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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예인형 간섭합성개구소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높이 정보를 전시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인 synthetic aperture sonar 데이터를 활용하여 
높이 정보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side scan sonar 데이터를 
활용하여 높이 정보를 산출하였다. 초기 모델방법에 비해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처리시간에 있어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상도 및 데이터 
처리시간을 비교한 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결과를 
평가하였다.

This study evaluated structural safety of ammunition 
elevator door for naval vessel by computational aided 
engineering. First, an initial model that satisfies 
classification regulations was performed static structural 
analysis under the hydrostatic loads. As an analysis result, 
structural vulnerability of an initial model was identified, 
so a stiffener's volume was selected as an design variables 
and progressed design reinforcement. The stiffener was 
reselected based on material cost and strength, and 
evaluated structural safety of a design reinforc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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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측면주사소나(side scan sonar)와 다중빔 음향 측심기(multi-
beam echo sounder)가 해저 이미징과 매핑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장비
들이다[1,2]. SSS는 약 1 m의 배열센서를 빔포밍함으로써 10 cm - 30 cm의
해상도를 가지며, 해저지형 측량이나 수중 구조물 등에 사용되어 왔다[3]. 
최근 들어 SSS 보다 약 10배의 고해상도와 3배의 커버율을 제공하는 신개
념 합성개구소나(SAS)가 개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널 간의 높이 차이
를 두어 bathymetry 정보도 제공하는 장비가 출시되고 있다. SAS 장비는 
여러 국가에서 개발 진행 중이며 무인 수상정에 탑재하여 기뢰 탐색에 이
용된다. 그러나 SAS 장비의 가장 큰 단점은 처리시간이다. 많은 데이터를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 
SAS 데이터를 이용하여 bathymetry를 산출하면 시간이 더더욱 오래 걸
리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인형 간섭합성개구소나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시간 영
상 취득 시 사용되는 SSS 데이터를 활용하여 bathymetry 정보를 취득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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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인형 간섭합성개구소나 시스템 개발

예인형 간섭합성개구소나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구성된
다. 수중예인체는 송·수신센서, IMU, DVL, USBL, 자세제
어 모듈이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을 명령 및 제어하는 제어기 
모듈로 구성된다. 128채널 소나데이터, IMU, DVL, USBL
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광통신을 이용하
여 통신하게 된다. 

IMU는 수중예인체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추후 SAS 데
이터 보정에 사용되며, DVL은 현재 수중예인체의 고도 및 
수심을 측정하는 역할로 사용된다.
제어기하우징에는 송신신호를 발생하는 고출력 송신모
듈, 각각의 센서에 전원을 인가하는 전원공급모듈, 128채
널 신호 취득 및 수신신호 양자화, 필터링, 게인조절 등을 
담당하는 128채널 수신 모듈, 각종 센서 데이터 분배 및 통

신방식 변경, IMU 모듈의 trigger 신호 분배를 담당하는 센
서 인터페이스 모듈, 수중에 설치된 제어기 모듈 및 기타센
서 데이터 수신, 광 데이터 변환을 담당하는 스위칭 허브로 
구성된다.
송신센서는 200 kHz, 400 kHz로 각각 구성되며 상대적
으로 넓은 빔폭에 의해 200 kHz 센서가 아래에 부착된다. 
수신센서는 내부 세라믹의 간격이 4 cm로 32채널씩 배열
되어 있다. 육상에는 윈치를 이용하여 수중예인체와 통신
하는 소나제어장치가 존재한다. 소나제어장치는 시험선에 
설치하는 GNSS와 USBL의 데이터를 취득한다. USBL은 수
중예인체와 시험선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수중예인체의 
위치를 파악하며, 음속도 추가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설치
된 모든 센서들은 스위칭허브를 통하여 공유하게 되며 외
부에서 이더넷 연결을 통하여 각각의 센서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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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SAS system architecture

Fig. 2. USBL(왼쪽), IMU(오른쪽) Fig. 3. DVL(왼쪽), GNSS(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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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운용 S/W는 SSS와 동일한 빔포밍 기법을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전시된다. 저장하는 데이터는 SSS, raw 데
이터로 구분된다. 후처리 S/W는 실시간 운용 시 저장한 데
이터를 활용하여 SAS 복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AS 영

상으로 복원된다. 3D S/W는 후처리 S/W를 이용하여 취
득한 SAS 데이터를 활용하여 bathymetry 영상을 구현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현된 3D 영상은 해상도는 높지
만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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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SAS 시스템 통신 구조

Fig. 5. InSAS 수중예인체 제작품 Fig. 6. 제어기하우징 내부 보드

영역 선택

SAS 처리결과

Fig. 7. 실시간 운용 S/W Fig. 8. 후처리 S/W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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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소나제어장치 제작품

Property Value

Frequency 200 kHz/400 kHz

Pulse type CW/LFM

Max. operating 300 m

Receive ch. 128 ch

Accessories IMU, DVL, USBL, GNSS, etc

SAS resolution 3 cm × 3 cm

Bathymetry resolution 25 cm

Table 1. InSAS 스펙

3. 높이 추정 알고리즘

SSS 데이터를 활용하여 bathymetry 정보를 추출하기 위
해서는 수신센서 간격이 일정 간격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STD of estimated depth error:

N = 25 fc = 200 kHz fc = 400 kHz

k = 0.6 B ≥ 0.12 B ≥ 0.06

k = 0.8 B ≥ 0.07 B ≥ 0.04

k = 0.99 B ≥ 0.02 B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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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높이 간격 산출

InSAS system의 주파수는 200 kHz, 400 kHz를 사용 
하므로 0.12 m, 0.06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센서 좌표는 Fig. 11과 같다. 센서 사이의 거리에 의해 특
정 신호의 도착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높이를 산출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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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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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SAS 센서 위치 도면

신호 길이 T0를 갖는 펄스가 r만큼 떨어진 표적에 맞고 
반사된 신호 St(t)는 r/c < t < r/c + T0 구간에서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𝑆𝑡 (𝑡) = 𝐸(𝑡) cos(𝜔𝑐 𝑡 + 𝑘𝑟) (1)

여기서 E(t)는 진폭, ωc는 반송파 각주파수, k = 2π/λ는 파
수를 의미한다. Fig. 12의 구조를 갖는 상부 센서 배열 A에 
입력되는 반사 신호는 진폭 MA(t)와 위상 ϕA(t)를 갖는다.

𝜃

𝑑
𝐴

𝐵

𝜃𝑚

Fig. 12. 음향 입사각 측정 Geometry

𝑆𝑟𝐴 (𝑡) = 𝑀𝐴 (𝑡) cos(𝜔𝑐 𝑡 + 𝜙𝐴 (𝑡)) (2)

하부 센서 배열 B에 입력되는 반사 신호는 식 (3)과 같다.

𝑆𝑟𝐵 (𝑡) = 𝑀𝐵 (𝑡) cos(𝜔𝑐 𝑡 + 𝜙𝐵 (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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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차는 Δϕ(t) = ϕA(t) ‒ ϕB(t)로 Fig. 12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는다.

𝛥𝜙(𝑡) =
2𝜋𝑑

𝜆
sin(𝜃𝑚 − 𝜃(𝑡)) (4)

여기서 d는 센서 간격, λ는 파장, θm는 센서 배열의 기울기 
각, θ는 반사 신호의 도달 각이다. 두 센서 배열을 통과하는 
동안 음향 신호의 이동 거리가 반 파장 길이보다 긴 경우 2π 
위상 모호성이 발생해 간섭계 성능에 영향을 준다. 이 문제
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센서 배열에 위상 언래핑(phase un-
wrapping)을 우선 적용한다.
표적의 높이를 h, 센서 배열의 고도를 H, 표적과 센서 배
열 간의 거리를 r로 두면 다음이 성립하므로 위상차를 안다
면 표적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

ℎ = 𝐻 − 𝑟 cos(𝜃) (5)

𝑆𝑟𝐴 = 𝑀𝑎 𝑡 cos (𝜔𝑐𝑡 + 𝜙𝐴 𝑡 )

cos 𝜔𝑐𝑡

sin 𝜔𝑐𝑡

𝐼𝐴(𝑡) = 𝑀𝑎 𝑡 cos 𝜙𝐴 𝑡

𝑄𝐴(𝑡) = 𝑀𝑎 𝑡 sin 𝜙𝐴 𝑡

X

X

Low-pass filter

Low-pass filter

Fig. 13. IQ 변조

Fig. 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IQ 신호를 고려하면 위상차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𝛥𝜙(𝑛) = tan−1 (
𝑄𝐴 (𝑛)

𝐼𝐴 (𝑛)
) − tan−1 (

𝑄𝐵 (𝑛)

𝐼𝐵 (𝑛)
) (6)

그러나 실 데이터에서는 위상차 샘플들의 분산이 크므로 
일관된 위상차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위상차 샘플 간의 분
산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길이 구간에 대해 신호 평균을 구하
고, 그 평균값을 이용해 위상차를 추정한다.

𝛥�̂� = tan−1

⎝

⎜
⎜
⎛                                  

⎠

⎟
⎟
⎞
 

∑ 𝑅𝑒(𝑆𝐴 (𝑛)𝑆𝐵
∗ (𝑛))

𝐿

𝑛 =1

 

∑ 𝐼𝑚(𝑆𝐴 (𝑛)𝑆𝐵
∗ (𝑛))

𝐿

𝑛 =1

 

(7)

여기서 S(n)은 복소 신호를 나타낸다.

𝑆(𝑛) = 𝑀(𝑛)𝑒𝑗𝜙(𝑛) (8)

4. 실험결과

경남 합천호(Fig. 14 참조)에서 송수신센서와 제어기 하
우징을 고정지그로 부유물에 고정하고 부유물을 예인하여 
보트를 운행하면서 호수 바닥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Fig. 14. 경남 합천호 시험 장소

합천호에서 취득한 5개의 데이터에 대해 평균 낸 뒤에 위
상차를 계산하였다. Fig. 1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형과 
일치하는 부분에 유의미한 위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16에서 해당 지역의 간섭계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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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합천호 데이터-평균 샘플에 대한 위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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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합천호 데이터 간섭계 영상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interferometry synthetic aperture so-
nar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실시간으로 높이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호수 실험을 통해 바닥영상을 취득하여 실시
간으로 SSS 데이터를 활용한 높이 데이터 추출이 가능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SAS system을 예인형으로 제작함
으로써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후처리 과정을 진행하기 이전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
문에 목표물의 위치 및 정보 파악에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

된다. 향후 InSAS에 탑재된 고성능 IMU를 활용하여 환경 
변수를 보정하여 보다 정밀한 SAS 및 bathymetry 신호 획
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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