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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중에서 능동소나를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기 위하여, 송신음이 표적에 반사된 반향을 수신함으로써 표적

의 위치를 감지한다. 이때 산란체로부터의 잔향이 발생하며, 이는 표적 반향의 탐지를 방해하게 된다. 효과적인 표적 

탐지를 위해 자기회귀 모델기반의 백색화 기법이나 주성분역산 등의 잔향 제거 기법이 연구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비

음수 행렬 분해 기반의 기법이 고안되었다. 비음수 행렬 분해 기반의 잔향 제거 기법은 기존의 기법에 비해 향상된 성능

을 보여주지만, 송수신기의 위치 및 거리에 의한 감쇠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양상태 소나에서 지속파 

송신 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신기의 방향성과 그에 관련된 도플러, 그리고 거리에 대한 감쇠 등의 전처리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잔향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1 %의 낮은 오탐지율에서 기존의 비음수 행렬 분해 기법 대비 10 % ~ 40 %의 탐지율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능동 소나, 양상태, 잔향 제거, 비음수 행렬 분해

ABSTRACT: To detect targets with active sonar system in the underwater environments, the targets are localized 

by receiving the echoes of the transmitted sounds reflected from the targets. In this case, reverberation from the 

scatterers is also generated, which prevents detection of the target echo. To detect the target effectively, reverberation 

suppression techniques such as pre-whitening based on autoregressive model and principal component inversion 

have been studied, and recently a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NMF)-based technique has been also devised. 

The NMF-based reverberation suppression technique shows improved performanc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s, but the geometry of the transducer and receiver and attenuation by distance have not been considered.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is improved through preprocessing such as the directionality of the receiver, Doppler 

related thereto, and attenuation for distance, in the case of using a continuous wave with a bistatic sonar.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simulation with a reverberation model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 that the detection probability performance improved by 10 % to 40 % at a low false alarm probability 

of 1 % relative to the conventional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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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중에서 표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생성

하는 소음을 탐지하는 수동소나를 사용하거나, 혹은 

소나 시스템이 직접 음파를 송신 후 반향음을 수신

하는 능동소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표적이 생성

하는 소음 보다는 능동소나의 송신음이 더 강한 세

기를 가지기 때문에, 수중에서 표적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능동소나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

적일 수 있다.

다만, 능동소나의 경우 소나시스템이 음파를 직접 

방사하기 때문에, 표적으로부터의 반향음 외에도 주

변 산란체로부터의 잔향이 함께 수신되는 문제가 있

다. 이와 같은 잔향은 표적의 반향음을 수신하는 것

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은, 표적 반향음이 잔향으

로부터의 영향을 덜 받도록 송신파형을 잘 설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속파(Continuous Wave, CW) 파

형의 경우 표적의 도플러를 잘 판별해낼 수 있지만 

잔향에 취약하며, 선형주파수변조(Linear Frequency 

Modulation, LFM) 파형의 경우 잔향에 강인하지만 도

플러 판별이 어렵다.[1] 최근에는 일반화된 정현파 주

파수 변조 등의 송신파형도 설계되고 있으나,[2] 이렇

게 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파형은 범용으로 사용되

기는 어렵다.

한편, 송신파형을 변형하지 않고 신호처리 기법을 

통해 잔향을 제거하는 기법도 연구되고 있다. 자기

회귀(Auto-Regressive, AR) 모델 기반의 백색화 기법[3]

이 대표적이며, 고전적인 신호처리 모델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잔향 제거 성능을 보여주지만 낮은 도플러

의 표적인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신호

처리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응용한 주성분역

산(Principal Component Inverse, PCI)[4] 및 이를 발전시

킨 신호부공간추출(Signal Subspace Extraction, SSE)[5] 

등의 기법이 고안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법들은 신

호 행렬의 고유값 분해에 기반하여 잔향 성분을 제

거하는 기법들이다.

신호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잔향을 제거하는 기법

으로, 최근 비음수 행렬 분해(Non-negative Matrix Fac-

torization, NMF) 기반의 잔향 제거 기법이 고안되었

다.[6,7] 이는 수신 신호를 시간-주파수 영역의 크기로 

표현한 후, 표적 반향음의 희박표현 특성 및 시간 연

속성 등의 제약조건을 이용하여 표적 반향음 기저와 

잔향 기저로 분해하는 기법이다. 해당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CW 송신파형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나, 

적절한 전/후처리를 통해 LFM 송신파형에도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8]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NMF 기반의 잔향제거 

기법을 양상태 소나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NMF 기반의 잔향제거 기

법의 효과가 검증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거리에 

따른 잔향의 감쇠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근거리에 

강한 잔향이 존재할 경우 성능이 저하될 여지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과정에서 입사 신호에 대

해 거리에 따른 감쇠를 보상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CW 파형을 송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잔향 제

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도플러에 의하여 잔향이 주파수 축에서 퍼

져있을 경우 빔형성기의 주엽에 의해 강하게 입사되

는 잔향의 주파수 성분이 존재한다. 단상태 소나에

서는 도플러 주파수와 입사각이 시간에 관계없이 동

일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보정할 수 있지만, 양상태 

소나에서는 이를 계산하기가 까다롭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빔형성 주파수에 따른 직접적인 보정 대

신, 일정 오경보율(Constant False Alarm Rate, CFAR) 알

고리즘[9,10]에 착안하여 입사 신호의 특성만으로 이

를 보정하는 전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II. 문제 기술

2.1 양상태 소나의 구조 및 도플러 모델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상태 소나와 달리 양

상태 소나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서 위치한다. 이 경우, 표적으로부터의 반향음   

는 다음과 같다.[7]

   ex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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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송신 신호를,  와  는 각각 시간 지

연과 도플러 주파수를,   는 거리 감쇠를 나타낸

다. 양상태 소나의 경우, 도플러는 다음과 같이 모델

링 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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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각각 송신기, 수신기, 표적의 속

력을 의미하고, , , ,   은 송신기와 수신기, 

그리고 표적 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자세한 정의

는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는 송신 신호

의 주파수를,  는 음파의 전파속도를 나타낸다.

잔향은 많은 개수의 산란체로부터의 반향의 합으

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산란체로부터의 잔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 (3)

여기서  와  는 각각 번째 산란체의 시간 지연

과 도플러 주파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산란체는 

정지하여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산란체로부터의 

도플러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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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상태/양상태 소나의 잔향 특성 비교

단상태 소나의 경우, 잔향 신호의 모델은 Eq. (3) 과 

동일하게 여러 산란체로부터의 반향의 합으로 가정

할 수 있다. 다만, 송신기와 수신기의 위치가 같기 때

문에, 도플러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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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란체의 속력을 0이라고 가정하면 단상태 

소나의 잔향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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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신기의 이동 속력과 진행 방향을 이미 알고 있

다고 가정하면, Eq. (6)의  번째 산란체로부터의 도

플러 주파수는 산란체 방위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

서    와 같은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빔형성기와 같이 수신기에서 방향성을 가지는 센

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Eq. (3)의 잔향 모델

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exp ,

(7)

여기서 는 방위 에 따른 센서의 방향 응

답이며, 수신기에서 빔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빔형

성기의 응답과 같다. Eq. (7)로부터 수신 잔향의 스펙

트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8)

Eq. (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단일주파수 의 CW 송신파를 사용한다고 하

Fig. 1. An example of bistatic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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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



 의 범위에서 잔

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주파수 성분에 대한 크기 응답은 센서 혹

은 빔형성기의 응답 에 의해 결정되므

로, 스펙트럼의 에너지 분포는 빔형성기의 응답이 

주파수 영역으로 투영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따라

서, 조향 방향의 주엽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은 특

히 강하게 수신되며, 이는 표적의 탐지를 강하게 방

해할 수 있다.

Reference [7]의 NMF 기반의 잔향 제거 기법에는 Eq. 

(7) 의 수신기의 방향 응답   은 고려되지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상태 소나의 경우 이는 어

렵지 않게 극복이 가능한데, 이는 빔형성기의 응답

을 알고 있는 경우, Eq.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파

수로부터 입사각을 역산하여 이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상태 소나의 경우 방향 응답에 따른 주파

수 응답이 다소 복잡한 관계를 가진다. Fig.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두 산란체에서의 잔향 ,  이 동일한 

입사각  ,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각 , 에 

입사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이 두 잔향 신호는 동일한 

입사각 (즉, 동일한 방향 응답)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송신기 기준의 각도가 서로 다르다(즉, ≠). 

이 경우 Eq. (4) 에 따라 도플러 주파수 ,  또한 

달라지게 되며, 이는 특정 입사각에 해당하는 도플

러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물론, 

Fig. 2 의 타원 구조를 감안하면 특정 시간-주파수 빈

에 해당하는  와  를 역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는 않지만, 연산이 복잡하여 오차에 민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eference [7]의 잔향제거 

기법을 양상태 소나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

처리 기법을 고안하고, 이를 이용한 잔향제거 시스

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3 기존 NMF 기반 잔향제거기의 문제점

기존의 NMF 기반 잔향 제거 기법[7]은 PCI[4] 혹은 

SSE[5] 기법에 비해 효과적인 잔향 제거 성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NMF 기

반 기법은 거리 및 빔응답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따

라서 특정 시간 혹은 주파수 구간에 강한 잔향 신호

가 존재한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양상태 소나에 적합한 거리/주파수 보상 

전처리기를 고안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Fig. 3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NMF 기반 잔향 제거 

기법의 입/출력 신호의 스펙트로그램을 입력 신호

대잔향비(Signal-to-Reverberation Ratio, SRR)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적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A)영역과 같이 특정 구간

에서 잔향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이

는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향 제거 후에도 잘 제

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처리 시스템을 통해 위와 같이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생하는 잔향을 사전에 억제함

으로써 기존 NMF 기반 잔향 제거 기법의 성능을 향

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I. 제안하는 잔향 제거 시스템

3.1 거리/주파수 보상 전처리기

Eq.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주파수에 따른 

크기 응답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거리 감쇠   

와 방위에 따른 빔형성기 응답   이다. 따라서, 

이를 보상하면 Fig. 3의 (A)부분과 같은 강한 잔향 성

분을 사전에 억제하여 잔향제거기의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Fig. 4와 같이 거리 보상 전처리기를 

Fig. 2. (Color available online) An example of rever-

beration paths from two scatte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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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먼저 거리에 따른 응답을 보상한다. 먼저, 입력

된 신호를 단시간 푸리에 변환으로 시간-주파수 영

역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신호의 번째 프레임 및 

번째 주파수 빈의 신호를 이라 하자. 거리 보

상 전처리기에서는 각 프레임 별 신호를 다음과 같

이 보상한다.

 ⋅



, (9)

여기서 은 번째 프레임의 수신 시각으로,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0)

여기서 는 샘플링 주파수를, 과 는 각각 단시

간 푸리에 변환의 프레임 길이와 홉 길이를 나타낸

다. 또한,  는 송신기로부터 수신 시작 시각에 해당

하는 위치까지의 거리로, 송신기로부터의 직접수신

음(direct blast) 수신 이후부터 표적 탐지를 시작한다

고 가정하면 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로 가

정할 수 있다. 만약 수신 시작 시점이 이와 상이할 경

우 그에 맞는 를 역산하여 적용하면 된다.

Eq.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향의 주파수 응답은 

해당 도플러 주파수에 해당하는 수신기 입사방향과, 

그에 따른 빔형성기의 응답에 의해 결정된다. Fig. 2 

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상태 소나에서는 동

일한 입사 방향에서 수신된 신호라 할지라도 송신기 

기준의 방사방향이 달라지므로 이를 계산하여 보상

하기가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Fig. 2에서 두 타원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즉, 

과 가 유사하도록) 범위를 좁혀보자. 이 경우에는 

Fig. 4. Block diagrams for the proposed system.

Fig. 3. (Color available online) Simulation examples for degradations of the conventional NMF-based reverberation 

suppression method in low-SR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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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와 cos의 차이 또한 크지 않게 된

다. 따라서, Eq. (4)의 분모 항도 시간에 관계 없이  

의 함수가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도플러 주파수

를 로 나타낼 수 있다.

  ≈ . (11)

다만, 를 정확히 구하여 이에 대한 역함수

를 계산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고, 오차의 위험도 

많다. 하지만 위 가정을 만족하는 적절한 시간 구간

을 설정한다면, Eqs. (7) 및 (8)에 의하여   혹은 


는 여러 프레임에 걸쳐 동일한 값을 가

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플러에 대한 방위 응답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파수 별 크기 응답

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를 직접 구

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여러 프레임의 평균으로 이

를 보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 (12)







. (13)

여기서  는 참조 셀들의 집합이며, 참조 셀은 Fig.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 시간-주파수 빈으로부터 

가드 셀 만큼 떨어진 곳의 프레임들로 이루어져 있

다. 또한, 

 은 참조 셀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Eq. (11)은 두 타원의 차이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하였기 때문에, 과  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오차는 Eq. (4)의 cos  

에 대한 오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의 값이 

곱해져서 도플러 주파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

서, 송신기의 상대 속력이 빠른 경우는 Eq. (11)의 근

사에 의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Fig.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리/주파수 보상 

전처리기의 요약 및 예상 결과에 대한 도식을 나타

내고 있다. Fig. 6의 위쪽 그림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잔향 스펙트로그램은 거리 감쇠와 빔형성기 및 도

플러에 의해 특정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보

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탄한 잔향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본 알고리즘의 주요 목표

이다.

3.2 잔향 제거 알고리즘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주파수 보상 전처

리기에 의해 처리된 신호는 잔향 제거 알고리즘에 

Fig. 5. (Color available online) An illustrative diagram

for reference cells of frequency compensation pre-

processing.

Fig. 6. (Color available online) An illustrative diagram

for proposed compens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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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처리된다. 여기서 사용된 잔향 제거 알고리즘

은 Reference [7]과 동일하다.

NMF 기반의 잔향제거 알고리즘[7]은 시간-주파수 

영역의 신호의 크기로 이루어진 행렬을 주파수 기저 

행렬과 시간 기저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며, 이 과정에

서 반향 기저 집단(echo basis group)과 잔향 기저 집단

(reverberation basis group)으로 나누어 추정한 후, 표적 

반향 기저 집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 신호를 복

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NMF 기법은 다음 식과 같이 하나의 비음수 행렬 

V∈


 ×을 두 비음수 행렬 W∈


 ×과 H∈


×

의 곱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VWHE. (14)

본 연구에서는 시간/주파수 보상 전처리기에 의해 

처리된 신호에서 잔향을 제거하고자 하므로, NMF 기

법의 대상이 되는 행렬 V  의 번째 원소 

와 같다. 일반적인 NMF 알고리즘과 달리, 

NMF 기반의 잔향 제거 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

파수 기저 행렬 및 시간 기저 행렬을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7]

W WP
W

R
 , (15)

H HP


∣ H

R

 


, (16)

따라서, Eq. (14)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


VP

W
P
H

P



VR

W
R
H

R
E. (17)

Reference [7]의 기법에서는 표적 반향 신호가 시간

축의 제한된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얻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연속성 제약조건과 시간 제

한 제약조건을 포함한 비용 함수를 최적화함으로써 

표적 반향 신호를 추정한다.

WP
 H

P
WP

 H
PHPHP , 

(18)

여기서

는 V와 WH 사이의 거리함수(Kullback- 

Leibler 발산), 


 와 

 은 각각 연속성 제약조건과 

시간제한 제약조건을 나타낸다. NMF 기법은 다음

과 같이 비용함수의 기울기의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

의 비율을 이용하여 기저 행렬을 갱신하며, 이를 곱

셈 기반 갱신 기법(multiplicative update rule)이라 한다.

H
P
←H

P
⊗


∇
HP





∇

HP





∇

HP






∇
HP





∇

HP





∇

HP






, (19)

여기서 ⊗ 과 분수꼴은 각각 하다마드 곱과 하다마

드 나눗셈을 의미하며, 각 비용함수의 기울기의 양

수 부분(∇HP

 )과 음수 부분(∇HP

 ) 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7] 

∇


H
P



W

P



×

, (20)

∇
HP





W

P



WH

V
, (21)

∇
HP








H
P



×

H
P

, (22)

∇
HP








H
P



×

H
P→
H

P←




HP



×



H
P
⊗ HP

H
P→

× 
, (23)

∇
HP




  


 












  



exp

exp 










, (24)

∇
HP




  


 




  



exp

exp
, (25)

여기서 
×

 는 모든 원소가 1인 × 크기의 행렬

을 의미하고, H
P→

 과 H
P←

 은 각각 모든 원소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1칸씩 이동한 H
P
 행렬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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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과 
은 각각 ∇HP





 행렬의 

번째 및 HP 행렬의 번째 원소를 의미한다. 또

한, 은 수신 신호의 예상 길이(프레임 개수)로 알고

리즘의 설정 파라미터이며, HP 행렬은 H
P
 행렬을 수

평 방향으로  만큼 이동 평균을 취한 값을 의미한

다(상세한 도출 과정은 Reference [7]의 내용을 참고

하기 바란다). 

잔향 기저의 경우 앞선 두 제약조건은 사용하지 

않고 
WR

H
R의 거리함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거리함수의 기울기와 곱셈 기반 갱신 

기법을 이용하여 잔향 기저를 갱신한다.[7]

H
R
←H

R
⊗


W
R



×

W
R

WH

V 
, (26)

W
R
←W

R
⊗



×

HR



WH

V HR



. (27)

Eqs. (15)와 (16)의 4가지 기저(W
P
, H

P
, W

R
, H

R
) 중 

W
P
 는 CW 핑의 중심 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빈

의 값이 1이고 나머지는 0인 원-핫 인코딩 벡터와, 이

를 도플러 이동한 벡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 기저벡터를 추정하는 동안에도 고정되어 변

하지 않는다. W
R
이 Eq. (27)에 의해 갱신되고 나면 

Eq. (15)에 의해 행렬 W  를 갱신할 수 있고, 이에 기반

하여 Eqs. (19) 및 (26)에 의해 H
P
 및 H

R
이 갱신되고, 

이에 따라 Eq. (16)에 의해 행렬 H 전체를 갱신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면 수신된 

신호에 해당하는 각 기저행렬의 추정이 완료되며, 

표적 반향 신호의 성분은 W
P
 및 H

P
에, 잔향 신호의 

성분은 W
R

 및 H
R
에 의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반복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추정된 표적 반향 신호의 크

기 스펙트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복원된다.[7]

V W
P
H

P
. (28)

위와 같이 복원된 신호는 단시간 역푸리에 변환을 

통해 원래의 신호로 복원될 수 있으며, 이 때 입력 신

호의 위상값을 이용하여 시간축 신호를 복원한다.

IV.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환경

본 논문에서 고안된 잔향 제거 알고리즘의 성능

을 검증하기 위하여, 잔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환경

에서 정합 필터에 대한 문턱값을 적용하여 탐지 확

률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였다. 송신기와 수신기는 

1000 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수신기는 32개의 센서를 이용하여 고전적인 빔형성

기(Conventional BeamFormer, CBF)를 사용한다고 가

정하였다. 또한, Eq. (4)에 의한 잔향의 도플러 이동이 

≤≤ 구간에 존재하도록 송신기와 

수신기의 이동 속도를 설정하였다. 송신 신호는 100 

ms 의 길이를 가지는 CW 핑으로 설정하였으며, 표적

의 도플러 주파수는  로, 잔향의 주파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정하였다. 잔향 신호는 Abraham의 비-

레일레이 모델[11]에 따라 생성하였다.

잔향 제거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입력 신호는 

75 % 겹침 및 16 ms 길이의 프레임을 가지는 단시간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시간-주파수 영역 신호로 

변환되었다. 주파수 보정을 위한 참조 셀의 길이는 

800 ms 로, 가드 셀의 길이는 40 ms 로 설정하였다. 참

조 셀의 길이는 관심있는 시간 영역의 길이를 고려

하여 설정하였고, 가드 셀의 길이는 송신 핑의 길이

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두 파라미터 모두 성능

에 민감한 영향을 주지 않아서 적당한 값을 선택하

였다. NMF 기반 잔향제거 알고리즘에서 표적 반향 

기저 그룹의 기저 개수는 17개로, 잔향 기저 그룹의 

기저 개수는 60개로 설정하였으며, 연속성 제약조건

의 가중치 와 시간제한 제약조건의 가중치 는 각

각 0.01과 1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간제한 제약조건

의 파라미터인 신호의 예상 길이 은 100 ms로 설정

하였다. NMF 알고리즘의 최대 반복 횟수는 200회로 

설정하였다.

잔향 제거 알고리즘에 의한 탐지 성능 개선을 평

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력 SRR 환경에 대하여 출

력 신호의 정합필터 결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

여 각 입력 SRR 환경에서 1000회의 몬테카를로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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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문턱값에 대하여 

탐지 확률 및 오탐지 확률을 산출하여 수신자 조작 

특성(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얻어내었다. 고안된 잔향제거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NMF 알고리즘[7] 및 PCI,[4] 

SSE[5] 기법과 비교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4.2 시뮬레이션 결과

Figs. 7과 8은 각각 높은 입력 SRR (15 dB)와 낮은 

입력 SRR (0 dB)일 때의 (a) 입력 스펙트로그램, (b) 기

존의 NMF 기반 잔향 제거 결과, (c) 전처리 결과, 그

리고 (d) 제안하는 시스템의 잔향 제거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입력 SRR 

환경에서는 기존의 NMF 기법도 잔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안하는 시스템은 약간

의 잔향이 남아있지만 표적 신호에 비해 작은 값이

기 때문에 탐지에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 Fig. 8과 같

이 입력 SRR 이 낮은 경우에는 기존의 NMF 기법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강한 잔향이 존재하는 부분의 신호가 남아 있고 표

적 반향이 제거되는 문제점을 보인다. 그러나 제안

하는 잔향 제거 기법은 여전히 표적 신호를 남기고 

잔향을 제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다양한 입력 SRR에 대한 ROC 곡선을 나타

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잔향을 제거하지 않고 

정합필터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잔향 제거 기법을 

(a) (b)

(c) (d)

Fig. 7. (Color available online) Magnitude spectrograms of (a) input signal, (b) result of the conventional NMF- 

based reverberation suppression, (c) preprocessed signal, and (d) result of the proposed system in the high-SRR 

environment (1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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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결과들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PCI 기법의 성능 향상은 크지 않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NMF 기법이 

SSE 기법에 비해 성능이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Reference [7]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다. 마지막으

로, 제안하는 잔향제거 기법의 성능이 기존의 NMF 

기법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0은 1 % 의 오탐지 확률을 가지는 경우의 탐

지 확률을 입력 SRR 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이며, 제

안하는 기법의 성능이 낮은 입력 SRR에서 보다 효과

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양상태 소나의 환경에서 잔향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특히 최근

의 연구에서 NMF 기반의 잔향 제거 기법이 좋은 성

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양상태 소나 환경에서 성능

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잔향 제거 기법

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신기 시스템에 의한 시간/주

파수 영역의 왜곡을 보상하는 전처리 시스템을 고안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의 NMF 기반 잔향제거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a) (b)

(c) (d)

Fig. 8. (Color available online) Magnitude spectrograms of (a) input signal, (b) result of the conventional NMF- 

based reverberation suppression, (c) preprocessed signal, and (d) result of the proposed system in the low-SRR 

environment (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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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고안한 잔향제거 시스템의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하여 양상태 소나 환경을 가정한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송신기

가 CW 송신파형을 방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잔향

을 제거하고 낮은 도플러의 표적 반향을 탐지하는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정합필터를 활용한 ROC 곡선

의 분석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의 NMF 기

법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기존의 

다른 잔향 제거 기법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c) (d)

(e) (f)

Fig. 9. (Color available online) ROC curves of the proposed and comparison systems for the input SRR of (a) 9 

dB, (b) 6 dB, (c) 3 dB, (d) 0 dB, (e) -3 dB, and (f) -6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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