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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음향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시스템

Acoustic Data Transmission System for Underwater Missing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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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중 초음파 전송을 이용하여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중 실종자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종자 몸에 부착된 초음파 발생기에서 나온 신호를 해상에 배치된

다수의 하이드로폰 센서 노드에서 감지, 분석해 저전력 통신으로 선박 등에 설치된 중앙 제어시스템에 보

내면 이를 분석해 실종자의 위치 등을 판별할 수 있어 수색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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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나 여전히 국내에서만도 매년 백명 이상이 어업 또는

레저 활동 중의 해양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되며 이후 실종자 수색 작업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구조

작업자 및 유족들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수반된다. 최근 구명조끼에 무선통신장치나 LED 등을 부착한 제

품들이 등장해 해상 표류 시 수색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수중 실종자는 제한된 시야로 위치를 파악하기 어

려워 수색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한편 음파는 전자기파와 달리 수중에서 감쇄가 적어 전통적

으로 하이드로폰을 통해 잠수함의 위치를 찾거나 능동형 소나로 어군이나 해저 지형을 탐색하는 등에 활용

돼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수중에서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연구도 Pranitha 등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 음향 기술과 최근 등장한 저소비전력 프로세서, 광대역 무선 저전력 데이터 통신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실종자 수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사용된다. 승객은 선박 탑승 시에 각자 고유한 ID를 가진 부착형 송신장치(그

림 2)를 착용하며 이를 선박 내 출입 통제, 과금 시스템 등에 사용하도록 해 상시 착용을 유도한다. 사고 발

생 시 송신 장치는 환경 센서를 통해 동작을 개시하며 압전 액츄에이터를 사용해 간헐적으로 고유의 ID를

담은 초음파 신호를 발신한다. 해수면이나 층류 등에 의한 반사 등 여러 잡음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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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오류 감지가 가능한 전송 규격을 통해 신호가 보내며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송신장치끼리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적절한 시분할 기법 등을 사용한다. 구조자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통해 사고 해역에

도착해 수신장치를 이차원 배열로 투하하며 송신장치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 부표 상의 무선통신모듈을 통

해 선박 등 관제시스템으로 보낸다. 관제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수신장치에서 나온 정보를 조합해 각 실종자의

위치를 추출해 내고 이를 구조자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그림 1 수중 실종자 수색 기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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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중 초음파 송신장치와 수신장치의 구조

3. 결론

본 기술을 활용해 현재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함께 적절한 운영 체계나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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