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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기비저항 탐사의 정밀 계측기술을 활용한 수중 물체 탐지방법이 제시되었고,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자료처리 기술 고도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실험과 검증을 위한 개선된 축

소모형실험 시스템과 그 운용 결과를 제시한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실시간 실험영상과 계측자료

의 동시 수집 및 분석과 같은 모든 프로세스가 5 Hz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2) 두 개 탐지선 자료의 실시간 계측 및 처

리로 수중물체의 이동방향 파악이 가능하다. 3) 저장된 자료를 이용한 반복실험이 가능하여 획득된 자료의 다각도 반복

분석이 가능하다. 4)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수중물체가 이동하는 모습과 두 탐지선 자료를 동시에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

하다. 개선된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 결과,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효율적 실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수중 물체 탐지, 전기비저항, 축소모형실험 시스템

Abstract: Underwater object detection method adopting electrical resistivity technique was proposed recently, and the need

of advanced data processing algorithm development counteracting various marine environmental conditions was required.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mproved water tank experiment system and its operation results, which can provide efficient

test and verification. The main features of the system are as follows: 1) All the processes enabling real time process

for not only simultaneous gathering of object images but also the electrical field measurement and visualization are carried

out at 5 Hz refresh rates. 2)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for two detection lines are performed in real time to

distinguish the moving direction of a target object. 3) Playback and retest functions for the saved data are equipped. 4)

Through the monitoring screen, the movement of the target object and the measurement status of two detection lines

can be intuitively identified. We confirmed that the enhanced physical modeling system works properly and facilitates

efficient experiments. 

Keywords: underwater object detection, electrical resistivity, physical modeling system 

서 론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지하의 전기비저항 분포 영상을 획득

하는 탐사법으로 여러 가지 물리탐사 방법 중에서 가장 역사

가 깊고 널리 사용된다(Cho, 2016; Cho and Lee, 2010). 이 탐

사법은 한 쌍의 전류전극을 이용해 지하에 전류를 주입하고,

다른 한 쌍의 전위전극을 이용해 전위를 측정함으로써 관측대

상 지역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파악한다(Cho and Lee, 2010).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지하자원 조사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부

지의 전기비저항 분포 규명(Meekes, 1993; Reynolds, 2011),

지하수 오염 탐지와 같은 환경 오염대 조사(Kim, 2006;

Chambers et al., 1999; Ogilvy et al., 1999; Church et al.,

2006), 지하수 탐사(Lim et al., 2018), 누수 탐지(Chung et al.,

1992), 지하 공동 조사(Park et al., 2006), 유물조사(Oh et al.,

2011), 수중 매설물 탐지(Bouchette et al., 2014) 등 다양한 분

야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얕은 바다에서의 수중물체 감지를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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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기비저항 탐사법을 응용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Cho et al., 2016; Cho, 2017). 이 방법은 한 쌍의 송신전극으

로 탐지구간에 수중 전기장을 형성하고, 일정한 전극간격을 갖

는 수신전극 배열로 측선상의 전기장변화(static distortion

level)를 실시간 측정한다. 이때, 수중물체에 의한 전기장의 왜

곡반응(disturbed response)이 감지되면 이를 통해 수중물체의

접근을 인식한다(Cho et al., 2016). 이 방법의 장점은 자기장

탐지 및 음향탐지와 같은 기존 탐지방법에 대한 잠수함의 스

텔스 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천해와 같이 수심이 얕아 음

향 잡음이 심한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비금

속 재질의 수중 물체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Cho et al.,

2016; Cho, 2017). Cho et al. (2016)에서는 이 방법의 개념을

제안하고 하나의 탐지선을 이용해 이동하는 수중물체를 감지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Cho (2017)에서는 현장실험 과정

을 통해 자료처리 기법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장실험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복 실험을 위한 축소

모형실험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체계적인 실험

과 자료처리 기법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된 축소모형실험 시스

템을 제시한다. 또한, 개선된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와 실험

의 효율성 파악을 위해 수조축소모형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서술한다.

축소모형실험 시스템

하드웨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이동하는 수중물체 탐지방법에 대한 개

념은 Fig. 1과 같다. 탐지선의 양 끝에는 송신전극이 존재하며,

탐지선의 가운데에는 수신전극배열이 위치한다. 전기장의 크

기는 인접한 수신전극 사이에서 측정되며, 전기장의 크기 측정

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소프트웨어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계산된 전기장자료는 수중물체에 의한 전기장 왜곡반

응(disturbed response)을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Fig. 2(a)는 기존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탐지선 자료가 측정되며, 모든 계측과 소

프트웨어의 처리는 3Hz로 이루어지고, 자료처리 장치에는 ‘배

경자료 업데이트 알고리즘(background data update algorithm)’

이 프로그래밍 되어있다(Cho et al., 2016). 이 알고리즘에 대

한 설명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다룬다. Fig. 2(b)는 개선된 시

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모든 계측과 소프트웨어의 처리

는 기존 시스템보다 개선된 5 Hz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실험

상황의 영상기록과 즉각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

하고, 이를 위한 영상처리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에 추가하였

다. 수중물체의 이동방향 파악을 위해 탐지선 수를 두 개로 증

Fig. 1. Conceptual installation of the underwater object detection

method (Cho et al., 2016). Two detection lines are located on the

seabed and each detection line consists of two current electrodes

and a number of potential electrodes. C1-C4 represent current

electrodes.

Fig. 2. Comparison of block diagrams between the previous by Cho et al. (2016) (a) and the enhanced version presented in this study (b) of

physical modeling systems. The main features of new system are as follows: All processes are performed at 5 Hz refresh rates rather than 3

Hz. A camera is equipped to record the situation of experimental conditions. Two detection lines are used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moving target object. The number of input channel of data acquisition unit increases. In the data processing and control unit, two background

mode and test mode are available to retest the sto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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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고 두 탐지선 자료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계측장치

(data acquisition unit)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료처리 및 제어장

치(data processing and control unit)에 두 탐지선 자료의 왜곡

반응을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한 2가지 배경모드를 추가하고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는 테스트모드 기능을 추가하였다. 개선

된 시스템의 자료처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프트웨어 부분

에서 다룬다. 

Fig. 3은 170 × 110 × 110 cm 크기 수조에 설치된 시스템

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수조에는 배경매질로 1,100

ohm-m 민물을 채웠고, 수중물체의 등속도 이동을 가능하게 하

는 3축 좌표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또한 수중물체의 이동파악

을 위한 1280 × 720 32-bit RGB image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수중물체는 1.5 × 1.5 × 15 cm 플라스틱 잠수함모형을 사용

하였으며, 송신전극은 외경 1.5 cm 길이 7 cm의 흑연 봉을 사

용하였고, 수신전극은 침형태의 백금전극을 사용하였다. 송신

기는 Cho et al. (2016)에서 사용된 장비를 채택하였다. 계측

장치는 Cho et al. (2016)에서 개발된 장치를 채널수를 증가시

키고 계측속도를 3 Hz에서 5 Hz로 개선하여 사용하였다. 자

료처리 및 제어장치는 Intel i5-7200U CPU 랩탑 컴퓨터에서

구동하였다. 

소프트웨어

Fig. 4는 개선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며 크

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A는 실시간 실험영상을 출력하는

부분이며 영상의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B는 계측장치로부

터 전송받은 자료를 수치로 디스플레이하고 프로그램의 실행

및 제어, 저장, 그래프 디스플레이, 시리얼통신, 카메라 제어를

담당한다. C와 D는 각각 탐지선1과 2의 자료 관측을 위한 부

분이다. C와 D의 왼쪽 2D 그래프는 실시간 계측 자료를 디스

플레이하며, 오른쪽은 왼쪽 2D 그래프를 누적해 3D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측정된 전기장자료의 누적 변화를 파악하는 용

도로 사용된다. 소프트웨어는 카메라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자

료와 계측장치로부터 전송받은 수치자료를 가공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자료가 출력되도록 프로그램 하였으며, 랩뷰의

병렬 루프 프로그래밍(Gwak, 2002; Gwak, 2004)을 통해 이를

구현하였다.

Fig. 5는 카메라를 이용해 비디오 영상을 수집하는 과정을

Fig. 3. Photograph of the enhanced version of physical modeling

system. The system consists of data processing and control unit,

camera, power supply, target object, two detection lines, and data

acquisition unit. 

Fig. 4. The screen configuration of the enhanced physical modeling

system. Panel A: video image is displayed to understand the

experimental conditions. Panel B: control and monitoring panel is

placed. Panel C and D: 2D and 3D graphs of detection line 2 and

1, respectively. In 2D graph, real-time data are displayed and in 3D

graph, stacked real-time data are displayed.

Fig. 5. Flowchart of the video monito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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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먼저 테스트모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실시간 영

상 자료 수집을 위한 과정이 진행된다. Open camera는 자료

처리 및 제어장치에서 인식되는 카메라 중 어느 장치를 사용

할지를 선택한다. Configure camera, Create buffer는 카메라의

영상 수집에 대한 부분을 설정한다. Image output and save는

새로운 영상을 화면에 출력하고 저장한다. 테스트모드가 활성

화된 경우, Search data file, Select stored data file을 통해 사

용할 자료를 선택한다. Load selected data file, Read stored

data, Image output은 선택한 자료를 불러들이고 자료를 소프

트웨어 화면에 도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시간 영상출력

이나 저장된 영상출력이 가능하다. 

Fig. 6은 두 탐지선을 통해 얻은 전기장자료의 처리과정을

나타낸다. 테스트모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실시간 전기장

자료 계측 및 처리과정이 진행된다. Initialization은 시리얼 통

신설정, 그래프 모드 설정, 자료가 저장되는 버퍼의 크기를 초

기 설정한다. Send command는 두 탐지선에서 계측한 전압 및

전류 자료를 자료처리 및 제어장치로 전송받는 과정을 나타낸

다. Calculate normalized voltage는 수신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장자료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두 수신전극 사이의 전기장

자료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송신전극을 통하여 배경매

질에 바이폴라 패턴 전류를 인가한다(Cho et al., 2016). 양의

전류 송신 시 전류 I 를 측정하고, 두 수신전극 사이에서 전압

V +을 측정한다(Cho et al., 2016). 그리고 음의 전류 송신 시

전류 I 를 측정하고 두 수신전극 사이에서 전압 V 을 측정한

다(Cho et al., 2016). 두 수신전극 사이의 전기장자료는 식 (1)

을 이용해 계산되며(Cho et al., 2016), i번째 채널 전기장자료

를 Vi로 표기할 수 있다. 

 (1)

계산이 완료되면 하나의 탐지선에서는 V = (V1, ..., Vi, ...

V23)가 계산된다. 왜곡반응을 추출하기 위해 Cho et al. (2016)

는 차분자료(differential data)를 이용해 수중물체를 감지하였

으며, 이를 실시간 취득자료 V와 배경자료 VB = (VB1, ..., VBi,

... VB23)의 차이로 계산하여 Vdiff를 구한다. 이렇게 하여 탐지

선1의 왜곡반응을 , 탐지선2의 왜곡반응을 로 계산하

게 된다. 소프트웨어 상에서는 세 가지 모드를 이용하여 VB를

선택할 수 있다. 

Background mode는 세 종류의 배경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

는 기능이다. 모드1은 배경자료를 VB = (0, ..., 0)으로 설정하

여 전체적인 전기장의 크기 대비 왜곡반응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모드2는 배경자료 업데이트 알고리즘이

Vi = 
V

+
V



–

I
+

I


–
-----------------

Vdiff

1
Vdiff

2

Fig. 6. Flowchart of the data processing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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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모드이다. 이 알고리즘은 배경자료를 수중물체가 탐지

구간에 없을 때 생성하고, 이를 실시간 취득 자료에서 빼는 계

산을 거친다(Cho et al., 2016). 이는 수심, 온도, 염도와 같이

천천히 변하는 바다의 전기적 물성변화를 고려하여 알고리즘

을 고안한 것이며, 이 알고리즘에서 수중물체의 유무 판단은

과 최대오차(maximum intrinsic errors)의 비교로 이

루어진다(Cho et al., 2016). 만약 가 최대오차보다

작을 경우 수중물체가 탐지구간에 없다고 판단하며, 크다면 수

중물체가 탐지구간에 존재한다고 판단한다(Cho et al., 2016).

는 L-1 norm을 나타낸다. 이 알고리즘은 수중물체가 탐지

구간에 존재할 때 가 최대오차보다 작을 경우, 알고

리즘이 수중물체가 탐지구간에 없다고 오인하고 배경자료를

업데이트해 왜곡반응이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

약 고정된 배경자료를 이용해 왜곡반응을 관측한다면 배경자

료 업데이트 알고리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는

왜곡반응을 파악할 수 있고, 배경자료의 변화 크기를 직관적으

로 파악하며, 배경자료가 잘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배경자료 VB를 선택하고 고정된 배경자료로 사

용하는 배경자료생성 알고리즘(background data generation

algorithm)을 모드3에 고안하였다. 

Fig. 7은 고안한 모드3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이 모드가

선택되면 프로그램은 사전 저장된 배경자료가 존재하는지, 만

약 존재한다면 어떤 파일을 사용할 것인지 입력받고 새로운

배경자료 VB를 생성한다. 사전 저장된 배경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가장 최근 계측된 V를 VB로 간주하고

이를 지정된 폴더에 저장한다. 그리고 실시간 계측되는 V와

저장된 VB의 차이로 왜곡반응을 계산한다. 

테스트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저장된 두 탐지선 자료를 이용

한 자료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Select data files, Load selected

data file은 지정된 폴더를 오픈하고 자료 분석에 사용될 파일

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Read stored data를 통해 선택된 자료

파일을 숫자자료로 변환하고, 저장되었던 순서대로 자료처리

과정을 통해 처리한다. 실시간 프로세싱 과정과 동일하게 세

종류의 배경자료 중 하나를 선택해 왜곡반응을 관측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장된 자료를 이용한 반복실험이

가능하다. 

축소 모형실험

구축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

중물체를 이동시키면서 수조실험을 하였다. Fig. 8은 실험 시

사용된 탐지선의 전극배치와 수중물체의 이동경로를 나타낸다.

한 탐지선에서 수신전극을 1 cm 간격으로 24개 배치하였고

송신전극을 수신전극의 양단에서 10 cm 이격되게 설치하였다.

두 탐지선의 간격은 40 cm이며, 원점을 탐지선1의 중앙으로

설정하였다. 수중물체는 바닥면으로부터 4 cm 높이에서 5.7

cm/s 속도로 y축을 따라 탐지선1과 2를 차례대로 통과하도록

이동시켰다. 송신전류가 과도하면 송신전극의 손실 및 전기분

해 시의 기포발생으로 인해 잡음이 커지기 때문에 송신 전류

량은 신호대잡음비가 충분히 확보되는 최소한의 전류량인 6

mA로 설정하였다. 

Fig. 9 ~ 11은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배경자료를 바꾸어가며

왜곡반응을 관측한 결과이다. Fig. 9(a)와 (b)는 모드1을 이용

해 탐지선1과 2의 왜곡반응을 각각 시간에 따라 누적 도시한

결과이다. 채널 번호 축에서는 송신전극에 가까운 채널의 전기

장의 크기가 크고, 송신전극에서 멀어질수록 그 크기가 점차

VB V–
1

VB V–
1

   1

VB V–
1

Fig. 7. Flowchart of the mode 3 (background data generation

algorithm).

Fig. 8. Plan and sectional views of the water tank experiment. Each

detection line consists of two current electrodes at both ends and

24 potential electrodes with 1-cm spacing. The stimulation current

level is set to 6mA and electric field data for 23 consecutive pairs

of adjacent potential electrodes are acquired for each detection line.

The target object is moving along the pathway between potential

electrodes 6 an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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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드1은 수중물체에 의한 왜곡반응

의 크기가 생성된 전기장 크기 대비 작아 뚜렷한 관측은 어

렵다.

Fig. 10은 모드2를 적용한 결과로서, 배경자료 업데이트 알

고리즘이 적용된 다. Fig. 10의 그래프 구성은 Fig. 9와 동일하

다. 수중물체에 의한 왜곡반응이 탐지선1과 탐지선2에서 차례

로 측정되었으며, 왜곡반응의 형태가 Fig. 9보다 부각되어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모드3을 적용한 결과로, ‘배

경자료 생성 알고리즘’이 적용된 모드이다. 모드3은 환경에 따

라 적절한 배경자료의 선택이 요구된다. 이 실험에서는 시간

축 0번에서 측정된 전기장을 배경자료 VB로 설정하였다. 모드

3 역시 두 탐지선에서 큰 폭의 이상반응이 뚜렷이 감지됨을 확

인하였고, 배경자료 업데이트 알고리즘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왜곡반응이 큰 폭으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Fig. 9. Results of the water tank experiments using mode 1 (without background data) at the detection line 1 (a) and the detection line 2

(b). In the 3D graphs, the x-axis represents the channel number, the y-axis represents the time in seconds, and the z-axis represents the

distortion level of electric field. 

Fig. 10. Results of the water tank experiments using mode 2 (background data update algorithm) at the detection line 1 (a) and the detection

line 2 (b). 

Fig. 11. Results of the water tank experiments using mode 3 (background data generation algorithm applied) at the detection line 1 (a) and

the detection line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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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각 채널에서 시간에 따라 측정되는 배경 전기장

자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장시간 전기

장자료를 측정할 경우 보다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알고리즘 개발 시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Fig. 12는 수중물체를 이동시키면서 실험했을 때 사용자에게

보이는 모니터링 화면의 일부이며, 모드2를 적용한 결과이다.

Fig. 12(a)는 수중물체가 수조 오른쪽 끝 부근에 위치할 때의

모니터링 화면을 나타낸다. 2D그래프를 보면 탐지선1과 탐지

선2에서 모두 왜곡반응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D그래프로 표시되는 계측 값은 3D그래프의 맨 오른쪽 끝 부

분에 차례대로 누적된다. Fig. 12(b)는 수중물체가 탐지선1의

직상부를 통과할 때를 나타낸다. 탐지선1의 2D그래프에서 큰

왜곡반응이 포착되었다. Fig. 12(c)는 수중물체가 탐지선1과

탐지선2 사이에 위치할 때를 나타낸다. 탐지선1 2D그래프에서

는 수중 물체가 통과되었기에 왜곡반응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Fig. 12(d)는 수중 물체가 탐지선2 직상부에 위치할 때를 나타

낸다. 탐지선1의 2D그래프에서 왜곡반응이 완전히 감소하였으

며, 탐지선2의 2D그래프에서 큰 폭의 왜곡반응이 측정되었다.

Table 1은 기존시스템(Cho et al., 2016)과 개선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개선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실시간 실험영상과 계측자료의 동시

수집 및 분석과 같은 모든 프로세스가 기존 시스템보다 개선

된 5 Hz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2) 두 탐지선 자료의 계측 및

처리가 가능해 이를 이용한 수중물체의 이동방향 파악이 가능

하다. 3) 저장된 실험영상과 계측자료를 이용한 반복실험이 가

능하여 획득된 자료의 다각도 반복분석이 가능하다. 4) 모니터

링 화면을 통해 수중물체가 이동하는 모습과 두 탐지선에서의

계측 자료를 동시에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다.

Fig. 12. Console displays at the moment when the target object is passing the right side of water tank (a), the right above the detection line

1 (b), between detection line 1 and 2 (c), the right above the detection line 2 (d), respectively. Note that drastic changes of electric field

distortion are observed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target object.

Table 1. Summary of the previous system by Cho et al. (2016) and

the enhanced system. 

Cho et al. 
(2016)

Enhanced 
system

• Processing speed

Refresh rates
3Hz 

(24 Channel)
5Hz 

(48 Channel)

• About system

Number of detection line 1 2

Detection of target object O O

Identify the direction of target object × O

• Monitoring screen

Numerical display O O

Number of 2D graph display 1 2

Number of 3D graph display 0 2

Camera image display × O

• Data processing

Background data update algorithm O O

Background data generation algorithm × O

camera image processing × O

Test mode(Function to load stored data) × O

• Saving function

Numeric data save O O

Image data save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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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실험과 검증을 위해 개선된 축소모

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수조 내

수중물체를 이동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수중물체에 의

한 왜곡반응은 물체가 탐지선의 직상부에 있을 때 가장 크게

측정되고, 물체가 탐지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크기가 감소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중물체에 의한 왜곡반응 형

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든 알고리즘과 시스템

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탐지선에서의 이상반응

이 나타나는 순서와 양상을 통해 수중물체의 이동방향 파악이

가능하였다. 직관적인 구성의 모니터링화면을 통해 효율적 실

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향후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

템을 기반으로 기초자료 축적, 실 해역 및 수조실험에서 계측

된 자료의 분석, 수중물체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알고리즘 및

잡음 제거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할 것이며, 구축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을 더욱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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