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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능동 소나를 이용한 표적/비표적 인식은 반사된 

반향음을 분석하여, 표적의 생김새, 즉 형상을 추정

하는 연구와 반향음의 음향학적 특징을 추출하여 표

적의 종류를 결정하는 연구로 나누어진다. 능동 소나

에서 식별 대상인 표적은 그 형상을 대표하는 다수의 

특징점으로 구성된 하이라이트(highlight) 또는 클러

터(clutter)들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이들에서 반사

된 반향음 신호들이 표적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표적과 비표적을 구분하기 위해 능동 소나 

식별에서는 표적에서 반사되어 수신된 신호를 대상

으로 특징벡터를 추출하고 식별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수신된 신호가 표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1-3].

능동 소나식별에 사용되는 특징벡터는 기존의 음

성 및 음향신호 식별에 사용되는 특징벡터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수신된 반향음은 시간 영역 및 스펙

트럼 영역에서 분석하여 인식에서 사용할 특징정보

들을 추출하며 적절한 인식기를 통하여 표적을 판단

한다. 스펙트럼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푸리에 스펙

트럼이 대표적인 방법이며[4], 시간․주파수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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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웨이블렛 변환을 사용하였다[5,6]. 또한,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α-β 필터 등과 같은 추적기법

을 사용하여 표적의 인식성능을 향상시켜서 해표면

의 물체가 사람이 수영하는 것인지 물고기 또는 고래

와 같은 생물체인지를 인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7]. 최근에는 FrFT(Fractioanl Fourier Transform)

을 이용한 다중자세각 기반의 능동소나 식별 방법이 

제안되었다[8]. FrFT는 최적 변환 파라미터를 이용

하여 변환하면 FrFT 영역에서 최대 피크를 가진다

는 장점을 가지는데, 이를 특징벡터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최적 파라미터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임의의 수중 표적신호 식별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식별 알고리즘은 크게 각 클래스에 대한 기준 패

턴을 학습하고 입력 패턴과의 유사도(similarity) 또

는 왜곡(distortion)을 비교하여 표적을 인식하는 방

법과 기계 학습에 많이 사용되는 패턴 인식 알고리즘

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구현이 간

단하고 분류하고자하는 클래스가 적은 문제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지만 일반적인 환경,

즉, 신호에 잡음이 존재하거나 비선형 분류 문제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후자는 패턴의 통계적 특성이나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 적절한 분류기 선택하거나 융합하여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강인한 인식 성능

을 기대할 수 있다[1,2].

능동 소나를 이용하는 경우 표적의 탐지에는 유리

한 면이 있으나 방사한 펄스 신호의 반향음만을 이용

하여 인식에 사용하는 경우 표적을 정확하게 인식하

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능동소나 표적신호 인식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수신된 표적신호의 

특징 분석방법 및 적용된 인식 기법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실제 수중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실제 수중환경을 고려한 능동

소나 표적신호의 부재가 표적 인식 기법의 연구 수행

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장시간의 토널 성분을 데

이터베이스로 축척하여, 이를 특징정보로 주로 이용

하는 수동 표적인식과 달리 짧은 시간의 반향음 만을 

이용하는 능동 표적인식의 경우 검증되고 안정적인 

인식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실제 해

상 실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중환경에서의 

능동 표적인식 기술은 수중이라는 환경적인 변수로 

인해 수중음향 신호의 특성이 변하는 복잡한 특성을 

보이는데다 실제 해상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

해 선진 외국에서도 주로 소규모 수조실험 등을 통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상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

여, 능동 소나 표적/비표적 분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합성데이터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표적과 비표적으

로 분류(segmentation)하고, 분류된 표적/비표적 데

이터를 대상으로 특징벡터를 추출하였다. 특징벡터 

추출에 사용된 방법은 음성인식에 널리 사용되는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9],

푸리에 스펙트럼 영역 및 웨이블렛(wavelet) 변환영

역에서의 필터뱅크 에너지를 사용하였다[4-6]. 그리

고 추출된 특징벡터를 대상으로 BPNN(Backpropa-

gation Neural Network)[4,10]을 이용하여 식별 실험

을 수행하였다. 식별 결과는 표적과 비표적에 대한 

확률값을 가지도록 출력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표적 

및 비표적으로 부터 반향된 신호를 대상으로 특징벡

터 추출에 사용된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

는 실험에 사용된 실제 해상 데이터에 대한 소개와 

표적/비표적 분류과정 및 추출된 특징벡터를 BPNN

인식기에 적용한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4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특징추출 

특징벡터 추출에 사용된 방법은 기존에 많이 사용

되는 방법들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였다. 고전적으

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푸리에 스펙트럼 영역에

서의 필터뱅크 에너지, 음성 및 오디오 등의 음향인

식에 널리 사용되는 MFCC, 그리고 웨이블렛 변환영

역에서의 필터뱅크 에너지 등 3 방법을 선택하여 특

징을 추출하였다.

2.1 푸리에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필터뱅크 에너지

푸리에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필터뱅크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3,500 샘플의 분석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표적/비표적 데이터를 500 샘플 단위의 부프

레임(subframe)으로 나누었다. 부프레임은 100 샘플

씩 오버랩(overlap)되게 하여, 하나의 분석 프레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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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개의 부프레임이 존재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부

프레임을 대상으로 FFT를 취하고 2 kH에서 6 kHz

의 대역폭을 가지는 밴드패스(band-pass) 필터를 통

과시킨 다음 해당 대역의 에너지를 구하였다. 하나의 

분석 프레임에 존재하는 30개의 부프레임을 대상으

로 총 30차의 특징벡터를 추출하도록 하였다. Fig.

1은 특징벡터 추출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2.2 MFCC

음성 및 오디오 등의 음향신호 인식을 위한 특징 

추출은 인간의 청취 능력을 위주로 주관적인 인지 능

력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주파수를 mel-scale로 변형

한 필터 뱅크를 비선형적으로 분포시켜 사용한다. 이

러한 필터 뱅크를 사용해서 구한 음성 벡터를 MFCC

라 한다. MFCC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음성 신호를 프레임별로 추출한 후 pre-em-

phasis를 수행한다. 이에 hamming window 필터를 

적용하고, 이를 FFT하여 파워 스펙트럼(power

spectrum)을 얻는다. 이러한 결과를 mel-scale 필터 

뱅크를 이용해 통과시키고, 이를 다시 주파수 scale

로 역변환시킨다. 마지막으로 주파수의 인지 특성을 

반영하여 log를 취하고, DCT(Discrete Cosine Trans-

form)를 연산을 통하여 켑스트럼을 추출하여 MFCC

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과정은 Fig.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8 kHz 까지의 주파수 대역만을 고

려하여 총 26개의 mel-scale 필터 뱅크를 이용하였

다. 그리고 DCT와 리프팅(lifting)을 통해 10차의 

MFCC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

영하기 위해서 델타(delta) 및 델타-델타(delta-del-

ta) MFCC를 각각 구하여 총 30차의 특징벡터를 추

출하였다.

2.3 웨이블렛 변환영역에서의 필터뱅크 에너지

웨이블릿 이론은 응용 수학에서 처음 소개된 후 

최근 컴퓨터 비전(vision)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다

중해상도 표현과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산 

웨이블릿 변환 이론은 이산신호의 subband 분해 방

법과도 연관성이 존재한다. 시간-주파수 영역의 해

상도가 고정된 단구간 푸리에변환(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과는 달리 웨이블릿 변환

은 저주파에서는 주파수 해상도가 좋고 고주파에서

는 시간 해상도가 좋은 다해상도(multi-resolution)

해석 방법이다. Fig. 3은 4-레벨 이산 웨이블렛 변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로 패딩(zero-padding)을 통해 

3500 샘플인 분석프레임을 4096 샘플로 만든 다음 

8-레벨 웨이블렛 변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웨이블

렛은 다우비치(daubech) Db8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Fig. 1. Feature Extraction Process using filter-bank en-

ergy in Fourier spectrum domain.

Fig. 2. Block diagram of the MFCC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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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프레임의 에너지를 포함하여 총 10차의 특징벡

터가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MFCC와 마찬가지로 델

타 및 델타-델타 에너지를 각각 구하여 총 30차의 

특징벡터를 추출하였다.

3. 실험 결과

3.1 표적/비표적 데이터 분류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해상 데이터는 31.25 kHz

의 표본화주파수를 가지며, 총 475초의 길이를 가지

고 있다. 실험 데이터는 총 128개의 센서에서 수신된 

표적과 비표적을 포함하는 반향음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체 데이터는 29개의 펄스 반복 구간(PRI:Pulse

Repetition Interval)로 구성되어 있고, 총 3,712개

(128개 beam × 29개 PRI)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각

각의 PRI는 13.1초에서 13.5초 사이에서 약간씩 변화

하지만, 대략 13초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Fig.

4는 475초에 해당하는 전제 해상 실험 데이터의 방위

-시간 기록(BTR:Bearing-Time Record)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Fig. 4의 BTR 이미지는 전체 3,712개

의 데이터 각각을 대상으로 일정 크기의 윈도우를 

씌워 움직이며, 해당 윈도우의 에너지 값을 기록하고 

이를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29개의 PRI가 존

재하며, 대략 270초 부근에서 340초 사이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수중 실험 당시 기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g. 5는 17번째 PRI의 63번째 

빔을 대상으로 표적이 존재하는 4초 정도의 데이터 

파형과 이에 해당하는 스펙트로그램, 그리고 표적이 

존재하는 영역을 확대한 스펙트로그램을 나타낸 것

이다. Fig. 5에서 보면 2초에서 2.5초 사이에 표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표적/비표적 데이터 분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표적과 비표적으로 분류

하였다. 표적/비표적 구분은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

트로그램을 분석하여 수작업으로 분류하였으며, 분

류된 신호를 직접 귀로 들어서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

다. 표적 또는 비표적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길이가 

3,500 샘플이 되도록 하였으며, 표적의 경우 ‘Strong’,

‘Weak’ 그리고 ‘Very Weak’의 3 단계로 구분하였다.

Fig. 3. Example of 4-level discrete wavelet transform.

Fig. 4  BTR(Bearing-Time Record) image of real sea-tr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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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작업을 통한 표적/비표적 분류를 통해 

전체 데이터에 361개의 표적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Fig. 6은 표적으로 분류된 데이터의 파형과 주파

수 영역에서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표적 데이터는 4 kHz 부근에 

중심주파수를 가지며 약 500 Hz 정도의 대역폭을 가

지는 LFM(Linear Frequency Modulation) 신호임을 

알 수 있다. 비표적 데이터는 표적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전체에 해당하게 되며, 수중 배경잡음

만 존재하는 영역과 표적은 아니지만 표적이 아닌 

다른 곳에 반사되어 수신된 수중 클러터(clutter)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별기의 훈련과 테스트를 위

해 배경잡음과 클러터 영역을 적절히 섞어서 총 

6,000개의 비표적 데이터를 표적 데이터와 동일하게 

수작업으로 분류하여 준비하였다.

3.3 식별 실험   

수작업에 의해 분류된 표적/비표적 데이터를 이용

하여 식별기에 적용할 훈련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를 준비하였다. 훈련 데이터는 29개의 PRI로 구성된 

실험 데이터 중에 1번에서 18번까지의 PRI에 포함되

어 있는 280개의 표적을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19번에서 29번 PRI에 포함된 81개의 표적 데

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비표적 데이터

는 훈련 및 테스트에 각각 3,000개를 사용하였다. 결

과적으로 표적과 비표적이 포함된 3,280개와 3,081개

의 데이터를 각각 훈련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사

용하였고, 3장에서 설명된 푸리에 스펙트럼 영역에

서의 필터뱅크 에너지, MFCC, 그리고 웨이블렛 변

환영역에서의 필터뱅크 에너지의 3가지 방법을 이용

하여 특징을 추출하였다. Fig. 7은 특징벡터추출을 

통한 전체 식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식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신경회로망 인식기를 

이용하여 인식실험을 수행하였다. 신경 회로망은 

1988년 Gorman과 Sejnowski에 의해 능동 소나 인식

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그것의 적응성과 병렬 처리의 

효율성 때문에 능동 소나 인식에 적합하다고 고려된

다. 능동 소나 인식에 사용되는 신경 회로망은  적용

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사용하는 신경 회로망의 인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인

공신경망 인식기법인 BPNN을 표적/비표적 식별에 

사용하였다. BPNN은 역전파(Back-Propagation) 알

고리즘을 이용하는 전방향(feed-forward) 신경망 알

고리즘으로서, 여러 신경회로망 알고리즘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4,10]. 사용된 BPNN

인식기는 30개의 입력노드, 48개의 노드를 가지는 은

닉층, 그리고 2개의 출력노드를 가지도록 구성되었

다. 훈련에서 최대 반복횟수(Iteration)는 10,000번으

로 제한하였고, 오류율(error rate)은 0.0001로 설정하

였다. 실제 실험결과 최대 반복횟수에 도달하기 전에 

설정된 오류율에 도달하여 훈련을 끝낼 수 있었다.

표적과 비표적의 식별결과를 탐지/추적단에 확률 

값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규화된 지수(exponential)

함수인 Softmax 함수를 이용하였다. 식별 결과 값은 

0에서 1사이로 정규화(normalization)된 값을 가지게 

되므로 표적/비표적을 판단하고 출력값은 그 판단이 

(a)

(b)

Fig. 5. Example of waveform and spectrogram(63rd Beam 

of 17th PRI) (a)Waveform (b)Spectrogram and its 

magnified region.



(a) (b)

(c) (d)

(e) (f)

Fig. 6. Examples of Waveform and spectrum of received target signal. (a) Waveform(Strong) (b) Spectrum(Strong) 

(c) Waveform(Weak) (d) Spectrum(Weak) (e) Waveform(Very Weak) (f) Spectrum(Very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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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확률처럼 사용될 수 있다. BPNN 출력단의 출

력벡터    
는 식(1)을 이용해 확률

값으로 변환하였다.

 


  







 

(1)

Fig. 8은 15번째 PRI의 111번 빔을 대상으로 표적/

비표적 식별을 수행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8의 

스펙트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초와 6초 사이

에 표적이 존재하고 있으며, 표적부분이 높은 확률값

으로 식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작부분에 비

표적이 표적으로 분류된 부분은 LFM신호를 음향소

스에서 방사된 펄스신호가 방사된 직후 곧 바로 잔향

으로 수신된 경우에 해당한다. 중반 이후에 임펄스 

형태로 큰 값을 보이는 확률값은 비표적이 표적으로 

오인식된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 표적의 경우, Fig.

8에 나타나있듯이 몇 개의 분석프레임에 걸쳐서 일

정폭을 가지는 높은 확률값으로 식별결과가 나타나

기 때문에 임펄스 형태 확률값을 가지는 오인식된 

부분과는 구별이 된다.

Fig. 9는 하나의 PRI에 존재하는 128개 빔 전체에 

대한 표적/비표적 식별결과인 확률값을 이미지 형태

로 표현한 그림이다. 중간부분에 굵은 실선형태로 나

타나있는 부분이 표적으로 식별된 부분이며, 점 형태

로 산개되어 있는 부분은 비표적이 표적으로 오인식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081개의 테스트 데이터 

전체에 대한 식별결과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표적의 경우 90% 이상, 비표적의 경우 

97%이상의 인식율을 보였다. 특히, 푸리에 영역 및 

웨이블렛 영역에서의 필터뱅크 에너지를 사용하였

을 경우, 표적의 경우 96% 이상, 비표적의 경우 98%

이상의 높은 인식율을 보였다. MFCC의 경우, 푸리

에 영역 및 웨이블렛 영역에서의 필터뱅크 에너지에 

비해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MFCC의 

경우, 음성인식이나 음향인식에 주로 사용되어 우수

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향된 능동소

Fig. 7. Overall structure for Target/Non-target classification.

Fig. 8. Result of Target/Non-target classification (111st Beam of 15th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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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호는 음성이나 음향의 특성처럼 복잡하지 않아 

오히려 표적/비표적 식별에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별결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를 위해, 정밀도(Precision)과 재현율(Recall)을 

계산하였다. 식(2)와 (3)은 사용된 정밀도와 재현율 

계산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2는 정밀도와 재

현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밀도에 비해 재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표적

에 비해 비표적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해상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여 표적의 수

를 늘리면 재현율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Pr 


(2)

 


(3)

(True Posive) : 표적이 있는데 정확이 인식한 

경우

(False Positive) : 표적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한 

경우

(False Negative) : 표적이 없는데 표적으로 인

식한 경우

                                           

4. 결  론

수중환경에서의 능동 표적인식 기술은 수중이라

는 환경적인 변수로 인해 수중음향 신호의 특성이 

변하는 복잡한 특성을 보이는데다 실제 해상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진 외국에서도 주로 소규

모 수조실험 등을 통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상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

여, 능동 소나 표적/비표적 분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합성데이터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표적과 비표적으

로 분류(segmentation)하고, 분류된 표적/비표적 데

이터를 대상으로 특징벡터를 추출하였다. 특징벡터 

추출에 사용된 방법은 음성인식에 널리 사용되는 

MFCC, 푸리에 스펙트럼 영역 및 웨이블렛 변환영역

에서의 필터뱅크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추출

Fig. 9. Result of Target/Non-target classification (Total 

128 beams of 17th PRI).

Table 1. Result of classification experiment with recog-

nition rate

특징
벡터

부류
식별 결과(인식율)

Target Non-target

A
Target 97.53% 2.47%

Non-target 0.97% 99.03%

B
Target 96.30% 3.70%

Non-target 1.17% 98.83%

C
Target 90.12% 9.88%

Non-target 2.50% 97.50%

A: Filter-bank energy in Fourier domain

B: Filter-bank energy in Wavelet domain

C: MFCC

Table 2. Result of classification experiment with precision and recall

특징벡터 부   류
식별 결과

True False Precision Recall

A
Positive 79 2

0.9753 0.7315
Negative 29 2971

B
Positive 78 3

0.9630 0.6903
Negative 35 2965

C
Positive 73 8

0.9012 0.4932
Negative 75 2925

A: Filter-bank energy in Fourier domain, B: Filter-bank energy in Wavelet domain, C: M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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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특징벡터를 대상으로 BPNN을 이용하여 식별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3가지 특징벡터 모두 

90% 이상의 인식율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푸리에 

영역 및 웨이블렛 영역에서의 필터뱅크 에너지를 사

용하였을 경우, 표적의 경우 96% 이상, 비표적의 경

우 98%이상의 높은 인식율을 보이며 표적과 비표적

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식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다만, 해상 실험 데이터의 특성상 전체 데이터양

에 비해 표적 데이터의 수가 너무 작은 것은 아쉬움

으로 남는다. 향후, 더 많은 실제 해상 데이터를 수집

하고 이를 대상으로 식별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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