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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중감시체계는 기존의 단독 탐지센서 운용에

서 복합 수중분산 센서망 탐지체계로 발전하고 있으

며[1], 대잠전에 투입되는 모든 센서가 통합된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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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특히, 무인

수상정(USV : Unmanned Surface Vehicle)과 무인잠수

정(UUV : Unmanned Undersea Vehicle)은 기동이 가능

한 이동형 분산 센서노드로써, 적시적소에 대잠감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2005년에 

PLUSNet(Persistent Littoral Undersea Surveillance 

NETwork)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NATO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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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unmanned systems are largely utilized in various fields due to the persistency and the least operational 

risk and an unmanned surface vehicle(USV) is the one of the representative application in the naval field. To 

assign multiple roles to an USV, we developed a sonar system which consists of a forward detecting sonar for the 

long-range detection, a downward detecting sonar for the small target scan and identification, and a strut type body 

for mounting sonar systems. In this paper, we described the developed sonar system for USV and the sea test 

results for verifying system performance.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developed sonar system was able to 

detect the underwater target about several kilometers away and could recognize a small object at the downside of 

the sonar system. We expect that the developed sonar system will be easily applied to other unmanned platforms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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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CASW(Cooperative Anti Submarine Warfare)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2].

  무인정은 이동형 센서노드로서의 임무 외에도 장시

간 감시 임무가 가능하며 위험 해역에서 특수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운용자가 접근

하기 힘든 지역에서의 장시간 감시나 기뢰 탐지 등 

다양한 임무 부여를 위해 무인정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3].

  한국 해군 및 관련기관에서는 무인정의 중요성을 

최근에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무인정과 관련한 핵심 

기술들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4-8]. 그 과정의 일환으

로 무인수상정 개발을 통해 무인정의 체계화 가능성

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9], 무인수

상정의 성공적인 임무 지원을 위한 수중 소나시스템

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수상정의 

운용 전략에 맞추어 설계한 소나시스템을 소개하고, 

소나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장치 및 세부 운용모드를 

설명한 후, 개발된 소나시스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해상시험 결과에 대해 제시한다.

2. 소나시스템 개요

  현재 개발 중인 무인수상정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탐지체계와의 협력 탐지뿐만 아니라 독

립적 탐지임무 및 자율추적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수상정에 탑재되는 소나시스템은 원거리 

감시정찰, 탐색추적, 항만감시, 기뢰탐색과 같은 다양

한 임무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Fig. 1. Operational concept of USV

  하지만, 단일 소나장치 만으로는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본 소나시스템은 원거리 탐색용 

전방탐지장치와 근거리 표적탐지, 소형 표적인식 및 

식별을 위한 하방탐지장치로 분리하여 각각 개발하

였다.

2.1 전방탐지장치

  무인수상정 탑재용 전방탐지장치의 주목적은 수 km 

이상 이격된 거리에서 기동하는 수중표적의 정밀 탐

지이므로, 해외 무인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애

물회피소나(Obstacle Avoidance Sonar)나 전방주시소나

(Forward Looking Sonar) 형태가 아닌, 수 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방위, 거리 등의 표적정보 추정이 

가능한 새로운 소나시스템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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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sign results of the forward detecting sonar: 

(a) operating frequency analysis, (b) sensor 

characteristics, (c) 3D beam pattern and (d) 

bearing estimation analysis

  전방탐지장치 설계를 위하여 먼저 소나방정식을 이

용한 통상적인 잡음환경 하에서의 탐지 표적에 대한 

최적 송신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능동모드에 대한 

신호 이득(SE : Signal Excess)을 주파수의 함수로 표

현하면 다음 식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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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L은 음압 준위를, TL은 전달 손실을, TS는 표

적 강도를, DI는 지향성 지수를, NL은 잡음 준위를 각

각 의미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SL은 상수로 고정하

였고 TS는 실린더 형상으로 근사하였으며, TL과 NL은 

각각 Francois-Garrison equation[12]과 Wenz model[13]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Fig. 2(a)는 주파수에 따른 SE 

준위를 보여주는데, 그림에서 최대 준위를 보이는 주

파수가 최적 송신주파수가 된다. 이를 기반으로 전방

탐지장치에서 사용할 운용주파수를 결정하였으며, Fig. 

2(b)와 같이 송/수신 센서의 응답특성 분석을 통해, 해

당 주파수대역에서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전방탐지장치는 소형의 수중장착체에 탑재되

므로 기계적 조향(mechanical steering) 대신 전자적 조

향(electrical steering)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개발 장치

의 성능분석을 위해 Fig. 2(c)와 같이 빔 패턴을 계산

하여 조향 각도별 수평/수직 방향에 대한 3 dB 빔폭

을 분석하였다.

  수평방향에 대한 3 dB 빔폭을 이용하여 최대 빔 개

수를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빔 별로 각각 방위추정 성

능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 2(d)는 설계한 빔 

중 일부 빔에 대한 방위추정 성능을 보여주는데, 조향

각 별로 실제 방위각을 추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직방향에 대한 빔폭과 천해의 운용수

심을 고려할 때, 해수면 잔향음으로 인한 탐지성능 저

하가 우려되어, 표적탐지 시 해수면 잔향음에 대한 영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방탐지장치의 조향 각도

를 수평면 기준 일정 각도로 눕혀 설계하였다.

2.2 하방탐지장치

  하방탐지장치는 하방에 위치한 표적 식별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방탐지장치와 달리 고해상도

의 영상 소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영상 소나에는 측

면주사소나(Side Scan Sonar), 합성개구소나(Synthetic 

Aperture Sonar) 등이 있는데[14,15], 본 소나시스템에서는 

기술 성숙도 및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측면주사소나를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하방탐지장치가 결합될 수중장착체의 물리적 크기 

제약 하에서, 기뢰 탐지 및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주파수를 설계하였으며, 최

대 탐색거리를 고려하여 송신음압을 결정하였다. Fig. 

3(a)는 제작된 하방탐지장치의 송신응답특성을 보여주

는데, 설계한 음압준위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f3 f4

-10

-8

-6

-4

-2

0

Frequency

N
o

rm
a

liz
ed

 S
o

u
n

d
 P

re
s

su
re

 L
ev

e
l(

d
B

)

Transmitting Voltage Response (TVR)

(a) (b)

Left 0 Right
-30

-27

-24

-21

-18

-15

-12

-9

-6

-3

0

Horizontal Angle (Deg)

N
o

rm
a

liz
e

d
 M

ag
n

it
u

d
e

 (
d

B
)

Receiving Beam Characteristic by Distance

 

 
R = 1.55 m

R = 3.00 m
R = 4.15 m

R = 10 m

R = 25 m

R = 50 m
R = 100 m

R = 200 m

Fig. 3. Design result of the downward detecting sonar: 

(a) transmitting voltage response of a sensor 

and (b) receiving beam characteristic by 

distance

  수신 빔의 경우 팬 빔(fan-beam) 형태를 가지도록 설

계하였는데, 안정적인 팬 빔을 형성하기 위한 이론적

인 탐색거리는 원거리장(Far-Field) 조건인 D2/4λ 보다 

멀어야 하며, 하방탐지장치의 송신주파수 및 센서 길

이를 고려할 때 최소 탐색거리는 약 50 m 정도가 된

다. 하지만, 거리별 빔 패턴을 모델링한 결과(Fig. 3(b))

와 천해에서 운용하는 무인수상정의 임무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하방탐지장치의 최소 탐지거리를 결정하

였다.

  하방탐지장치는 전방탐지장치와 동시 운용 시 전방

탐지장치의 송신신호에 의해 신호 간섭이 발생할 소지

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날로그 대역 통과 

필터를 설계하였으며, 플랫폼의 고속 기동 시에도 고

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무인수상정 기동 속도에 

따라 최대 3개의 수신 빔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설

계하였다. 추가적으로, 자세센서를 탑재하여 자세 변화

에 따라 수신 빔 형성을 달리해, 보다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3 수중장착체

  플랫폼의 소음, 진동 및 불규칙한 해양환경 및 유체

흐름으로 인한 선체운동의 변동성은 소나시스템의 탐

지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플랫폼 및 

해양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체 부착형태

를 배제하고, 예인형 또는 스트럿 고정형의 수중장착

체 개발을 고려하였다. 실제, 해군의 운용 개념상 자

세제어가 유리하지만 운용절차가 복잡한 예인형 보다

는 스트럿 고정형이 긴급 운용 등의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중장착체 구조를 스트럿 고정형으로 최종 

결정하여 Fig. 4와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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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trut type of underwater sonar equipment

  수중장착체는 수압, 수밀 등 기본적인 설계요소 뿐

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효과적으로 

전도시킬 수 있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부

가적으로 방열패드와 쿨러 등을 별도로 장착하여 내부

의 열을 효과적으로 낮추도록 설계하였다.

  전방 및 하방탐지장치 간의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전자적인 방법과는 별도로 수

중장착체 내부에 차단벽을 설치하고, 두 장치를 최대

한 이격시켜 위치시켰다. 표적 탐지정보의 세부적인 

보정을 위하여 수중장착체 내부에 자세센서, 고도센서, 

수심센서, 온도센서 등의 부가 센서를 별도로 탑재하

였다.

3. 개발시스템 구성

  무인수상정의 설계 방향에 따라 아래 Fig. 5와 같이 

소나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무인수상정 탑재 소나시스

템은 수중부에 위치하는 수중장착체, 선상부에 위치하

는 소나통합제어장치, 그리고 원격부에 위치하는 소나

원격도시장치로 구성된다. 소나원격도시장치에서 제어

한 명령은 무선을 통해 중앙처리장치로 전송되고, 소

나통합제어장치를 거쳐 전방탐지장치와 하방탐지장치

로 명령이 전달된다. 전방 및 하방탐지장치는 수신된 

명령에 따라 탐지를 수행하고, 탐지정보를 추출하여 

소나통합제어장치로 획득신호 및 탐지정보를 회신한

다. 하방탐지장치 획득신호는 영상처리장치를 통해 표

적 식별을 위한 탐지정보를 추가적으로 추출한다. 탐

지결과는 중앙처리장치를 거쳐 다시 무선으로 소나원

격도시장치로 전달되어 원격운용자가 표적정보에 대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

시된다. 이에 대한 기본 흐름도는 Fig. 6과 같다.

전방탐지장치

소나통합제어장치 소나원격도시장치

하방탐지장치

Fig. 5. Overview of sonar system

하방탐지장치

소나통합

제어장치
중앙통제장치

소나원격

도시장치
무선구간

전방탐지장치

Fig. 6. Data flow of sonar system

3.1 하드웨어 구성장치

3.1.1 수중장착체 구성

  수중장착체는 무인수상정 스트럿에 체결되어 수중에 

위치되는 조립체이다. 수중장착체는 전방탐지장치, 하

방탐지장치, 수중부제어장치 및 부가센서로 구성된다.

(a) (b)

Fig. 7. Underwater equipment of the sonar system

  수중부의 전방탐지장치는 전방음향전환장치와 전방

신호처리장치로 구성되며, 전방으로 신호를 인가하여 

반향되는 신호로부터 전방표적을 탐지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하방탐지장치도 이와 유사하게 하방음향전환

장치와 하방신호처리장치로 구성되며, 하방으로 신호

를 인가하여 반향되는 신호로부터 하방의 이미지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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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중부제어장치는 전방탐지

장치와 직접 연결되어 송신전원을 제어하는 전원분배

반, 온도정보 및 누수정보 등을 수집하는 수중부제어

반으로 구성된다. 부가센서로는 고도계, 수심계, 수온

계, 누수센서, 자세센서 등을 포함한다. Fig. 7(a)는 수

중장착체의 설계 형상을 보여주고, Fig. 7(b)는 실제 제

작된 수중장착체를 수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다.

3.1.2 소나통합제어장치 구성

  소나통합제어장비는 선상부에 위치하는 장비로, 소

나장비제어통신기록반, 전원공급반, 통신분배반, 하방

신호처리장치반 및 DSP 처리반 등으로 구성된다. 소

나장비제어통신기록반은 수중장착체 내부의 소나장치

를 제어하고 획득된 신호를 기록하는 기능을 하며, 전

원공급반은 전방탐지장치 및 소나장치에 전원을 각각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통신분배반은 소나장치에 통신

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하방신호처리장치반은 수중

부의 하방탐지장치로부터 획득된 신호를 분석하여 영

상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SP 처리반은 수중부의 

소나장치로부터 획득된 신호를 이용하여 탐지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1.3 소나원격통제장치 구성

  소나원격통제장치는 원격수신모듈, 전방탐지결과 도

시모듈, 하방탐지결과 도시모듈, 무인수상정 모사모듈

로 구성된다. 원격수신모듈에서는 무인수상정에서 무

선으로 전송받은 신호 중 소나와 관련된 신호만을 추

출하여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전방 및 하방탐지

결과 도시모듈은 전방 및 하방탐지장치에서 수신된 

신호 및 탐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원격운용자가 의사결

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효율적으로 전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무인수상정 모사모듈은 성능검증을 위한 자

체 시뮬레이션 용도로 무인수상정의 기동을 모사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무인수상정 기동이 없더라도 소

나부 단독 운용이 가능토록 개발하였으며, 소나 탐지

성능의 모니터링 및 자체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Fig. 8은 소나원격통제장치에서 전시하는 화면정보의 

예를 보여준다. 전방탐지결과 도시모듈인 Fig. 8(a)에

서는 소나시스템의 상태정보와 획득 시계열 신호, 스

펙트로그램(spectrogram) 및 CFAR(Constant False Alarm 

Rate) 탐지 결과를 기본적으로 도시하고, 표적의 상대

거리, 방위각, 도플러 천이량 등의 표적탐지 결과를 시

간에 따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전시한다. 하방탐지

결과 도시모듈인 Fig. 8(b)에서는 영상 처리된 하방향

의 이미지와 고도, 수심, 항적창, 기타 부가센서 정보

를 전시하고, 탐지된 표적의 경/위도, 예측 표적과의 

상관도 등을 별도로 보여준다.

(a)

(b)

Fig. 8. Windows of remote control device: (a) forward 

detecting sonar and (b) downward detecting 

sonar

3.2 소나시스템 운용 모드

  개발된 소나시스템을 무인수상정의 용도에 맞게 운

용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 모드를 전원제어 모드, 자체

진단 모드, Pre-Enable 모드, 데이터 취득 모드, 초기화 

모드, 정지 모드로 구분하였으며, 항상 무인수상정 운

용, 항해 등을 총괄하는 중앙통제장치의 명령을 대기

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9는 무인수상정의 기본 운용 

전략에 대응되는 소나시스템의 운용 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전원제어모드는 무인수상정 중앙통제장치가 소나장

치로의 전원제어 요청 시, 소나장치의 전원을 인가하

거나 제거하고, 그 결과를 중앙통제장치로 전송하는 

응답을 수행한다. 자체진단모드는 무인수상정 초기점

검 중 중앙통제장치가 소나장치의 자체진단 수행을 

요청하면, 소나장치는 즉시 소나부 구성장치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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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앙통제장치로 응답

하는 단계이다. Pre-Enable 모드는 무인수상정이 실제 

탐색모드로 진입하기 직전에 소나시스템의 초기변수

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써, 중앙통제장치가 

Pre-Enable 단계를 요청하면, 소나장치에서는 탐지변수

를 초기화하고 해당 해역에서의 주변소음을 일정시간 

기록하고 분석하여 초기 변수를 할당하는 단계이다. 

데이터취득 모드는 실제 중앙통제장치의 요청에 따라 

능동모드일 경우, 소나장치에서는 송신신호를 인가하

고, 반향된 신호를 기록, 분석하여 탐지정보를 추정하

고, 수동모드일 경우, 표적에서 방사하는 신호를 기록, 

분석하여 탐지정보를 추정한다. 그리고, 획득한 신호 

및 추정된 탐지정보를 중앙통제장치로 응답하고, 중앙

통제장치의 다음 명령을 대기하게 된다. 초기화 모드

는 설정된 탐지변수를 초기화하는 단계를 말하며, 정

지 모드는 현재 진행 중인 단계를 중지하는 명령을 

수행한다.

4. 개발시스템 성능 검증

  개발된 무인수상정용 소나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해상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전방모의

표적기와 하방표적을 이용하여 전방탐지성능과 하방탐

지 성능을 각각 검증하였다.

4.1 검증시험 개요

  무인수상정에 탑재된 소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표적

에 대한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

년 10월 진해만에서 해상시험을 실시하였다. 소나원격

도시장치 및 무선 기지국은 육상에 위치시키고 무인수

상정을 인근에서 기동하며 임의의 지점에 설치한 수중

표적 신호를 획득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시험의 편의

를 위하여 전방모의표적기(송신신호를 수신하면 인위

적으로 신호를 반향시키는 장치)를 별도로 개발하여, 

수중 표적으로 활용하였다.

  전방탐지장치, 하방탐지장치 및 부가센서가 탑재된 

수중장착체를 실제 수상정 스트럿에 연결한 후, 사전

에 설계한 능동신호를 인가하였으며, 인가된 신호는 

일정 거리가 이격된 전방모의표적기로 전달되는데, 이

를 반향시켜 다시 수중장착체 내부 탑재소나에서 반

향신호를 기록하였다. 수중장착체에서 획득한 신호는 

전방탐지 알고리즘을 거쳐 표적의 유무, 거리, 방위각 

등의 정보를 추정하며, 하방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하

방표적에 대해 영상 및 추정 위치정보를 획득하였다.

4.2 속도에 따른 소나부 자세 변화 측정

  소나시스템 내부 구성부의 개별 성능 검증에 앞서 

선행적으로 스트럿 고정형 소나장착체의 자세 변화를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된 자세 변화량이 소나시스템에

서 설계된 빔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방진설

계를 고려하거나 획득신호의 후보정 처리를 수행하여

야 한다. 자세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중장착체 

내부에 장착된 부가센서 중 하나인 자세센서에서 취

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무인수상정 선속에 따른 소나

시스템의 자세 변화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피치

Fig. 9. Operation mode of son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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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 값은 전방탐지장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주

며, 롤(Roll) 값은 하방탐지장치 성능에 큰 영향을 주

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선속

으로 주행할 때의 피치 값과 롤 값을 30초 동안 획득

하여 Fig. 10과 같이 도시하였다.

  시간에 따른 피치 값의 변화량은 시험 속도 내에서 

설계 빔폭 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시간에 

따른 롤 값의 변화량은 10 kts, 15 kts에서 큰 편차 값

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Table 1은 선속에 

따른 30초 동안의 피치 값과 롤 값의 평균과 분산을 

보여주는데, 10 kts 이상의 속도에서 롤 성분이 상대

적으로 분산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선속에 

따른 자세정보 분석을 통해, 스트럿 고정형 수중장착

체를 이용하여 소나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자세값의 

변화가 전방탐지장치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하방탐지장치의 성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임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롤 값에 대한 움직임을 감

쇄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획득신호를 후처리하는 기법을 적용하고자 시도하

고 있다.

Table 1. Average and variance of pitch and roll by 

vehicle’s speed

SPEED
PITCH ROLL

AVG VAR AVG VAR

0.4 kts 1.18 0.63 1.47 0.33

3 kts 1.15 0.41 1.71 0.31

5 kts 1.26 0.27 1.09 0.14

6 kts 1.12 0.54 1.10 0.37

7 kts 0.88 0.91 0.63 0.72

8 kts -0.41 0.37 0.66 0.41

10 kts -1.57 0.32 1.48 4.69

13 kts 0.95 1.51 0.95 1.51

15 kts -0.53 2.32 0.31 5.00

4.3 전방탐지장치 능동탐지 측정 결과

  무인수상정 기동 시 수중표적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전방모의표적기를 무인수상정과 수 km 이

격된 위치에 고정시키고 무인수상정이 전방모의표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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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nce of sonar body depending 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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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하여 10 kts 이상의 속도로 접근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시험 결

과만을 제시한다.

  첫 번째 시험은 연속파(CW : Continuous Wave)신호

를 사용한 경우로, Fig. 11(a)는 시험 시 기록된 시계열 

신호이며, Fig. 11(b)는 그 스펙트로그램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x축은 시간을 y축은 진폭과 주파수를 각각 의

미한다. Fig. 11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표적신

호의 수신위치를 나타내는데, Fig. 11(a)의 시계열 신호

에서는 표적신호와 잔향음 신호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Fig. 11(b)의 스펙트로그램 상에는 상대속도

에 따른 도플러 천이로 인해 송신신호와 잔향음 성분

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a)

(b)

 Fig. 11. Acquisition data using a CW pulse: 

(a) time-series signal and (b) spectrogram

  Fig. 12는 무인수상정이 주행 중 소나시스템에서 획

득된 시계열 신호를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한 표적과의 거리, 방위각 

등의 탐지 결과를 순서대로 도시하고 있다. 각 그림에

서 x축은 송신신호의 번호를 의미하며, y축은 순서대

로 시간, 거리 및 각도를 의미한다. Fig. 12(a)의 연속 

시계열 신호(ping-section) 상에서 표적 반향신호는 매

우 안정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Fig. 12(b)

에서 보듯이 관심 영역 외에서 정박 중인 선박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생한 오탐지를 제외하고는 의도하

는 수중표적에 대해 탐지정보를 성공적으로 추정하였

음을 관찰할 수 있다.

(a)

(b)

Fig. 12. Active detection results using CW pulse: 

(a) ping-section after matched filtering and 

(b) distance and azimuth

  두 번째 시험은 FM(Frequency Modulation) 송신신호

를 사용한 경우로, Fig. 13은 획득된 시계열 신호 및 

그 스펙트로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첫 번째 시험과 마

찬가지로 시계열 신호에서는 적색 화살표로 표시된 지

점에서 표적신호와 잔향음 신호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도플러 천이로 인해 

잔향음 성분과 표적신호 성분의 구분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4는 무인수상정이 10 kts 이상의 속력으로 주

행 중 전방탐지장치에서 획득한 신호와 탐지 결과를 

순서대로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x축은 송신신호 번호

를, y축은 순서대로 시간, 거리 및 각도를 의미한다. 

Fig. 14(a)의 연속 시계열 신호 상에서 표적신호가 안

정적으로 탐지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적신호의 도

달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무인수상정이 표적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Fig. 14(b)의 탐지결과 추정 값

에서도 표적과의 상대거리가 일관성 있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 추정결과와는 

달리 방위각 추정 결과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거친 해상환경으로 인한 무인수상

정 선수의 흔들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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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신호의 종류를 달리한 두 가지 시험으로부터, 

무인수상정용 전방탐지장치는 10 kts 이상의 기동 환

경에서 수 km 이상 이격된 전방 수중표적을 안정적으

로 탐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획된 기본 성

능 이상을 만족한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a)

(b)

Fig. 13. Acquisition data using a FM pulse: (a) time- 

series signal and (b) spectrogram

(a)

(b)

 Fig. 14. Active detection results using FM pulse: 

(a) ping-section after matched filtering and 

(b) distance and azimuth

4.4 전방탐지장치 수동탐지 측정 결과

  무인수상정의 운용전략에 따라 전방탐지장치는 능동

모드와 수동모드를 모두 운용한다. 수동모드로 운용할 

때의 수중표적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인수

상정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위치에서 수동소음원을 

위치시키고, 무인수상정을 기동시켰을 때의 수동소음

원의 탐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

였다. 본 시험에서는 고무보트의 엔진 출력음을 수동

소음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작은 원궤적 주행을 반복함

으로써 소음원의 크기를 균일하게 유지하여 안정적인 

광대역 신호획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15는 시험을 통해 획득된 신호로부터 수동소음

원의 진폭 및 방위각을 추정한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여기서 x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y축은 순서대로 진폭

과 각도를 나타낸다. Fig. 15(a)에서 적색 직선은 Pre- 

Enable 단계에서 측정한 환경소음 준위를 바탕으로 설

정한 수동탐지 문턱 값을 의미한다. 수동소음원이 원

궤적 기동을 주행하며 무인수상정에 접근할 경우에는 

수신신호의 진폭이 증가하고, 무인수상정으로부터 멀

어질 경우에는 신호의 진폭이 감소하는 현상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Fig. 15(b)의 방위각 추정 결과에

서도 소음원의 위치가 전방탐지장치의 좌우로 규칙적

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 있었다.

(a)

(b)

Fig. 15. Passive detection results of forward detecting 

sonar: (a) amplitude variation with threshold 

and (b) azimuth

  실제 모터보트에 GPS 계측 장치를 탑재하지 못하여 

정밀한 결과를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나, 획득신호와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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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결과를 살펴 볼 때 전방탐지장치를 수동모드로 운용

할 때에도 수동표적탐지가 가능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4.5 하방탐지장치 표적탐지 측정 결과

  하방탐지장치의 하방표적 탐지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안정적인 기동 환경에서 하방표적영상을 취득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CW 신호를 인가하였을 때의 획

득 신호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영상처리를 수행한 결

과를 실제 표적 형상과 대비하여 Fig. 16에 각각 도시

하였다. 시험을 위하여 사용한 하방표적으로는 드럼통

을 사용하였으며, 임의의 위치에 입수 및 회수의 편의

를 위하여 로프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Fig. 16. A target for downward detecting sonar: 

(a) real target and (b) acquired image

  획득 영상에서 로프가 연결된 드럼통 표적은 명확

히 식별 가능하였으며, 연결된 로프까지 육안으로 인

식 가능하였다. 하지만, 표적의 경계선은 뚜렷이 구분

되지 않았기에 실제 무인수상정에서 목표로 하는 소

형 표적의 자동 식별을 위한 해상도 개선이 여전히 

요구된다. 현재 영상화 로직 개선 및 최적의 송신신호

의 선정, 수신빔 추가 생성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연

구를 수행중이며, 이에 적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설

계 중이다.

5. 결 론

  한국 해군의 무인화 체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무인수상정 플랫폼에 가장 적합한 소

나시스템은 수중의 적 잠수함 표적을 원거리에서 정

밀하게 탐지하는 것이며, 이를 목표로 소나시스템을 

설계하여, 해상시험을 통해 탐지성능을 검증하였다.

  먼저, 안정적인 자세제어 및 긴급 기동에 대한 운용

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럿 고정형 수중장착체 형태로 

소나시스템을 선정하였으며, 전방의 원거리 수중표적 

탐지를 위한 전방탐지장치를 설계하고, 하방의 고해상

도 영상 획득을 위한 하방탐지장치를 설계하였다. 설

계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무인수상정 임무에 적합하도

록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상세 운용 모드를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무인수상정을 총괄하는 중앙통제장치의 제

어에 따른 명령에 따른 탐지를 수행하고, 탐지결과를 

중앙통제장치로 전송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된 소나시스템은 해상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탐지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소나시스템은 무인수상정에 국한되지 않고 소형

화된 공간에 탑재되는 대잠소나에 쉽게 적용할 수 있

으며, 수중분산 센서망의 이동노드로도 확장 가능하리

라 판단된다. 하지만, 무인화 체계의 특성상 운용시간

의 증대는 필수적이며, 소형화된 공간에서 발열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속 주행시 제어가 불가능한 수중장

착체의 거동에 대해서도 높은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

도록 추가적인 방진설계 및 후처리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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