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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수중 주변소음 생성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선박 통행량 및 해양기상정보와 수중 주변소음간 

영향성을 분석한다. 주변소음은 수중 소나 시스템의 탐지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탐지성능 예측 등 자동화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하다. 주변소음의 주요 발생원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연근해에서 운용되는 소나 시스템의 경우 

탐지 성능에 있어서 선박 통행에 의한 소음 및 해양 기상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대한민국 동해 연안에서 획득한 주변소음 측정 결과와 인근 선박 통행량 및 해양기상정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의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중 주변 소음은 선박의 통행량의 변화에 따라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풍속과 파고, 강우 등 해양환경 요소에 있어서도 특정 주파수 대역에 영향성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핵심용어: 해양소음, 소나 시스템, 공공데이터, 해양환경, 수중 주변소음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nfluences of ship traffic and marine weather information on 

underwater ambient noise. Ambient noise is an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 that greatly affects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underwater sonar systems. In order to implement an automated system such as prediction of 

detection performanc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has been recently studied, it is necessary to 

obtain and analyze major data related to these. The main sources of ambient noise have various causes. In the case 

of sonar systems operating in offshore seas, the detection performance is greatly affected by the noise caused by 

ship traffic and marine weather. Therefore, in this paper, the impact of each data was analyzed using the 

measurement results of ambient noise obtained in coastal area of the East Sea of Korea, and public data of nearby 

ship traffic and ocean weather information.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the underwater ambient noise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change of the ship's traffic volume, and that marine environment factors such as wind 

speed, wave height, and rainfall had an effect on a specific frequency band.

Keywords: Marine noise, Sonar system, Public data, Marine environment, Underwater ambient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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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중에서 전달되는 음파를 이용하여 수중의 물체

를 탐지하는 소나 시스템은 민간 및 국방 분야 등 다

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1] 소나 시스템은 

수중에서 트랜스듀서를 통해 음원을 송신하고 송신

된 음원이 수상 또는 수중 물체에 도달하여 반사되

는 반향음을 하이드로폰에서 수신함으로써 해당 물

체를 탐지하는 능동 소나와 수상 또는 수중 물체에

서 발생하는 자체소음을 하이드로폰으로 수신하여 

해당 물체를 탐지하는 수동 소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2] 

능동 소나 및 수동 소나 시스템의 운용에 있어서 

탐지 성능을 결정짓는 요인은 시스템 요인과 환경적

인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시스템 요인으로는 

소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의 구성, 전시 방식, 사

용자의 운용 능력 등이 있으며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송신 음압 준위, 표적강도, 표적 소음 준위와 센서(트

랜스듀서 및 하이드로폰)와 표적간의 음파 전달 경

로 상의 환경요소에 따른 흡수손실 및 전달손실 성

분, 센서 주변에서 항해하는 선박 및 파도 및 바람 등 

기상에 따른 주변소음 성분 등이 있다.[2] 소나 시스

템의 탐지 성능 향상 방법은 센서 입력단에 입사되

는 표적 또는 음원에 의한 신호 레벨(송신음압 준위 

또는 표적 자체소음 준위에 대한 흡수 및 전달손실, 

표적강도 등이 반영된 수신 음압 준위)과 센서 주변

을 둘러싼 무방향성 잡음 레벨(주변소음) 간의 신호

대잡음비를 배열 신호처리 등을 통해 이를 증가 시

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사 목적으로 운용되는 소나 시스템에서 잠

항하는 정숙화된 잠수함 등을 탐지하거나, 연안이나 

천해 환경에서 운용이 필요한 소나 시스템의 경우 

센서 주변으로 입사되는 주변소음이 탐지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수중 주변소음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측정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3,4]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센서 주변을 통행하는 선박

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엔진 또는 기계류 소음, 함체 

기동에 의한 유체소음 및 프로펠러 소음 등), 해양 기

상에 따른 파도, 바람, 강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

음이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3,5] 이러한 환경에

서 운용되는 소나 시스템은 위에서 언급한 주변소음

에 대한 측정과 함께 음파 전달 경로에 따른 전달손

실을 예측하기 위한 저질, 수심, 수온 등과 같은 해양

환경 분석을 통하여 운용 탐지 성능을 예측하거나 

예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소나 시스템의 탐지 성능 예측을 위한 

필수 파라미터인 수중 주변소음 분석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중 주변소음

과 해양환경 및 선박 통행량간 의존성 분석과 관련

한 유사연구가 진행되어 왔다.[5,6] 또한 최근 많은 연

구가 진행 중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탐지 성능 

예측[7] 및 표적 식별[8,9] 등과 관련된 소나 탐지 기술

의 자동화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측면에 있어

서도 이러한 해양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간 영향성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근해환경

에서의 수중 주변소음에 대한 주요인으로 알려진 선

박 통행량 및 해양 기상 정보와 수중 주변소음간 영

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데이

터간 영향성 분석 결과는 향후 소나 분야에 대한 인

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연구 등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 수중 주

변소음 예측 기법에 대하여 논의한 뒤, III 장에서는 

선박 통행량 및 해양 기상 정보 공공데이터에 관해

서 소개한다. IV 장에서는 II 장에서 언급한 기법을 

통하여 획득한 수중 주변소음 데이터와 III장에서 소

개한 선박 통행량 및 해양 기상 정보 획득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V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II. 수중 주변소음 예측 기법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수중 주변소음 준위

를 예측하기 위한 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중 음

향센서를 통해 획득한 센서신호를 이용하고, 주파수 

대역 별 소음 준위 영향성 분석을 하기 위하여 주파

수 스펙트럼으로 변환된 센서신호에 대하여 1/3 옥

타브 대역 별 스펙트럼 준위를 측정한다. 이는 기존 

연구[3,5]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수중소음의 발생주파

수 대역별 소음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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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연구의 수중소음 측정에 사용된 저주파 음향 

센서에서 획득 가능한 전체 주파수 대역 신호에 대

하여 세분화된 주파수 대역별 영향성 분석을 위하여 

1/3 옥타브 대역 형태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

된 1/3 옥타브 대역 별 스펙트럼 준위에 대하여 측정 

시스템에 의한 영향성을 배제한 수중 주변소음 준위 

값을 예측하기 위해 시스템 이득 값(센서 전치이득, 

배열이득 값 등) 보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수중 주변소음 준위 예측 기법의 상세 블

록도는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채

널 별 시간영역 음향 센서 신호에 대하여 먼저 Fast 

Fourier Transform(FFT) 수행을 통해 주파수 영역 스

펙트럼 정보를 생성한다. 여기에서 각 채널 별 센서 

신호는 1 초 주기로 획득되며, 샘플링 주파수와 분석 

주파수 해상도는 각각 4,096 Hz 및 1 Hz이다. 일반적

으로 해상 선박의 엔진 등에 의한 기계 소음이 분포

하는 대역( ≦   kHz)[4]이 본 연구의 주 관심 대역이

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주파 탐지용 선

형 음향 센서배열을 측정에 이용하였다.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주파수 스펙트럼 정보에 

대하여 전체 수신 주파수를 15개의 1/3 옥타브 대역

으로 분석을 위하여 각 1/3 옥타브 대역에 해당하는 

주파수 빈(bin) 값에 대한 에너지 합을 계산한다. 15

개의 1/3 옥타브 대역 중 본 논문에서 분석에 사용한 

5개 대역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다음으로 위에서 계산된 1/3 옥타브 대역 별 에너

지 값에 대한 선형적분(  = 8)을 다음과 같이 수행

한다.


〈〉







  



  ⋯, (1)

여기서 는 대역 에너지 값, 는 시간 프레임 번호, 

는 1/3 옥타브 대역 번호를 각각 의미한다. 선형적분

을 수행한 결과 값에 대하여 Eq. (2)와 같이 단순 이동

평균을 수행( = 30)하여 총 240 s에 대한 대역별 평

균 에너지를 계산한다. 


 







 




〈 〉  ⋯. (2)

Eqs. (1), (2)와 같이 선형적분 및 이동평균을 취하

는 이유는 수초내의 단기적 주변 소음 음압 준위에 

대한 변화량 통계가 아닌 광의의 주변 소음 음압 준

위의 변환에 대한 통계를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 과정으로, 분석된 평균 에너지에 대하여 

센서 감도 및 전치이득, 자동제어이득 값 등을 보상

하여 측정 시스템에 의해 부가되는 이득 성분을 배

제함으로써 실제 주변 소음 음압 준위를 추정한다. 

III. 선박 통행량 및 해양기상정보 

공공데이터 획득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수중 주변소음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선박 통행량 및 해양기상정보 데이터 

획득을 위하여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및 기상청의 공

공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Ma-

nagement Information System, PORT-MIS)[10] 통해 대한

민국 연안 및 항만을 통행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제

원정보, 선박입출항통계, 해운화물 및 컨테이너 수

송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여 민간부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선박

Fig. 1. A block diagram of the ambient noise esti-

mation method. 

Table 1. Details of the analysis frequency bands. 

Frequency 

band

Center frequency 

[Hz]

Bandwidth 

[Hz]


 56 14


 113 24


 225 50


 567 130


 1,426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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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available online) Charts of the measured ambient noise statistics according to analyzed frequencies 

of (a) 

, (b) 


, (c) 


, (d) 


 and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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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통계정보의 경우, 각 항별 통행 선박의 선박

자동식별장치(Auto Identification System, AIS) 고유 

호출부호, 선명, 입/출항 상세시간, 국적 및 선박의 

재원정보 뿐만 아니라, 선박의 용도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기상자료개방포털[11]을 통하여 지상 기

상관측소, 기상위성, 레이더 및 해양부이 등을 통하

여 관측된 총 30 종류의 기상관련 데이터를 개방하

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

이에서 측정된 해양기상정보와 수중 주변소음 측정 

해역 인근의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고, 제공되는 데이터 중에서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수중 주변소음의 주된 영향 요인으로 알려

진 풍속, 파고, 강우 정보에 제한하여 데이터를 분석

한다.

IV. 데이터 분석

본 장에서는 II 장에서 논의한 수중 주변소음 예측 

기법을 통해 측정된 수중 주변소음 데이터와 III 장

에서 소개한 선박 통행량 및 해양기상정보 공공데이

터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수중 주변소음 데이터 측정은 대한민국 동해안 연

안에서 수행하였다. 많은 수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로 인근에 20 채널 이상의 하이드로폰으로 구성된 

배열센서를 약 25 m 수심에 고정 설치하여 수중 주변

소음을 약 5 개월간 연속으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센

서 채널, 대역, 시간대 별 평균값을 취하여 대푯값으

로 분석하였다. 전체 센서 수신 주파수( = 4,096 Hz) 

중 5 개의 1/3 옥타브 대역을 분석 대상 주파수 대역

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대역의 중심주파수 및 대

역폭은 Table 1과 같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중 주변소음이 측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시간 별 데이터가 누락된 분석 

일을 제외한 100 일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수

중 주변소음 값은 II 장에서 설명한 수중 주변소음 예

측 기법을 통해 매초 출력되는 1/3 옥타브 대역별 스

펙트럼 준위값에 대하여 1 시간 단위로 평균을 계산

하여 수중 주변소음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일일 

24 개의 시간별 수중 주변소음 값에 대한 통계를 전

체 분석일 동안 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저주파 대역에서 

고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주변소음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형성됨(
  

   ⋯)을 확인할 

수 있다. 100 일간의 일일 평균 주변소음 준위는 각 

대역 별로 평균값에서 변화량이 크지 않은(: 약 

115 dB, :약 103 dB, :약 90 dB, : 약 80 dB, : 약 

72 dB)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해상 선박 통행량과 수중 주변소음과의 연관성 분

석을 위하여 주변소음 측정 센서 인근을 통행하는 

선박 통행량 데이터를 주변소음 측정을 수행한 시점

과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해당 데이

터는 III 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해운항만물류정

보시스템을 통해 일일 선박의 입출항 횟수를 분석하

였다. 분석 기간 동안 인근 해역 입출항 통계 결과는 

Fig. 3과 같다. 일평균 20 ~ 30 척의 선박이 인근 해역

을 통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상 선박 통행량과 함께 수중 주변소음에 영향을 

Fig. 3. (Color available online) A chart of daily marine traffic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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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풍속, 파고 및 강우 등 해상

기상 관련 영향성 분석을 위하여 해상 선박 통행량 

분석과 마찬가지로 수중 센서 인근 파고부이에서 획

득한 해당 기간의 파고 정보와 인근 기상 관측소에

서 관측한 풍속 및 강우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파고 정보의 경우 매 시간단위 유의파고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유의파고란 불규칙한 해면을 일정 기준

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통계량[12]으로, 아래 식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3)

여기서 은 측정한 개별파고 수, 는 파고가 높은 

순의 수열을 의미한다. 즉, 한 지점을 연속적으로 통

과하는 파를 관측하였을 때 불규칙한 파군 중에서 

파고가 높은 순으로 1/3에 해당하는 모든 파고를 합

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정의된다.[12] 유의파고는 통계

적 관점에서 해상 상태를 나누는 기준으로 흔히 사

용되며, 최고파고는 유의파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높이를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3] 

해상 풍속 및 강우 정보의 경우 파고부이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양기상부이에서는 

강우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풍속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양기상부이의 경우 시험 해역과 수십 km 이상 이

격된 거리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고부이 

및 해양기상부이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 기상

관측소에서 관측된 풍속 및 강우 정보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관측된 파고 정보 및 풍속 

정보는 Fig. 4, 강우 정보는 Fig. 5와 같다.

풍속과 파고간의 연관성 관련 기존 연구[12]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파고는 중력 가속도, 바람이 부는 기

간, 바람의 영향 범위, 풍속 등을 변수로 하는 비례 함

수로 예측 표현이 가능한데, Fig. 4에서도 마찬가지

로 풍속과 파고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분석일 13 ~ 14 및 분석일 65 ~ 66의 경

Fig. 4. (Color available online) Comparison of the daily significant wave height and average wind speed. 

Fig. 5. (Color available online) Daily rainfall statistics for the analysis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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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풍속 및 파고가 특히 높이 형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Fig. 4의 풍속과 파고에 대한 데이터와 함

께 Fig. 3의 해당 분석일 입항 및 출항 횟수를 보았을 

때 높은 풍랑으로 인한 현저히 적은 선박 통행량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우 정보의 경우 일일 시간별 강수량의 전체 합

에 대하여 3 mm 이상 비가 내린 경우의 강수량은 Fig. 

5와 같으며, 도표 인덱스 상자의 왼쪽 값은 해당 분석

일, 오른쪽 값은 그 날의 전체 강수량을 의미한다. 앞

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풍속 및 파고가 가장 높

게 관측된 분석일 13에 가장 높은 강수량(53.9 mm)을 

기록하였고, 이는 강한 바람 및 파도와 함께 많은 양

의 비를 동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일 38의 경

우에는 풍속 및 파고는 높지 않지만 높은 강수량

(46.4 mm)을 기록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분석일 별 선박 통행량(입항 및 출항)과 대역 별 수

중 주변소음 변화 추이는 Fig. 6와 같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5 개 대역 모두선박의 통행량의 변화

에 따라 수중 주변소음 역시 강한 연관관계를 가지

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단, 강한 바람과 파고로 인

해 선박 통행량이 거의 없는 분석일 13 ~ 14 및 분석

일 65 ~ 66의 경우에는  ~  대역의 주변소음과  

대역의 주변소음의 변화추이가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선박 통행량의 감소로 인해  ~  대역 주변

소음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

면에  대역의 경우 감소폭이 적거나 오히려 주변

소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Reference [6]의 결과에서 제시한 특정 대역(700 Hz 

~ 2,000 Hz)에서 파고와 수중 소음 준위간 연관성 분

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강우에 의한 영향성 확인을 위하여, 풍속 및 파고

는 높지 않지만 높은 강수량을 기록한 분석일 38 전

후의 선박통행량, 강수량, 파고 및 풍속, 주변소음 값

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볼 수 

Fig. 6. (Color available online) Comparison between marine traffic statistics and ambient noise for each frequency 

band.

Table 2. Details of changes in ambient noise due to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Day

Marine 

traffics

(counts)

Precipitation

(mm)

Wave height

(m)

Wind speed

(m/s)

Ambient noise level (dB)
















36 28 0.0 0.6 2.8 116.5 103.1 89.5 79.7 71.7 

37 33 0.0 0.5 2.8 117.3 104.7 92.5 81.5 72.5 

38 20 46.4 0.6 2.4 114.1 102.6 90.1 80.2 72.7 

39 13 2.8 1.2 2.8 112.0 99.7 85.6 77.7 71.6 

40 28 0.8 1.0 2.0 113.2 101.1 87.3 77.4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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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분석일 38의 경우 분석일 36, 37에 비해 선박 

통행량 및 파고, 풍속이 낮게 관측되어  ~  대역 

주변소음은 선박 통행량에 주로 의존적으로 값이 변

동하는 반면,  대역의 경우 많은 강우로 인하여 주

변소음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해상 선박 통행량, 풍속과 파고, 강

우에 의한 영향성 분석 결과로 비추어볼 때 선박 통

행량의 경우 수중 주변소음 준위 변화 측면에 있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

역 별 추이 비교를 통해  대역(1 kHz ~ 2 kHz 영역)의 

경우에 나머지 낮은 주파수 대역에 비해 해양 기상

에 따른 영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 결과[3,5,6]에 일부 부합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 주변소음 생성에 주요 영향을 

끼치는 선박 통행량 및 해양기상정보(파고, 풍속, 강

우)와 수중 주변소음간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대한

민국 동해안 연안에서 수중 음향 센서를 통해 측정

된 센서신호를 이용하여 해역의 수중 주변소음을 예

측하고, 예측된 수중 주변소음과 함께 해양수산부 

및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대

상 해역의 선박통행량 및 해양기상정보와의 연관성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중 주변 소음은 선박의 

통행량의 변화에 따라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풍

속과 파고, 강우 등 해양환경 요소에 있어서도 특정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대양심해 수중소음 및 대한민국 연근해 수중

소음 분석 등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

의 경우 선박 통행이 빈번한 대한민국 연안 지역에 

주변소음 측정을 위한 센서 배열을 장기간 고정 운

용하여 수개월간의 수중 주변소음의 연속적인 변화

량을 매 시간단위로 획득 및 분석이 가능 하였으며, 

주요 요인 분석을 위한 선박 통행량 및 해양기상정

보 데이터의 경우 측정 해역 인근 관측소를 통해 관

측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기반으로 영향성 분석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수중 주변소음에 대한 본 논문에서 수행

한 분석 연구 결과는 기존에 진행된 연구결과와 더

불어 추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탐지 성능 예측 

및 표적 식별 등과 관련된 소나 탐지 기술의 자동화 

구현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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