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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중 천이 신호에 대한 식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해양의 배경잡음은 스펙트럼 특성 및 

에너지 변화가 적은 정재성을 갖는 반면에 천이 신호는 스펙트럼 및 에너지 변화가 큰 비정재성을 가진다. 따라서 

수중 천이 신호 식별을 위하여 선행되어져야 하는 수중 천이 신호 탐지에서는 프레임 단위로 스펙트럼 변이와 에너 

지 변화를 이용한다. 제안한 수중 천이 신호 식별 알고리즘에서는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위그너-빌 분포 함 

수를 기반으로 고유치 분해를 이용한다. 추출된 특징 벡터를 기반으로 탐지된 수중 천이 신호의 특징 벡터와 식별하 

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준 신호의 특징 벡터와의 상관값을 프레임 단위로 계산하고, 각 클래스별로 프레 

임 사상도를 산출하여 최대값을 갖는 기준 신호로 탐지된 수중 천이 신호를 식별한다.

핵심용어: 소나, 수중 천이 신호 식별, 위그너-빌 분포 함수, 고유치 분해, 특징 벡터 추출

투고분야: 수중 음향 분야 (5.4)

This paper presents new transient signal classification algorithms for underwater transient signals. In 

general, the ambient noise has small spectral deviation and energy variation, while a transient signal has 

large fluctuation. Hence to detect the transient signal, we use the spectral deviation and power variation. 

To classify the detected transient signal, the feature parameters are obtained by using the Wigner-Ville 

distribution based eigenvalue decomposition. The correlation is then calculated between the feature vector 

of the detected signal and all the feature vectors of the reference templates frame-by-frame basis, and the 

detected transient signal is classified by the frame mapping rate among the class database.

Key words' SONAR, Underwater transient signal classification, Wigner-Ville distribution function,

Eigenvalue decomposition, Feature vector extraction

ASK subject classification • Underwater acoustics (5.4)

I.서론

천이 신호의 탐지 및 식별은 지진학이나 상태 모니터 

링 분야, 특히 수중 음향 신호 처리 분야에서 활발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2][3]. 수중 환경에서 발생하 

는 천이 신호로는 돌고래와 같은 해양 생물이 내는 천이 

신호와 선박, 잠수함 등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천이 신 

호가 있다. 일반적으로 천이 신호는 수 십 밀리 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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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초에 이르는 짧은 지속성과 비정재성 (non- stationary) 

등의 성질로 인하여 탐지와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높은 신호대잡음비 (SN©를 가지는 환경에서는 배경 

잡음에 비해 큰 크기를 갖는 천이 신호를 에너지 검출 

기법을 적용해서 쉽게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해 

양 환경과 같이 낮은 신호대잡음비를 가지는 환경에서는 

단순한 에너지 비교만으로는 수중 천이 신호를 효과적으 

로 탐지하기 어렵고, 보다 강인한 천이 신호 탐지 기법 

이 요구된다.

수중 천이 신호의 짧은 지속성과 강한 비정재성 때문 

에 수중 천이 신호를 분석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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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간-주파수 분석 기법이 널리 이용된다. 따라서 

수중 천이 신호를 해석하고 식별하기 위하여 웨이블렛 

(wavelet) 변환이나 위그너-빌 분포 함수 (Wigner- 

Ville distribution)와 같은 시간-주파수 분석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4][5]_

위그너-빌 분포 함수는 양자학 분야에서 위그너 

(Wigner)에 의하여 1932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1948년 빌 (Ville) 에 의하여 신호 분석 분야에 다시 소개 

되었다. 위그너-빌 분포 함수는 천이 신호의 시간-주파 

수 특성을 잘 표현하지만, 자기 상관값 뿐만 아니라 상 

호 상관값이 발생하여 분석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간섭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신호 해석 시에 시간 윈도우를 

적용하거나 시간-주파수 윈도우를 적용한 의사 위그너- 

빌 분포 함수 (pseudo Wigner-Ville distribution)/]- 많 

이 사용되었다 [6]. 그러나 위그너-빌 분포 함수는 시간 

-주파수 해석 기법으로써 시간-주파수 영역의 많은 데 

이터를 출력함으로, 위그너-빌 분포 함수의 출력을 특징 

벡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수중 천이 신호 식별을 위한 특징 벡터에 적합하도록 

위그너-빌 분포 함수의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 천이 신호에 대한 식별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수중 천이 신호의 탐지는 프레임 단위로 

에너지 변화 및 스펙트럼 변이를 이용하며, 팀•지된 수중 

천이 신호의 식별을 위한 특징 벡터 추출은 의사 위그너 

-빌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시간-주파수 분석 

결과에서 특징 벡터의 차원을 줄이기 위해 고유치 분해 

기법을 이용한다. 천이 신호의 식별은 탐지된 천이 신호 

의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 클래스의 기 

준 신호와의 특징 벡터의 상관값을 계산한 후, 각 클래 

스별 프레임 사상도를 산출함으로써 수행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수중 천이 신호 탐지 및 식별 알고리즘에 

의하여 입력 신호들이 잘 탐지되고 식별됨을 확인하였 

고, 자동 수중 천이 신호 식별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수중 천이 

신호 탐지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한 특징 

벡터 추출 및 수중 천이 신호 식별 알고리즘에 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수중 천 

이 신호의 탐지 및 식별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II. 수중 천이 신호 탐지 알고리즘

높은 신호대잡음비를 가지는 환경에서는 천이 신호의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도 배경 잡음의 에너지 레벨보다 

크기 때문에 입력 신호의 에너지 레벨을 이용하여 천이 

신호를 쉽게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신호대잡음비 

를 가지는 수중 환경에서 배경 잡음으로부터 천이 신호 

를 탐지하는 것은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배경 잡음은 정재성 (stationary) 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의 변화와 스펙트럼 변이를 이용하여 

프레임 단위로 입력 프레임이 배경 잡음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입력된 현재 프레임의 에너지와 스펙트럼 변 

이가 특정 문턱 준위보다 작을 경우에는 현재 프레임을 

배경 잡음으로 결정하고 배경 잡음 전력을 이전의 4 프 

레임의 평균 잡음 전력으로 갱신시킨다. 배경 잡음 전력 

추정 값으로 정규화한 스펙트럼 변이가 특정 문턱 준위 

보다 클 경우에는 현재 프레임은 수중 천이 신호로 결정 

되고 수중 천이 신호 식별 알고리즘이 수행되게 된다.

그림 1은 수중 천이 신호 탐지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SD는 배경 잡음 추정 값으로 정 

규화 된 스펙트럼 변이, 琮顷은 이전 4 프레임의 평균 

전력이다. X는 각 주파수 빈의 크기, 戶는 입력 신호의 

전력, K는 전력의 문턱치를 조절하는 요소로써 실험적 

으로 최적의 값을 구하여야 한다. 또한 &도 실험적으 

로 최적의 값을 구하여야 하는 요소로써, 스펙드럴 변이 

의 문턱치이며, &■은 추정된 배경 잡음에 대한 각 주파수 

빈의 크기이다.

그림 1. 수중 천이 신호 탐지를 위한 흐름도
Fig. 1. Block diagram of a transient signal detection.

in. 제안한 수중 천이 신호 특징 벡터 추출 및 

식별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시간-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천이 

신호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의사 위그너-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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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함수와 고유치 분해 기법을 사용한다. 위그너-빌 분 

포 함수 (WVD)는 식 ⑴과 같이 정의되는 시간에 종속적 

인 상관 함수에 기반을 둔 시간-주파수 분석 기법이다.

WVD(t,f) = J s (t + (t - ~)e^ft,r}TdT (1)

여기서 t는 공액 켤레 복소수를 나타낸다.

위그너 -빌 분포 함수는 자기 상관 값뿐만 아니 라 상호 

상관값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분석에 있어서 한 

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천이 신호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시간-주파수 윈도우 함수를 적 

용하여 상호 상관값을 제거하는 의사 위그너-빌 분포 함 

수 (PWVD)를 사용한다 [4] [7], 의사 위그너-빌 분포 함 

수는 식 ⑵로 표현된다.

PWVD(t,f)

여기서, H&J)는 식 ⑶으로 주어지는 윈도우 함수이 

며, a^>Q, 必VI를 각각 만족한다.

The kth frame of transient
_ signal （迎））、

v
^cZDetect transient sigr面匚二项°

yesF

“皿）

Wigner-Ville distributuion function

PWVD 心/、）

Construct 以， 

eigen decomposition and 
extract the feature vector

Save the feature vector u^for 
the kth frame of transient 

signal （^（/））

e-3+") (3)
2?r

의사 위그너-빌 분포 함수는 시간-주파수 해석 기법 

이기 때문에 n개의 샘플을 갖는 한 프레임에 대해 mxn 

크기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여기서 m은 주파 

수 영역에서 스펙트럼 빈 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천이 

신호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작은 양의 특징 벡터를 이용 

하여 식별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특징 벡터의 

차원을 감소시키는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식 ⑷와 같이 mxm의 정방 행렬 D를 생성한 후 

고유치 분해를 수행하고, 〃의 가장 큰 고유치에 대응되 

는 고유 벡터를 신호 s(t)의 특징 벡터로 선택한다 [8],

D=PWVD(t,f) • PWVD(t,f)T (4)

여기서 7는 행렬의 전치 연산이다.

그림 2는 탐지된 수중 천이 신호의 특징 벡터를 추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흐름도를 나타내며, 세부 

적인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탐지된 천이 신호의 &번째 프레임 신호 织⑴에 대 

한 의사 위그너-빌 분포 함수 PKVZ?fe(tJ)< 계산 

한다.

2. 식 ⑷와 같이 정방 행렬 以를 생성한다.

3. 아에 대하여 고유치 분해를 수행하고, 4의 고유 

치를 \>A2>A3> ... >。와 같이 정렬한다.

4. 가장 큰 고유치 柚 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정규화 

하여 s涂)의 특징 벡터 叫로 선택한다.

5. 각 천이 신호의 특징 벡터 队를 클래스별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다.

6. 탐지된 모든 프레임에 대하여 단계 1에서 5를 수행 

한다.

수중 천이 신호의 식별은 그림 2와 같은 절차를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준 신호들의 특징 벡터와 탐지 

된 수중 천이 신호의 특징 벡터와의 상관값을 계산하여 

각 클래스별로 프레임 사상도를 구함으로써 수행된다.

그림 3은 수중 천이 신호의 식별을 위한 흐름도를 나 

타내며, 세부적인 식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특징 벡터 추추 흐름도
Fig. 2. Flowchart of feature vector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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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기준 신호에 대하여 프레임 사상도 를 0 

으로 초기화한다. 여기서 A如&는，번째 기준 신호 

에 대한 프레임 사상도를 나타낸다

2. 현재 프레임이 천이 신호의 마지막 프레임이면 

단계 5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 3로 이 

동한다.

3. 입력 프레임의 특징 벡터 %을 추출하여 모든 i, j에 

대하여 气와의 상관값 q”를 계산한다. 여기서 

知는 /번째 기준 신호의 项번째 프레임의 특징 벡터 

를 나타낸다.

4. 가장 큰 상관값 max(q.,)를 선택하여 특정 문턱 

준위보다 크다면 觸购를 1 증가시키고, 단계 2로 

이동한다.

5. 모든 4에 대하여 M吶 에서 가장 큰 값의 위치 p를 

찾고, 탐지된 천이 신호를 데이터베이스의 P번째 

기준 신호로 식별한다.

IV. 실험 결과 및 고찰

The /th frame of transient signal (s"))

N
Detect transient signal ——

yes]点)

Wigner-Ville distributuion function

]PWVD0f)

Construct Dh 

eigen decomposition and 

extract the feature vector

h'
Compute correlations (Q;-) between v； and 勺

Choose max(Cij )

으 Max(Ci：j ) > Corr_Threshold

yes]

Markj ++ -----------

I
Search for location p corresponding to the 

location of the maximum Marki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위하여, 데 

이터베이스는 실험에 사용한 표 1의 수중 천이 신호 중 

에서 5개의 수중 천이 신호로 구성하였다. 표 1은 실험 

에 사용한 수중 천이 신호의 종류를 나타내며 그림 4는 

각 신호의 파형을 나타낸다. 샘플링 주파수는 8kHz, 양 

자화 레벨은 16비트이고 배경 잡음은 부가 백색 가우시 

안 잡음 (AWGN)을 적용하였다. 천이 신호의 탐지를 위 

해서 실험적으로 결정한 &는 1.1 이고, 프레임 크기는 

512 샘플 수 (64ms), 의사 위그너-빌 분포 함수는 

32-point FFT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프레임에

표 1. 수중 천이 신호

Ta이e 1. Data classes.

음원 종류

클래스 1J 참고래 1

클래스 1_2 참고래 2

클래스 1_3 참고래 3
클래스 § 귀신고래

클래스 3 혹등고래

클래스 4 잠수함 해치 스퀵

클래스 5_1 토피도 발사곤H

클래스 5_2 토피도 발사관2

클래스 5_3 토피도 발사관3

[Typel_1] [Type1_2] [Type1__3]

q 5000 5000 5000

1 0 ... . 0

Q.
. ... 0 ■'上，—.、—

专-5000 -5000

1000 2000 3000 4000 

Sample number

[Type21

4000
2000 f、 2

-5000

1000 2000 3000 4000

x io4 [Type3J x

1

.I. ■

1000 2000 3000 4000

w4 [Type4]

)li'l

0 d" … o

-2000 1, '
-4000 ’ . -2

5000 10000 15000

xl04[Type5_1]

'■ ■/' ■' ■ ， o ■■

0.5 1 1.5 2 2.5

x 104

xio4[Type5_2] x

"" ——------

5000 10000 15000

104 [Type5__3]

Classify the detected transient 

signal as th reference signal

그림 3. 제안한 수중 천이 신호 식별 과정의 흐름도
Fig. 3. Flowchart of the proposed underwater transient signal 

classification.

2000 4000 6000 8000 2000 4000 6000 8000100002000 4000 6000

그림 4. 실험에 사용된 수중 천이 신호의 파형
Fig. 4. Waveforms of underwater transient signal u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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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안한 식별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프레임 사상 수 / 탐 지된 총 프 

레임 수)
Table 2. Classification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number 

of frames mapped into a specific class / the detected 
total number of frames).

*7朝스입력 
신호 클래스 L1 클래스2 클래스3 클래스4 클래스5」

클래스 L1 
+AWGN(GdB) 8/8 0/8 0/8 0/8 0/8

클래스 L2 
+AWGN(5dB)

7/8 0/8 0/8 0/8 1/8

클래스—3 
+AWGN(5dB) 7/7 0/7 0/7 0/7 0/7

클래스 2 
+AWGN(5dB) 0/18 18/18 0/18 0/18 0/18

클래스3 
+AWGN(5dB)

0/51 0/51 51/51 0/51 0/51

클래스4 
+AWGN(5dB)

0/11 0/11 0/11 11/11 0/11

클래스5」 
+AWGN(5dB)

0/11 0/11 0/11 0/11 11/11

클래스 5_2 
+AWGN(5dB)

1/10 0/10 0/10 0/10 9/10

클래스5_3 
+AWGN(5dB)

1/11 2/11 1/11 0/11 7/11

대하여 의사 위그너-빌 분포에 의해 32X512의 시간-주 

파수 데이터가 구해지고, 고유치 분해에 의해 32X1 특 

징 벡터가 생성된다. 입력 프레임을 특정 기준 신호로 

사상시키기 위하여 적용되는 가장 큰 상관값의 문턱치 

준위는 0.7로써, 이 값은 실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환 

경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이다.

그림 5는 5dB의 귀신고래 신호의 파형과 수중 천이 소 

음 탐지에 사용된 勿의 궤적 및 탐지된 프레임을 보여 

주고, 그림 6은 토피도 발사관1에 대한 탐지 결과를 보 

인 것이다. 그림 5와 6에서, 수중 천이 신호 탐지 알고리 

즘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각 다른 

종류의 수중 천이 신호와 신호대잡음비 잡음 환경에서도

Noisy signal: SNR=5[dB]

5000 Signal ，
Detection

■ ' JI …j ■ ： "

。"心“,"，牛部"""j f「『"脚如対啊W而”ww]此
-5000

0 0.5 -1 1.5 2 2.5 3
Sample number

3.5 4 45
x 10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Frame Number

그림 5. 귀신고래 + AWGN(5dB) 신호의 파형과 탐지 결과
Fig. 5. Noisy signal of a gray whale sound with 5dB AWGN and 

detection result.

그림 6. 토피도 발사관1 + AWGN(5dB) 신호의 파형과 탐지 결과 
Fig. 6. Noisy signal of a torpedo fire tubel sound with 5dB 

AWGN and detection result.

x 10

1

Noisy signal: SNR=5[dB]

i:-，

Signal
Detection

。A即닚邮¥闵벼,

-1

饥柵써戒" M '由關K사볘"神阳細琲站
I 11

-2 
0 0.5

10：

8-

6-

4

1 1.5 2 2.5
Sample number

3 3.5
x 104

SD 
Detection , 
Threshold

2

0 1
0 10 20 30 40 50

Frame Number
60 70

수중 천이 신호 탐지 알고리즘이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수중 천이 신호 식별 결과 

를 보인 것이다. 입력 신호에서 탐지된 천이 신호 구간 

의 전체 프레임 수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기준 신 

호로 사상된 프레임 수를 나타낸 것으로, 예를 들어 5dB 

의 AWGN이 첨가된 클래스 1_3 신호가 입력되면 총 7 

프레임이 탐지되고 7 프레임 모두 데이터베이스의 클래 

스 1로 사상되므로 클래스 1로 식별이 된다. 따라서 표 

2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중 천이 신호 식별 

알고리즘에 의해 입력 신호들이 잘 식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 천이 신호 식별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수중 천이 신호는 에너지 변화와 스펙트럴 변이 

를 이용하여 프레임 단위로 탐지되고, 탐지된 수중 천이 

신호의 특징 벡터는 의사 위그너-빌 분포 함수를 기반으 

로 고유치 분해를 이용하여 추출된다. 탐지된 천이 신호 

의 특징 벡터와 기준 신호들의 특징 벡터 사이에서 상관 

값을 프레임 단위로 계산하여, 프레임 사상도를 구함으 

로써 천이 신호를 식별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수중 

천이 신호 식별 알고리즘이 입력된 수중 천이 신호들을 

잘 식별하고, 자동 수중 천이 신호 식별 시스템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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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으로 해양에서 실제로 측정된 수중 천이 신 

호를 대상으로 제안한 식별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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