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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중표적의 저소음화로 표적의 방사소음이 감소함에 따라 수동소나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신호를 송신하고 

표적 반사 신호를 탐지하는 능동탐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체고정소나(Hull-Mounted 

Sonar, HMS)를 이용한 능동탐지 시 음파가 도달하지 않는 음영구역을 줄이기 위해 수직지향각을 조정하면서 다수의 

Linear Frequency Modulation(LFM) 부펄스를 대역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송신한다. 하지만 최근에 Sinusoidal 

Frequency Modulation(SFM)의 일반화된 형태인 Generalized SFM(GSFM) 펄스가 제안되었고,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GSFM 부펄스 간에 직교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SFM을 선체고정소나의 다중 수직지향각 능

동탐지에 활용함으로써 부펄스의 대역폭 사용을 극대화 하여 신호처리 이득에 따른 능동탐지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

음을 보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부펄스가 3개일 때, GSFM이 LFM 대비 약 5 dB 정도의 정합필터 이득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핵심용어: 능동탐지, 수직지향각, 선체고정소나, Generalized SFM (GSFM), Linear Frequency Modulation (LFM)

ABSTRACT: In decades, active sonar, which transmits signals and detects incident signals reflected by 

underwater targets, has been significantly studied since passive sonar in Anti-Submarine Warfare (ASW) 

detection performance becomes lowered, as underwater threats become their radiated noise reduced. In general, 

active sonar using Hull-Mounted Sonar (HMS) adjusts vertical tilt (depression) and sequentially transmits 

multiple Linear Frequency Modulation (LFM) subpulses which have non-overlapped bands, i. e. 1 kHz ~ 2 kHz, 

2 kHz ~ 3 kHz, in order to reduce shadow zones. Recently, however, Generalized SFM (GSFM), which is 

generalized form of SFM, is proposed, and it is confirmed that subpulses of GSFM have orthogonality among each 

other depending on setting of GSFM parameters. Hence, in this paper, we applied GSFM to active target detection 

using HMS to improve the performance by the signal processing gain obtained from enlarged bandwidths of 

GSFM subpulses compared to those of LFM subpulses. Through simulation, we verified that when the number 

of subpulses is three, the matched filter gain of GSFM is approximately 5 dB higher than that of LFM.

Keywords: Active target detection, Vertical tilt (depression), Hull-Mounted Sonar (HMS), Generalized SFM 

(GSFM), Linear Frequency Modulation (L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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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나는 음향신호의 송신여부에 따라 능동소나와 

수동소나로 나뉘며,[1,2] 90년대 이후 표적의 정숙화

와 해상 교통량 증가로 인해 수동소나를 이용한 표

적 탐지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능동소나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선체고정소나(Hull Mounted Sonar, HMS)는 함선의 

선체에 고정되어 운용되는 소나 시스템으로 능동 및 

수동 소나로 활용 가능하다.[3,4] 선체고정소나를 능동

소나로 운용할 때 수직음속구조(Sound Velocity Profile, 

SVP)에 따른 음파의 전달 특성으로 인해 Fig. 1과 같

이 수직송신 1의 경우 음파가 도달하지 않는 음영 구

역이 발생하여 표적의 탐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음영 구역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체고정소나

는 수직지향각(해수면과 이루는 각도로 해수면 아

래가 양의 값을 갖도록 설정)을 조정하여 수직송신 2

를 추가적으로 송․수신한다. 

일반적으로 선체고정소나를 이용한 능동탐지 시, 

거리-방위 추정을 위해 여러 개의 Linear Frequency 

Modulation(LFM) 부펄스를 주파수 대역 분리하여 운

용한다. 이는 서로 다른 LFM 부펄스 간의 간섭을 제

거하는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전체 시스템에서 사

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의 부펄스가 사용하는 대역폭이 좁아지므로 시간 대

역폭 곱이 감소하여 펄스의 탐지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한편, 최근에 Hague와 Buck이 Sinusoidal Frequency 

Modulation(SFM)의 일반화된 형태인 Generalized SFM 

(GSFM)을 제안하였다.[5] GSFM은 거리-도플러 분해

능이 모두 우수한 압정형태의 광대역 펄스로서, 파

라미터 설정에 따라 서로 직교하는 부펄스를 생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SFM 펄스의 직교성을 이

용하여 선체고정소나의 수직지향 운용 시 펄스 간의 

간섭을 제거하면서 시간 대역폭 곱을 최대화하는 운

용 방안을 제안한다. GSFM 펄스는 펄스의 파라미터

에 따라서 직교성을 보이는 펄스를 여러 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직교성을 갖는 GSFM 펄스를 서로 

다른 수직지향각으로 송․수신할 경우 주파수 대역폭

이 겹치더라도 상호간의 간섭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시간 대역폭 곱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

점을 통해 얻은 신호처리 이득이 능동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II. 기존 방법

2.1 LFM펄스를 이용한 수직지향 송․수신

LFM 펄스는 거리 분해능이 높지만 도플러 분해능

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LFM 펄스의 주파수는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며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min 







 ≤ ≤ , (1)

여기서 min은 해당 대역폭의 최소 주파수, 는 대역

폭, 는 펄스의 길이를 나타낸다. 표적의 도플러도 

탐지하기 위해 수직지향 송․수신을 할 때 LFM 부펄

스 앞에 각각 Continuous Wave(CW) 펄스를 송신하기

도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LFM 부펄스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개의 LFM 부펄스로 이루어진 수

직지향 송신신호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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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 (3)

이때, 
는 번째 LFM 부펄스이고,  , Fig. 1. (Color available online) An example of sound 

propagation transmitted by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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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 스윕(up sweep)일 때,

 min, 다운 스윕(down sweep)일 때, 

 max  이다. 는 부펄스 간의 휴지기

를 , max  

는
 

해당 대역폭의 최대 주파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직지향각의 범위는 부각 –5° ~ 30° 

내외이다. Fig. 2와 같이 수직지향각이 클수록 해저

면 반사(bottom bounce)는 가까운 거리 탐지가 가능

하고 수직지향각을 여러 개 쓸수록 음영구역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2.2 GSFM 펄스

GSFM 펄스는 SFM 펄스를 일반화한 펄스로 수식

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 . (4)

는 중심주파수 이고, 위상 변조 함수()와 순시 

주파수 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5,7,8]

 





sin

  . (5)

  



cos

  
 sin

 .

(6)

이때, 는 변조 지수이다. 는 GSFM 펄스의 순시 주

파수 함수의 반복주기 수  를 결정하며,   

로 주어진다. 는 비대칭성 조정 파라미터로 순시 주

파수 함수의 전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며 그 값이 반

드시 1보다 같거나 커야하고 값이 클수록 GSFM의 

시간-주파수영역 비대칭성이 커진다. 이때   일 

경우 SFM과 동일한 와 를 갖게 되고,   

인 경우 GSFM의 순시 주파수 함수는 시간영역에서

의 LFM 펄스와 유사한 형태가 된다.[5,7,8] Fig. 3은 

GSFM의 스펙트로그램을 나타내었다. SFM의 스펙

트로그램이 정현파(CW) 형태를 갖는 반면에 GSFM

은 LFM형태의 스펙트로그램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시간-주파수 영역에서의 주기성을 

제거함으로써, SFM의 도플러축 grating lobe에 해당

하는 탐지불가속도를 없앨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펄스의 성능을 분석 할 때는 모호성 

함수를 활용한다.[3,5] 모호성 함수는 시간지연 와 도

플러 스케일링 요소 에 관한 함수로 시간-도플러 2

차원에서 특정 형태를 갖는다. 광대역 모호성 함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ig. 2. (Color available online) Bottom bounce de-

tection using HMS vertical tilt.

Fig. 3. (Color available online) The spectrogram of a 

GSFM pulse ( = 2, C = 5).

Fig. 4. (Color available online) The ambiguity function 

of a GSFM pulse ( = 2, C= 5).



홍정표, 조점군, 김근환, 이균경, 윤경식

한국음향학회지 제39권 제4호 (2020)

240


∞

∞


. (7)

그리고  



, 는 표적과의 상대속도, 는 수

중 음속을 의미한다. Eq. (4)를 Eq. (7)에 대입하여 전

개하면 GSFM에 관한 모호성 함수를 도출할 수 있고 

Fig. 4와 같이 나타난다.[5] SFM과 달리 GSFM의 모호

성 함수는 원점에 뚜렷한 주엽을 가짐과 동시에 거

리, 도플러 평면에서 부엽의 크기가 작은 압정형태

를 갖는다.

한편, 최근 Hague 와 Buck은 GSFM 펄스의 직교하

는 특성을 이용한 GSFM 펄스열 신호를 제안하였

다.[6,7] GSFM 펄스는 파라미터  , 와 순시 주파수 함

수를 시간과 주파수 상에서 뒤집는 Time/Frequency 

Reflection(TRF)에 따라서 서로 직교하는 펄스를 만

들 수 있다. Fig. 5와 같이 가 10, 가 2이고 중심주파

수가 2 kHz, 대역폭이 1.2 kHz, 펄스길이 1 s인 GSFM 

펄스를 Fig. 3과 같은 기본 Forward-Time(FT), FT를 주

파수 반전한 FT/FF(Forward-Time/Flipped-Frequency), 

FT를 시간 반전한 Reverse-Time(RT), FT를 시간, 주파

수 반전한 RT/FF의 네가지 TFR에 따른 스펙트로그

램을 나타내었다. 네가지 부펄스 간에는 상호상관도

가 매우 낮기 때문에(Fig. 8 참조) 대역을 동일하게 공

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부펄스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펄스를 송․수

신하는 소나뿐만 아니라 연속송수신 소나를 위한 송

신신호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다.[6,7] References [6]과 

[7]에서 Hague와 Buck은 Even-symmetric과 Even-Sym-

metric/FF 포함 총 여섯 가지 펄스를 제안하였지만 위 

두 가지 펄스의 경우, FT, FT/FF, RT, RT/FF와 펄스의 

절반이 같기 때문에 부펄스 간 간섭이 높아질 여지

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a) FT (b) FT/FF

(c) RT (d) RT/FF

Fig. 5. (Color available online) Four types of orthogonal GSFM pulse spect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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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한 방법

위 설명한 바와 같이 GSFM의 부펄스 간 직교성을 

선체고정소나의 수직지향 능동탐지에 적용하면 

Fig. 6과 같이 LFM의 경우와 같이 대역폭을 분할하

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

는 시간-대역폭 곱이 배 증가하여 탐지성능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개의 GSFM 부펄스로 이루어진 수직지향 송신

신호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8)


  

  ≤ ≤ . (9)

이때, 
는 번째 GSFM 부펄스이고, 는 Eq. 

(5)와 같고, 는 펄스의 중심주파수, 변조지수  

 ,    이다. LFM 부펄스

와 비교했을 때, GSFM의 부펄스의 대역폭은 로서 

대역분할 하지 않으며 개의 부펄스의 대역폭과 중

심주파수는 같고, 부펄스 종류는 Fig. 5의 네가지가 

중복되지 않아야한다.  > 4일 경우, Fig. 5의 네가지 

GSFM 파형(FT, FT/FF, RT, RT/FF)만으로는 중복되

는 부펄스가 발생하고, LFM이 중복된 대역폭을 사

용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펄스 간의 간섭이 발생한

다. 따라서, 기존 네가지 GSFM 부펄스의 와  값을 

변화시켜 추가적인 직교성을 확보해야한다. 즉, 와 

가 다른 FT(또는 FT/FF, RT, RT/FF) 간에도 직교성

이 있을 수 있다.[6,7] 펄스송수신소나에서는  > 4 경

우는 드물지만, 연속송수신소나에서는 빈번하며 이

러한 경우 최적의 펄스열을 찾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

과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하기도 한다.[9]

IV. 실험 및 결과

4.1 모의실험 환경

제안한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선체고정소나 수직

지향 모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전체적인 실험환경

은 Fig. 7과 같다. 음속이 심도가 깊어질수록 증가하

도록 설정하였다. 실제 해상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음선 추적기법[10]을 활용하여 잔향신호를 합성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 8과 같다. 합성된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8192 Hz, 수심은 75 m, 송수신기의 깊이는 5 

m로 신호대 잡음비는 -3.96 dB로 설정하였다. 2500 

Hz에서 3500 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 LFM과 

GSFM 펄스 두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3개의 수직지

Fig. 6. (Color available online) Proposed active target 

detection with HMS using GSFM pulse.

Fig. 7. (Color available online) Graphical description 

of the simulation environments.

Fig. 8. (Color available online) Times series of three 

synthesized scenario signals using Ray-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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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각을 각각 10°, 4°, -2°로 설정하였다. LFM과 GSFM

과의 성능차이를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표적 환경(수직지향#1에서만 탐지)에서 LFM(시나

리오 1)과 GSFM(시나리오 2) 수직지향 탐지 성능을 

비교 하고, 추가적으로 표적이 모든 수직지향각에서 

탐지될 때의 GSFM(시나리오 3) 탐지성능을 확인할 

Table 1. parameters for simulation environments.

Scenario Target information Pulse type Pulse parameter

1

distance 1900 m

depth 67 m

(time delay 2.53 s)

doppler 4 m/s

LFM

Vertical tilt #1 

 = 2.67 kHz,  = 0.34 kHz,  = 1 s

Vertical tilt #2 

 = 3.01 kHz,  = 0.33 kHz,  = 1 s

Vertical tilt #3 

 = 3.34 kHz,  = 0.33 kHz,  = 1 s

2

distance 1900 m

depth 67 m

(time delay 2.53 s)

doppler 4 m/s

GSFM

Vertical tilt #1 

 = 3 kHz,  = 1 kHz,  = 1 s, FT

Vertical tilt #2 

 = 3 kHz,  = 1 kHz,  = 1 s, FT/FF

Vertical tilt #3 

 = 3 kHz,  = 1 kHz,  = 1 s, RT/FF

3

distance 2500 m

depth 20 m

(time delay 3.33 s)

doppler 4 m/s

GSFM

Vertical tilt #1 

 = 3 kHz,  = 1 kHz,  = 1 s, FT

Vertical tilt #2 

 = 3 kHz,  = 1 kHz,  = 1 s, FT/FF

Vertical tilt #3 

 = 3 kHz,  = 1 kHz,  = 1 s, RT/FF

(a) Spectrogram of FT (b) Spectrogram of FT/FF (c) Spectrogram of RT/FF

(d) Auto AF of FT (e) Auto AF of FT/FF (f) Auto AF of RT/FF

(g) Cross AF between FT and FT/FF (h) Cross AF between FT and RT/FF (i) Cross AF between FT/FF and RT/FF

Fig. 9. (Color available online) Spectrgram, auto & cross ambiguity functions of GSFM pulses (FT, FT/FF, RT/FF) 

for orthogonality analysis.



GSFM 펄스를 이용한 다중 수직지향각 기반 선체고정소나 능동 표적 탐지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Vol.39, No.4 (2020)

243

수 있는 시나리오 세가지를 설정하였다. 해당 시나

리오의 표적 정보(거리, 심도, 도플러), 펄스 종류 및 

파라미터(중심주파수, 대역폭, 펄스길이)는 Table 1

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때 LFM은 전체 1 kHz 

대역폭을 3개의 부펄스가 1/3씩 대역분할하였고, 

GSFM 펄스는 부펄스의 중심주파수, 대역폭, 펄스길

이는 같게 하고, 직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TFR만을 

변경하였다. GSFM의 부펄스 간 직교성을 분석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스펙트로그램과 모호성 함수를 

분석하였다. 해당 모의실험의 GSFM의 부펄스로는 

FT, FT/FF, RT/FF 세가지를 사용하였고, Fig. 9(a), (b), 

(c)의 스펙트로그램은 각각 Fig. 5(a), (b), (d)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d), (e), (f)

는 FT, FT/FF, RT/FF 각각의 자기모호성 함수를 도시

한 것으로 각각 시간-도플러 평면에서 높은 해상도

를 갖는 압정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9(g), (h), (i)는 FT, FT/FF, RT/FF 간의 상호모호성 

함수를 도시한 것으로써, 부펄스 간 상호상관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모의실험 결과

Fig. 10에 각 시나리오에 대한 음선 추적법과 정합

필터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음선 추적 기법 

결과를 나타내는 (a), (b), (c)를 제외한 모든 정합필터 

결과는 표적과 동일한 도플러를 가지는 레플리카를 

이용하여 처리한 결과이다. 

시나리오 1은 기존 방법인 LFM을 이용한 수직지

향 능동탐지를 모사하였다. Fig. 10(a)에서 노란색 별

(a) Scenario #1 (b) Scenario #2 (c) Scenario #3

(d) MF #1 of scenario #1 (e) MF #1 of scenario #2 (f) MF #1 of scenario #3

(g) MF #2 of scenario #1 (h) MF #2 of scenario #2 (i) MF #2 of scenario #3

(j) MF #3 of scenario #1 (k) MF #3 of scenario #2 (l) MF #3 of scenario #3

Fig. 10. (Color available online) Ray tracing and matched filtering results of three simulation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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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음원, 하늘색 별표시는 표적을 나타낸다. 표

적이 있는 심도 67 m에는 수직지향# 1에 해당하는 음

선만 지나가므로 Fig. 10(d), (g), (j) 중 (d) 에서만 표적

이 탐지된다. 표적거리에 해당하는 2.53 s에 정합필

터 첨두값이 존재하며, 이득(첨두값과 부엽의 차)이 

15.81 dB였다. 

시나리오 2는 Fig. 10(b) 와 같이 시나리오 1과 동일

한 표적일 때, 제안한 GSFM을 이용한 수직지향의 정

합필터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LFM과 같

이 수직지향# 1에 해당하는 음선만 지나가므로 Fig. 

10(e), (h), (k) 중 (e)에서만 표적이 탐지되었고, 표적

거리에 해당하는 2.53 s에 정합필터 첨두값이 존재하

며, 이득은 20.98 dB로 LFM 대비 5.17 dB 가량 높았다. 

이는 LFM대비 부펄스의 대역폭이 3배 증가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3은 Fig. 10(c)와 같이 표적이 세가지 수

직지향 음선이 모두 지나가는 심도 20 m에 위치했을 

경우의 탐지 실험이다. Fig. 10(f), (i), (l) 의 모든 경우

에 표적이 있는 3.33 s 지점에서 정합필터 첨두치가 

존재하며, 정합필터 이득이 각각 18.41 dB, 19.37 dB, 

19.65 dB였다. 표적의 위치가 다르므로 시나리오 1과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지만 참고하여 결과를 분석해

보면, LFM 대비 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Fig. 11과 같이 실제 환경에서는 표적 도플

러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도플러가 반

영된 여러 개의 레플리카를 생성하여 정합필터를 수

행한다. LFM의 경우 정합필터의 레플리카와 표적 

도플러(4 m/s) 간의 오차에 의한 도플러 부정합이 발

생하더라도 정합필터 성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GSFM은 압정형태의 모호성 함수 때문에 도

플러 부정합이 발생하면 정합필터 이득이 급격히 떨

어진다. 따라서, GSFM의 경우 많은 수 레플리카를 

매우 촘촘히 생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교성이 있는 GSFM 펄스를 선체

고정소나의 수직지향 능동탐지에 적용함으로써 탐

지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GSFM의 직교성을 이용한 부펄스의 대역폭 사용 이

득으로 능동탐지 성능향상을 기대하였고, 모의실험 

결과, 부펄스가 3개일 경우, LFM 대비 GSFM을 이용

한 정합필터 성능이 약 5 dB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모의실험에서 수행된 시나리오를 실제 해상

실험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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