을 하였다. 어레이를 합성하기 위해 중첩되는 부어 

레이간의 위상 차이를 코히어런트하게 보상함으로써 어 

레이의 길이를 가상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합성 과정에서 견인선이 이동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성 회수를 늘릴수록 방향 탐지 분해 

능이 좋아지는 것을 방향 탐지 결과로 알 수 있었다. 실 

험에 사용한 실측 데이터에 대해 시간,공간적 코히어런 

스를 측정한 결과 코히어런스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환경의 실험 결과보다는 합 

성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다양한 

환경의 경우에 대해 합성 효과 실험이 필요하며, 특히 

견인선의 함속에 따라 코히어런스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지에 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어레이 형 

상 추정 결과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고려한 성능을 

추후 확인하여야 한다.

Ocean 2002, Vol.4, pp.2302-2309, Oc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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