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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노부이는 수중 음향 정보를 수집하는 일회용 장치로 특정지역에서 수집된 신호를 주변의 항공기 또는 함정

으로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임무를 완수하면 해저로 가라앉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소노부이 신호 송 ․ 수신 

시스템의 경우 주파수 분할 다중화나 가우시안 주파수 편이와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신호를 변 ․ 복조하여 송 ․ 수신한

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전송해야할 정보의 양이 많고 변조와 복조방법이 비교적 단순하여 보안성이 낮은 단점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송신 신호를 저차원의 잠재 벡터로 변조하여 잠재 벡터를 항공기 

또는 함정으로 전송하고 수신한 잠재벡터를 복조하여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전송정보량을 기존 전송방법 대비 약 100

배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으로 복원된 샘플 스펙트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저차원의 잠재 벡터로부터 원본 신호 복원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소노부이, 오토인코더, 신호 송 ․수신, 변조와 복조

ABSTRACT: Sonobuoy is a disposable device that collects underwater acoustic information and is designed to 

transmit signals collected in a particular area to nearby aircraft or ships and sink to the seabed upon completion 

of its mission. In a conventional sonobouy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system, collected signals are 

modulated and transmitted using techniques such as frequency division modulation or Gaussian frequency shift 

keying, and received and demodulated by an aircraft or a ship. However, this method has the disadvantage of the 

large amount of information to be transmitted and low security due to relatively simple modulation and 

demodulation method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hat uses an autoencoder to encode a 

transmission signal into a low-dimensional latent vector to transmit the latent vector to an aircraft or ship and 

decode the received latent vector to improve signal security and to reduce the amount of transmission information 

by approximately a factor of a hundre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sample 

spectrogram reconstructed by the proposed method through sim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original signal 

could be restored from a low-dimensional latent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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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노부이는 소나(sonar)와 부이(buoy)의 합성어로 

음파를 통해 수중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말한다. 소

노부이는 일회성 장치로서 주로 해상초계기에서 관

심지역으로 투하하여 운용되는데 수중에 전개된 센

서 배열을 이용하여 수집한 수중신호를 부이를 통해 

무선 통신으로 신호처리가 가능한 해상초계기로 전

송하고 임무를 마치면 해저로 가라앉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노부이는 탐지하는 방식에 따라 수동형 과 

능동형으로 나뉘며 제품 모델마다 탐지 범위, 작동 

시간, 사용 수명 등이 매우 다양하다.[1] 그 중 신호의 

전송 비트율은 적게는 초당 수 백 킬로비트(Kilobits 

per second, Kbps)에서 수십 메가비트(Megabits per 

second, Mbps)까지 사용된다.[2]

소노부이는 능동형 소노부이인 Command Activated 

Sonobuoy System(CASS) 또는 Directional CASS(DCASS)

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단상태로 운용될 수 있고, 

폭발성 음원 또는 능동형 소노부이와 수동형 소노

부이의 조합으로 양상태 및 다중상태로 운용될 수 

있다.[3] 일반적으로 양상태 탐지는 송신기와 수신기

의 위치가 다르므로 단상태 탐지에 비해 탐지 영역

이 넓고 은밀성을 보장하는 장점을 가진다.[4] Fig. 1

은 대잠전에서 능동형 소노부이와 수동형 소노부이

를 이용한 양상태 표적 탐지 환경을 도식화한 연구

개념도이다. 소노부이는 일회성의 장치로 탑재된 

전자부의 시스템이 복잡한 신호처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집한 센서신호를 무선통

신을 통해 해상초계기 또는 모함으로 송신한다. 기

존에 무선통신에서 사용되는 신호 변 ․복조 방식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5]와 주파수 편이 변조[6] 등이 있

다. 이러한 신호 변 ․복조 방식은 송신해야 하는 정

보가 단채널화 된 신호 전체이기 때문에 전송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 높은 비트율이 요구되는 단점

이 있다. 또한,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쉽게 분

석 가능하기 때문에 변조 방식을 비교적 쉽게 예측

할 수 있고 복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보안

성이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토인코더를 이

용하여 송신 신호를 저차원의 잠재 벡터로 변조하여 

잠재 벡터를 항공기 또는 함정으로 전송하고 수신

한 잠재벡터를 복조하여 전송정보량을 감소시키고 

신호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II. 기존 방법

2.1 주파수 분할 다중화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다채널 신호를 단채널으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채널 신호는 다

중화기 내부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진

다. 변조된 신호들은 단순한 덧셈을 통해 단채널 신호

로 합쳐진 뒤 전송된다. 수동 소노부이 중 Directional 

Frequency Analysis and Recording(DIFAR) 소노부이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를 사용하며 전체적인 구조는 

Fig. 2과 같다. DIFAR는 단채널로 합쳐진 신호 전체

를 전송하기 때문에 비트율이 높은 편이며 전송된 

신호가 주파수 축에서 쉽게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떨어진다.

Fig. 1. (Color available online) A research concep-

tual diagram of bistatic sonobuoy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Fig. 2. (Color available online)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in DI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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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파수 편이 변조

주파수 편이 변조는 사인파와 같은 반송파 신호

의 주파수 변화로 정보를 전송한다. 가장 단순한 이

진 주파수 변이 변조의 경우 0과 1의 이진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다른 주파수의 두 신호를 사용한다. 

이밖에도 주파수 변환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

는 방식은 가우시안 주파수 편이 변조라 하는데 다

양한 소노부이 모델에서 사용하는 신호 전송 방식

이다.

III. 제안한 방법

3.1 오토인코더

오토인코더는 딥러닝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구조

로 모델의 출력값이 입력값과 동일하도록 훈련하며 

대칭적인 구조가 특징이다. 해당 구조는 크게 변조

기, 복조기, 그리고 그 사이에 보틀넥 구간으로 나뉜

다. 인코더 부분을 통과하여 추출된 보틀넥 구간의 

잠재 벡터는 일반적으로 입력 특징 벡터의 차원보다 

매우 낮으며 데이터의 함축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인코더는 하나의 모델로서 

어떤 전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다른 모델 

가중치의 초기값을 얻기 위해 사용하거나 잠재 벡터

의 특성을 이용한 특징 추출기의 역할을 주로 수행

한다.[7] 이 때 변조기와 복조기가 여러층으로 이루어

진 경우를 적층 오토인코더(stacked autoencoder)라 하

고 전체적인 구조는 Fig. 3과 같다.

3.2 오토인코더 기반 소노부이 신호 변 ․복조 

기법

본 논문에서는 오토인코더 구조를 이용해 소노부

이내에서는 내장된 변조기를 통해 잠재 벡터를 전송

하고, 해상초계기에서는 복조기를 이용해 수신한 잠

재 벡터를 다시 원본 신호로 복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한 방법의 전체 과정은 Fig. 4와 같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소노부이 신호를 전송할 때 기

존의 방식보다 적은 비트를 사용하여 신호의 보안성

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오토인코더는 이 두 가지 목적

을 모두 만족하는 적합한 모델로 판단하였다. 오토인

코더는 입력값과 출력값을 같게 훈련하므로 전송 신

호를 다시 복조하는 개념과 부합한다. 또한 보틀넥 

구간의 잠재 벡터는 원본 신호로 복원할 수 있는 정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신호를 전송하지 않더라

도 잠재 벡터와 훈련된 복조기만 있다면 원본 신호로 

복조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의 소노부이 신

호 전송 기법에 비해 매우 낮은 비트율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모든 송 ․수신 과정은 기본적으

로 훈련된 오토인코더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복조

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는 송신하는 잠재 벡터를 

취득하더라도 원본 신호로 복조할 수가 없다.

IV. 실험 환경 및 결과

4.1 모의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수중 

환경에서의 양상태 모의실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Fig. 3. (Color available online) The structure of stacked 

autoencoder.

Fig. 4. (Color available online) Working proc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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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연속파(Continuos Wave, 

CW)와 선형 주파수 변조(Linear Frequency Modulation, 

LFM) 두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송신기

와 수신기의 위치는 고정하였고 표적과 소노부이의 

최대 거리는 9 km로 제한하였다. 표적 기동 범위는 

50 m에서 150 m 사이로 설정하였다. 기타 상세한 모

의실험 데이터 생성 환경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임의의 표적에서 반사되는 펄스 신호를 수신하는 

시나리오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표적의 위치가 무

작위로 설정된 시나리오는 약 10 s 분량의 파일로 저

장된다. 총 훈련데이터는 약 50 h의 분량으로 훈련의 

수렴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와 

별개로 약 3 h 분량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용하였

다. 모든 데이터는 Fig. 5와 같이 음선추적기법[8]을 

적용하여 생성하였으며 음선추적에 사용된 음속 구

조는 Fig. 6과 같다.

(a) Sound propagation paths sample (from transmitter to target)

(b) Sound propagation paths sample (from target to receiver)

Fig. 5. (Color available online) Sound propagation paths samples [range (m), depth (m)]. Triangle : transmitter 

[0, 8], square : receiver [1000, 8], circle : target [3000, 50].

Table 1. Simulation environmental setup.

CW LFM

Center frequency 3500 Hz, 3600 Hz, 3700 Hz, 3800 Hz

Bandwidth - 400 Hz

Pulse duration 0.1 s, 0.5 s, 1 s

Sampling frequency 3125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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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환경

단순한 단층의 오토인코더 구조로는 소노부이 신

호를 모델링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적층 

오토인코더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한다. 실험에 사

용한 모델의 파라미터 세팅은 Table 2와 같다. 해당 파

라미터는 경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연구 데이터의 

특성상 손실 값만으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

에 직접 복원된 샘플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훈련 레

이어의 넓이와 깊이는 최적의 변수는 아니지만 레이

어의 깊이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복잡한 입력 신호의 

분포를 모델링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오디오 신호들과는 달리 수중 음향 신호

의 경 주파수 축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주파수 축의 특징 벡터를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 축에서의 음향 신호를 그대로 입력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은 일종의 단

대단 접근방식에 속한다. 입력 신호는 파일마다 –1 ~ 

1 범위로 정규화 하였고 모델의 입력 크기는 너무 작

을 경우에는 한 주기의 펄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연속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1 s(3125 샘플) 단

위로 모델에 넣어주었다. 선형 층 사이에는 Rectified 

Linear Unit(ReLU)을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여 입력 

신호의 비선형성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복조기의 마

지막 층에서는 쌍곡탄젠트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

여 –1 ~ 1 범위로 다시 신호를 복원하였다. 손실 함수

로는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 MSE)를 이용

해 입력신호와 출력신호의 차이를 샘플마다 계산하

였고 학습률이 0.001인 아담(Adam) 최적화 방식[9]을 

사용하였다.

4.3 실험 결과

오토인코더의 원본 신호 복원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원본 스펙트로그램과 복원된 스펙트로그램의 크

기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 MSE)를 측정하

였다. 평가에 사용한 신호는 모델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60 s 분량의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주파수 축에

서 평균 에너지는 0.0074였다. Table 2의 모델(Auto-

encoder3)보다 레이어 수가 적은 2개의 오토 인코더 

모델(Autoencoder1, Autoencoder2)의 성능을 측정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실험 결과, 원본 신호와의 차

이를 나타내는 MSE가 원본 신호의 에너지 평균에 

비해 Autoencoder1, Autoencoder2, Autoencoder3이 각각 

4.08 %, 3.88 %, 3.22 %로 전반적으로 원본신호와 차

이가 크지 않았으며 8개의 선형 층으로 구성된 모델

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다.

Fig. 7의 실제로 복원된 샘플의 스펙트로그램을 살

펴보면 저차원의 잠재 벡터로 원본 신호를 대체로 

복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반사 신호가 

존재하는 주파수 대역외에도 고조파와 같은 형태의 

신호가 보이거나 묵음 구간에도 잡음같은 신호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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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available online) Sound speed profile.

Table 2. Configuration of the baseline autoencoder 

model.

Encoder (dim) Decoder (dim)

Noisy input (3125) latent vector (10)

Linear (3125-1000) Linear (10-100)

ReLU ReLU

Linear (1000-500) Linear (100-500)

ReLU ReLU

Linear (500-100) Linear (500-1000)

ReLU ReLU

Linear (100-10) Linear (1000-3125)

ReLU Tanh

latent vector (10) Output (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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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묵음 구간의 경우에는 실제 

원본신호의 묵음구간의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작아

서 오토인코더 모델의 편향값에 의해 반사 신호가 

존재하는 대역폭에 잡음과 같은 신호가 발생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별도의 특징 벡

터 추출 과정 없이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손실 함

수 값이 감소하더라도 시간 축에서의 작은 값 차이

가 고주파 대역에서의 잡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형태의 신호 모두 반사 신

호가 존재 하는 주파수 대역은 매우 유사하게 복원

하였고 묵음 구간에 생성된 잡음과 같은 신호는 사

용자의 관심 표적의 에너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

준이다.

원본 신호의 복조를 위해서는 잠재 벡터 이외에도 

정규화에 사용한 2개의 값까지 전송해야 한다. 따라

서 10차원의 잠재벡터와 정규화에 사용한 크기 값을 

각각 4비트로 양자화할 경우 제안한 방법의 정보량

은 약 1.5 kbps로 기존의 소노부이 송 ․수신에 사용된 

정보량[2]보다 약 100배 가량의 정보량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훈련된 변조기에서 추출된 잠

재벡터의 경우 제3자가 신호를 취득하더라도 훈련

된 복조기가 없다면 복조가 불가능하므로 높은 신호 

보안성까지 얻을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소노부이 신

호 송 ․수신 전송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양상태 수중 음향 환경을 

모사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소노부이 전송 방식[2]과 비교하였을 때 전송해야하

는 정보량이 약 100배 감소하였고 전송 신호의 보안

성까지 확보하였다. 하지만 원본 신호와 비교하였을 

때 고조파같은 아티팩트가 발생하였다. 후속 연구로

는 해당 아티팩트를 줄이기 위해 오토인코더 모델을 

고도화하고 주파수 축 특징벡터를 임베딩 벡터의 형

태로 함께 사용하는 소노부이 신호 전송 방법을 연

구할 계획이다.

Table 3. Comparison of autoencoder models in MSE. 

Autoencoder3 refers to the model in Table 2.

Model MSE # of parameters

Autoencoder1
(4 layers)

0.000302 6.27 M

Autoencoder2
(6 layers)

0.000287 6.66 M

Autoencoder3
(8 layers)

0.000238 7.36 M

Fig. 7. (Color available online) Original and recon-

structed spectrograms. (a) original CW, (b) recon-

structed CW, (c) original LFM, (d) reconstructed 

L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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