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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트랙기반 중작업용 ROV(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에 적용 가능한 어라운드 뷰 

소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의 성능 검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재 국산화 개발 중인 중작업용 ROV에 활용 가능

한 어라운드 뷰 소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를 장착하여 수조 및 실해역에서 성능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어라운드 뷰 

소나의 경우 이미지 소나를 ROV 전후좌우 4방향에 장착하고, 굴착깊이 측정 소나는 멀티 빔 음향측심기(Multi Beam 

Echo Sounder, MBES) 기술로써 ROV 전방에 장착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소나를 장착하고 ROV를 실해역에 진수

시켜 소나를 운용한 결과 소나 시스템들은 작업 중 발생하는 침전된 부유물이 발생하거나 탁도가 높은 해역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어라운드 뷰 소나의 경우 ROV 전방 30 m 거리에 있는 암반지형, 자갈, 모래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굴착깊이 측정 소나의 경우 ROV가 굴착 작업을 수행 후 굴착 깊이를 측정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라운드 뷰 소나와 굴착깊이 측정 소나를 활용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핵심용어: 어라운드 뷰 소나, 굴착깊이 측정 소나, 원격조종 무인잠수정, 수중건설로봇

ABSTRACT: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of an around-view sonar and an excavation depth 

measuring sonar applicable to track-based ROVs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s) for heavy duty work 

is studied. For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an experiment is carried out in a water tank and at sea by attaching 

the around-view sonar and the excavation depth measuring sonar for a heavy work ROV. In the case of the 

around-view sonar, image sonars are mounted on ROV in four directions (front, back, left and right) and in the case 

of the excavation depth measuring sonar, the same kind of MBES (Multi Beam Echo Sounder) is mounted on the 

front of the ROV. The result of an operation test of the ROV equipped with these sonars shows that the sonar 

systems are rarely affected by high turbidity due to sedimentation during the operation. In the case of the 

around-view sonar, it is possible to see rock formation, gravel and sandbank 30 m ahead of the ROV. It is 

confirmed that the excavation depth can be measured after the ROV has performed the excavation. This 

experiment demonstrates that the ROV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work by utilizing the around-view sonar 

and the excavation depth measuring 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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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실정에 맞춰 관련 장비의 개

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격조종 무인잠수정(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ROV)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양관련 개발 사업

을 수행할 트랙기반 중작업용 ROV 개발 사업이 진

행되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1] 해양환경 특성상 육

상과는 달리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조류가 약

하거나 탁도가 거의 없는 해역의 경우 수중 카메라

로 수 미터 거리의 시야 확보가 가능하지만 탁도가 

높은 해역이나 작업 지역에서는 침전된 부유물로 인

해 전방의 시야가 1 m 거리도 되지 않아 수중 카메라

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1] Fig. 1과 같이 실제 

ROV의 작업 환경을 수중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으로 

부유물이 많거나 조류가 강한 지역에서는 시야확보

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중

작업용 ROV의 경우 수중 카메라를 통해 작업 환경, 

장애물을 확인하며 이미지 소나 장비가 장착되어 있

으나 한 채널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ROV 전방향을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ROV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ROV에 적

용 가능한 어라운드 뷰 소나(이미지 소나) 및 굴착깊

이 측정 소나(Multi Beam Echo Sounder, MBES)를 개

발하였다. 소나의 경우 수중을 탐사를 하는 장비로

써 탁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수

중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적용한 어라운드 뷰 소나의 경우 기존의 ROV와 달

리 ROV 4방향에 개발한 이미지 소나를 장착하여 ROV 

360° 전방향으로 탐지할 수 있어 전방향에 있는 장애

물이나 물체 탐지가 가능하며, 굴착깊이 측정 소나 

또한 개발한 multi-beam echosounder를 ROV에 장착

하여 ROV가 굴착 작업을 수행 후 굴착 깊이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3-5]

본 논문에서는 소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동해

안 해역에서 ROV를 진수시켜 운용하면서 소나영상

으로 전방 물체, 지형 탐지 및 굴착 깊이, 폭 등의 데

이터를 취득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

다. 위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ROV에 적용 가능한 어

라운드 뷰 소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를 활용할 경

우 ROV를 이용한 수중 중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 어라운드 뷰 소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 구성 및 원리

Fig. 2는 어라운드 뷰 소나와 굴착깊이 측정 소나

가 ROV에 장착되는 위치 및 각 소나를 보여주고 있

으며, 우측상단이 어라운드 뷰의 이미지 소나 하단

이 굴착깊이 측정 소나를 보여주고 있다. 어라운드 

뷰 소나의 경우 이미지 소나가 ROV의 전후좌우 4방

향에 장착되어 ROV 전방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

도록 설치되어 있고 굴착깊이 측정 소나는 ROV 전방

에 장착되어 후방에 있는 굴착 작업 후 ROV를 후방으

로 이동하면서 굴착된 깊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

된다.

Fig. 3은 어라운드 뷰 소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으로 선상의 운용실과 ROV

Fig. 1. Environment of ROV test underwater.

Fig. 2. Installed  ROV around-view sonar & excavation 

depth measurement sonar (a: image sonar, b: multi-beam

echo sounder).

Fig. 3. Diagram of around-view & excavation depth 

measurement 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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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광 허브를 통해 각각의 장비와 통신을 수

행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5개의 단자를 통해 운용실

과 이미지 소나와 굴착깊이 측정 소나간 광 통신으

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먼저 어라운드 뷰 소나의 경우 이미지 소나를 사

용하여 ROV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는데 이미지 소

나의 원리는 육상에서 랜턴을 사용하여 사물을 비출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유사하며 Fig. 4와 같이 수

중에서 음파신호를 송신하고 반사된 수신신호를 신호

처리하면 반사된 신호의 세기에 따라 물체가 소나 영

상에 표시되고 물체 뒤쪽으로 그림자 영역이 생긴다.

Fig. 5는 이미지 소나의 운용 개념을 나타낸 것으

로 ROV와 운용실간 광 통신을 통해 연결되며 운용

실에서 동작 명령을 보내면 이미지 소나의 CPU(Central 

Processing Unit)에서 명령을 수신 후 FPGA(Field Pra-

grammmable Gate Array) 모듈에서 송신 파형을 생성

하여 이미지 소나의 각 채널로 전기적 신호를 전달

한다. 이미지 소나의 센서는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 

음파 신호로 변환 하여 수중에 음파를 송신한다. 그

리고 반사된 신호는 센서에서 다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수신모듈로 전달되면 증폭, 필터링, A/D(An-

alog/Digital)변환, FFT(Fast Fourier Transform) 신호처

리를 통해 2D 이미지 영상을 전시한다. 본 논문의 이

미지 소나의 사양은 수평 130°, 수직 10° 이내의 빔 폭

을 가지며 1°이하의 거리 분해능 성능으로 전방에 부

채꼴 형태의 빔을 송신한다.

Fig. 6은 실해역에서 취득한 어라운드 뷰 소나 영

상으로 이미지 소나 4대의 영상을 합쳐 360° 전방향

을 전시할 수 있다. 어라운드 뷰 소나 영상에서 오버

랩영역은 영상혼합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영상처리 

하고 전방위에 대한 소나영상을 전시한다. 영상혼합 

알고리즘은 소나 영상에서 오버랩되는 영상 1, 2의 

픽셀을 RGB로 분리하여 R = max(R1, R2), G = max(G1, 

G2), B = max(B1, B2)로 오버랩되는 영역은 비교하여 

높은 값을 전시하도록 영상처리하였다.

다음으로 굴착깊이 측정 소나는 멀티빔 음향측심

기로써 Fig. 7과 같이 수평방향으로 넓은 부채꼴 형

상의 빔을 송신하고 반사된 각 채널별 수신신호를 

수신하여 2D로 수심 라인을 전시한다. 싱글 빔 타입

과 달리 멀티 빔을 송수신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며 ROV 최대 굴착깊이는 2 m 

폭은 약 70 cm 정도가 된다. 이러한 사양에 맞춰 개발

Fig. 4. Examples of image sonar principles.

Fig. 5. Concept of operating image sonar.

Fig. 6. Sample of around-view sonar image (barge).

Fig. 7. Concept of excavation depth measurement 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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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굴착깊이 측정 소나의 사양은 Swath 범위(한 번에 

계측할 수 있는 빔 범위) 60°를 가지며, 최대 측정 깊이

는 10 m 이상, 1° 이하의 분해능을 갖도록 개발되었다.[3]

Fig. 8은 굴착깊이 측정 소나의 운용개념을 나타낸 

것으로 굴착깊이 측정 소나의 수신센서는 128채널

을 가지며 455 kHz 송신 프로젝트로 음파를 송신한

다. 굴착깊이 측정 소나에서 수신된 신호는 128채널

의 각 채널 별로 데이터를 수신하여 증폭 및 필터링, 

A/D변환, 빔 포밍을 통해 가로축 한 라인의 데이터를 

2D 이미지로부터 얻어내고 ROV가 이동하면서 데이

터를 취득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영상으로 전시하

면서 3D 영상을 만들어 전시한다. Fig. 9는 굴착깊이 

측정 소나로 취득한 데이터로써 2D 영상에서 한 라

인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전시하며 2D 데이터를 순

차적으로 전시하면 3D 영상으로 구현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III. 어라운드 뷰 소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 성능 검증 실험

본 논문에서는 어라운드 뷰 소나의 오버랩 영상 

실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의 최대 굴착깊이 측정 

성능 검증을 위해 수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

저 어라운드 뷰 소나의 Fig. 10과 같이 프레임에 실제 

ROV에 장착되는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이미지 소나

를 장착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조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Fig. 11은 대형수조에서 취득한 데이터로써 20 m 

거리 이내의 수조 벽면 3면이 소나영상으로 확인이 

Fig. 10. Concept of around-view sonar test in water 

tank.

Fig. 11. Result image of around-view sonar test in water 

tank.

Fig. 12. Concept of maximum excavation depth mea-

surement test in water tank.

Fig. 8. Concept of excavation depth measurement sonar.

Fig. 9. Sample of excavation depth measurement 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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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오버랩되는 영역 또한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세로 방향의 벽면은 수조 크기

가 50 m이므로 설정 거리 내외에 있어 소나 영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굴착깊이 측정 소나의 성능 검증을 위해 

굴착된 형상의 지그를 제작 후 수조에서 측정하여 

최대 굴착 깊이 2.5 m를 취득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2와 같이 폭 0.65 m, 깊이 2.5 m

가 되는 프레임 지그를 만들고 굴착깊이 측정 소나

로부터 약 1.5 m ~ 2.5 m 수직 거리에 설치하여 2.5 m 

깊이 측정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3은 최대 굴착깊이 측정 실험에서 취득한 소

나 영상으로써 2D 영상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분 안

쪽에 2.5 m 깊이의 프레임 지그 형상의 데이터 취득

이 가능하였고 취득한 2D 데이터를 이용하여 3D로 

표현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성능 실험들을 통해 어라운드 뷰 소나 및 굴

착깊이 측정 소나의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어라운드 뷰 소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 실해역 실험

본 실해역 실험은 위의 수조 실험에서 성능검증 

후 실제 트랙기반 중작업용 ROV에 어라운드 뷰 소

Fig. 13. Result image of maximum excavation depth 

measurement test in water tank (2D & 3D).

Fig. 14. Shoal seabed image of around-view sonar.

Fig. 15 Rocky & pebble seabed image of around-view

sonar.

Fig. 16. Rocky & pebble seabed image of around-view 

sonar (excav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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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를 장착하여 동해 안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ROV를 진수하여 해저면에 착저하는 동안 ROV가 

안전하게 착저 하기위해 어라운드 뷰 소나 및 굴착

깊이 측정 소나 영상을 통해 ROV가 착저되는 해저

면에 큰 암반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모니터링 한 

후 ROV가 운용 가능한 지형에 착저하여 실해역 실

험을 수행하였다. 착저과정에서도 소나영상을 이용

할 경우 안전하게 착저작업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실험을 수행한 실해역은 탁도가 비교

적 높아 수중 카메라로 확인시 약 2 m 이내였으며, 굴

착 작업시 부유물이 발생하여 수중 카메라로 1 m 거

리의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

한 수중환경에서 어라운드 뷰 소나를 운용하면  

ROV 전방 15 m ~ 30 m 거리의 지형이나 바위 등의 확

인이 가능하였고, Figs. 14 ~ 16은 실해역에서 취득한 

어라운드 뷰 소나 영상으로 모래톱 지형, 암반 지형, 

굴착된 지형 까지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작업용 ROV의 무게(36 ton)가 무겁기 때문

에 연약한 지형에서는 트랙이 묻혀 운행이 불가능한

데 이를 소나영상을 통해 ROV가 슬립현상이 발생되

는 것을 확인하여(Fig. 17) ROV를 신속하게 회수함

으로써 안전한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굴착깊이 측정 소나를 이용하여 굴착 깊이

를 측정하기위해 ROV에 장착된 트렌칭 커터로 굴착

을 한 뒤 굴착깊이 측정 소나로 굴착된 지형의 데이

터를 취득하였으며, 정확히 측정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 굴착된 지형의 폭과 깊이를 함께 측정하였고 

Figs. 18, 19는 굴착된 지형의 폭과 깊이가 각각 0.6 m,  

0.5 m 깊이로 굴착된 지형의 2D & 3D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었다(트렌칭 커터 폭 0.6 m, 굴착깊이 0.5 m).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중작업용 수중건설로봇에 적용가

능한 어라운드 뷰 소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를 개

발하여 수조 및 실해역에서 성능 검증 실험을 수행

하였다. 어라운드 뷰의 경우 오버랩되는 영역에서 영

상 혼합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나영상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굴착깊이 소나는 최대 

굴착 깊이인 2.5 m까지 깊이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탁도가 높은 실해역에서 소나를 운용

시 탁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어라운드 뷰 소

나 영상을 통해 ROV 전방의 해저 지형, 자갈, 암반 등

을 확인할 수 있어 주행 중 장애물 회피하면서 운용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굴착깊이 측정 소나는 착저시 

해저 지형을 미리 파악하여 ROV를 해저지형에 착저

하는 작업을 안전하게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

Fig. 17. ROV slip image of around-view sonar.

Fig. 18. Excavation seabed image of excavation depth 

measurement sonar (2D, width, height measurement).

Fig. 19. Excavation seabed image of excavation depth 

measurement sonar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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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제 굴착된 지형의 폭과 깊이를 측정함으로써 

어라운드 뷰 소나 및 굴착깊이 측정 소나를 ROV에 

장착하여 실제 작업시 파일럿의 소나영상을 모니터

링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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