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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derwater Distributed Sensor Network (UDSN) and 
proposed the conceptual design guideline by an effectiveness analysis. To perform the effectiveness analysis, we 
defined an battlefield environment, and then analyzed principal components which compose the UDSN to find out 
simulation parameters and system constraints. We have chosen a measure of effectiveness based on a target 
trajectory, which could enhance intuitive understanding about current status, and performed various simulations to 
reveal critical design parameters in terms of sensor node types, arrangement, cost and combination of detection 
information.

Key Words : Underwater Distributed Sensor Network(수 분산 센서망), Effectiveness Analysis(효과도 분석), Network 
Centric Warfare(네트워크 심 ), Surveillance System(감시 체계)

1. 서 론

  천해지역에서 잠수함과 같은  세력에 효율 으

로 응하기 해서는 상시 감시가 가능한 경계 체계 

구축이 요구되나, 계기, 계함  잠수함과 같은 

통 인 유인 랫폼만으로는 소기의 목 을 달성하기

가 쉽지 않다. 이에 미국에서는 수 에 설치된 음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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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센서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등으로 구성된 수  분산 센서망(UDSN : Underwater 
Distributed Sensor Network)을 이용하여 잠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며, 그 표

인 에는 DADS(Deployable Autonomous Distributed 
Sensor Network), PLUSNet(Persistent Littoral Underwater 
Surveillance Network), Seaweb등이 있다[1]. 이러한 분산 

센서망들은 형태상 송신기와 수신기가 분리된 다 상

태 소나(Multi-static Sonar)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단상

태 소나(Mono-static Sonar)에 비해 표 의 탐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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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그러나 실질 으로 수 환경뿐만 아니라, 센서노드

의 종류, 탐지방식, 배치 방법, 데이터 처리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망의 성능이 크게 좌우되므

로, 핵심 구성 요소를 선별/분석한 후 이를 토 로 비

용-성능측면에서 최 화된 시스템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해 수 분산 센서망에서 구성 요소의 향력은 

효과도 분석(Effectiveness Analysis)을 통해 악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해서는 장 환경에 한 정

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 분산 센서

망의 장 환경 구성요소를 크게 센서노드(Sensor 
Node), 표 (Target), 그리고 지상기지(Landbase)로 구분

하 으며, 센서노드는 표 탐지를, 지상기지는 망 제

어(Network Control), 표  추 /식별  응책 수립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하 다. 이를 토 로 각 구성

요소의 세부요소들을 정의하 으며, 기존 연구들의 한

계 을 극복하기 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으

로 고려하 다. 기존 연구는 센서망에 사용되는 수신

노드가 모두가 동일하다고 가정하 으나[3], 본 논문에

서는 센서망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하여 성능

에 따라 총 3종의 수신 센서노드를 고려함으로써 노드

의 종류에 따른 향을 찰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의 경우 기존의 2차원 양상태 표 강도(TS : Target 
Strength) 모델 신,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다 상태용 3차원 표 강도 모델을 개발하여 사

용하 다.
  이 게 정의된 장 환경 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기 해서는 신뢰성 있는 효과도 척도(MOE : 
Measure of Effectiveness)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탐지 성능, 탐지 거리와 같은 

평가 척도는 특정 분산 센서망의 성능을 나타내기에

는 합하나, 분산 센서망의 종합 인 성능을 표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MOE를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천해용 분산 센서망은 센서노드간의 정보 공유와 

력을 통해 장상황 인식  획득 정보 품질 향상을 

통한 지휘결심 지원을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논

문에서는 추후 실제 운용자가 취합된 정보를 이용하

여 표 의 험도  처리 우선순  결정이 가능하도

록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을 맞추어 표  궤  정

보에 기반을 둔 새로운 MOE를 정의하 다. 정의된 

장 환경과 MOE를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

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 합

한 수 분산 센서망 설계 방안에 해 고찰하 다.

2. 천해용 수 분산 센서망 장 환경 분석

  천해용 수 분산 센서망 설계 개념을 도출하기 

해서는 성능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악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수 분산 센서망을 분석하여 구

성요소를 악한 후, 각 구성요소들을 매개변수화

(Parameterization)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 수 분산 센서망 분석

  천해용 수 분산 센서망은 표  탐지가 어려운 천해

환경에서 Fig. 1과 같이 분산 배치된 센서와 유/무선 

수  통신망을 이용하여 심 역에 한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감시체계이다. 이러한 수 분산 센서망은 크

게 송․수신노드(Tx node/Rx node), 마스터노드(Master 
Node)  무선부이(RF Buoy)로 구성되며, 송․수신노

드는 표  탐지를 마스터노드  무선부이는 탐지된 

정보를 취합하여 지상기지로 송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망 구성 요소  자기 센서 등

과 같은 비음향 센서노드와 같은 보조탐지 수단이나 

마스터노드나 무선부이와 같이 기 개발 연구를 활용

해 성능 측이 가능한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

소만을 분석한 후 라미터를 정의하 다.

Fig. 1. Concept graphic of an UDSN.

2.1.1 운용 주 수

  수 분산 센서망을 분석하기 해서는 우선 운용주

수 역을 설정해야 하며, 수 분산 센서망의 사용 

주 수 역은 Fig. 2와 같이 통신 역, 수동 탐지 

역, 그리고 능동 탐지 역으로 구성된다. 통신 

역의 경우 통신 거리에 따라 일반 으로 수 kHz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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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kHz 역을 사용하며, 수동 탐지 역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표 의 방사소음 특성에 의해 역폭

이 결정된다. 능동탐지 역의 경우 탐지거리를 확보

하면서 통신 역과의 간섭을 피해야 하므로 사용가

능한 주 수 역이 제한된다. 제한된 역폭 내에서 

동시에 운용되는 송신노드의 수, 망 확장성, 주 수 

재사용율 등을 고려할 때, 송신노드의 배치는 상용통

신망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육각형 배치 구조를 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경

우 체 역폭을 최소 7개 이상으로 분할해야하므로, 
노드별로 사용 가능한 역폭 역시 체 역폭 1/7로 

이하로 제한되며, 인  채 간 간섭을 방지하기 한 

보호 역(Guard Band)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사용가

능한 역폭은 그 이하가 되므로 이를 기 으로 능동 

신호 역을 설정하여 효과도 분석에 사용하 다.

 Fig. 2. Example of Operation frequency band for the 

UDSN

2.1.2 탐지 가능 거리 분석

  설정된 탐지 주 수 역별로 센서 배치간격을 가늠

하기 해서는 탐지 가능 거리를 측해야 하므로, 여

기서는 소나 방정식(Sonar Equation)을 이용하여 능․

수동 탐지 상 가능거리를 추정하 다. 환경잡음은 

Fig. 3에 도시된 Wenz 커 를 사용하 으며[4], 수동 탐

지 방식으로는 에 지 탐지와 LOFAR(Low Frequency 
Analysis and Recording) 탐지를 고려하 다. 지향성 지

수(DI : Directivity Index)에 따른 이득이 0 dB인 단일 

센서를 사용하여 10 knots 이하의 표 을 탐지하는 경

우에 해 탐지 상 거리 산출한 결과, 에 지 탐지

는 200 m, LOFAR 탐지는 1000 m 정도 다. 이에 반

해 능동 탐지는 표 강도를 5～10 dB 정도 가정한 경

우 약 2.5～3 km 정도의 탐지 상 거리를 가졌다. 탐

지 상 거리는 수동의 경우 표 의 방사 소음 

에, 능동의 경우 송신 음압에 향을 받으므로 산출된 

결과가 인 탐지거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뮬

이션을 통해 얻은 탐지 상 거리와 천해 환경에서

의 수  통신 가능 거리를 고려하면 수신노드 간의 

최  이격 거리는 5 km 정도이므로, 이 값을 센서 이

격 간격의 상한으로 설정하 다[5].

 Fig. 3. An example of the environmental noise(Wenz 

Curve)

(a)

(b)

    
(c)

(d)

 
(e)

Fig. 4. Examples of a received signal in an active 

sonar system : (a) geometry, (b) separated 

received signal, (c) overlapped received signal 

(d) blind zone(CW pulse), and (e) blind zone 

(LFM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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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탐지 불능 구역

  능동 탐지의 경우 수신노드는 Fig. 4.(a)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송신노드, 표 , 수신노드의 치에 따라 직

와 표  반사 를 수신하며, Fig. 4.(b)와 같이 직

와 표  반사 가 시간 으로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

는 수신노드는 표  반사 를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Fig. 4.(c)처럼 두 의 도달시간이 유사한 경우에는 시

간 으로 첩되어, 표  탐지가 되지 않는 탐지 불능 

구역(Blind Zone)이 발생한다. 이러한 탐지 불능 구역

은 Fig. 4.(d)와 (e)에 도시된 바처럼 송신신호의 종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2.1.4 수신노드 정의

  수 분산 센서망에서 동일한 수신노드를 사용하면 

장비의 획득/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은 이 이 있다. 그
러나 능․수동 탐지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상이한 요

구사양을 가지므로, 수동탐지 기 에 맞춰 센서 사양

을 상향시켜 수신노드를 제작할 경우 획득비용이 증

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획득비용을 최소화하

기 해서는 센서노드의 부품  기구부와 자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센서만을 교체하여 추가 인 정보 

획득이나 탐지거리 확장을 가능  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기 하

여 3가지 종류의 수신노드를 정의하 으며, 그 내용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이진 센서노드는 단일 센서

를 사용하므로 탐지범 가 좁고 추가 인 정보획득이 

불가하나, 획득 비용이 낮은 특징을 가진다. 이에 반

Table 1. RxNode types for the UDSN

구 분 특     징

이진

센서노드

- 능/수동 탐지 시 표  존재 여부만 단

- 짧은 탐지거리  방 정보 획득 불가

선배열 

센서노드

- 능/수동 탐지 가능

- 배열 이득을 통한 탐지거리 증

- 센서 길이 방향 방  추정 가능

 (단, 탐지거리  방  정확도는 센서

  개수에 좌우됨)

DIFAR 
센서노드

- 능/수동 탐지 가능

- 배열 이득을 통한 탐지거리 향상

- 방  정확도 우수( 상차 방  추정)

해 선배열 센서노드나 DIFAR(Directional Frequency 
Analysis and Recording) 센서노드[6]는 DI 측면에서 이

득을 가지며 추가정보 획득이 가능하나, 성능향상을 

해 센서부 구성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진 센

서노드 가격 비 획득비용이 각각 20 %와 50 % 정

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노드의 배치방법  혼

합 비율에 한 분석을 통해, 최 화된 망 구성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2.1.5 획득 정보 종류  조합 방법

  수신노드 종류별로 획득 가능한 정보가 상이하므로, 
획득된 정보의 종류와 이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치 추정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수동 탐지의 경

우 표  존재 여부, 에 지   최근  정보(CPA 
: Closest Point of Approach), 표  주 수 성분, 그리

고 방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으나, 이들 정보를 이

용하여 표 의 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표

의 략 인 방사 소음 (RL)를 알고 있고 잡음 

(NL)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소나 방정식을 이용

하여 식 (1)과 같이 탐지 문턱값(DT)에 따른 개략 인 

탐지 범 (RE)를 산출할 수 있다.

(a) (b)

(c) (d)

Fig. 5. Examples of localization using acquired detection 

information: (a) two passive detection information, 

(b) passive detection information and bearing 

information, (c) two TDOA information, and (d) 

TDOA information and bear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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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 탐지 범 를 이용하여 Fig. 5.(a)와 같이 두 개의 

수신노드에서 동시에 표 이 탐지된 경우나, Fig. 5.(b)
와 같이 방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표 의 치를 제

한된 역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CPA를 이용하여 표

의 속도 추정도 가능하다[7].
  능동 탐지의 경우 표  반사 를 이용하여 존재 여

부와 방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직 와 표  반사

로부터 도달 시간 차(TDOA : Time Difference of 
Arrival), 주 수차(FDOA : Frequency Difference of 
Arrival), 차(LDOA : Level Difference of Arrival)를 

얻을 수 있다. TDOA, FDOA  LDOA는 식 (2) ～ (4)
과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Fig. 5.(c), 
(d)의 와 같이 표 의 치를 추정할 수 있다[8].

   (2)

cos cos (3)

loglog  (4)

여기서, 는 음속, 는 표  속도, 는 송신 주 수를 

의미한다. 은 표 과 송신노드의 사이각이고, 는 

표 과 수신노드의 사이각이며, TS는 표 강도를 의미

한다. 그러나 실제 수  환경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

해 측 값이 왜곡되므로, 치 추정 시 오차가 발생

하게 된다. 능․수동 탐지 정보 조합에 따른 표  

치 추정 성능을 살펴보기 해, 탐지 획득 정보  가

장 안정 으로 획득 가능한 TDOA 정보와 다른 획득 

정보를 조합하는 경우에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시 센서망은 송신노드의 수는 1개 으

며, 이진 센서노드는 4 km 간격으로 정방행렬(3×3) 형

태로 배치하 다. 사용된 표  궤 의 종류는 Fig. 6
에 도시되어 있으며, 치 추정 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
 








 ∥∥ (5)

여기서, 은 시뮬 이션 시간을 시간 간격

(Time Step)으로 나  값이며, 는 시뮬 이션 반복 

(a)
 

(b)
 

(c)

    Fig. 6. Target Trajectories : (a) straight shape, 

(b) ‘S’-shape, (c) circle shape

Table 2. Estimation error of localization by information 

combination

구 분
직선
기동

S자
기동

원형
기동

능동 TDOA
163.5 m 280 m 181.2 m

수동 -

능동 TDOA
46.1 m 23.8 m 23.2 m

수동 에 지 탐지/LOFAR탐지

능동 TDOA/FDOA
45.9 m 23.5 m 22.5 m

수동 에 지 탐지/LOFAR탐지

능동 TDOA/LDOA
45.7 m 22.3 m 21.6 m

수동 에 지 탐지/LOFAR탐지

능동 TDOA/FDOA/LDOA
45.5 m 21.6 m 20.5 m

수동 에 지 탐지/LOFAR탐지

횟수를 와 은 각각 시뮬 이션 인덱스와 시간 인덱

스를 과 은 각각 표 의 실제 치와 추정 

치를 의미한다.  = 50인 시뮬 이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으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조합된 

정보의 수가 많아질수록 표  존재 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추정 오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방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 성능 분석을 해 

상기의 시뮬 이션과 동일한 배치에서 이진 센서 일부

를 선배열과 DIFAR 센서로 교체한 후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결과 TDOA와 방 정보를 조

합하는 경우에는 S자 기동과 원형 기동에 한 치 

추정 오차는 각각 22.1 m와 23 m 으며, TDOA, 방

정보  수동 탐지 정보를 조합한 경우에는 각각 21.2 
m와 20.1 m 다. 시뮬 이션 결과와 탐지 정보 획득을 

한 연산량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효율 인 정

보 조합은 ‘TDOA+수동 탐지 정보’ 는 ‘TDOA+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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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므로 효과도 분석 시 이들 조합을 주로 분석

을 수행하 다.

2.1.6 표  추  방법

  표  추 은 획득된 탐지 정보를 조합하여 산출된 

표  치와 운동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표 의 실제 

궤 을 추정하는 기술로, 운동 모델과 추  필터로 구

성된다. 표 인 운동 모델에는 가장 간단한 운동 모

델인 Nearly Constant Velocity Model(NCVM), 가속도 

운동에 합한 Wiener Process Acceleration Model 
(WPAM), 원형과 같은 회  운동을 표 하는데 합

한 Coordinated Turn Model(CTM), 그리고 두 개 이상

의 운동 모델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Interacting Multiple 
Model(IMM)이 있다. 추  필터 기법에는 가우시안 에

러 모델을 이용하는 Kalman Filter(KF), 비선형 모델 

에 응하기 한 Extended Kalman Filter(EKF), 그리

고 이  상태를 기 으로 측 값을 샘 링하여 다음 

상태를 측하는 UKF(Unscented Kalman Filter)가 있다
[9]. 표  추  성능은 표 의 실제 기동 궤 과 운동 

모델과의 유사성 여부와 사용된 추  필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모델과 필터에 조합에 따른 성능을 

살펴보기 해 2.1.5항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진 센서

노드만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시 4가지 운동 모델을 모두 사용하 으며, 추  

필터는 비선형 모델에 용할 수 없는 KF를 제외하고 

EKF와 UKF만을 사용하 다. Table 3에 제시된 시뮬

이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추  성능은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by the combination 

of kinetic model and tracking filter

구 분 직선

기동

S자

기동

원형

기동운동 모델 추  필터

NCVM EKF 92.4 m 24.0 m 79.1 m

NCVM UKF 92.2 m 23.8 m 79.0 m

WPAM EKF 61.4 m 21.3 m 21.5 m

WPAM UKF 61.4 m 21.3 m 21.5 m

CTM EKF 60.9 m 20.7 m 23.6 m

CTM UKF 60.9 m 20.6 m 23.6 m

IMM(NCVM+CTM) EKF 59.7 m 19.4 m 19.6 m

IMM(NCVM+CTM) UKF 59.2 m 19.1 m 19.2 m

추  필터의 종류보다 운동 모델에 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운동 모델로는 표 의 다양한 운

동에 응하기 해서는 IMM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2 표 강도 모델

  수 환경에서 표 은 음향학  특성으로 모델링되

며, 수동 소나 방정식의 경우 방사 소음 특성으로, 능

동 소나 방정식의 경우 표 강도로 표 할 수 있다. 
방사 소음의 경우 일반 으로 선형, 추진 기 , 로

펠러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좌우되며, 표 강도는 

표 의 체 , 형상, 재질  입사방향 등에 의해 결정

된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도 분석을 해 일반 인 방

사소음 특성을 참고하여[10], 임의의 함정에 한 속도/
주 수별 방사소음에 토  주 수를 혼합하여 수동 

신호를 모의하 다.
  표 강도 모델의 경우 나비 패턴(Butterfly Pattern)이
나 이를 확장한 2차원 양상태 모델이 리 사용되어 

왔으나[11], 수 분산 센서망은 운용 개념상 송․수신

노드와 표 의 치  심도가 상이한 3차원 다 상

태 소나에 해당하므로 기존 모델이 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Fig. 7은 다 상태 소나에서의 

수신 신호의 특성을 악하기 해 수행된 시험의 결

과를 도시한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수

신노드  표 의 심도가 달라지는 경우 표  반사

의 에 지 분포가 상이한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이러한 결과는 수 분산 센서망 효과도 분

석을 해 3D 표 강도 모델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해 Table 4에 제시된 3가지 표 강도 모델을 

고려하 다[13,14]. 3가지 표 강도 모델  정확성 측면

에서는 FDM이 가장 우수하나 연산에 과도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FDM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상 으로 빠른 연산이 가능한 Kirchhoff 모델을 사

용하 다. Fig. 8은 송신노드의 고도각()과 방 각

()에 따라 획득된 Kirchhoff 표 강도 모델의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Fig. 8.(c)～(f)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신

노드가 고도각 0°인 평면상에 치할 때 송신노드의 

치에 따라 표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8.(g)와 (h)는 수신노드가 모든 공간상에 존재

한다고 가정하 을 때의 표 강도를 3차원 으로 표

한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신노드-표
간 사이각뿐만 아니라 표 -수신노드간의 사이각에도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효과도 분석 시에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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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표 강도를 계산함으로써, 
실제 환경과 유사한 표 강도 값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 다.

(a)
 

(b)

(c)
 

(d)

Fig. 7. Energy distribution of the target reflection wave 

by the scaled target aspect angle : (a) target 

depth<Tx node depth<Rx node depth, aspect 

angle = 0°, (b) target depth<Tx node depth<Rx 

node depth, aspect angle = 90°, (c)target 

depth<Tx node depth = Rx node depth, aspect 

angle = 0°, and (d) target depth<Tx node 

depth = Rx node depth, aspect angle = 90°

Table 4. Comparison of 3D Target Strength Models

구 분 특     징

Finite
Difference

Method
(FDM)

- 동 의 모든 경우를 해석할 수 있

으며, 연산량 문제로 주로 주 수 해석

에 사용

- 내부 구조물까지 고려 가능

- 2D/3D 공간상 표 강도 분포 측가능

- 메모리양에 따라 구  가능한 한계 존재

Specular
Reflection

Model

- 거울면 반사격자(Highlight)의 면 을 이

용하여, 빠른 표 강도 계산이 가능함

- 복잡한 구조물의 경우 반사격자 손실로 

인해 표 강도 측 시 정확성이 낮아짐

Kirchhoff
Model

- 음  투  가시 역의 음장을 분하여 

표 강도 분포를 측

- 다 반사  내부구조물의 효과를 표

하는데 한계가 있음

(a) (b)

(c) (d)

(e) (f)

(g) (h)

Fig. 8. Target strength expectation results by the Tx 

node position (Sψ, Sθ) using Kirchhoff model : 

(a) horizontal geometry, (b) vertical geometry, 

(c) 2D target strength at (0°, 0°), (d) 2D target 

strength at (0°, 90°), (e) 2D target strength at 

(-45°, 0°), (f) 2D target strength at (-45°, 90°), 

(g) 3D target strength at (0°, 0°), and (h) 3D 

target strength at (-45°, 0°)

2.3 시스템 라미터 정의

  수 분산 센서망의 장 환경 분석 내용을 토 로 

효과도 분석 시 환경, 표  특성, 그리고 분산 센서망

의 구성  성능을 조 할 수 있도록 고려된 표 인 

시스템 라미터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시스템 

라미터  환경 라미터는 잡음   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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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finition of the system parameter

분류 소분류 세부 항목

환경

환경 잡음 해상상태/강수량/교통량

달 손실 등방성/비등방성

조류 방향, 속도

송신

노드

노드 정보 종류/수량/비용/ 치/송신음압 등

펄스 정보 펄스 종류/길이/반복 주기 등

수신

노드

배치 정보 종류/수량/비용/ 치(배치간격) 등

측정 오차

(능동 탐지)
TDOA/FDOA/LDOA 오차

방 추정 오차

측정 오차

(수동 탐지)
방 추정 오차

CPA 추정 오차

표
표  종류 소형/ 형/ 형(3D TS 모델 사용)

표  속도 속도, 방사소음/토  

치 

추정
정보 조합

능동
탐지여부, TDOA, 

방 정보

수동
탐지여부(Energy/LOFAR)

방 정보

표  

추

운동 모델 IMM(NCVM+CTM)

필터 종류 UKF

실, 송․수신노드의 치에 오차를 미치는 조류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송신노드의 경우 부이형 소나나 디

핑 소나와 같은 노드의 종류, 수심을 포함한 치정보, 
송신 음압 범  등을 포함하는 노드 정보와 펄스 종

류, 주 수 역, 펄스 반복 주기와 같은 펄스 운용 정

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수신노드의 경우도 센

서노드의 종류 선택하고 선택된 종류의 센서노드 수

와 배치 간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각 수신 

노드마다 신호  잡음비(SNR : Signal-to-Noise Ratio)
가 상이한 다 상태 소나의 특성을 표 하기 해 모

든 측정값에 오차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 다. 표

인 측정값인 TDOA와 방 정보의 오차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15].

  · ,
(6)

where  
∞

∞ fS fdf
∞

∞

S fdf

 






 ·

  





,
(7)

where      and   

표 의 경우 표 의 크기에 따라 소형, 형, 형을 

고려하 으나, 천해 환경의 특성상 주 탐지 상이 소

형 표 이므로 효과도 분석 시 소형 표 에 해 시

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속도 별로 방사소음  토

 를 설정하여 수동 탐지 범 가 달라질 수 있

도록 하 다. 치 추정과 표  추 의 경우 라미터 

조합에 따라 시뮬 이션 횟수가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조합만을 

선별하여 사용하 다.

3. 천해용 수 분산 센서망의 효과도 분석

  2장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 로 천해용 분산 센서망 

설계를 한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우선 

효과도 척도(MOE)를 설정하고 효과도 척도를 비교하

기 한 센서망 기본 배치를 정의해야 한다. 천해용 

분산 센서망의 경우 수신노드들의 탐지 결과를 융합

하여 표  탐지  표  추  성능 향상시킴으로써 

지상 기지에 신뢰성 높은 탐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휘 결심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 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MOE를 정의해야 한다. 지상 기지 운용자는 

모든 센서 노드에 송되는 정보를 일일이 찰할 수 

없으며, 탐지 결과만을 시하더라도 오탐지를 포함한 

모든 탐지가 유의미한 정보인지를 단해야 하므로 

운용자 편의를 해서는 정보의 필터링 는 재가공

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탐지 정보를 취합

하여 일정 시간 이상 생성된 궤 정보는 확실한 표

의 존재를 나타내며, 궤 정보에 포함된 치, 침로, 
속도 등의 부차 인 정보는 아군세력에 한 정

도와 응 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수 분산 센서

망에 가장 합한 성능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의 실제 궤 에 가까운 궤 을 추정할수록 분산 

센서망의 구성과 배치가 효율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단할 수 있으며, 실제 궤 과 추정 궤 의 평균오차

로 정의되는 MOE는 2장의 식 (5)를 사용하 다.
  정의된 MOE를 이용하여 효과도 분석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서는 센서망 기본 배치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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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망 기본 배치는 수  통신  탐지 정보의 첩

성, 노드 수에 따른 획득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다각형 배치 방법  Fig. 9.(a)와 같은 정방행렬 형태

를 선택하 으며, 송신노드는 모든 수신노드에서 능동 

탐지가 가능하도록 정 앙에 치시켰다. 이 때 수신

노드간 거리(D)는 능동 탐지 거리  최  통신 가능

거리를 고려하여 5 km를 상한으로 설정하 으며, 사

용된 노드 종류는 총 4종으로 이진 센서노드(Binary), 
선배열 센서노드 I(LA I), 선배열 센서노드 II(LA II), 
DIFAR 센서노드 다. LA I과 LA II는 동일 종류의 

센서에서 성능차이에 따른 향을 보기 해 센서 수

를 다르게 하여, DI와 방  해상도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도록 하 다. 시뮬 이션 시 궤 은 Fig. 9와 같

이 ‘A'로 표시된 지역에서 다양한 방향과 시간으로 망

을 통과하는 경우를 상정하 으며, 모든 궤 의 치 

오차를 취합하여 MOE를 산출하 다.

(a)

 

(b)

Fig. 9.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and target trajectory 

: (a) default configuration, and (b) target initial 

points and courses

  효과도 분석을 수 분산 센서망 설계에 필요한 사

항을 도출하기 해 우선 배치 간격에 따른 향을 

살펴보기 해 4종류의 표  속도를 사용하 으며, 
치 추정 시 TDOA 정보를 사용하 다. 10×10 km2의 

역에서 수신노드 간격을 0.5 / 1 / 2 / 5 km로 조정

해 수신노드 종류별로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수신노드

의 종류에 계없이 간격이 좁을수록 동시에 탐지되

는 노드의 수가 증가해 표  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노드간 거리 감소

는 센서망에 사용되는 수신노드 수의 증가를 의미하

여 이는 획득비용 상승을 의미하므로 다른 안이 요

구된다.

Table 6. MOE comparison by Rx node distance

노드 

종류

수신노드 간격(km)

0.5 1 2 5

Binary 46 232 325 1743

LA I 29 171 301 727

LA II 25 142 243 714

DIFAR 30 180 315 739

Table 7. MOE comparison by combination of detection 

information

정보

조합

수신노드 간격(km)

노드종류 1 2 5

P

Binary 217 513 1032

LA I 119 486 1846

LA II 106 354 1950

DIFAR 152 503 1777

T+P

Binary 105 187 1138

LA I 106 192 606

LA II 87 146 581

DIFAR 111 209 583

T+B

Binary 232 325 1743

LA I 105 162 310

LA II 49 130 280

DIFAR 20 22 23

T+B+P

Binary 105 187 1138

LA I 65 110 268

LA II 32 80 234

DIFAR 15 22 23

  노드간 거리 감소 없이 MOE를 향상시키기 해서

는 2.1.5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탐지 정보를 조합하

여 사용해야 한다. 조합에 따른 향을 보기 해 4종
류의 표  속도, 수신노드 간격 1/2/5 km인 경우에 

해, 수동탐지(P) / TDOA+수동탐지(T+P) / TDOA+방

(T+B) / TDOA+방 +수동탐지(T+B+P)를 사용하여 

MOE를 계산하 다. 수동탐지와 능동탐지에 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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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0 %와 70 % 이상 표 을 탐지한 경우에 해서

만 MOE를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

어 있다. 제시된 시뮬 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수동탐

지 정보만을 사용하는 경우 능동탐지 정보를 사용하

는 경우에 비해 큰 치추정 오차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방 정보 획득이 불가능한 이진 센서노드

를 제외하고 방 정보가 조합되는 경우 MOE가 Table 
6의 TDOA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선배열 센서노드에 비해 DIFAR의 MOE
가 우수한 것은 방 추정 정확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능이 상이한 수신노드를 동일 간격으로 배치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DI에 따른 성능차가 결

과에 향을 미치므로, 이를 보상하여 배치간격을 조

정한 결과는 Fig. 10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간

격을 이용하여 4종류의 표  속도와 T+B+P 정보 조

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

과는 Fig. 11에 도시되어 있다. Fig. 11.(a)는 수신노드 

종류별로 MOE를 산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림에서 보듯이 센서의 성능을 보정한 경우 방  추정 

성능이 우수한 DIFAR 센서노드가 가장 작은 치오

차를 가짐을 볼 수 있다. Fig. 11.(b)는 Fig. 10과 같은 

배치를 한 경우에 해 망 획득비용을 분석한 것으로, 
설치된 센서 노드 수가 가장 작은 LA II를 기 으로 

했을 때 상  비용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Binary의 경우 복 역을 통해서만 치를 

추정해야 하므로, 요구되는 센서노드 수가 많아 LA II 
비 약 8.5배의 획득비용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MOE와 획득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방  분해능

과 DI가 높은 센서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단
일 센서노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DIFAR 센

서노드가 가장 유리함을 짐작할 수 있다.
  기본 센서망의 경우 망 내부에서는 표 이 탐지가 

잘 이루어지므로 치추정 오차가 감소하나, 망 경계

로 갈수록 탐지 성능이 하되어 치추정 오차가 증

가하게 된다. 따라서 추  성능이 상 으로 낮은 수

신노드를 망 내부에 배치하고, DI가 높은 수신노드를 

망 경계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게 수신노드

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 이 을 알아보기 

해 이진 센서노드와 선배열 센서노드 II, 그리고 

DIFAR 센서노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하

여 효과도 분석을 추가 으로 수행하 다. 우선 센서

망을 단일 수신노드로 구성하는 경우와 망 외곽 체

를 다른 종류의 수신노드로 체하는 경우, 그리고 극

(a)

 

(b)

(c)

 

(d)

Fig. 10. Rx node configuration for compensating detection 

performance by DI : (a) binary, (b) DIFAR, (c) 

line array I, and (d) Line array II

(a)

 

(b)

Fig. 11.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analysis results 

by Rx node type : (a) MOE comparison, (b) 

acquisition cost comparison

단 으로 외곽 코  4개소만을 체하는 경우에 한 

획득비용을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8에 제

시되어 있다. Table 8에서 노드 조합 명은 ‘망 내부배

치 / 망 외부배치’ 순이며, ‘A’는 외곽 체를 체한 

경우를 ‘C’는 코 만을 체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

고 Table 8에 제시된 결과는 5 km 간격으로 이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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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Acquisition cost comparison by Rx node 

combination

노드 조합

(망내부/망 부)

수신노드 간격(km)

0.5 1 2 5

Binary Only 49.00 13.44 4.00 1.00

LA II Only 77.77 21.34 6.35 1.59

DIFAR Only 59.48 16.32 4.86 1.21

Binary / LA II (A) 54.22 16.05 5.30 1.52

Binary / DIFAR (A) 50.90 14.40 4.48 1.19

LA II / DIFAR (A) 74.46 19.68 5.52 1.26

DIFAR / LA II (A) 62.80 17.98 5.69 1.55

Binary / LA II (C) 49.26 13.71 4.26 1.26

Binary / DIFAR (C) 49.10 13.54 4.10 1.10

LA II / DIFAR (C) 77.61 21.17 6.18 1.42

이진 센서노드 망의 획득비용을 1로 했을 때 각 경우

에 한 획득비용을 상 인 비로 나타냈다. 정리된 

결과를 살펴보면 배치 간격이 2 km 미만인 경우 망 

획득비용이 최  80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므로, 배치 간격은 2～5 km 정도가 함을 유추

할 수 있다.
  MOE 측면에서 수신노드 조합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보기 해 이격 거리를 2 km로 하 으며, 이 경우 수

신노드 종류별 내부배치  외부배치 비율은 외곽 

체배치의 경우 16:20, 외곽 코  배치의 경우 32:4
다. 시뮬 이션은 이 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신노

드 조합별로 수행하 으며, 시뮬 이션을 통해 산출된 

MOE를 분석한 결과 송신노드가 앙에 치하므로 

Fig.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망 외곽에 해당하는 궤

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는 음 구역문제로 인해 큰 

치추정 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성능 평가가 어려움을 

확인하 다. 망 외곽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인한 향

을 최소한 후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해 체 치

추정 결과  망 외곽부분에 해당하는 약 15 %를 배

제하고 MOE를 재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9에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망 외곽 체에 DI가 높은 수신노드를 배치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Binary / DIFAR (A)와 

T+B 정보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 Table 8을 참고하면 

0 2000 4000 6000 8000 100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x coordinates (m)

y 
co

or
di

na
te

s 
(m

)

(a)

 0 50 100 150 2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Time (samples) (m)

Er
ro

r (
m

)

 

 

Localization Error

(b)

Fig. 12. Localization error example at the target tracking 

output : (a) true and estimated target position, 

(b) localization error by time

Table 9. MOE comparison by Rx node combination

노드 조합
정보 조합

TDOA TDOA+bearing

Binary / LA II (A) 40.8 32.6

Binary / DIFAR (A) 52.8 17.0

LA II / DIFAR (A) 76.5 19.5

DIFAR / LA II (A) 59.6 36.6

Binary / LA II (C) 57.8 65.9

Binary / DIFAR (C) 57.7 64.1

LA II / DIFAR (C) 81.0 40.5

DIFAR / LA II (C) 56.1 17.4

4.5배 정도의 획득비용 상승으로 가장 우수한 MOE를 

얻을 수 있으므로 탐지 빈도가 높은 망 내부는 이진 

센서노드로, 망 외부는 DIFAR 센서를 배치하는 략

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수신노드를 조합해 사용하는 경우 망 획득비용은 

약하면서 MOE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향상을 

이룰 수 있으나, 망 외곽의 음 구역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여 히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해소

하기 해서는 송신노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

으며, 이에 따른 향을 살펴보기 해 망 앙과 외

곽코  4개소에 송신노드를 배치한 후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Table 10은 5개의 송신노드 운용할 경우

에 해 T+B 정보 조합을 사용한 경우에 한 MOE
를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7의 제시된 동일 경우에 

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송신노드 추가 배치를 통해 



김완진․배호석․김우식․이상국․최상문

602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7권 제5호(2014년 10월)

Table 10. MOE comparison by Rx node distance

노드

종류

수신노드 간격(km)

0.5 1 2 5

Binary 14 25 162 415

LA I 6 10 17 39

LA II 4 8 14 43

DIFAR 3 7 9 14

음 구역을 최소화할 경우 수신노드의 종류에 계없

이 MOE가 크게 향상되므로 노드간 이격 거리를 증가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효과도 분석을 통해 획득한 결과를 종합하면 수

분산 센서망의 경우 DI와 방 해상도가 높은 센서노

드를 사용해야 하며, 표  추 측면에서는 수동탐지보

다 능동탐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TDOA와 방 정

보를 결합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사항을 참고할 때 DIFAR 센서노드를 이용하여 망

을 구성해야 하나, 망 획득비용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

진 센서와 DIFAR 센서노드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볼 수 있었다. 수 통신 범 와 수신노드

의 탐지 범 를 고려하면 수신노드간 이격 거리는 

2～5 km 정도이므로, 망의 최소 크기는 10×10 km2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망의 크기

를 기 으로 이진 센서노드와 DIFAR 센서노드 조합

을 이용하여 망을 구성한 는 Fig. 13과 같으며, 정

의된 센서망 구성단 를 상/하/좌/우로 확장하면 차단, 
구역 감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망을 구성할 수 있

다. 한 망 확장 시 망 코 의 교차 에 송신 노드를 

배치하면 음  구역을 최소화하여 탐지  추  성능

을 극 화하거나, 수신노드간 이격 거리를 증 시켜 

망 획득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망 

구성은 표  추  성능을 확보하기 해 능동탐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시체계에 요구되는 은 성

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망 은 성과 표 추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기 해서는 표 의 수동 탐지 

후 표 이 망 내부로 진입한 경우에만 능동을 사용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고려된 수

신노드는 제한 인 수동탐지 성능을 가지므로 망 외

부에 치하는 표 의 탐지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방

안을 용하기 어렵다.

Fig. 13. An example of the UDSN structure

  따라서 원거리에서 표 을 수동탐지가 가능한 기존 

수 감시체계와 수 분산 센서망을 결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

과에 한 제는 Fig. 14에 제시되어 있다. Fig. 14.(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동탐지 모드에서는 망 외부에 

치한 두 개의 장거리 소나 감시체계만을 사용하여 

표 의 존재 여부와 진행 방향에 해 단하며, 표

이 망에 근 하는 경우 능동탐지로 환하여 표  추

을 수행하면 Fig. 14.(b)와 같이 표 의 치를 정확

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질 인 

수 분산 센서망은 침투 상경로에 치한 센서노드 

일부만을 장거리 수동감시가 가능한 센서노드로 체

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송신노드

수신노드

원거리 수동
탐지체계

추정궤적

실제궤적

(a)

 

(b)

Fig. 14. Simulation result on the combination of the 

long range sonar system and the UDSN : (a) 

passive detection mode result, (b) active 

detection mod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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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천해용 수 분산 센서망 설계를 하

여, 수 분산 센서망의 장 환경을 정의하고 구성요

소들을 분석해 매개변수화한 후 효과도 분석을 실시하

다. 효과도 분석 시에는 비용, 정보 조합, 배치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함으로써 효과

으로 분산 센서망을 구성할 수 있는 설계방안에 

해 고찰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과 망 

설계방법은 향후 수 분산 센서망  이를 활용한 감

시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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