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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잠수함 정숙화 추세와 복잡한 해양 환경으로 대잠수 

함진에시 미약한 표적신호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기가 매 

우 어려워지고 있어 소나 운용자가 장시간 지속적으로 

진방위 표적 탐색하는 부담이 매우 크므로 표적 자동탐 

지 추적 기능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예인 

수동소나에 적합한 표적의 자동 탐지 및 추적기법을 세 

안하고 시뮬레이션과 실제 해상 환경에서 수중 표적신 

호로 성능을 검중하였다.

I. 서론

예인 수동소나는 음향센서를 예인하여 장거리에서 수 

중拉적을 탐지하고 스펙트럼 분석으로 식별하여 표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이다. 한국해역은 어선 및 상선들 

의 해상 교통량이 매우 많아 수중 소음이 극히 높은 탐 

지환경이므로 수동형 예인소나로 광범위한 탐색반경 내 

에 분포하는 수 많은 선박 소음 중에서 극도로 정숙한 

수중 위협 표적의 주파수 신호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내의 예인형 수동 소나는 

기존의 추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용자에 의한 수동 

추적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1234] 이러한 

m제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동탐지 추적기법 

이 연구되었으몌5] 개발된 기법이 실제 소나 장비에 적 

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6] 이러한 결실로, 본 논 

，에서는 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방위에 대한 데이 

티를 자동 탐색하고 표적의 자동 생성 밎 갱신. 자동 종

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자동화하는 기법을 개발하 

여 실제 상황에서 검중된 결과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탐지 및 추적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갱신하는 과 

정을 기술하였고 3장에서는 표적의 특징정보를 시상하 

고 이를 이용하여 추적 성능을 향상하는 기법을 소개하 

였다. 4장은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수년간 획득한 해 

상 데이터에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를 제시하고 5상에시 

결론을 맺는다.

2. 자동탐지 및 추적 알고리즘

2.1 탐지 및 추적 구조

센서 측정신호로부터 측정치 검출. 단일 주파수 표석 

생성 및 근접 표적 융합, 특징정보 처리 및 자동 종료히 

는 주！체적인 알고리즘 구조는 그림 1과 깉다. 우선 새시 

로부터 측정한 신호에서 표적의 방위각, 고유주파수, 신 

호 대 잡음비를 자동으로 검출한다. 자동 검출된 초기 

측정치를 이용하여 표적의 단일 주파수선올 추적한다

수중 표적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특징 수파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항해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가 다 

르다. 따라서 단일 주파수선을 추적하면시 동시에 동일 

표적임을 계산하여 하나의 표적으로 판단 시 다중 주파 

수선으로 융합하여 추적한다. 표적의 주파수별 늑징정보 

들욜 매 프레임마다 추출하여 표적의 특징정보로 기소 

적으로 구축하고 표적이 소실 및 재 탐지 뇌는 경우 지 

장된 특징정보를 이용하여 동일표적임을 판단하여 지속 

적으로 표적의 방위를 추적한다. 초기 측정치를 검출하 

고 기존에 추적중인 표적과의 거리를 비교하여 기존*一 

적에 연계된 측정치인지 새로운 표적의 측정치인지 판 

단한다. 거리 판단 후 새로운 표적으로 인정되면 새로운 

표적 생성 과정을 거치며 기존 표적의 측정치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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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존 표적 연계 과정을 거쳐서 추적정보를 갱신한다. 

갱신된 추적 정보로부터 매 프레임마다 표적의 특징정 

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특징정보를 이용하여 표 

적의 추적 성능을 향상한다.

，，로운 H«l 9서

그림 1. 자동탐지 및 추적 알고리즘 구조

2.2 초기 측정치 추출

표적으로부터 발생한 음향신호에는 표적의 방위각, 고 

유 주파수, 신호대 잡음비 둥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신호처리된 방위별 빔 에너지 정보를 적절한 문턱 

값과 비교하여 표적의 고유주파수를 탐지한다. 수동 소 

나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해양환경과 다중 표적의 존재 

로 인하여 적웅적인 문턱값을 구하기 위하여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CA-CFAR(Cell Averaging - Constant 

False Alarm Ratio)기법을 토대로 다중표적상황에 적합 

한 문턱값을 추출하였다. 빔형성된 출력을 이용하여 방 

위삭올 추정할 때 지향빔 사이의 방위각에 표적이 손재 

하는 경우 보간기법을 이용하여 표적의 방위각올 추정 

하고 초기 측정치의 방위정보로 이용하였다. 사용된 보 

간기법은 고차의 다항식으로 보간하면 빔패턴의 좀더 

정확한 근사값을 구할 수 있으나 실제 표적으로부터 멀 

리 떨어진 조향빔에 대해서는 부엽준위를 이용함으로써 

추정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3개의 조향빔을 이용 

한 2차 다항식으로 보간하였다.

们은 문턱값이며 기존 표적과의 연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d讹는 /번쩌 표적의 项번째 주파수선과 

A:번쩌 측정치와의 거리로서 다음 식과 같이 표현 가능 

하다.

W辭+*. +蛔。危十。七) ⑵

+ 씅그｝ +

와 ^x,.는 필터 예측치의 방위각과 주파수에 

대한 표준편차이고 6 X 와 。丫 는 측정치의 방위 각과 

주파수에 대한 표준편차로서 다옴의 수식으로부터 한 

다.

(3)

%는 방위각 해상도이며 务节7•는 주파수 해상도.

Nfft는 FFT한 데이터의 STR] 개수이다.

만일 연속된 3 프레임동안의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 

측정치들은 새로운 단일 주파수선 표적으로 생성한다.

：:I導(匕)一以(U I < 3%
” ， (4)

•» J

i, i = 1,2,3 , /, * tj 이14.

단일 주파수선과 기존 추적 중인 표적 과의 방위 기싱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디•.

min [
i I涙‘己七 •n ( <^x. t < 恥(勺

여기서 «=l,2,-,Af 이다.

2.3 오경보 판별

시간 为에서 여러 개의 표적을 추적 중이고 새로운 

초기측정치들이 들어오면 추적중인 기존 표적과의 연관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규화된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diik > 71 f°r all i and j (1)

2.4 표적 갱신 및 그룹화

표적은 방위와 주파수에 선형 칼만 필터를 사七하이 

표적의 갱신에 사용하였다. 검출된 측정치들 중에시 〃 

존 표적과의 연관성이 있는 측정치는 기존 적의 추적 

을 갱신하는 데 사용한다. 실제 예인형 수동 소나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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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해상 환경에서 적절한 탐지 문턱값이 설정된 경 

우 초기측정치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계산이 단순하고 

확률모델에 의존도가 낮은 NNA기법을 이용하여 필터를 

갱신하는 데 사용하였다.

수중 표적은 항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 소음 

원이 다르다. 따라서 표적의 특징 주파수는 생성과 소멸 

은 반복하는 데 이러한 경우 단일 주파수선 표적들은 다 

른 표적으로 추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표적 

들을 동일한 표적으로 융합하기 위해서 그룹화 과정이 

필요하다. 두 개 이상의 방위각 궤적이 생성된 후 계속 

하여 인접하여 존재한다면 이들은 동일 표적에서 발생 

했은 가능성이 높다. 만약 동일 표적으로부터 발생한 여 

러 개의 방위각 궤적이 분산되어 추적되면 추적 성능의 

지하 및 소나 운용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표 

적의 생성시부터 지속적으로 표적의 인접 표적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시간 이 상 근접하여 추적중인 표적들은 

하나의 표적으로 묶어준다. 그러나 방위각 인접도만으로

읍하하는 경우실제두개의 다른 표적이 하나의 표적 

으로 간주뇔 수 있기 때눈에 표적들의 득징정보를 이용 

하여 해결 할 수 있다.

2.5 표적 추적 삭제

狂저 추적중인 필터가 연속하여 수 프레임동안 측정 

지를 갖지 못하는 경우 자동추적은 이 주파수션 표적을 

사동으로 삭제한다. 이때 오래 지속된 표적과 잡음에 의 

해 잠시 발생한 궤적과의 사제기준을 달리하기 위해서 

"격함수를 도입하였다. 즉, 가격함수 값이 낮은 표적은

프게임정도 측정지를 갖지 못하면 자동 삭제하고 

가격함수 값은 높은 경우는 7〜X프레임이상 측정치 연 

계 유무를 판단하여 자동 삭제한다.

3. 특징정보 처리

수중 ■표적은 발생하는 소음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 

깅성보를 가지며 표적의 주파수성분, 신호대 잡음비, 궤 

적의 신이 旨 다양한 정보를 저장한匸｝. 이러한 득징정보 

:: 림 2. 3의 경우처럼 동인 표적이 여러 방위에 나타 

나" 겅우와 표적이 삼시 담기 되기 않는 경우 동일 표 

적임을 판난하여 추저성능은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시는 다중 주파수선 표적이 가지고 있는 

난인 주파수金의 궤적 길이와 신호 대 잡음비를 특징정 

보도 저장하여 사용하였匸+. 저장된 특징정보는 두 표적 

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설정한 문턱값보다 큰 것들 숭 

에서 가장 큰 두 표적을 동일 표적으로 판단하며 림 -1 
는 특징정보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2. 근접 표적의 동일 표적 판단

3림 3. 삭제된 표적과의 동일표저 판단

'J"TrartSMe H f
Nack 「--- 7询 I:   j [

二！•림 4. 특징정 보 처 리 과정

4. 시험결과

개발한 자동탐지 및 추적 기법을 소나 장비에 적용하 

여 해상에서 실제 수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는 시험은 

수 차례 수행하였다. 추적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닌 간 

획득한 실제 해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치 연겨I. 기존 

표적과의 연계, 그룹화. 특징정보 처리시 상관관계 문턱 

값 둥 파라미터들올 최적화 하였다. 해상 시험에서 표저 

의 미약한 신호에 대해 전방위를 자동으로 탐지 및 추적 

하였으며 표적의 특징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성능을 향상 

시켰다. 그림 5의 좌측 그림은 실세 수증 표적의 다종 

주파수가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는 상황에시 농인 控 적 

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음을 방위 궤적으记 보여 

주고 있으며 우측 그림은 해당 표적의 밤q뇐 주요十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예인형 수농上나에 탑재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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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화면으로 실제 수중 표적의 추적중인 상태를 나타 

낸다. 방위별로 많은 측정치들이 탐지되고 있으며 주파 

수와 방위의 거리를 매 프레임마다 비교하여 표적을 생 

성하여 추적중인 결과를.보여주며 지속적으로 표적이 

탐지 추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표적은 단 

일 혹은 다중 주파수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표적별로 전시하여 탐지 주파수가 변하는 상황에서도 

동일 표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적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5. 수중 표적의 특징정보 처리 결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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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중 표적의 추적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잠수함의 정숙함으로 인해 미약하게 

탐지되는 상황과 복잡한 해양 탐지 환경에서 전방위에 

대한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 및 추적하고 다중 주파수선 

에 의한 주파수 추가 및 삭제 과정올 구현하여 소나 장 

비에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년 간 획득 

한 해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는 복 

잡한 탐지 환경 하에서 적절한 파라미터들을 도출하여 

실제 해상 시험에서 우수한 추적성능을 입증하였으며 

추적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적의 특징정보를 추출 

및 처리하여 표적의 재 탐지와 근접 방위 탐지 시 추적 

성능을 향상시켰다.

향후 昱적의 고유 정보가 되는 다양한 특징정보를 구 

하고 표적의 기동과 다양한 해양 환경에 적합한 추적 필 

터의 구현으로 더욱 정밀한 추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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