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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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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더와 AIS 기반 선박모니터링 설계 및 제작, 해양관측부이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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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현장운용 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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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이동 방향 검증, 파고/수온케이블 및 LiDAR를 통한 파고 관측, 해양환경관측부이 설치
  - 실시간 자료 전송 시스템 수립 및 자료 전시프로그램 개발 및 9개 센서별 파고 시계열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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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해역 선정 시범 운용
  - 2014년 6월 울릉도에서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활용하여 관측시스템 시범 운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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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MT-IT 융합 실시간 관할해역 관측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연안국의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관할해역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해양환경을

관측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2011. 12. 12.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7 km 해역에서 실시된 중국어선 나포 작전 중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해

경 1명 사망 및 1명 부상 당하는 사건 발생하였다. 공동 어로구역에서 Radar 및

AIS 시스템을 활용하여 월경하는 중국 어선단의 불법어로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선박 모니터링 기술 개발은 해상 교통 문화와 선박 운항환경을 개선하고 충돌 및

해양오염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점(point) 조사를 벗어나 광역

(regional)에서 실시간 해양환경 및 선박 모니터링을 위한 신개념 관측시스템이 필요

하다. 해저관측케이블을 설치하여 해양/음향 환경 및 해저환경의 다각적 모니터링

필요하다. 주요 해역의 해저케이블에 장착된 해양/음향 자료의 장기적 모니터링으

로 수중 이동체의 실시간 감시 및 군사적 해양환경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가관할해역 해양환경을 관측하고 수상 및 수중 이동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관측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선정하였다. 각 연차별 목표

는 아래와 같다.

․ 1차년도(2012년)

- 수중소음관측 시범용 해저 음향케이블 제작 및 시범해역 설치

- 레이더와 AIS 기반 선박모니터링 설계/제작

- 실시간 해양환경 자료 송수신 시스템 개발

- 해양관측 부이 제작 및 시범해역 설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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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2013년)

- 파고센서 케이블 설계 및 제작

- 실시간 관측 방안 수립

- 1차년도 시제품 업그레이드

․ 3차년도(2014년)

- 시제품의 탐지 알고리즘 및 UI 업그레이드

- 케이블 관리 방안 및 내구성 검증

-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시스템 실해역 적용

- 해양환경 자료간의 연계방안 도출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단계 :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수중소음관측 시범용 해저케이블 설계 및 제작

- 21채널 음향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제작

․ 레이더와 AIS 기반 선박모니터링 설게 및 제작

․ 해양관측 부이 설치

- 무선 통신(Obicom)을 이용한 실시간 자료 전송

․ 파고센서 케이블 설계/제작 및 설치 운영

- 연안으로부터 1km까지 파고센서 제작

․ 실시간 관측 방안 수립

- 해저케이블, 부이, 레이더 연동 방안 수립

․ 1차년도 시제품 업그레이드

- 수중소음 관측 시스템 전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2차년도 시제품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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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 센서성능 보강 및 전시 프로그램 UI 개선

․ 케이블 관리 방안 및 내구성 검증

- 1～2차년도에 제작된 시제품을 울릉도 및 해운대에서 단기 모니터링 실시

․ 해양환경 자료간의 연계방안 도출

- 자료간 통합(융합)

Ⅳ. 연구개발결과

해저 음향케이블은 해안 1km이내에 설치하여 주변 소음을 측정하고 필요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설치 및 회수가 가능 하도록 유연한

구조를 가지는 동시에, 매설 시에도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내해수성, 내수압성, 내

수밀성을 갖는 해저환경에 대응해 설계 및 제작되었다. 해저 음향케이블의 21개 채

널에서 수신된 음향신호는 연결함체에서 광신호로 변환된 후 광케이블을 통해 음향

신호 수신시스템으로 전달된다.

파고/수온센서 케이블은 해안 1Km이내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파고 및 수온을 측

정하도록 이동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설치 및 회수가 가능 하도록 각 센

서 모듈과 케이블이 분리 가능한 구조를 가지며, 해안 포설시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

록 내해수성, 내수압성, 내수밀성을 갖는 해저환경에 대응해 제작되었다.

기존의 RADAR와 AIS를 같이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고, 모듈 단위로

서로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각각의 모듈간의 선박을 추적하고 추적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통해서 각 모듈의 데이터가 통합 운영된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동일한 시점의 데이터를 뽑아서 RADAR, AIS를 활용한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시공간적으로 선박의 정보를 확

인이 가능하다.

기존의 해양관측용 부이에 부이 내부 방향센서, 부이위치감시기 (watch-dog)와 부

이 위치자료를 송신할 수 있도록 Iridium위성 통신모듈을 설치하였다. 이와 별도로

해양 물리환경을 관측하기 위하여 초음파유속계(ADCP), 기상관측 센서, 파랑관측

센서, CTD, 클로로필 센서를 설치하였다.

국가관할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상 및 수중의 이동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모

니터링 관측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경북 울진군 동해연구소 연안해역을 시범해역

으로 정하고 기 제작된 해저 음향케이블, 파고/수온센서 케이블, 레이더/AIS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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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장관측을 수행하였다. 해저음향케이블을 통해서

수상 및 수중 이동체 방향을 탐지하였고, 레이더&AIS로 선박이동 경로를 확인하였

다. 파고/수온센서 케이블과 LiDAR를 통해 실시간 파고이동 양상을 비교하였으며,

파고케이블의 센서를 검증하였다. 파고케이블에서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

파랑재현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파고센서는 수십 미터씩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

므로 그 사이의 파랑을 추출하기 위해서 각 두 센서간에 가중평균을 취하여 거리 1

m간격의 시계열 신호를 추정해내었다. 마치 센서가 공간적으로 1m 간격으로 배열되

어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1～2차년도에 제작한 시제품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시제품의 기계적 강도 및 수밀

을 향상시켰으며, 실시간 가시화 프로그램의 UI를 개선하였다. 2014년 6월 16일∼23

일에 실해역 설치 개념으로 중요 국가관할해역인 울릉도 해역에서 현장 시험을 수

행하였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를 활용하여 현장지휘 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전원 등의 기지 자원을 활용하였다. 해저음향케이블 설치 전 지형조사를 수행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였고, 케이블 관리를 위한 해저면 상태 수중

촬영을 하였고, 이를 모자이킹하여 통해서 케이블 관리기법을 연구하였다. 해저음향

케이블과 레이더&AIS를 이용하여 수상이동체에 탐지를 하였다. LOFAR분석을 통해

서 수상이동체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선배열 센서를 통해 획득된 이동체의 방사소음

은 빔포밍 기법을 이용하여 이동 방향을 파악하였다. 관할해역 중에서 해운대해수욕

장은 파랑에 의한 해빈 침식 및 이안류가 형성되는 해역이다. 파고관측 케이블의 실

해역 적용을 위해 파고 관측이 중요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역에서 2014년 9월

16일～18일에 파고관측을 수행하였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파고/수온 케이블, 파

고계, ADCP를 설치 운용을 통해 실시간 관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

다.

- 연안 해양환경 장기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활용

- MT & IT의 융합 기술 확보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 활용

- 해양/음향 자료 및 해양환경 자료를 DB화하여 해군에 제공하여 국가안보에 활

용

- 관할 해역 중 접경해역에 설치하여 해양주권 확보 가능

- 해적을 비롯한 위협요소로부터 우리 선박의 안전 지원

- 국가 관할해역의 비정상적인 해양환경 변동 (담수쇼크, 녹조)을 실시간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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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여 효과적인 해양환경 관리 및 대응

- 관할해역 해양 오염이나 해난사고 발생 시 방제 및 구난을 위한 기본해양환경

자료의 실시간 정보 제공

- 해상 보안에서 활용 방안

∙소형 선박 및 미확인 선박을 식별하여 해상 보안에 한층 강화됨

∙해상에서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피해방지 및 단속활동에 활용 가능

- 해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TRS 단말기를 활용하여 해상에서 관측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음

∙해상에 대한 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해상에서의 모든 정보를

제공 가능

- 향후 해상 보안 및 안전적 측면에서 국가 대응 체계의 기반 마련

- 어업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지역분쟁 방지 기여

- 국가 자산인 한반도 주변 인공위성 영상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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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Pilot study for construction of MT-IT convergence real-time observation system

Ⅱ. Necessities and Objectives of the Study

In the jurisdiction of the waters of the coastal State to exercise sovereignty, it

is necessary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by ob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changes in real time. In 2011. 12. 12, South West 87 km waters of Ongjin

Socheongdo, Incheon, the Chinese illegal fishing ship seizure operations was

carried out and the Chinese crew wielded weapon was stabbed in the incidents

being Maritime police 1 killed, 1 wounded. In the joint fishing zone, the Chinese

illegal fishing line monitoring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Radar and AIS

systems. Vessel monitoring technology is improving maritime culture and marine

transportation operating environment and may contribute to conflict prevention

and marine pollution. Beyond the traditional point survey system, a new concept

is needed for real-time observation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monitoring in

a wide area. We need a multilateral monitoring of marine/acoustic environments

and subsea environment observation submarine cable installation. Long-term

monitoring of marine/acoustic material attached to the submarine cable of the

main area and can be used as a real-time monitoring and military marine

environment of underwater mobile dat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national jurisdiction Marine

Environment Observation System and select the real-time monitoring for the

detection of moving objects and underwater awarded to the final goal. Each

annual objective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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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year (2012)

- Acoustic seabed cable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demonstration area

for underwater noise observation trial

- Radar and AIS-based vessel monitoring design / production

- Real-time data transmission and reception system developed marine

environment

- Production and ocean observation buoy installation test pilot area․

2nd year (2013)

- Wave sensor cable design and production

- Real-time observation scheme established

- Year 1 prototype upgrade

3rd year (2014)

- Detection algorithms and UI prototypes upgrade

- Cable management practices and proven durability

-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al actual

application area

- Draw linkages between the Marine Environmental Data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1st stage : Jan. 1, 2012 ～ Dec. 31. 2014 (3 years)

․ Submarine cables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underwater noise

observation trial

- 21-channel acoustic undersea cable design and manufacturing observations

․ Radar and AIS-based vessel monitoring design and production

․ Ocean observation buoy installation

- Real-time data transmission using wireless communication(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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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 sensor cable design /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perations

- Wave sensor production, coming up 1km from the coast

․ Real-time observation scheme established

- Submarine cables, buoys, radar interworking established

․ Year 1 prototype upgrade

- Underwater Noise Monitoring System Exhibition Program Upgrade

․ Year 2 prototype upgrade

- Improved performance in each area sensor reinforcement and Exhibition

Program UI

․ Cable management practices and proven durability

- Short-term monitoring in Haeundae and Ulleungdo using prototype built in

year 1 and 2

. Draw linkages between marine environmental data

- Data integration(convergence)

Ⅳ. Results

Submarine Cables acoustic measures the ambient noise by installing off the

coast within 1km and was designed as a moving structure as needed.

Accordingly, installation and recovery is possible, at the same time with a

flexible structure, to allow normal operation even when buried, and corresponding

to the subsea environment has been designed and manufactured with sea

water-proof, pressure-proof and water-proof. Submarine acoustic signals received

from the 21 channels of the sound cable is passed to the acoustic signal

reception system via an optical cable is converted to an optical signal in the

connection housing. Wave / temperature sensor cable is designed as a moveable

structure to measure wave height and water temperature in real time by

installing the coast within 1Km. This installation and recovery is having each

sensor module and the cables are detachable structure, during normal operation

allowing to be laid water-based, water pressure castle was built in respon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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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ersea environment with my tightness.

Utilizing as the conventional RADAR and AIS, was configuring the database,

and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 module unit is possible, through the storage

vessel and the tracked information track between the respective data in the

database module is integrated operation of each module. Pulling the data from

the same point in time using the database tracks the location of RADAR, the

vessel utilizing the AIS, a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temporal and spatial

information of the ship by using a database.

For existing ocean observation buoys, internal orientation sensor, buoy position

monitor(watch-dog) and the Iridium satellite communication module that location

data can be transmitted was installed. Separately, an ultrasonic current

meter(ADCP) to observe the marine physical environment, meteorological sensors,

wave observation sensor, CTD, chlorophyll sensors were installed.

In national jurisdiction waters, for the purpose of building real-time monitoring

observation system for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detection of moving

objects in the water, we decided the East Sea Research Center, Uljin Gyeongbuk

as a pilot area and carried out on-site observations using subsea acoustic cable,

wave height/temperature sensor cable, radar/AIS, various equipment and

programs. Through the subsea acoustic cable, the direction of the moving object

on the surface and the underwater was detected and confirmed the vessel route

using the radar & AIS. Through the wave/temperature sensor cable and the

LiDAR, we compared the movement patterns in real time and a sensor cable

was tested. Using data obtained from the wave sensor cable, we developed a

real-time wave reproduction algorithm. Since wave sensor is spatially apart by

tens of meters, in order to extract the wave therebetween, by taking the

weighted average of the two sensors, we extrapolated the time-series signal of 1

m distance. We obtained the same effect as sensors are arranged in a spatially

1m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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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re upgraded to a prototype of year 1 and 2, improved mechanical

strength and tightness of the prototype and the UI of the real-time visualization

program. On 16 to 23 June 2014, with the concept of the real sea installation,

field trials were carried out important national jurisdiction in the coast of

Ulleungdo. Utilizing Ulleungdo-Dokdo Ocean Science Station, we were installed

on-site command center to take advantage of the resource base of power. Before

installation acoustic undersea cable topographic survey was conducted, it was

based on a subsea cable installation, were the seafloor state underwater

photography for cable management, cable management techniques were studied

mosaics through. Using seabed acoustic cables and radar & AIS, we detected a

moving object on the surface. Through LOFAR analysis, we identified to be a

moving object surface characteristic, and the noise emission of the moving object

obtained through line array sensor was identify the movement direction using the

beam-forming technique. Among the jurisdiction area, Haeundae beach is an area

that beach erosion due to wave and rip currents are formed. For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observed sea cables, wave observations carried out in the area,

Haeundae Busan, to be significant to measure wave height September 16, 2014 to

18. At Haeundae beach, through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wave/temperature cable, wave gauge and ADCP, we completed the verification of

real-time observation system implementation.

- Coastal marine environment to build long-term monitoring system utilization

- To ensure convergence technologies MT & IT, building a new system

utilizing

- DB of ocean acoustic data and the marine environmental data, providing

them to the Navy, and utilization of national security

- By Installation in the border area of jurisdiction we can obtain marine

waters sovereignty

- Ship safety support from the threat of pirates

- Abnormal fluctuations in the marine environment, national jurisdiction waters

(freshwater shock, algae) can be observed in real time, an effectiv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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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tent waters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of marine pollution and

maritime accidents during control and basic marine environmental data for

rescue

- Utilization of maritime security

∙To identify unknown ships and smaller vessels, further strengthening

maritime security

∙It can be utilized to prevent damage and crack down on illegal fishing

activities in the maritime activities

- Maritime information database

∙Utilizing the TRS terminal, the database can be any information that is

observed at sea

∙Providing all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sea through the sea

conditions on the database

- In the future, foundation of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in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aspects

- Through the effectiv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regional conflict

prevention contributions

- Contribution to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use of state assets in the

satellite image around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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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관할해역이란 연안국이 주권,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

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아우르는 해역을 말한다. 관할해역관리는 해양영토 관리

이며, 이는 경제, 사회, 정치 등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부속도서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을 타국 선박의 불법적인 침범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특히 관할해역 내에서의 불법어로 행위, 사전예고 없이 수행되는 수상/수중 해양자

원조사 행위, 그리고 해양 오염물질 투기 행위 등은 실시간 감시체계의 운용을 필요

로 하며, 불법행위의 조기탐지로 국가적인 손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해양영토를

보호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남해(이어도 해역), 동해(독도 해역)를 우선 설치해역으로 선정하여 불법행위 실시

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정책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지구

온난화 과정 모니터링, 수산자원 이동경로 모니터링, 쓰나미, 해저지진 및 특이 기상

현상 등 자연재해 모니터링 등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하여 배포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시체계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는 그 특징이 실시간 자료이며 이를 관련기관(국토해양부, 해군, 해양

경찰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기관, 대학)에 배포함으로써 실시

간 해양영토 관리뿐만 아니라 깨끗한 바다, 풍부한 수산자원 확보,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 등 국민의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관측망 시스템은 점(point) 조사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 조사는 주로 육지 및 연안에 위치하고, 해양관측부이는 해수유동, 물성 등

의 단편적인 모니터링이 주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체계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수상, 수중 및 해저면에서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각적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시스템의 수상부분은 Radar & AIS1) 로 주변선박을

식별하고, 수중에서는 물리특성(해수유동, 수온․염분 등), 해양화학센서 및 수중생

물채집센서 등의 관측장비를 통하여 종합적 해양환경을 파악하고, 해저면은 해양음

향감시 관측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중이동체, 생물이동(고래류) 및 해양기인 재해 원

인신호(태풍, 지진, 해일, 폭발음, 파동 등) 등을 관측하여 실시간으로 해역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관할해역은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 변화의 근원지이다. 따라서 해양예보 및

1) AIS(선박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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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를 더욱 충실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자료

및 기상정보의 수집을 확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할해역 중 경제성이 높

고 어류의 회유경로와 연근해 어장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해역에 대

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어선단의 월경 불법어로에 의해 해양 생태계

가 파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장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이유로 주요 관할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영토 관할권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2011. 12. 12.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7km 해역에서 실시된 중국어선 나포

작전 중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해경 1명 사망, 1명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연안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해역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공동

어로구역에서 Radar 및 AIS 시스템을 활용하여 월경하는 중국 어선단의 불법 어로

감시 활동이 필요하며, 선박 모니터링 기술 개발은 해상 교통 문화와 선박 운항환경

을 개선하고 충돌 및 해양오염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의 해양관측부이는 해수유동, 물성 등의 단편적인 모니터링이 주 기능이며, 연

구선을 이용한 단편적인 현장조사는 다각적인 해양자료 획득에 많은 비용 및 시간

이 필요하다. 현재 기상청 기상망, 지질자원연구원 지진망, 국립해양조사원 연안조위

관측망 등은 주로 육지 및 연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점(point) 조사에 국한되어 있

다. 따라서 기존의 점(point) 조사를 벗어나 광역(regional)에서 실시간 해양환경 및

선박 모니터링을 위한 신개념 관측시스템이 필요하다. 관할 해역의 주요 해상거점에

서의 해양환경 변화를 정밀한 시간단위로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관측과 통신이 가능한 해양관측부이 기술의 개선과 활용이 필

요하다.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광역적 해양관측자료를 획득하

고, 세계적인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서 MT & IT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융합 해

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해양관측

부이에 실시간으로 선박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Radar, AIS 등을 설치하고, IT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인공위성으로 통신하는 양방향 송수신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및 선박 등을 관측함으로써 주요 관할해역의 주

요 어장에 대한 해양환경 자료 획득으로 수산 자원 확보에 지원이 가능하고, 주요

해역의 어류회유로 파악 및 보호대책 수립을 통한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

요 해역의 해저관측케이블에 장착된 해양/음향 자료의 장기적 모니터링으로 수중이

동체의 실시간 감시 및 군사적 해양환경자료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최근 제주도 인근에서는 여름철 양자강 담수의 유입과 대규모 녹조의 발생이 빈번

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의한 연안어장의 담수쇼크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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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연안 어장 부근에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양식인 또는 어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이상고온(고염) 및 저

온(저염)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해양관측부이는 해수유동, 물성 등의 단편적인 모니터링이 주 기능이다.

기상청 기상망, 지질자원연구원 지진망, 해양조사원 연안조위관측망 등은 주로 육지

및 연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점(point) 조사에 국한되어 있다. 기존의 점(point) 조

사를 벗어나 광역(regional)에서 실시간 해양환경 및 선박 모니터링을 위한 신개념

관측시스템이 필요하다. 관할 해역의 주요 해상거점에서의 해양환경의 변화를 정밀

한 시간단위로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관측과

통신이 가능한 해양관측부이 기술의 개선과 활용이 필요하다. 지금의 해양모니터링

시스템의 레이더관련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이형에 적합한 독자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해저관측케이블을 설치하여 해양/음향 환경 및 해저환경의 다각적

모니터링 필요하다. 해양관측부이에 실시간으로 선박모니터링을 위한 레이더, AIS

등을 설치하고, IT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인공위성으로 통신하는 방식 필요하다. 국

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및 항행선박을 3차원 입체적으로 실시간 관측하여 자료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선을 이용한 단편적인 현장조사는 다각적인 해양관측자료 획득에 많은 비용

및 제약이 발생한다.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장기적/광역적 해양관측자료 획

득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서 MT & IT의 융합을 통해 신

기술융합 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주요 관할해역의

주요 어장에 대한 해양환경 자료 획득으로 수산 자원 확보에 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해역의 어류회유로 파악 및 보호대책 수립을 통한 수산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해역의 해저케이블에 장착된 해양/음향 자료의 장기적 모니터링으로 수중이동체의

실시간 감시 및 군사적 해양환경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레이더와 AIS를 이용한

선박추적시스템은 새로운 경제·산업적 수요 창출 가능하며, 또한 연안 및 항만에도

적용 가능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제주도 인근에서는

여름철 양자강 담수의 유입과 대규모 녹조의 발생이 빈번하고 있으며 이에 의한 연

안어장의 담수쇼크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기술의 개발이 시급하

다. 국가 관할해역의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양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해양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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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관할해역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해양환경을

관측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2011. 12. 12.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7 km 해역에서 실시된 중국어선 나포 작전 중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해

경 1명 사망 및 1명 부상 당하는 사건 발생한 바 있다. 공동 어로구역에서 Radar 및

AIS 시스템을 활용하여 월경하는 중국 어선단의 불법어로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선박 모니터링 기술 개발은 해상 교통 문화와 선박 운항환경을 개선하고 충돌 및

해양오염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EEZ 및 주요 접경해역의 수상 및 수중이동체

의 이동을 상시 감시 및 관리를 통한 실시간 영토관리가 필요하다. 공동 어로구역

및 관할해역의 주권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첨단 과학 장비로 측정한 해양환경자

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가 관할해역 관리에 대한 자부심 및 신뢰도 제고에

필요하다.

우리 연구원은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환

경보전’, ‘해양 안전․운송 기술 개발’ 등의 미션(Mission)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우

리 연구원의 미션 중 하나인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에 부합하여 다각

적인 연구 활동이 요구된다.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기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의 고유 기능 중 해양환경 관리와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의 핵심 기술이다. 선박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할해역의 실시간 감시체계 마련에 기여한다. 해저케이블

설치 등 해양환경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획득한 자료는 MT

& IT의 융합 기술로 실시간으로 연구자에게 보내져 관할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

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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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필요성

본 연구는 국가관할해역 해양환경을 관측하고 수상 및 수중 이동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관측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선정하였다. 각 연차별 목표

는 아래와 같다.

․ 1차년도(2012년)

- 수중소음관측 시범용 해저 음향케이블 제작 및 시범해역 설치

- 레이더와 AIS 기반 선박모니터링 설계/제작

- 실시간 해양환경 자료 송수신 시스템 개발

- 해양관측 부이 제작 및 시범해역 설치 실험

․ 2차년도(2013년)

- 파고센서 케이블 설계 및 제작

- 실시간 관측 방안 수립

- 1차년도 시제품 업그레이드

․ 3차년도(2014년)

- 시제품의 탐지 알고리즘 및 UI 업그레이드

- 케이블 관리 방안 및 내구성 검증

-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시스템 실해역 적용

- 해양환경 자료간의 연계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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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차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

1차년도 
(2012)

○ 수중소음관측 시범용 해저케
이블 설계 및 제작

 - 21채널 음향 해저관측케이블 
설계 및 제작

○ 연안해역의 평균 수중소음 레벨을 고려하여 센서 케
이블내 전치증폭기를 설계하여 케이블을 제작

○ 레이더와 AIS 기반 선박모니
터링 설계/제작

○ 휴대가 용이하도록 와이드밴드 FMCW 레이더와 
AIS 시스템 도입

○ 해양관측 부이 설치
 - 무선 통신(Obicom)을 이용

한 실시간 자료 전송
○ 실시간 전송 자료 전시 프로그램 개발
 - 실시간(10분 간격) 수온, 염분, 해류 자료 처리 프

로그램 개발

2차년도 
(2013)

○ 파고센서 케이블 설계/제작 
및 설치 운영

 - 연안으로부터 1km까지 파고
센서 제작

○ 실시간 파고 관측
 - 실시간 파고 자료 획득
 -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 마련

○ 실시간 관측 방안 수립
 - 해저케이블, 부이, 레이더 연

동 방안 수립
○ 실시간 자료 전송 및 전시 프로그램 개발
 - 음향, 파고 및 관측 부이(수온, 염분, 해류 등)와 레이

더 자료의 연동 및 전시 프로그램 개발
○ 1차년도 시제품 업그레이드
 - 수중소음 관측 시스템 전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수중소음 관측
 - 수상 및 수중이동체 탐지를 위한 다양한 신호처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차년도 
(2014)

○ 2차년도 시제품 업그레이드
 - 각 분야별 센서성능 보강 및 

전시 프로그램 UI 개선
○ 수중소음 및 파고 관측시스템 개선
 - 장기간 모니터링위한 전원부 및 센서 개선
 - 주 알고리즘 개선을 통한 해양환경 탐지율 개선하

여 입체적인 전시프로그램 UI 개선

○ 케이블 관리 방안 및 내구성 
검증

 - 1∼2차년도에 제작된 시제품 
울릉도 및 해운대 단기  모니
터링 실시

○ 울릉도 및 부산 해역에서 실시간 관측 수행
○ 케이블 설치를 위한 해저지형조사 및 케이블 주변 

수중사진 모자이킹을 통하여 3차원 실사 지형 작성

○ 해양환경 자료간의 연계방안 
도출

  - 자료간 통합(융합)
 

○ 각 분야별 분석자료 통합
 - 각 분야별로 자료를 통합하여 1, 2차 검증을 거쳐 

최종적인 탐지 성능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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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관으로 수행하며, 해외의 관리시스템 유관기관, 전문가,

국내 기술보유 기관 및 업체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 세미나 및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새로운 정보 및 기술을 도입한다.



- 8 -

관할해역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단계에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기술 개

발을 완료한다. 2∼3단계는 동해 및 남해에 융합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

시간 해양환경을 감시하여 관할해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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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990년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실시간 해양관측부이를 도입한 이래, 서울대,

군산대,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에서 해양관측부이를 이용한 국가 관할해역에

대한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 기상망, 지질자원연구원 지진망, 해양조사원 연안조위관측망 등은 주로 육

지 및 연안에 국한되어 있으며, 점(point) 조사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현재까

지 해저 해양관측케이블 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1990년대에 3m급 해양관측부이 도입, IMASAT, Argos

통신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수송 및 관리

가 용이한 2.4m급 부이를 도입, 저렴한 이동통신(CDMA)을 이용한 근거리 실시간

자료전송과 Orbcomm 통신위성을 이용한 원거리 감시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가거

도, 새만금 등의 해역에서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중이다.

최근에는 이리듐(Iridium)위성 통신모듈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실시간 자료전송시스

템을 구축하였고 해양/음향 모뎀 (Acoustic modem)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기술을

개발하였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인공위성기반 항행선박탐지 연구를 2004년부

터 수행하여 알고리듬 개발, 현장 시험 등을 마침. 앞으로 시범운영을 위한 프로토

타입(prototype2))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AIS와 인공위성에 의한 탐지 연구를 최

근에 수행하였다.

능동탐지의 대상은 주로 고주파 음향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중으로 방사된 펄스음

파가 해양생물, 해저지형, 해저 구조물 등에 의해 반사되어 수신기로 되돌아오는 신

호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수동탐지 대상은 능동탐지와 달리 주

로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수중청음기(hydrophone)에 수신되는 신

호를 사용하고 있다(Table 2.1.1).

2) prototype : 원래의 형태 또는 전형적인 예, 기초 또는 표준이다. 시제품이 나오기 전의 제품의 원형(原型)
으로 개발검증과 양산(量産) 검증을 거쳐야 시제품이 될 수 있다.



- 10 -

탐지항목 탐지 탐지 및 응용대상 식별 기술

해양생물
능동

․수산자원 조사  - 사용 주파수에 대한 탐지대상의 음향
․동물 플랑크톤 분포    반사강도로 식별
․유해 적조생물 분포  - 다중 주파수에 의한 음향 반사강도 

차
․유해성 해파리 분포    이로 식별
․어류 위치 추적  - Coded 수신신호로부터 위치 추적

 - 영상정보로 생물종 분석

수동
․해양 포유류 이동 조사  - 생물기원(포유류/새우류/멸치류) 해양

   잡음 특성분석으로 이동 및 자원 파
악․생물기원 해양잡음원 조사

해양물리
능동

․해류 측정
 - 수신신호의 doppler 변위로 식별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 음파의 travel time 변위로 식별

․유량 측정
․파고 측정
․조석특성 파악
․수온구조 파악

수동
․해상 강수량 측정  -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잡음의 분

석
 - 해상풍에 의한 해양잡음의 분석․해상풍 세기 측정

해양화학 능동 ․연안 오염물질 파악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해양지질 능동

․해저지형 탐색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부터 퇴
적
   물 조성 식별
 - 지형구조에 의한 수신신호 강도 이용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 이용

․해저수심 측정
․해저지층 구조
․해저퇴적물 구성
․해저 열수광상 탐색

수동 ․지각변동 모니터링  - 지각균열 발생음의 분석

복합 분야

능동

․침몰선박 탐색

 - 수신신호의 음향 반사강도로 식별
 - Coded 수신신호로 식별정보 전송

․인공어초 구조물
․수중통신
․수중 구조물 분리 및
  균열 탐색
․탐색용 음향 카메라

수동

․EEZ 광역 감시
 - 수신신호의 해양잡음 분석으로 식별

 - 수신신호의 음향특성 분석으로 식별

․이동선박 탐지
․수중 구조물 균열 탐색
․수중자료 수신 시스템
․수신 음향영상 시스템

Table 2.1.1 Active and passive detection practice and identif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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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에너지 특히 전력수요는 1990

년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9.8%이상(국내기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은 그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 및 국민생활 수준 향

상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경향을 가지며, 이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하여 수요

관리의 강화와 지속적인 설비 확충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1973년을 시작으로 가공선로 구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지역과 고가도로,

고속도로, 철도 등이 횡단하는 장소 등에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가 추진되었으나,

도시환경 미화, 도로중복 굴착으로 인한 교통체증, 시민생활 불편 및 예산절감을 위

해 공동구를 건설, 전력선을 지중으로 건설토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도서지역의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발전에 따른 전력공급 요구는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시장경쟁 체제 도입으로 과거 장기

전력수급계획 체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여짐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전력

공급 요구와 배전 전력계통의 연계를 목적으로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할 필

요가 절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도서지역의 전력수요에 부응하고자 해월철탑

설치로 배전계통을 연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건설지역 주민의 이기주의 의 팽배와

환경 친화적인 차원의 건설곤란 및 기상영향으로 인한 고장과 사고에 따른 공급 불

안정문제, 장경간인 경우 설치가 곤란한 점 등으로 건설 타당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

되어오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안으로 추진되어온 것이 도서지역간의 해저 전

력케이블이며, 이는 곧 배전선로의 반영구 적인 안정된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도서지역의 고품질 전력공급 요구에 부응 , 부하증가에 따른 저전압 해소 등 무엇보

다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집단민원 예방에 해저 전력케이블 건설의 가장 절대적인

추진배경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해저 전력케이블의 특징과 장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케이

블 포설 후 해저면에 노출되는 방식이 아닌 매설하는 방식으로의 공법이 2001년도

부터 연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저 전력케이블의 안전과 반영구적 수명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건설 후 케이블의 안전 확보를 최선의 방향으로 보고 보

호관 취부와 매설공법을 병행 채택하여 건설공사가 추진되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신규 건설이 활발한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신규 전력수요

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해저 전력케이블은 초고압화, 대용량화, 장·긍

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해저 전력케이블의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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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및 용량 확대와 절연성능 향상 기술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불어 해저 통신과

해저 전력을 함께 수용한 복합형 케이블 도 건설공사가 추진, 예상되는 추세이다.

보다 진보된 차세대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 향상에 노

력과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국내 해저 전력케이블 공사는 약 25년간

국내 기술력의 자립도가 부족하여 해외의 건설업체를 통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1994

년에 설립된 당사는 수많은 해저 케이블의 건설과 보수를 경험으로 1997년 전남 완

도군 흑일도-마삭도 해저 전력케이블 보수공사를 기치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기술력 향상과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추후 건설될 국내 해저 전력케

이블 건설공사는 외화유출 방지 차원과 해저케이블 국내 기술 자립도 향상이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고, 해외 유수의 해저 전력케이블 프로젝트 역시 당사

가 보유한 2척의 케이블 포설선박 등 다양한 특수 장비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

다 많은 실적과 기술 경험을 위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추진할 것으로 전망

된다(Fig. 2.1.1.).

Fig. 2.1.1. Underwater fiber-cable laid onsite photography (kt submarine)

최근의 해저 광케이블 시스템은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기술에 비교

되는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WDM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WDM 기술의 진화된 기술인 고밀도파장분할다중화 (DWDM) 방식으로 Fiber

Pair 당 전송용량이 640Gbps 로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태평양횡단 장거리 구간에는 파장당 10Gbps 기술로서 파장수를 확장해 가고

있으며 현재 64 개 정도가 임계수치이나 매년 기술발전에 따라 매년 수용 파장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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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고 있다.

현재의 장거리 구간은 EDFA (Erbium Doped Fiber Amplifier) 를 이용, C-Band

(1,530 nm∼1,570 nm) + L Band (1,585 nm∼1,610 nm)를 결합하여 전송되는 파장

의 수를 늘리고 있는데, 태평양 횡단과 같은 초장거리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DMF(Dispersion Managed Fiber)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증

폭 방식은 DRA(Distributed Raman Amplification) 인데 이는 파이버 전구간에 걸쳐

서 증폭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방식인데 장거리 구간에서 대역폭을 넓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곧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저 케이블망의 발전은 초기의 Fish-bone Network 에서 지금은 NPE(Network

Protection Equipment) 를 통하여 자동복구가 되는 Ring Network 방식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Ring Network 의 단점은 대용량 시스템이 될 경우 NPE 수량 증

가로 인한 전력소모의 증가와 복구를 위해 항상 50%의 용량을 미사용 상태로 두어

야 하는 것과 이중 고장시 복구가 불가능 하다는 단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므로 차세

데 Network 으로 OXC(Optical Cross Connect) 를 NPE 대신 채택한 Mesh

Network 이 Ring Network 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로서 인식

되고 있다.

WDM 기술 개발에 따른 전송용량의 획기적인 증가로 해저 광케이블의 경제성이

한층 증대되었고 DWDM 및 광 스위칭 기능에 대한 신기술 개발과 더욱더 경제적

이고 대용량의 해저 광케이블 건설이 기대되고 있다.



- 14 -

수중에서는 전자파나 광파의 전달거리가 매우 짧은 매질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음

파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을 하고 있다. 수중음향 모뎀은 수중에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장치로서 수중음향 트랜스듀서와 디지털 통신 신호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있다.

수중음향 모뎀은 수중에서 이동하는 잠수정이나 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곳에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저유전 탐사, 무인 잠수정과 모선간의 통신, 무인 잠수정

간의 통신, 실시간 연안감시 네트워크,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항만감시 체계, 잠수

함간 통신, 수상함-잠수함 통신 등 활용영역이 매우 넓다. Fig. 2.1.2.는 수중음향 통

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산업자원부의 민군겸용사업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영상정보 전송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수중음향 통신

에 필요한 광대역 수중음향 트랜스듀서 설계·구현 기술, 고속 신호처리 기술 및 배

열 신호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중음향 통신을 이용한

영상전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해양공

간 자원 개발사업으로「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Fig.

2.1.3.). 본 과제를 통하여 수중 초음파 통신에 필요한 광대역 수중음향 트랜스듀서

설계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고성능 초음파 센서와

이의 구동을 위한 송·수신 증폭기 설계 기술, 수중음향 채널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기술, 고속 배열 신호처리를 위한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물로 2005년도에는 4 km, 10 kbps의 수중통신 모뎀, 2006년도에는 7.4 km, 10

kbps의 수중통신 모뎀, 2007년도에는 10 km, 10 kbps의 양방향 수중통신 모뎀을 개

발하였다. 2008년도에는 5 kbps의 장거리 모뎀(통신거리: 16 km)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무지향성 양방향 모뎀(통신거리: 5 km)을 개발하였다. 2009년도 이후에는

Ad-hoc 통신망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

으로 2007년부터 ‘수중음향 통신 및 탐지 특화센터’가 경북대학교에 설치되어 경북대

학교를 비롯한 학계를 중심으로 수중음향 통신 및 수중음향 탐지 알고리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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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Data transmission using the underwater communication (example)

Fig. 2.1.3. Diagram of the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system

developed by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Technology(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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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은 목적과 수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

은 연구원이 승선하여 여러 가지 장비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

간 동안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해양환경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관측장비를 계류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측후 장비를 회수

하여 자료를 얻거나 해저 케이블이나 표층에 부이를 띄워 유무선 통신기술로 실시

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계류방식으로 관측하는 방법은 한정된 지점에 대

한 관측이므로 넓은 해역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관측점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해양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

고 해양정보의 가공, 관리,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

양조사원, 환경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상청 등이 있다. 이 외에 해양

경찰청, 기상청, 환경부 등이 해양관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 및 부경대

등 대학에서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해양관측 부이를 이용하여 해

양을 관측하고 있다(Fig. 2.1.4.).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기본계획의 실시간 해양관측

계획(국토해양부, 2001)에 따라 79개소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Fig. 2.1.4. Real-time observation points by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K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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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 연안해역 혹은 광역해역으로 유입되는 해양생물자원 조사는 선박을 이

용한 어구어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음향과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보조적인 수

단에 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고비용 구조이며, 조사시기만의 현상을 파악하

는 일회성 자료만을 양산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EEZ 해역의 수산자원은 동중국해를 기점으로 한․중․일 3국의 해역을

회유하는 어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에 의해 자원분포 특성이 결정되므로 해양생물의

이동경로와 분포 특성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한 연

속관측 시스템은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EZ 해역의 어류 음향자원 조사를 위한 음향 시스템은 국내에서 일부 개발을 시

도하였으나 상용화하지는 못하였고 현재 전부 국외에서 개발되는 시스템을 사용하

고 있는 수준이며, 활용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1905년 계기지진이 시작된 이래 수차례의 발전단계를 거쳐 현재의

지진관측망에 이르고 있다. 1963년 미국지질조사소(USGS3))의 세계지진관측망

(WWSSN4)) 사업, 1978년 규모 5.0의 홍성지진, 1996년 영월지진, 1997년 경주지진

등이 현재의 기상청 지진관측망을 구축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사건 중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에서 육상 및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실시간 감시

하고 지진발생시 그 사실을 국민에게 통보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이 밖에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및 주변국에서 발

생하는 인공지진 또한 감시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2007년 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

진관측 장비는 초광대역 지진계 1대, 광대역 지진계 12대, 단주기 지진계 23대, 가속

도계 75대로 전국 75개 관측소에 7종 387점에 대하여 상시 지진감시망을 설치/운영

하고 있다(기상청, 2007). 또한 기상청에서는 지진관측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진관

측망을 신설하고 지진관측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82년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양산단층 일원의 지진활동

도 정밀규명을 위하여 이동식 임시 지진관측망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

년 11월 현재 국내에 광대역관측소 14개소(시추공형 4개소, 지표형 9개소), 단주기

지진계 15개, 가속도계 16개, 초광대역 1개 및 배열식 관측망 3개소를 운영하고 있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관측망 역시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감

3)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4) WWSSN: World-Wide Standardized Seismograph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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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에 충분하며, 기상청 지진관측망과 비교하여 특이사항은 특수목적의 지진관측

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산단층의 활동성을 규명하고 이 지역 지

진발생 감시, 지진위험성 연구 등을 위하여 이 지역에 8개 이상의 지진관측소를 설

치하여 비교적 고해상의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주 KSRS5) 운영, 배열

식 관측망, 인프라 사운드 관측망 등을 구축하여 연구목적의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등에서도 각 기관의 고유목적을 달성코자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과 한국전력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지진안정성 평

가를 위해서 원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지진관측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철

도공사는 고속철도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속선로 주변에 지진관측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주요 가스 공정시설 및 보급선로의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황해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위험성을 규명코자 황해 주변에 국립공주대학교,

중국과학원 지질지구물리연구소와 함께 임시 지진관측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5) KSRS: Korea Seismic Research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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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기술개발현황
미국 NOAA, 캐나다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관측부이를 이용한 연안 해양환경 상시

감시망을 운영하여 해양환경의 장기변동 예측 및 평가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립과학재단(NSF)의 후원으로 ‘08년부터 ‘22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

하는 대규모 해양관측 프로그램 OOI(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해양 및 해저에 물리, 화학, 생물, 지질 환경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센서가 장

착된 관측망 구축하였고, 전 지구적·3차원 다중 관측시스템으로 기존의 관측시스템

과 차별화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벤쿠버 연안에 해저관측네트워크 프로그램

(Neptune) 가동 중이다.

그리고 EU는 2007년부터 지구환경과 안전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럽 주변 바다 전

체를 연결하는 해저고정관측망 구축(ESONET) 사업을 2.2억 유로 규모로 추진 중이

며, 유럽해사안전청(EMSA) SAR위성 2기와 AIS를 이용하여 선박 및 오염을 감시

하고 있다(매년 약 1천억 원 예산).

중국은 해양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지진과 해일 등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 항해 및

군사분야에 활용하기 위해「‘동중국해 해저관측 네트워크」를 5년 내에 구축할 예정

이며, 2단계에 남중국해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 위성 및 통신기반기술로 밀입국

선박 및 불법어로 감시하고 있으며, 연안 감시를 위해서 레이더와 AIS를 활용하고

있으며, 탐지기술은 거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인식기술은 현재 초기 단계이고, 광역

감시를 위해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HF레이더 연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Seaweb 프로젝트(Rice et al. 2000, Rice 2004)는 미 해군이 광범위한 연안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중음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Fig. 2.2.1.). 이 프로젝트는 미 해군 SNWSC6)가

주축이 되고 관련업체(Delphi Comm., Benthos)와 연구소(WHOI7))가 참여하여, 초기

에는 해저면에 고정된 소수의 해양계측 센서에 수중음향 모뎀을 탑재하여 네트워크

노드를 구성하고 중간에 전달 노드를 두어 수상의 게이트웨이까지 데이터를 전송하

는 센서 네트워크 방식이었으나, AUV/글라이더 등과 같은 무인잠수정이 이동 노드

로 참여하면서 MANET8)로 진화하였으며, 수상의 함정 또는 부이를 게이트웨이로

6) SNWSC: Space and Naval Warfare Systems Center

7) WHOI: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8) MANET: Mobile Ad-ho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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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인공위성을 통해서 육상의 원격제어 센터와 수중음향 네트워크를 실시간

으로 연동하였다.

Fig. 2.2.1. Diagram of Seaweb

PLUSNet9)(Grund et al. 2006)은 서태평양 연안의 디젤 엔진을 탑재한 조용한 잠

수함을 탐지하고 추적을 위한 수중음향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서 ONR10) 지원하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주관으로 연구소, 산업체, 대학, 군 등 총 12개 기관 참여로

2005년 5월에 시작되었다(Fig. 2.2.2.). 이 연구는 2008년 5월에 완료되었으며, 총

2,770만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PLUSNet은 해저에 고정된 배

열센서 노드와 AUV11)/글라이더 등과 같은 이동 노드들로 구성된 반자율 제어 네트

워크로서 대잠전(ASW12)) 협동체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LUSNet은 클러스터 단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클러스터 내부(intra)와 클러

스터 사이(inter)의 2개의 통신 모드가 존재하는데, 클러스터 내부통신은 고속 데이

터 통신을 하고, 클러스터간 통신은 전송거리가 수십 km에 이르는 장거리 통신으로

서 해상 RF 통신 또는 저주파 대역을 이용한 수중음향 통신을 이용하여 저속 데이

터 통신을 한다. PLUSNet은 모뎀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AUV/Glider에 WHOI

Micro Modem을 탑재하고 있고, 2006년 8월에 Monterey Bay에서 가장 기초적인

9) PLUSNet: Persistent Littoral Undersea Surveillance Network

10) ONR: Office of Naval Research

11)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12) ASW: Anti-Submarine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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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상된 MAC13) 및 그 상

위 계층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PLUSNet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고정노드: 하이드로폰 어레이 2개(수직/수평 1개씩),

전기장 필드 센서 2개

○ 이동노드: Seaglider AUV 4대, Bluefin AUV 2대, XRay glider 1대

○ 게이트웨이: Buoy(2개의 마이크로 모뎀을 탑재: 하나는 10 km 이상

거리 통신을 위하여 10 kHz 또는 3 kHz로 동작하고,

다른 하나는 단거리 통신을 위하여 25 kHz로 동작)

○ 매체접속 제어/라우팅 프로토콜은 연구 진행 중

Fig. 2.2.2. Diagram of PLUSNet

 

AOSN은 실시간 해양관측 네트워크로서 넓은 해양에 걸쳐 장기간 해양에 대한 종

합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AUV/Glider 및 각종 고정센서 노드들을 수중에서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채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육상의 실험실에 전송하기 위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1998년에 MIT15)와 MBARI16)가 주축이 되어

13) MAC: Media Access Control

14) AOSN: Autonomous Oceanographic Sampling Network (http://www.mbari.org)

15)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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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R의 사업비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에 AOSN II 그리고 2006년부터 AOSN

III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Fig. 2.2.3.). AOSN은 초기에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한 영역의 해양관측 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해서 수중 AUV 및 해상 관측

소와 양방향 통신 및 AUV 도킹이 가능한 계류 네트워크를 통해 크기는 작으면서

저가의 AUV를 여러 대 운용할 수 있는 가상 계류 통신망 개발을 시작으로 WHOI

에서는 전력소모가 적고 소형화된 마이크로 모뎀을 개발하였으며 AOSN III의 일환

으로 추진된 Monterey Bay 2006 field experiment에서는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13개의 연구선, 36대의 무인잠수정 및 많은 해양계측 장비들을 이용하여 몬터레이만

연안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기술들을 검증하기 위한 실해역 실험이 수행되었다.

Fig. 2.2.3. Diagram of AOSN

 

NEPTUNE은 센서 지정, 명령, 제어 등을 비롯하여 파일전송, 데이터 스트리밍, 비

디오 스트리밍 등의 수중응용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고속 광대역 통신 플랫

폼을 제공하기 위한 해저 관측기지용 네트워크이다(Fig. 2.2.4.). 1998년 NOPP18)에서

NEPTUNE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있었으며, 2000년 NSF19)에서 WHOI에

16) MBARI: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17) NEPTUNE: North East Pacific Time-series Undersea Networked Experiments

(http://www.neptune.washington.edu)

18) NOPP: National Oceanographic Partnershi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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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TUNE의 통신부분에 대한 과제수행을 시작하였다. 2004∼2006년 사이에

VENUS20)와 MARS21)라는 두 개의 시험 네트워크를 설치하였는데 VENUS는

Victoria대의 주관으로 British Columbia 남부해안에 설치되었으며, MARS는 캘리포

니아 Monterey만에서 실시되었다. 2007∼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캐나다에 광통신

네트워크를 구성(예산: 112 million $)하였으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구성: 825 km 단일루프 광케이블

(Port Alberni, British Columbia에서 시종단)

○ 구성 노드수: 5개 (브랜칭 유닛을 이용하여 연결), 700개 이상 센서지원

○ 전원공급: 육상에서 직류전압 공급 (전류: 8 A)

2009∼2010년도에는 미국영역에 확장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2011∼2040년도에 본

격적인 NEPTUNE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Fig. 2.2.4. Deployment locations(left) and operating diagram(right) of NEPTUNE

ESONET는 유럽 GMES23)의 바다속 구성요소로서 장시간 동안 해양의 물리/생물

/화학적 특성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해저관측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서 구체

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Fig. 2.2.5.).

○ 2001∼2003년 : 초기 개발 단계, GMES 과제의 광역해양감시를 위한

과제중 하나로 시작

○ 2003∼2008년 : GMES의 구현단계

19)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 VENUS: Victoria Experimental Network Under the Sea (http://www.wenus.uvic.ca)

21) MARS: Monterey Accelerated Research System (http://www.mbari.org/mars)

22) ESFON: European Sea Floor Observatory Network (http://www.oceanlab.abdn.ac.uk)

23) GMES: 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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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1∼2007. 7 : ESONIM24)과제 수행

○ 2007. 3∼2011. 2 : ESONET NoE25)(예산: 7백만 유로) 과제 수행

프랑스 IFREMER26)가 주축이 되어 유럽 9개국(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아

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SONET이

취득해야 할 데이터 요구조건 및 현재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해저관측 기지 관련

기술현황을 정리하고 해저관측 기지가 설치될 10개의 장소를 결정하였으며, 향후

ESONET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센서, 관측기지 아키텍처, 케이블 시스템,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ESONET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들을 제시하였다.

Fig. 2.2.5. Hole area and Deployment locations of ESONET

국외 국방용 음향 시스템 연구현황 및 기술수준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안보 측면이

고려되어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극히 일부분이다. 국내 음향탐지 시스템 운용은

주로 수중표적 탐지 및 연안 항만방어 시스템 구축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 선진국과는 달리 특정 연안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해양

영토 관리 측면에서 활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유럽연합(EU)은 연안해역 해저에 설치된 각각의 IER, SOSUS와 같은 국방

용 광역 감시망을 운용하여 해양영토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말에는 연안 수신소에 SIPS27)와 SDS28)를 설치하였으며, 현

24) ESONIM: European Seafloor Observatories Implementation Model (http://www.oceanlab.abdn.ac.uk)

25) NoE: Network of Excellence (http://www.euprojekt.su.se/index.php/kb_93/io_1413/io.html)

26) IFREMER: Institut franç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

(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Exploitation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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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IUSS29) 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외에 2008년부터 6년간 해저관측

케이블망 구축을 목적으로 OOI30) 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이며, 수중 node-to- node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Seaweb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광역 해

양영토 감시체계가 운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외적인 자료는 발표되고 있지 않

다.

해양 선진국에서 운용중인 해양 광역감시 체계는 자국의 EEZ를 중심으로 운용되

고 있으며, 대상해역에서 관측되는 연속적인 실시간 자료는 외형적으로 순수 해양환

경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최종 자료결과는 해양영토 관리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중음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Hearn

1966)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CPU31)의 신호처리 속도의 발달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의 모뎀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Stojanovic

(1994)이 동기방식의 수중음향 통신시험을 수행한 이후 PSK32) 방식 또는 이를 포함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Kilfoyle 등(2000)과 Akyildiz(2005) 등의 문헌에

모뎀 기술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전문학술지 및 관련 학회를 통해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최초의 상용 수중음향 모뎀은 Datasonics(현 Teledyne Benthos)사에서 FSK33) 방

식의 수중음향 모뎀 제품이며 현재는 PSK 방식의 모뎀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상용

모뎀을 제작하는 업체로는 LinkQuest34), Teledyne Benthos35), Evologics36), Tritec

h37) 등이 있으며, 각각의 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SIPS: Shore Signal Information Processing Segment

28) SDS: Surveillance Direction System

29) IUSS: Integrated Undersea Surveillance System

30) OOI: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31) CPU: Central Processing Unit
32) PSK: Phase Shift Keying
33) FSK: Frequency Shift Keying

34) http://www.link-quest.com

35) http://www.benthos.com

36) http://www.evologics.de

37) http://www.tritech.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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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Quest사에서는 주파수 대역, 전송속도 및 거리, 운용수심 등에 따라서 8종류

의 UWM 시리즈 모뎀을 판매하고 있다(Fig. 2.2.6.). LinkQuest 모뎀은 대역확산 방

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채널 등화기, 자동 전송속도 조절기능 등이 들어있다.

UWM2200은 트랜스듀서와 회로 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며 모델명의 마지막 H는 다

중경로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알고리듬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에 사용된다.

(a) UWM1000 (b) UWM10000
Fig. 2.2.6. Photograph of the LinkQuest modem

Teledyne Benthos사에서는 MFSK38)와 PSK 방식의 변조기법을 사용하며 다중경

로를 피하기 위한 가드타임(guard period)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컨벌루션 코딩을

사용하고 있다. 수중과 수상과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수상 유닛용 모델(ATM-891

등)이 있다(Fig. 2.2.7.).

(a) ATM-885 (b) ATM-887
Fig. 2.2.7. Photograph of the Teledyne Benthos modem

38) MFSK: Multi Frequency Shift K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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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ogics는 독일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S2C39) 기술을 적용한 모뎀 제작사이다.

모델은 크게 R 시리즈(Fig. 2.2.8, a, b)와 M 시리즈(Fig. 2.2.8, c, d)로 구분되며 주

파수 대역, 전송속도 및 거리, 운용수심 등에 따라 구분된다. R 시리즈는 USBL40)을

이용한 위치추적 기능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a) S2C R 12/22 (b) S2C R 12/22D

(c) S2C M 7/17 (d) S2C M 7/17D
Fig. 2.2.8. Photograph of the EvoLogigs modem, R-series (a, b), M-series(c, d)

Tritech은 영국 업체로서 수중음향 모뎀을 비롯한 여러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수

중음향 모뎀으로는 AM-300과 Micron Data Modem의 두 종류가 있다(Fig. 2.2.9.).

Micron Data Modem은 ROV41)나 AUV 장착이 용이한 소형모델이며, 위치탐지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a) AM-300 (b) Micron Data
Fig. 2.2.9. Photograph of the Tritech modem

39) S2C: Sweep-Spread Carrier

40) USBL: Ultra-short Baseline

41)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 28 -

인류의 이익을 위해 포괄적, 통합적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관측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구관측시스템(GEOSS42))의 10년 실행계획이 2005년 2월 벨기에 브뤼

셀에서 개최된 제3차 지구관측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지구관측시스템이 실행단계에

도달하였다. GEOSS의 해양모듈인 전지구 해양관측시스템(GOOS43))의 구축이 IO

C44) 주도하에 1991년부터 추진 중이다. GOOS의 주요 임무는 해양관련 문제들을 다

루기 위해 체계적으로 해양자료를 취득하고 전파하는 통합된 네트워크의 개발을 통

해 정부, 기업, 과학계,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해양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다. 해양관측시스템의 세계적인 추세는 운용해양학을 목표로 진전되고 있으

며, 현재 GOOS의 지역 프로그램으로 유럽의 EuroGOOS, 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

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북아 해양관측시스템(NEAR-GOOS), 발틱해 해양관측시

스템(BOOS) 등 10개의 지역 프로그램이 추진 또는 운용 중이다(Fig. 2.2.10.).

Fig. 2.2.10. GOOS program (http://www.ioc-unesco.org)

42) 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43)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44)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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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O 사업은 세계기상기구(WMO46)) 및 국가간 해양과학위원회(IOC)의 국제공

동 프로그램으로 전지구 기후/해양 관측 시스템(GCOS47)/GOOS)과 기후변동 및 예

측 실험(CLIVAR48)), 전지구 해양자료동화(GODAE49)) 사업과 연계하여 시․공간적

인 해양의 수온, 염분 및 해류의 준 실시간 감시 및 체계적인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Fig. 2.2.11.).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참여

하고 있다.

ARGO 플로트는 일정한 수심까지 잠수하도록 설계되어 그 수심에서 해류를 따라

일정기간 표류하다가 플로트 내부의 동력에 의해 표층으로 부상하면서 수온과 염분

을 연속적으로 관측하고, 기록된 모든 정보를 ARGO 위성에 송신한다. 플로트에서

관측된 자료는 ARGO 센터로 보내져서 즉시 자료처리 과정을 거친 후 ARGO 사업

참여국가에 GTS50), FTP51),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송된다.

ARGO 사업의 목적은 실시간 전구 해양 감시망 구축, 해양 상층부 열교환량 및

열용량 분석, 해양/대기 예측모델의 초기자료 확보, 해양역학 모델 및 자료동화 시스

템 검증이 목적이다. ARGO 자료는 기후예측 모델의 초기조건, 위성에서 관측된 해

양자료 검증, 해양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밝히는데 활용되고 있다.

Fig. 2.2.11. ARGO buoy observation system(left) and ARGO buoy locations (right)

45) ARGO: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46)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47) GCOS: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48) CLIVAR: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

49) GODAE: Global Ocean Data Experiment

50) GTS: Global Telecommunications System 
51) FTP: File Transfe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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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O/TRITON array52)

TAO는 Tropical Atmosphere Ocean project의 약자로 엘니뇨와 라니냐의 탐지,

이해 및 예측을 위하여 열대 태평양에 해양부이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기상자료와

해표면 수온 등을 측정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초기에 TAO는 미국 NOAA53) 위

주의 사업이었으나 확장되어 2000년 1월부터 일본 JAMSTEC54)의 참여로

TAO/TRITON55) array로 변경되어 현재 열대 태평양에 약 70개의 해양기상 데이터

부이가 ARGO 위성 시스템으로 실시간 자료를 전송하고 있다(Fig. 2.2.12.).

이 해양기상 데이터 부이 어레이는 엘니뇨/남방진동(ENSO56)) 관측 체계, 전지구

기후관측체계(GCOS), 전지구해양관측체계(GOOS)의 주요 성분이다. 현재 미국 해양

기상대기청(NOAA), 일본 JAMSTEC, 프랑스 등의 참여로 지원되고 있다.

Fig. 2.2.12. AO/TRITON buoy locations(up) and means and anomalies of

temperatures and winds during 5 days

52) http://www.pmel.noaa.gov/tao

53)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54) JAMSTEC: Japa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55) TRITON: Triangle Trans-ocean Buoy Network

56) ENSO: El Nino-Southern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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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 열대해역 계류부이 어레이57)는 기후연구와 예측을 위하여 여러 국가의 노

력으로 운영되며 실시간으로 자료가 제공된다(Fig. 1.1.17.). 태평양에는

TAO/TRITON array, 대서양에서는 PIRATA58), 인도양에서는 RAMA59)가 운영되고

있으며 목적은 다음과 같다. 태평양에서는 엘니뇨/남방진동, 대서양에서는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이중모드, 적도 온난 사건, 허리케인 활동, 인도양에서는 인도양 이중모

드, 계절주기보다 짧은 변동성 등을 관측하고 연구하기 위함이다.

Fig. 2.2.13. Global tropical moored buoy array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31개 해양연구기관이 참여하는 JOI60)라는 가상 기구를

만들고 ‘Advancing global understanding of the Earth' 라는 비전하에 해양시추사업

(IODP61))과 같은 대규모 해양연구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양관측은 IODP와 동등한

위치의 거대사업으로 OOI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Fig 2.2.14.).

OOI 프로그램에 2008년부터 총 약 5,000억원을 투자하여 총 309.5million US$가 6

년간 관측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고, 총 240 million US$가 8년간 시설유지 및 운

영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자들이 이끄는 ORION62)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OOI 프로그램은 3가지의 범주, 즉, ①케이블망을 이용해 지판을 가로지르는 지구와

심해의 과정(process)을 연구하는 것, ②계류, 부이, AUV 등을 이용해 연안환경의

57) Global Tropical Moored Buoy Array

58) PIRATA: Pilot Research Moored Array in the Tropical Atlantic

59) RAMA: Research Moored Array for African-Asian-Australian Monsoon Analysis and Prediction

60) JOI: Joint Oceanographic Institutions

61) IODP: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62) ORION: Ocean Research Interactive Observatory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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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 등을 관측하는 것, ③표류계, 부표, 부이 어레이, 계류 및 기타 쌍방향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영양염 순환, 대기-해양 반응, 해류 등의 연구로 구분된다.

MARS, Martha's Vineyard 연안관측소 등의 유사 프로그램이 선행되었고,

ORION은 NEPTUNE, 국제 장기 계류연구, 케이블망으로 연결된 연안고정 관측소

연구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Fig. 2.2.14. Diagram of OOI program

해양예보시스템(BLUElink63))에 제공될 해양관측 자료는 IMOS64)라는 해양관측망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진행 중이며 호주 NCRIS65) (2005∼2011년 예산 약 4,400억

원)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Tasmania 대학을 중심으로 CSIRO66)와 해군 등이 참

63) http://www.cmar.csiro.au/bluelink

64) IMOS: 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65) NCRIS: 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

66)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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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며 2006년부터 약 46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어 시작되었다.

호주의 각 해역별로 5개 구역의 사업이 있고 해양관측을 위한 11개 분야(ARGO,

부이관측망, 위성, 무인잠수정 관측 등)로 구분되어 있다(Fig 2.2.15.).

Fig. 2.2.15. Diagram of IMOS

노르웨이,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음향 관측장비 회사에 의해 여러 종류의 과학

어군탐지기 및 소나가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 개발된 어군탐지 음

향장비를 관심해역의 해저면 혹은 중층에 설치하여 자원량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기법을 운용 중이다(Table 2.2.1.). 선박에 설치된 계량어군탐지기와는 달리 특

정해역에서의 고정형 어군탐지 시스템은 현재 노르웨이 등에서 관심해역을 대상으

로 어류의 이동특성을 연속적이며,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의 계량어군탐지

기를 이용한 자료는 조사 당시의 자원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특정지역에서 수산



- 34 -

자원의 시간에 따른 변동특성이나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어류의 이동지

점에 고정 관측망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Laser Optical

Particsl Counter와 같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동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자원량 평

가를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야 탐지 대상 식별 기술 선진국 기술 수준

 ․ 개발 ․어군탐지기  - 수신음의 2D, 3D 음향
   반사 특성

 - 다양한 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활용․소나

 ․응용 분야
  - 수산자원
  - 동물 플랑크톤

․시공간 분포   
파악

 - 어류 및 동물 플랑크톤
   음향 반사강도
 - 반사강도의 주파수 차이 

이용

 - 어류 및 동물 플랑크톤 
   조사에 다양하게 활용

․자원량 파악

 ․적용 방법 ․선박을 이용한 장․단기 조사에 활용
․특정해역에 고정된 시스템을 이용한 연속적이며, 장기 모니터링 실시

Table 2.2.1.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technology of the foreign bio-acoustics

지구내부를 이해하고 지진발생 현황과 지진으로 인한 유해성/위해성 연구를 위하

여 지진관측을 수행한다. 지진관측은 주로 육상에 지진관측기를 설치하여 수행되고

있으므로, 지구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해저 지하구조와 해양에서 발생하는 지진

의 규모, 시간, 장소 등의 지진발생 현황과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

비한 실정이다.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관측하고 그와 관련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저에 지진관측기를 설치하고 양질의 관측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데, 깊은 수심으로 인한 압력과 매우 부드러운 퇴적물이 깊은 두께에 걸쳐 쌓여있는

해저표면 상태 등으로 인하여 지진관측소의 설치가 어렵다. 또한, 해저에서의 전원

공급 및 자료 송수신의 난점 등은 해저에서의 지진자료 획득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러나 일단 지진자료를 해저에서 관측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면, 육상에 비하

여 인위적 잡음이 적으므로 양질의 자료를 기대할 수 있다.

해저에서 지진을 관측하기 위한 장비가 해저면 지진계(OBS67))이다. 크게 나누어

일정 기간을 현지에서 수록한 후 수거되는 자기부상식 해저면 지진계와 해저케이블

을 이용해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을 하는 온라인/실시간 관측 해저면 지진계가 있

다. 이 두 종류의 지진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케이블식 해저

지진계는 실시간 전원공급과 자료의 송수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실시간 지진감시를

67) OBS: Ocean Bottom Seis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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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설치 초기비용이 막대하게 투입되며 일단 설치되면 관측

점 이동이 어렵다는 취약점이 있다. 이에 반해 자기부상식 지진계는 케이블식 해저

지진계에 비하여 투자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이동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실시

간 지진감시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케이블식 지진계를 설계하는 과정에

서 최적의 관측점을 선택하고, 관측 예정지역의 주변잡음 상태파악, 관측소 설치시의

기대효과 검증, 그리고 지진관련 연구목적으로 자기부상식 지진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수면 탐사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직접탐사 방식에 소

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해양은 육지에 비해 접

근성이 떨어지며, 탐사영역이 클 경우 직접탐사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

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단일촬영으로 비교적 넓은 영역의 이차원 데이터

를 얻을 수 있으며, 같은 영역을 주기적으로 관측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면 관심영역

의 목표물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해수면 탐사로 얻고자 하는 정보는 크게

인공정보와 자연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적인 정보는 인공위성이 관측한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수상 및 수중 이동체에 관한 정보(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위치, 속

도, 진행방향, 제원 등)와 해양오염 인자에 대한 감시활동(수상 오염물질 유출 등)

이 있다. 자연정보로는 해당 감시영역 해수면의 물리적인 특성을 감시하는 것으로

해상풍, 파랑, 해류, 내부파의 물리적인 특성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 등이 있다.

근래에는 인공위성 촬영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내부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중

이동물체를 확인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위성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개발 중이거나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안전 및 오염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

다. 수상 및 수중 이동체 정보분석에는 광학위성 데이터와 레이더위성 데이터를 이

용한다. 광학위성은 1 m 이내의 고해상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위치 및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상상태

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레이더 데이터는 기상조건에 무관하게

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만, 자료해석의 어려움과 보통 광학 데이터에 비해 저해상도

데이터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크기가 작으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광학 데이터와 레이더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하

여 분석하는 것으로, 현재 이 두 가지 종류의 위성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면 관심

영역의 수상 및 수중 이동체 식별확률이 90% 이상에 이른다.

수상 및 수중 이동체 식별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수상 오염물질 유출



- 36 -

과 같은 해상오염을 감시하는 것이다. 해상을 운행하는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대형

화 추세로 좌초되거나 충돌로 인해 손상된 수상 및 수중 이동체에서 유출되는 오염

물질은 해상의 넓은 영역을 빠르게 오염시키고 복구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

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방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해양위성

을 활용한 감시가 주요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다. 해상에 유출된 오염물질은 해수와

다른 화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레이더 데이터의 편광신호를 이용하여 구분이 가능하

다. 주기적으로 관측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면 오염원, 오염의 확산방향 및 면적

등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오염원의 이동은 해수면의 물리적인 특성인 해상

풍, 해류, 조류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해수면의 물리적인 특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

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해수면 탐사기술 발전은 관측위성의 성능과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지게 되고 고해상도 위성의 등장과 함께 그 발전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또한 광학 데이터와 더불어 고해상도 레이더 위성의 발달은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해상풍, 파랑, 해류 등의 정보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해외의 수상 및 수중 이동체 감시 기술은 주로 선진국과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레이더 데이터를 이용한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위치파

악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그 외 속도, 항적, 운항정보와 부가정보 탐지 분야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ESA68)의 위성을 이용한 수상 및 수중

이동체 탐지를 수행 중이며, 캐나다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RADARSAT 위성69)을

이용한 해수면 감시모듈을 개발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는 농림부, 이

민국, 환경부, 연방경찰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상 및 수중 이동체 정보

및 해수면 정보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자체 보유중인 위성을 이용하여

레이더 데이터로부터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의 위치, 항적, 유출된 수상 오염물질의 특

성을 원격으로 탐지하는 알고리듬 연구를 수행중이며,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

∼2012)년에 해양 불법침입 탐지기술 개발 항목이 반영되어, 해수면 감시를 본격화

하고 있으며, 감시의 주된 대상은 한국과 북한의 수상 및 수중 이동체일 것으로 추

정된다.

68) ESA: European Space Agency

69) http://www.ccrs.nrcan.gc.ca/radar/spaceborne/radarsat1/index_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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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Diagram of underwater acoustic cable and H/W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관측시스템 설계 및 제작

해저 음향케이블은 해안 1km이내에 설치하여 주변 소음을 측정하고 필요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설치 및 회수가 가능 하도록 유연한

구조를 가지는 동시에, 매설 시에도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내해수성, 내수압성, 내

수밀성을 갖는 해저환경에 대응해 설계 및 제작되었다.

해저 음향케이블에서 수신된 음향신호는 연결함체에서 광신호로 변환된 후 광케이

블을 통해 음향신호 수신시스템으로 전달된다.

표 3.1.1. 및 표 3.1.2.와 같이 수중 음향신호를 수신하는 센서모듈과 육상과 센서모

듈간의 전기적 기구적 연결을 담당하는 연결함체, 광케이블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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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양

주파수 범위 10Hz ~ 12.8KHz

채널수/채널간격 21채널/1.25m

자체 잡음 준위 S.S.1이하

수중청음기 감도 -193.5 dB re 1V/uPa

외피 재질 폴리우레탄호스(PP Yarn)

최소 굽힘 반경 900mm

사용 온도 -1℃ ~ +30℃

보존 온도 -25℃ ~ +55℃

사용 압력 최대 30Bar

Table 3.1.1. Underwater sensor specifications

Fig. 3.1.2. Underwater acoustic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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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광케이블 센서연결함체 모듈 전체길이
(ME)외경(mm) 길이(ME) 외경(mm) 길이(mm) 길이(ME) 외경(mm)

φ22 1,000 φ156 596+2,106
( M)   30 φ75  1,030

Table 3.1.2. Underwater sensor part specifications

센서모듈로부터 복합광케이블을 거쳐 전송되어오는 광신호를 받아서 전기적 신호

로 변환하여 신호처리기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제어신호를 센서모듈에 제공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센서신호 수신장치는 크게 전원제어기, 센서 전원공급기, 센서

신호 수신기등으로 구성되었다.

Fig. 3.1.3. Acoustic signal receiver on land

- 센서의 각 열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광 케이블로 수신

- 수신된 신호를 DECODE하여 DATA 및 CLOCK을 RECOVERY

- 프레임 동기 검출 및 채널 데이터 분리

- 데이터 포맷은 사양에 따름

- 수신 상태 표시 기능

SAMPLE 및 AGC 신호를 E/O 변환기를 거쳐 광케이블을 통해 센서모듈로 송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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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설계 개념 비 고

복합광케이블

- 육상부로부터 수중음향센서부로의 전원공급 및 센서신호의 육상  
  음향신호수신장치로 전송
- 전원라인의 저항 최소화를 위한 동튜브를 통한 전원공급
- 장거리 저감쇠 신호전송을 위한 광신호 전송
- 해저 매설 운용 환경 하에서의 장기적인 내구성 및 고신뢰성
- 포설 및 회수 장비와의 연동 운용성

센서연결함체

- 복합광케이블과 센서부간의 전기적/광학적/기계적 접속
- 광변환기 조립체 내장
- 해저 매설 운용 환경 하에서의 장기적인 내구성 및 고신뢰성
- 포설 및 회수장비와의 연동성 확보

센서부(기구부)

- 음향센서 간섭최소화 구조 적용
- 센서부내 주요 부품 보호 장착 구조 설계  
- 연결부 수밀을 위한 압출 몰딩 기술 및 보호 슬리브 구조 설계
- 해저 매설 운용 환경 하에서의 장기적인 내구성 및 고신뢰성

Table 3.1.3. Notions of design for cabled hydrophone array

- LAN 통신 : 음향센서신호정보송신, 시간 동기화, 100Base-T(TCP/IP Protocol)

- 광 수신 : 수중센서데이터 수신, 21개의 센서신호(데이터, 노드정보)

- 광 송신 : 수중제어신호 송신, AGC 설정값, 시험신호 발생 명령

- 코딩 방식 : 맨체스터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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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설계 개념 비 고

센서부(전자부)

- 아날로그 전처리 회로부의 저전력 /소형화 설계
 : 비선형 최적화 기법 및  잡음 모델링을 통한 저잡음 회로설계
- 부품수 최소화 및 소규모 H/W 적용한 신호 전송부 설계
  (장기 신뢰도)
- 고신뢰성 전자부 설계
 : 저전력 소모형 회로 설계, 소요 부품수 최소화, 고품질 조립/제  
   작 기술 적용
 : 환경시험을 통한 신뢰성검증 및 초기고장 배제 노력

음향신호
수신장치

- 복합광케이블과 육상장비와의 신호 및 전원 연동기능
- 센서부 직류 전압 공급 육상장비

센서모듈 각 구성품은 수중청음기, 전치증폭기 조립체, 노드 조립체, 2차전원 조립

체로 구성된 음향센서부와 TDM로직 조립체, 2차전원 조립체로 구성된 신호전송부

로 구성되었다. 센서모듈은 음향센서부와 신호전송부를 1개의 모듈에 일체형으로 제

작하였다.

Fig. 3.1.4. Interior map of sensor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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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Interior structure of sensor modules

수중의 배경소음 및 표적으로부터 방사되는 음향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며, 변환된 신호는 전치증폭기의 입력에 인가된다.

Fig. 3.1.6. Hydrophone

구  분 규  격
수신 감도 -193.5dB/V/uPa (±2dB)

주파수 범위 10Hz ~ 12.8kHz
지향성 ±2dB (at 12.8kHz)

커패시턴스 2,400pF (±10%)

Table 3.1.4. Hydrophone specifications

  

전치증폭기는 수중 청음기의 미약한 아날로그 신호를 외부잡음의 유입 없이 증폭

하기 위한 저잡음 증폭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의 동적범위 증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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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소음 보정(SNC : Sea Noise Correction)회로, A/D변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첩

현상에 의한 왜곡 방지를 위하여 입력 신호의 대역을 규정된 범위로 제한하는 저역

통과 필터, 수중음향 센서부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에서 인가되는 시

험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험신호 입력회로 등으로 구성되었다.

Fig. 3.1.7. Pre-amplifier

Fig. 3.1.8. Pre-amplifier constituents and sign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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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입력 임피던스 10㏁

출력
잡음

주파수(Hz) 10 30 100 1K 3K 8K 12.8K

잡음(dB이하) -130 -126 -124 -121 -111.5 -103.5 -104.5

출력 형태 전압

전원전압 ±10V 이상

소비전류 ±20mA이하

신호 출력 범위 최대 ±10Vpk

채널간 최대
위상편차 ±5° (at f=4KHz)

왜율 0.1% 이하 (at f=4KHz)

DC_Offset ±1mVrms이하

주파수 특성 
및 이득

주파수(Hz) 10 30 100 300 1K 3K 8k 12.8K

이득(dB) -15.5 -3.5 7.5 17 27.5 37 46 45

허용오차(dB) ±2.0 ±2.0 ±1.0 ±1.0 ±1.0 ±1.0 ±1.0 ±1.5

Table 3.1.5. Pre-amplifier specifications

  

2차전원조립체는 센서전원공급기로부터 원거리 전송되어온 센서 전원인 +100V를

±15V의 안정된 전원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구  분 규  격

출력전압(정밀도) ±15V (±3%)

출력 잡음 전압
(BW : 10~20MHz) 20mV 이하

라인/로드 레귤레이션 5% 이내

Table 3.1.6. Second power assembly for 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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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원조립체는 센서전원공급기로부터 원거리 전송되어온 센서 전원인 +100V를

+5V의 안정된 전원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나타냄.

Fig. 3.1.9. Second power assembly

  

구  분 규  격

출력전압(정밀도) 5V (±3%)

출력 잡음 전압
(BW : 10~20MHz) 20mV 이하

라인/로드 레귤레이션 5% 이내

Table 3.1.7. Second power assembly for digital

   

노드조립체는 등방성 수중 청음기로부터 전송되어진 신호를 음향신호수신장치로부

터 전송되어진 AGC신호에 따라 증폭하고 노드 전송을 위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

여 할당된 채널에 데이터를 실어 다음 노드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Fig. 3.1.10. Nod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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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규  격

전체 전송 채널수
음향 채널 : 8 채널/열

기준 채널 : 1 채널/열

전송 노드 당 입력 채널수 1채널

A/D 변환 분해능 16bit

A/D 입력 신호 범위 ± 10Vpk

1 채널 샘플링 주파수 32.768KHz

채널 간 샘플링 시간 오차 ± 0.1 msec 이하(노드간)

왜 율 -60 dB 이하(@4 KHz)

AGC 범위 0,10,20,30,40,50dB (6단계)

DC-offset -316 ~ 316 mV(@AGC 50 dB)

잡음 특성 -100 dB 이하(@AGC 0 dB)

전송 데이터 형태 RS 485, Manchester Coding

전송 노드 간 간격 50 m

노드 간 전송 주파수 19.922944 MHz

Table 3.1.8. Node assembly specifications

 

   

구성 BYTE 수 구성 값
Preamble 2Byte HEX"AAAA"

SYNC 2Byte HEX"AAAB"

번호 2Byte TDM 열, 그룹 ID

노드정보 2Byte x 9개 = 18Byte
16 - 13 BIT 라인상태
12 - 9 BIT AGC 값
8 - 1 BIT 노드 일련번호

노드데이터 2Byte x 9개 x 18Byte OFFSET Binary
체크섬 2Byte N1노드정보에서 N9 DATA까지의 합
더미 4Byte

OFF 구간 약 28Byte
합 약 76Byte 19.922944MHz의 전송률

Table 3.1.9. Transmission frame con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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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센서모듈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신호를 광 변환을 위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재

정렬하고 음향신호 수신장치로부터 광변환기 조립체로 전송되어진 AGC, SAMPLE

신호를 수신하여 각 음향센서모듈에 전송한다.

Fig. 3.1.11. Signal transmission assembly

항    목 규  격

전송데이터 형태 맨체스터 코딩

전송 주파수 19.922944MHz

A축 번호 데이터 08000H

전송방법 직렬전송, MSB먼저

BIT수 16BIT / 채널

Table 3.1.10. Signal transmission assembly specifications

센서연결함체는 광신호 전송 및 수중음향센서부에 필요한 전원공급 기능의 해저부

복합광케이블과 수중음향센서부 간에 기구적, 광학적,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장

치이며, 이 장치는 복합광케이블과 같이 해저에 설치, 고장 시 회수, 재설치 시에 받

게 되는 장력, 측압, 굽힘, 비틀림, 충격, 마모 기타 기구적인 외력 등에 충분히 견디

어야 하고, 매설 후 장기간 운용 기간에도 내수압, 내수밀, 내해수, 내마모 특성을 유

지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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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요소

구성품 
재질 및 표면처리 제작 규격 기 능

센서
연결
함체

유입구조
조립체

Ni-Cr-Mo
합금강,

(Ni 도금)

복합광케이블 심선부 φ
2.6mm 알루미늄 피복강선의  
고정
□복합광케이블 전원선의 최종 
접속위치로의 가이드

복합광케이블 절연 심선부에 
대한 함체부의 인입부와 연
결/고정    

광변환
조립체

 Ni-Cr-Mo
합금강

□내부 접속부 금속부품과     
 완전 절연 유지
□해수침수 방지를 위한 PE   
  절연층 몰딩 작업시의 유해  
  성 열전달 차단/보호 

센서부 감지 및 제어 신호를 
복합광케이블 통해 송,수신
하기위한 광, 전기 신호 상
호 변환 및 절체 기능.

여장
조립체

Ni-Cr-Mo
합금강

(Ni 도금)
AL합금

(양극산화피막)
MC 나이론

□광fiber 6가닥 및 +/- 전원
공급선, 톤공급선 접속 및 여
장
□킹와이어 고정
□광fiber 여장시 최소 허용 
반경 R30mm 유지 

광fiber 및 전기적 통전부에 
대한 접속부 보호 및 여장, 
수용

접속부 
조립체

Ni-Cr-Mo
합금강

(Ni 도금)

□내부 공간부 충진재    
(광케이블용 Jelly) 사용 
또는 방습제 적용  

광Fiber 접속부에 대한 외력
으로 부터 보호 및 방수, 기
밀성 유지
복합광케이블의 절연 심선부
간, 복합광케이블과 센서부간 
연결된 심선 접속부 양단간
에 걸리는 인장력, 굽힘력, 
비틀림력 등의 외력 전달 및 
접속부 내구성 유지기능

접속부
조립체 
절연부

MDPE
 (중밀도 폴리에

틸렌)

□절연 PE층 두께 :  
  8mm 로 전둘레 압출
  몰딩

복합광케이블 및 센서부에 
대한 도체와 해수간의 전기
적 절연 유지
내부 접속부 조립체에 대한 
침수 및 기구적인 보호 

굽 힘 ( 곡
률)제한기

PU,
(폴리우레탄)

□허용 곡율 반경 유지 :
  R 900 mm

복합광케이블과 센서연결함
체 간의 또한 센서연결함체
와 센서부 간의 접속 부위에  
서의 취급 설치시의 극심한 
외형 굽힘으로 인한 내부 광
섬유의 손상 및 센서부의 손  
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외  
구성품의 기구적인 변형/파
손을 방지함. 

Table 3.1.11. Sensor connection kit constituents &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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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형치수(mm)

중량(Kg) 굽힘제한기
포함 여부 비 고

최대경(φ) 길이(L)

센서연결함체 156
1,673 70 O
 596 58 X

Table 3.1.12. Sensor connection kit specifications

Fig. 3.1.12. Interior of the sensor connectoin assembly

광변환기조립체는 TDM로직에서 전송되는 음향 데이터를 음향신호수신장치로 저

손실의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기능과 역시 음

향신호수신장치에서 전송되어진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Fig. 3.1.13. Photoconverte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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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
수신기

EPCL
E/O

변환기

광신호 음향신호
수신장치

TDM
로직

전기적신호

센서신호 센서신호

차동
송신기

EPCL
O/E

변환기

광신호 음향신호
수신장치

TDM
로직

전기적신호

센서신호 제어신호

Fig. 3.1.14. Photoconverter constituents map

구분 규  격

전기적신호 입출력 방식 TTL

평균 광출력 -10dBm이상

구동 전원 +5V

소비 전력(W/EA)
E/O 0.5 이하

O/E 1.25 이하

파장(nm) 1310

데이터전송 속도 1Mbit 이상

Data 감시 기능 기능 보유

광콘넥터 SC Type

Table 3.1.13. Photoconverter kit specifications

   

광케이블은 수중센서부로부터 수신된 전기-광 변환된 신호를 육상의 신호처리부

로 장거리 전송하는 역할과 수중 센서부의 전압 공급 기능을 갖는다. 광케이블은 인

장력, 수압, 온도 환경 등과 같은 외력 및 해저에 포설, 매설, 회수 및 재설치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비틀림, 인장력, 측압, 굴곡(bending), 마모 등으로부터 충

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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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Fiber cable constituents map

 

항목 단위 구조

광섬유
유니트

광섬유 Fibers 8
알루미늄 피복강선 ㎜ 1.48

연  선 ㎜ 1.88
알루미늄
피복강선

중심 외경 ㎜ 2.0
1차 동튜브 ㎜ 2.0

연선 외경 ㎜ 6.0

1차절연 두께 ㎜ 1.5
외경 ㎜ 9.0

1차동튜브 두께 ㎜ 0.8
외경 ㎜ 10.6

내부시스 두께 ㎜ 2.5
외경 ㎜ 15.6

횡권외장 두께 ㎜ 1.0
외경 ㎜ 18.4

외부시스 두께 ㎜ 3.0
외경 ㎜ 25.0

공기중 무게 ㎏ 1,050

Table 3.1.14. Underwater fiber cable con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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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Fiber cable (length 1km)

기존 주파수 토널 분석 기법인 Lofargram을 이용하여 VERNIER 와 DEMON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수중 및 수상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방향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Table 3.1.15. VERNIER algorith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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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VERNIER algorithm signal processing map

Fig. 3.1.18. VERNIER algorithm signal processing simulation(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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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6. DEMON algorithm process

Fig. 3.1.19. EMON algorithm signal process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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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0. DEMON algorithm signal processing simulation(example)

파고/수온센서 케이블은 해안 1Km이내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파고 및 수온을 측

정하도록 이동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설치 및 회수가 가능 하도록 각 센

서 모듈과 케이블이 분리 가능한 구조를 가지며, 해안 포설시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

록 내해수성, 내수압성, 내수밀성을 갖는 해저환경에 대응해 제작되었다.

Fig. 3.1.21. Schematic of the wave/temperature cable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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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Flowchart of the wave/temperature cable

수중 센서부는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모듈과 육상과 센서 모듈간의 전기적

기구적 연결을 담당하는 케이블로 구성된다.

구   분 사    양
메인 코어 ARM 32bit Cortex M3
메인 메모리 512Kbyte Flash , 64Kbyte SRAM
동작 클럭 72MHz, 1.25 DMIPS/MHz
RS485 Half Duplex , 50Kpbs
ADC 16bit / 125Hz
통신방식 RS232, RS485 
압력전압 12VDC Supply
PCB Size 75*32mm Size
User IO 2 LEDs, 4pin DIP S/W
소모 전력 80mA
운용 온도 -3.45 ~ 37.8

Table 3.1.17. Controller board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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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양

True OutPut Rate 400Hz
Resolution 0.002%FS
Long Term Stability typ Gauges 1mbar or 0.05%FS
Absolute 0.5mbar or 0.025%FS(10 ~ 40°C)
Load Resistance (Ω)< (U-8V)/0.025A(2-wire) >5’000(3-wire)

Electrical Connection MIL C-26482-Plug (6pole) - Binder-Plug 
723(5pole) - DIN 43650 Plug(4pole)

Insulation 10MΩ / 50V, optional 300V (2-wire only)
Storage-/Operating Temperature Range -40 ~120°C

Pressure Endurance 10 Million Pressure Cycles 0 ~.100%FS @25°C

Vibration Endurance 20g (5~2000Hz, max. amplitude ± 3mm), 
according to 68-2-6

Shock Endurance 
20g(11ms) Protection IP 65 optional : IP67 or 
IP 68(with cable) CE-Conformity EN61000-6-1 
to –6-4 / En 61326-2-3

Material in Contact with Media Stainless Steel AISI316L / Viton

Weight Series33X≈ 140g, Series35X≈ 160g,Series 
PD-33X≈ 500g

Table 3.1.19. Pressure sensor specifications

구분 사양

Part PR503J2
RESISTANCE @ +25℃  50,000 Ω NOMINAL
ACCURACY (0 to +50℃)  ±0.05℃
RESISTANCE/TEMPERATURE CURVE "J"
TEMPERATURE COEFFICIENT @ +25℃ -4.4％/℃ NOMINAL
BETA "β" (0 to +50℃) 3.892
DISSIPATION CONSTANT 1mW/℃ NOMINAL
THERMAL TIME CONSTANT 10 SECONDS MAXIMUM(STILL AIR)
THERMAL TIME CONSTANT 1 SECONDS MAXIMUM(WELL STIRRED OIL)
TEMPERATURE RATING -55 to + 80℃

Table 3.1.18. Temperature sensor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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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끝 길이(m) 전체길이(m)
육상원치 센서1 220 220

센서1 센서2 30 250
센서2 센서3 30 280
센서3 센서4 40 320
센서4 센서5 40 360
센서5 센서6 60 426
센서6 센서7 80 500
센서7 센서8 100 600
센서8 센서9 100 70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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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양

입력 데이터 온도 및 압력 센서의 측정 데이터

출력 9개의 센서 데이터를 종합하여 그래프로 출력

동작 주기 100ms ~ 1000ms

통신 방식 RS485 / 9600~115200 baudrate

Table 3.1.21. Operating system specifications

구분 사양

메인코어 ARM 32bit Cortex M3

Main Memory 512Kbyte Flash , 64Kbyte SRAM

동작 클럭 75MHz , 1.25 DMIPS/MHz

RS485 Half_Duplex , 10Mpbs

ADC 16bit / 125Hz 

통신방식 RS232, RS485

입력전압 12VDC Supply

PCB Size 75*32mm Size

User IO 2 LEDs, 4pin DIP S/W 

소모전력 60mA

운용온도 -3.45 ~ 37.8

Table 3.1.22. Sensor control board specifications

파고/수온센서 케이블은 해양환경에서 실시간 정보 수집이 가능도록 수압과 수온

측정하는 수중 센서부와 이의 정보를 분석하는 육상 정보 장치 나뉘어 있다. 수중

센서부는 내해수성, 내수압성, 내수밀성을 갖는 해저환경에 대응해 설계/제작되었다.

육상 분석 장치는 방습이 가능한 산업용 컴퓨터로 설계 되었다. 실시간 정보 수신

을 위하여 RS485 통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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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모듈과, 육상과 센서 모듈간의 전기적 기구적 연결을

담당하는 케이블로 구성되고 내해수성, 내수압성, 내수밀성을 갖는 해저환경에 대응

해 설계/제작되었다.

Fig. 3.1.24. Wave/temperature modules

- 센서 모듈 모델링



- 61 -

- 센서 제어반

센서제어반은 압력센서와 온도센서 측정을 제어한다. 온도센서 측정은 ADC(16bit)

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low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 값은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다. 압력 센서부는 PA-35X압력 센서와 RS485통신을 통해 압력 데이터를 수

신 후 내부메모리에 저장한다. 각 센서 데이터는 제어반에서 데이터 구조체 배열에

저장되고 육상제어 장치에서 데이터요청명령이 들어오면 메모리에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한다.

Fig. 3.1.25. Sensor controller (upper left : front view, upper right :

back view, lower : block diagram)

- 압력센서

압력센서(PA-35X)의 동작은 압력 센서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압력 대비 변하

는 전기적 신호를 ADC하여 압력데이터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기능

도 수행한다. 센서제어반과 RS485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센서제어반에서 요청하는

특정주기마다 측정된 압력데이터를 센서제어반으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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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6. Photographs of pressure sensors

- 온도 센서

온도센서( PR503J2 )는 NTC방식의 ±0.05℃정밀도로 동작된다. 센서 동작온도 범

위는 -55 to 80℃이지만 운영온도를 -3.45 ~ 37.8℃에서 동작하도록 설정되었다. 외

부 온도변화에 변경된 온도센서의 전압 값을 16bit ADC를 통해 비트단위의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고 센서제어반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육상분석 장치의 데이터 요청 명

령에 따라 10Mbps의 통신 속도를 갖는 RS485통신 모듈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가 육

상분석 장치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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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Data transmit sequence of the temperature sensor

Fig. 3.1.28. Photographs of temperature sensor

Fig. 3.1.29. Photographs of cabl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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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Operating process on land

육상에서부터 바다까지 약 700m 떨어진 구간에 위치한 9개의 센서들로부터 측정

된 압력 및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처리를 하고, 현재 파고의 높이 및 온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한다.

Fig. 3.1.30. Signal analysis devices on land and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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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Fig. 3.1.32. Control computer for the wave/temperature sensor cable

구   분 사   양

CPU 인텔 코어 i7-4세대 4770

RAM 삼성램 DDR3 8G PC3-12800

그래픽 카드 VGA 내장형

메모리 Seagate 1TB Barracuda ST1000DM003

Table 3.1.23. Control computer specifications for wave/temp. sensor cable



- 66 -

- 전원

Fig. 3.1.33. Power supply

 

구  분 사  양

Input Voltage 1 1 0 / / 2 2 0 V ± % , 
50Hz~60Hz

Source effect CV≤1x  +3mV, CC≤2x
 +6mA

Loard effect CV≤2x +3mV, CC≤2x
 +6mA

Ripple & Noise CV≤0.5mVrms
Protection Current Limiting
Voltage Accuracy Reading±1% ±1 digit
Current Accuracy Reading±2% ±2 digit

Environment Ambient Temperature : 
0~40°C, Humidity:<90%

Table 3.1.24. Power supply specifications

- 저장 : READ버튼에 설정된 샘플링 주기마다 센서제어반에서 측정되어 들어온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한다.

- 디스플레이: 압력 및 온도 데이터를 설정된 주기마다 센서제어반에서 수신된 로

우데이터인 이진데이터를 가공하여 그래프에 표시한다.

Fig. 3.1.34. Software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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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 Flowchart of the data processing software

기존의 RADAR와 AIS를 같이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고, 모듈 단위로

서로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각각의 모듈간의 선박을 추적하고 추적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통해서 각 모듈의 데이터가 통합 운영된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동일한 시점의 데이터를 뽑아서 RADAR, AIS를 활용한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시공간적으로 선박의 정보를 확

인이 가능하다.

Fig. 3.1.36. Flowchart of RADAR and AIS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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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장치로서. 해

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국제 해사 기구(IMO)가 추진하는 의무

사항이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도입되면 주위의 선박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도 타선의 존재와 진행 상황 판단이 가능하고, 시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선명ㆍ침

로ㆍ속력 식별이 가능하여 선박 충돌 방지, 광역 관제, 조난 선박의 수색 및 구조 활

동 등 안전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자해도 기반으로 시리얼 통신 모듈 및 AIS 복호화 모듈을 추가하였다.

My-SQL 기반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데이터 관리 모듈을 개발하였다.

Fig. 3.1.37. Flowchart of the ship monitoring system using RADAR and 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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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8. Visualization module of the ship monitoring system

기존의 해양관측용 부이에 부이 내부 방향센서, 부이위치감시기 (watch-dog)와 부

이 위치자료를 송신할 수 있도록 Iridium위성 통신모듈을 설치하였다.

이와 별도로 해양 물리환경을 관측하기 위하여 초음파유속계(ADCP), 기상관측 센

서, 파랑관측 센서, CTD, 클로로필 센서를 설치하였다.

해양 관측부이에서 관측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해상기상 : 풍향, 풍속, 기온, 기압, 습도

－ 해수유동 : 층별 해․조류 (ADCP)

－ 물리특성 : 층별 수온, 염분 (CTD SBE37IM)

－ 생태 및 기본수질 : 클로로필, 탁도,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YSI6600-V2)

－ 파랑: 파고, 파향, 파주기

－ 자료전송 : 부이에서 관측한 모든 자료는 이동통신망 (CDMA)을 통해 매 10분

간격으로 해양과학기술원 ftp서버로 전송되며 일부 기본 자료는 위성통신망(Iridium)

으로 전송

해양 관측자료 표출을 위한 웹기반 가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70 -

Fig. 3.1.39. Visualization program of the ocean monitoring 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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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측시스템 시범해역 현장실험

국가관할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상 및 수중의 이동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모

니터링 관측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경북 울진군 동해연구소 연안해역을 시범해역

으로 정하고 기 제작된 해저 음향케이블, 파고/수온센서 케이블, 레이더/AIS 및 각

종 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장관측을 수행하였다.

Fig. 3.2.1. Deployment of the real-time ocean environment observ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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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는 육상부에서 유압식 드럼에 감겨있는 해저 음향케이블을 연안으로 설

치하는 현장의 사진이다. 해저 음향케이블을 해저면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Fig. 3.2.3.

과 같이 케이블에 다수의 부이를 설치한 후, 어선을 이용하여 육상으로부터 약 1

km의 거리에 위치한 정점(N37° 05.296, E129° 24.586: 동해연구소 주변해역)까지 케

이블을 끌고 이동하였다. 해저 음향케이블 설치정점에서 잠수부를 동원하여 케이블

에 설치된 부이를 제거하고 케이블이 해저면을 향해 갈아 앉을 때 수평으로 팽팽하

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3.2.4.는 해저에 착저된 음향케이블의

설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2.2. Deployment of the bottom mount acoustic cable (o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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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Bottom mount acoustic cable moving off the beach using the ship

 

Fig. 3.2.4. Schematic of the bottom mount acoustic cable deployed



- 74 -

해저면에 설치된 음향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상(선박) 및 수중(수중스피커) 이동체의

방향성 탐지를 수행하였다.

Fig. 3.2.5. Moving paths of the ship and the underwater speaker

해저면에 설치된 음향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상에서 임의로 기동중인 선박소음의 방

향성을 탐지하였다.

Fig. 3.2.6. Direction of the ship radiated noise using the real-time acoustic

cabl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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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이동체 모사를 위하여 소형 수중스피커를 제작하여 다이버가 수중스피커를 끌

고 이동할 때 해저 음향케이블을 통하여 수중스피커가 이동하는 방향을 확인하였다.

Fig. 3.2.7. Moving shot of the underwater speaker by the diver

경북 울진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앞 해역에서 파고/수온 센서가 달린

관측 케이블을 설치하였다(Fig. 3.2.8.).

Fig. 3.2.8. Deploy locations of the wave sensor cable and the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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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설치 전에 해저지형조사와 해빈지형조사를 통하여 케이블 센서 위치를 결

정하고, Fig. 3.2.9.와 같이 9개의 파고센서를 설치한 케이블을 설치하였다.

Fig. 3.2.9. Section map of the wave sensor cable deployed

Table 3.2.1.은 파고/수온 센서의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지형에서의 해당 수심 그

리고 파고센서에 장착한 압력센서로 부터의 수심을 표시하였다.

파고센서 해안선으로부터 
센서까지 거리 (m) 표고 (m) 압력센서에서 

측정한 수심 (m)
S01 20 -1.5 측정값 불량
S02 50 -2.4 -
S03 80 -2.5 -
S04 120 -2.6 2.8
S05 160 -3.4 3.1
S06 220 -4.7 4.8
S07 300 -6.5 6.7
S08 400 -10.4 -
S09 500 -13.1 13.3

Table 3.2.1. Deployment locations & depths for wave/temperature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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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센서별 파고변동 시계열 신호를 Fig. 3.2.10.에 나타내었으며, 사선직선은 동일

파봉의 시간/공간적 움직임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Fig. 3.2.10. Signal time series of wave variations each sensor

파고센서는 수십 미터씩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그 사이의 파랑을 추출하기

위해서 각 두 센서간 가중평균을 1m씩 취하여 거리 1 m간격으로 시계열 신호를 추

정해내었다. 결과적으로 Fig. 3.2.11과 같이 표현되며, 마치 센서가 공간적으로 1m

간격으로 배열되어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 이로부터 한 시점에서의 공간파동

을 보기위해서는 세로축을 취하면 공간적인 파랑형상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다.

Fig. 3.2.11. Weighted averaged signal on time series of wave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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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파랑의 공간적인 분포를 Fig. 3.2.12.에 나타내었다. 관측시간은 2013.

10. 18 16:10:00∼16:10:12로 시간에 따라 파랑이 연안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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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wave variation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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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LiDAR는 일반적으로 레이져를 이용하여 육상의 3차원 지형값을 정밀하게

얻는데 사용된다. 넓은 지역의 정밀한 3차원 지형값을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물은 레이저를 흡수하여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쇄파대의 파랑은 쇄파가 되면서 포말이 생기는데 이를 LiDAR가 감지하는 특

성을 이용하여 파랑관측이 가능하다. 파랑관측 케이블 옆에 LiDAR를 설치하여 약

15분 동안 파랑관측을 수행하였으며 (Fig. 3.2.13), Fig. 3.2.14.와 같은 파랑관측 단면

도를 얻을 수 있었다.

Fig. 3.2.13. Wave measurement using LiDAR

Fig. 3.2.14. Section map of the wave measurement using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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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AR를 이용하면 파랑이 쇄파되어 나타나는 포말의 위치가 거리와 높이의 값

으로 얻어질 수 있으나, 감지할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평균

적으로 S02와 S03 사이까지 (해안선에서 약 70 m 떨어진 곳) 파랑관측이 가능하였

다. 2013년 10월 18일 16시 42분 30초∼16시 44분까지의 LiDAR에 의한 파랑관측값

과 파고센서에 의한 파랑관측값을 비교하였는데, Fig. 3.2.15는 센서 S01 (수심 약

1.5 m)에서의 관측값 비교이며, Fig. 3.2.16는 센서 S02 (수심 약 2.4 m)에서의 관측

값 비교이다.

Fig. 3.2.15. Comparison of wave measurements with pressure sensor(red line) and

LiDAR(blue line) at S01 point

Fig. 3.2.16. Comparison of wave measurements with pressure sensor(red line)

and LiDAR(blue line) at S02 point

두 그래프에서 파랑관측값의 같은 위치의 파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S01의

파랑은 LiDAR에 의한 파랑과 거의 유사한 값 (상관계수 0.6)값을 가지고 있는데 반

하여 S02의 파랑은 LiDAR의 파랑과 약 0.4 m의 오차를 보인다(상관계수 0.41). 이

를 보정하기 위하여 S02 센서의 정확한 설치수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LiDAR에

의한 파랑관측은 쇄파의 포말을 탐지하는 방법이므로 실제 파랑의 높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파동의 형태로 케이블 파랑관측값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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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수온케이블의 수온 자료와 물리 부이의 수온 자료 중 2013. 10. 18. 16:00 ∼

16:40 자료를 20분 간격으로 비교하였다. 연안에서 센서 4번(거리 120 m, 수심 2.6

m) 까지는 저층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센서 5번(거리 160 m, 수심 3.4 m)과 센

서 6번(거리 220 m, 수심 4.7 m)에서는 10분 간격으로 미세하게 차이를 보였다. 물

리 부이에서 측정한 자료와 비교하여 동일한 수심에서 비슷한 수온 값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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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Comparison of temperature measurements with the sensor cable and the

ocean moored buoy



- 83 -

2차년도 RADAR 및 AIS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FMCW radar 이용 선박

탐지 알고리듬 개선하였으며, Pulse radar를 이용하여 선박 추적 기능 추가하였다(별

도의 모듈 형태). 또한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전송 시험하였으며, 통신모듈(TRS)

이용하여 레이더와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RADAR와 AIS의 활용방법에서 위성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구성하였고, 모듈 단위로 서로 연계하여 운영가능하다. 위성모드 개발 및 DB

구축하였으며, 각각의 모듈간의 선박을 추적하고 추적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을 통해서 각 모듈의 데이터가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동

일한 시점의 데이터를 뽑아서 관리가 가능하며, RADAR, AIS, 위성을 활용한 선박

의 위치를 추적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시공간적으로 선박의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다.

Fig. 3.2.19. Operating constituents each modules and flowchart of th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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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Flowchart of the database using TRS terminal

  
TRS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서버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

여, 모듈단위로 데이터를 접속이 가능하다.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TRS 단말

기를 활용하여 어느 위치에서도 서버 DB에서 데이터를 수신 및 송신이 가능하다.

FMCW에서 관측된 데이터를 서버 DB로 전송하여 저장하며, 저장된 내용을 Pulse

Radar PC에서 수신이 가능하다. 서버 DB를 이용할 경우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이

가능하다.

동해연구소의 옥상에 Fig. 3.2.21.과 같이 레이더와 AIS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해

저 음향케이블이 설치된 주변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였다.

2013년 10월 19일에 실시간 선박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경북 울진군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본관동 2층에 실시간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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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RADAR and AIS receiving antenna deployed on the rooftop

at the East Sea Research Center

Fig. 3.2.22. Moving ship monitoring using RADAR/AIS system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하여 직경 2.4m 해양관측부이를 이용하였고 관측

부이는 관측센서, 자료저장 및 전송, 전원공급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관측센서 및

항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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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측센서 : 초음파 유속계(ADCP), CTD(SBE37IM), YSI6600V2
⦁ 기상관측센서 : 해상풍(풍향, 풍속), 기온, 기압, 습도
⦁ 관측항목 : 층별 해․조류, 수온, 염분, 용존산소, 클로로필, 탁도

관측 자료는 통합하여 자체 메모리에 저장과 동시에 CDMA 통신망을 이용 전체

자료를 매 10분 간격으로 해양과학기술원 서버로 전송하였다. 부이 안전 확보를 위

해 부이 위치 및 주요 관측 자료를 Iridium 통신위성으로 송신하는 모듈을 추가하여

CDMA/Iridium dual 자료전송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전원공급 시스템 : 자체 배터

리를 내장하고 태양광충전 패널 4개를 부착하여 장기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해양관측부이에서 관측한 해양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는 가시화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관측 위치와 관측 자료의 특성에 적절한 시계열 시간변화도

및 분포도를 작성하여 해양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해양관측부이를 설치하

였다. 설치기간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경북 울진군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동해연구소 동쪽 약 1 km 해상에 수심 약 22 m에 울진 소재 일진호(15톤급)

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해양관측부이에 설치된 관측센서는 계류용 CTD 3개 층,

ADCP, YSI(표층), 기상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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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Ocean moored buoy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실시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시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관측위치, 해상기상, 층별 해류, 물성(수온, 염

분, 용존산소), 클로로필, 탁도 등 자료를 도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양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관측 초기에는 남풍이, 10월 19일 이후 북풍계

열의 바람이 불었고 층별 흐름은 남동-북서향의 조석변화를 보이며 대체로 남향류

가 우세하였다. 10월 18-19일에는 저층에서 수온 15℃이하이고 염분 33.5psu 이상인

저온, 고염수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 층의 음속은 1,495m/s 이하였다.

Fig. 3.2.24. Operating result of the real-time ocean environme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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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가관할해역 실시간 해양환경 관측시스템 운용

2차년도에 제작한 연안관측용 파고센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다. 파고센서 시

스템 개선내용은 Table 3.3.1.에 정리하였다. 장시간 사용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

하던 오류를 전원 부를 수정하여 장시간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외형 기구에

대하여 개선을 통해 기계적 강도 및 수밀을 향상하였다. 실시간 가시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정하였다. 2차년도에 개발한 실시간 파고 재현 알고리즘을 통하여 파고

재현 알고리즘을 가시화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를 개선하여 연속적인 실시간 파고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개선 전 개선 후 성능 향상
전원 부 

(전원방식) 연속 전원방식 스위치 전원방식 장시간 사용시 발열량 개선
센서 부
(외형)

외형 기구물 
없음 외형 기구물 개선 기계적 강도 및 수밀 향상

파고 재현
알고리즘 알고리즘 없음

각 센서 사이의 
가상센서에 대한 파고값 

계산 알고리즘 적용
실시간 파고 계산 가능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실시간 파고 
그래프 없음 실시간 파고 그래프 표현 연속적인 실시간 파고 

그래프 표현

Table 3.3.1. Improvements of the wave sensor system

전원부에서는 연속적원 방식에서 스위칭전원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연속전원(리니

어)방식 사용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압 다운이 많이 발생되며 장기 모니터링 시

센서 전원부의 발열량이 많아진다. 기존 리니어 방식의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스위칭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공급 전압을 기존 20V에서 30V로 높이고, 발열

및 전압 drop 문제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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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Improvement of the wave sensor power

센서부에서는 외형 기구물이 있는(USP12840) 센서로 교체하였다. 기존 센서는 외

형 기구물이 없어 에폭시 몰딩방식으로 센서 부착하였다. 기계적 강도와 수밀을 개

선하기 위해 센서 외형이 스테인레스강으로 되어있는 센서 모듈(USP12840)로 교체

하였다. 장기 모니터링을 위해서 외형 기구물이 있는 센서로 교체 및 기계적 강도와

수밀을 개선하였다.

PART NUMBER : USP12840 (교체 후)

RESISTANCE @ +25℃ = 10,000 

RESISTANCE/TEMPERATURE   CURVE=”J”

TEMPERATURE COEFFICIENT @   +25℃ =-4.4%/℃ 
NOMINAL

BETA “ß” =3,892’K NOMINAL

Table 3.3.2. Change of the wav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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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터페이스(UI)는 실시간 파고 전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각 센서의

파고치를 보여 주는 가운데 그래프의 크기를 줄이고 빈 공간에 실시간 파고관측 그

래프를 추가하였다. 파고관측 그래프에서 파랑색 영역은 해수, 회색 영역은 해저면

을 나타낸다. 거리 500m(우측)에서 해빈으로(좌측) 진행하는 파형을 실시간 확인 가

능하다(Fig. 3.3.3.(b)).

Fig. 3.3.3. Adding graph on the wave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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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물리 관측부이 시스템 개선 사항은 Table 3.3.3과 같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였으며, 개선 전에는 GPS자료를 바탕으로 Bottom boundary를 처리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위성자료 및 연안물리자료를 기반으로 Bottom boundary를 처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Bottom boundary를 사용할 수 있었다. 실측 자료

를 사용하여 자료의 질을 향상 시켰다.

개선 전 개선 후 성능 향상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GPS자료를 바탕으로 
Bottom boundary 처리

위성자료 및 연안물리 
자료를 기반으로 

Bottom boundary 처리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Bottom boundary 처리 

Table 3.3.3. Improvements of the ocean measurement buoy

  

Fig. 3.3.4. Adding bottom topography on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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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사항은 레이더와 AIS 기반 통합 실시간 선박모니터링

을 적용하였다. 현장 관측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동일 시점의 자료 간 연계

기능을 개선하였다. 레이더 관측 시각의 AIS 정보 추정 및 연계하였다. 레이더 자료

처리 결과와 관측 시각의 AIS 정보를 이용하여 선박 위치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가시화하였다. 레이더 관측 자료를 이용한 실시간 선박 모니터링 적용하였고, 선박

탐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모니터링 결과를 검증하였다.

Fig. 3.3.5. Real-time ship monitoring using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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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활용

2014년 6월 16일∼23일에 실해역 설치 개념으로 중요 국가관할해역인 울릉도 해역

에서 현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를 활용하여 현장지휘 본

부를 설치하였으며, 전원 등의 기지 자원을 활용하였다(Fig. 3.3.6.).

 (a) 울릉도 ․ 독도해양연구기지                     (b) 현장지휘 본부  

Fig. 3.3.6. Photograph of the Ulleungdo-Dokdo Ocean Research Station and the on-site command
center

     (2) 해양환경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 현장 운용

해양환경(수중음향, 해양물리환경, 선박추적)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을 현장에서 운

용하였으며, 해저음향케이블, 해양물리부이, 레이더 설치 및 해저지형조사 수행하였

다(Fig. 3.3.7.).

Fig. 3.3.7. Schematic of the ocean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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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부근 해역에서 최적의 해저음향케이블 설치를 위하여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해저지형조사를 실시하였다. Fig. 3.3.8.에서 연안에서

최대 수심 약 20m 까지 암반 또는 전석으로 이루어진 해저면 분포 파악 후 음향케

이블을 설치하였다. Fig. 3.3.9.는 조사지역에 대한 육상-해저 3차원 지형을 표시한

것으로 육상지역은 동일 수직기준(지오이드)에 의한 LiDAR 지형자료이며, 해저지형

은 멀티빔 음향측심기에 의한 해저지형조사 결과이다.

Fig. 3.3.8. Topography off the Ulleungdo-Dokdo Ocean Research Station

Fig. 3.3.9. 3-dimension topography of the observ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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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14. 06. 16∼23일까지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

연구기지 앞 약 1 km 해역에 해저음향케이블을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Fig. 3.3.10. Deployment and operating of the bottom mount acoustic cable

 

해양물리환경을 관측하는 해양물리부이는 기지로부터 약 2km 해역에 해양물리부

이 설치하여 운용하였으며, 수온, 해수유동 등 해양환경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였

다.

Fig. 3.3.11. Deployment and operating of the ocean moored 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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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의 선박 탐지를 위하여 해야 위성 관측 시스템을 운용하였다. 레이더 및 AIS

를 이용한 선박 탐지 및 추적 실험을 위해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에 레이더 및

AIS를 설치하여 관측을 진행하였다. 6월 18일 레이더 및 AIS 설치 및 테스트 진행

후 6월 20일까지 관측하였다. FMCW 4G 레이더 위치보정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테

스트 실시하였으며, SAR 위성 관측 시점에 맞춰서 레이더 및 AIS 관측 진행하여

위성데이터와 데이터 통합 진행하였다. Pulse 및 FMCW 3G, 4G 레이더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관측 지점은 해군 레이더 기지(Pulse 레이더, 운용기간:18∼20일), 현포

항(FMCW 3G 레이더, 운용기간:19, 20일), 울릉도 해양과학기지(FMCW 4G 레이더,

운용기:18∼20일)이다.

Fig. 3.3.12. RADAR observation stations

해저음향케이블로 획득한 자료를 통해서 수상 및 수중 이동체 탐지 분석을 실시하

였다. 수상 이동체에 대해서 LOFAR 분석을 통해 수상 이동체의 다양한 기계류나

추진기 특성을 확인하였다. Fig. 3.3.13.에 사용된 각 선박 이동에 따른 Table 3.3.4.

구간에 대해 LOFAR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3.3.14.와 같이 무수한 Tonal 성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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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그중 선박이 이동하는 경우는 시간에 따라 주파수 변동이 나타나는 속

력종속 성분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을 도플러 편이(Doppler Shift)라 한다. 도플러

편이에 대한 추진기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관측하고자하는 선박의 속력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조디악(1st_Ship)           (b) 현포1호(2nd_Ship)           (c) 물마루호(3rd_Ship)

Fig. 3.3.13. Ships for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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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LOFAR gram each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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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정점 조사 기간 비고
1st_Ship (조디악 0.1톤) 14년 6월 20일 10:39 ~ 10:41 2분
2nd_Ship (현포1호 10톤) 14년 6월 20일 16:30 ~ 10:33 3분
3rd_Ship (물마루호 4톤) 14년 6월 20일 16:08 ~ 16:11 3분

Table 3.3.4. LOFAR analysis sections of the surface vehicle

선배열 센서를 통해 획득된 수중이동체의 방사소음은 빔포밍 기법을 이용하여 이

동체에 대한 방향성을 측정할 수 있다. 실험은 다이버가 수중스피커를 Fig. 3.3.15.와

같이 끌면서 이동하였고, Table 3.3.5. 구간에 대해 방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a) 다이버 수중이동         (b) 수중스피커      (c) 수중스피커 기동방향

Fig. 3.3.15. Directional analysis sections of the underwater vehicle

          (a) 결과 1                (b) 결과 2                 (c) 결과 3

Fig. 3.3.16. Results of directions for the underwat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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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장비 조사 기간 비고
수중 스피커 14년 6월 20일 10:49 ~ 10:59 10분

Table 3.3.5. Directional analysis sections of the underwater vehicle

계획상 센서를 기준으로 수직방향으로 기동하기로 되었지만, 조류나 수중에서의

방향감각을 체크하기 어렵기에 Fig. 3.3.16.과 같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10분

간의 데이터에서 초기는 61.5°이고, 5분후 41.2°, 마지막 21.5°를 보여준다.

선배열 센서를 통해 얻은 수상 이동체에 대한 수중방사소음은 빔포밍 기법을 이용

하여 이동체에 대한 방향성을 측정할 수 있다. 실험은 물마루호가 Fig. 3.3.17.과 같

이 이동하였고, Table 3.3.6. 구간에 대해 방향성 분석을 하였다.

              (a) 물마루호 기동방향               (b) 레이더에서 관측한 이동경로 1  

    (c) 레이더에서 관측한 이동경로 2          (d) 레이더에서 관측한 이동경로 3 
Fig. 3.3.17. Ship Moving direction and results by RADA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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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결과 1                    (b) 결과 2                   (c) 결과 3
Fig. 3.3.18. Results of directions for the surface vehicle

        

   
조사 장비 조사 기간 비고

3rd_Ship (물마루호 4톤) 14년 6월 19일 17:20 ~ 17:30 10분

Table 3.3.6. Directional analysis sections of the surface vehicle

Fig. 3.3.17.의 (a)와 같이 5톤 선박 물마루호의 기동방향을 나타내며, 기동은 ‘I’ 자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서 2∼3분간 급격하게 –47.1°∼ 0°로 기동하였고, 4∼

7분간 계속 0° 방향을 나타내다가 마지막 또한 급격하게 0°∼ -53.7°로 기동하였다.

Fig. 3.3.18.은 해저음향케이블을 이용하여 관측된 물마루호의 기동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레이다에서 관측된 결과와 방향성이 잘 일치하였다.

레이더 및 AIS 관측은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 SAR 관측 시점에 크기가 다

른 선박 4대를 투입하였고, SAR 관측 전 30분∼관측 후 30분 (입출항 고려, 총 1시

간), SAR 관측 30분 전 출항. 10분 전 지정 위치 도착 후 정박하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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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선명/선종 길이 / 폭 (m) 선박동원일자 비고
1 태양호/오징어잡이 13.85m / 3.40m 6/18, 19, 20
2 안성호/오징어잡이 12.53m / 3.08m 6/18, 19, 20
3 현포호/어장관리선 14.5m / 4m 6/18, 20
4 현포호/어장관리선 

(조사선) 14.5m / 4m 6/18 위성관측 시 잠시 동원
5 조디악 6m / 2.5m 6/18, 19, 20 20일 FMCW에서 관측 X

Table 3.3.7. SAR observation and ship operation days

Fig. 3.3.19. Ships for observation

GPS와 FMCW 레이더에서 추출한 선박 위치정보 비교 (태양호 후미에 GPS 설치,

FMCW 레이더 이미지에서 태양호 위치 추출)를 통한 거리오차를 분석하였다. 현포

항에 설치한 FMCW 레이더에서 추출한 선박 위치 오차(푸른 색)와 과학기지에 설

치한 FMCW 레이더에서 추출한 선박 위치 오차(붉은 색)를 나타낸다(아래 그림).

과학기지에 비해 현포항에 설치한 FMCW 레이더의 관측 범위를 크게 설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Pixel distance의 차이(현포항: 9.7653m, 과학기지: 2.6930m)로 인해 현포

항에 설치한 FMCW image의 위치 오차가 크게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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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Absolute error calculation using location informations

FMCW radar image (3G, 4G)의 선박 위치정보를 이용한 항적 지도(map)를 생성

하였다. 과학기지에 설치한 FMCW 레이더를 이용하여 생성한 항적(붉은 선)과 현포

항에 설치한 FMCW 레이더를 이용하여 생성한 항적(푸른 선)을 표시하였다(아래

우측 그림). 두 항적 모두 GPS 관측 위치와 오차를 보이며 선박이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다 더 큰 오차를 보인다.

HYCOM 모델에서 추출한 관측지역의 표층 유속 세기 및 방향이다(아래 좌측 그림).

Fig. 3.3.21. Ship path using FMC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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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관측용 케이블은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설치/관리 매우 중요하

다. 실제 해저면은 모서리가 날카로운 암반(Fig. 3.3.22.)과 최대 수 m의 수심 변화가

있는 모래 또는 뻘 등과 같은 해양퇴적물(Fig. 3.3.23.)로 이루어져 있어 케이블 고장

및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케이블 설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케이블

에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하며,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케이블 관리기법

이 필요하다. 설치된 케이블 주변의 해저면 상태를 보고자 케이블 주변에 대하여 수

중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모자이킹하여 Fig. 3.3.24.와 같이 하나의 파일로 만들

었고, 각 구간별 확대 수중사진은 Fig. 3.3.25∼Fig. 3.3.29.에 도시하였다.

 
Fig. 3.3.22. Photograph of the cable deployed on the cutting-edged rock

 
Fig. 3.3.23. Photograph of the cable deployed on the sand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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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Underwater mosaic photograph around the cable

Fig. 3.3.25. Close-up photograph around the cable(A area)

Fig. 3.3.26. Close-up photograph around the cable(B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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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Close-up photograph around the cable(C area)

Fig. 3.3.28. Close-up photograph around the cable(D area)

Fig. 3.3.29. Close-up photograph around the cable(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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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설치 지역에 대하여 연속된 수중영상(34 m x 19 m)을 촬영하여 모자이

킹함으로써 케이블의 설치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한 시각자료를 확

보하였다(Fig. 3.3.30.). 케이블 주변으로 최대 5 m의 전석들이 분포하고 있다.

동일 지역(Fig. 3.3.30.의 케이블 관리지역)에 대하여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정밀 3차원 지형조사를 실시하여 케이블 설치심도 및 주변 지형 파악하였다(Fig.

3.3.31.). 모자이킹한 수중영상과 정밀 해저지형을 이용하여 수중영상에 대한 위치정

보를 입력하기 위한 geo-rectific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Geo-rectification 작업 수

행 후 실제 위치로 변형된 수중 영상을 Fig. 3.3.32.에 도시하였다. 정밀 3차원 지형

과 모자이킹된 수중영상과의 정합을 통하여 케이블 설치 주변의 3차원 해저면 실사

지형자료를 작성하였으며(Fig. 3.3.33., Fig. 3.3.34.), 이는 향후 케이블 안전관리 구역

을 분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Fig. 3.3.30. Underwater mosaic photograph around th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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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 Underwater mosaic photograph around the cable

Fig. 3.3.32. Underwater mosaic photograph around th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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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 Underwater mosaic 3-dimension photograph(west to east)

Fig. 3.3.34. Underwater mosaic 3-dimension photograph(north to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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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에 위치한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북쪽 연안의 현장 설치 운용해

역의 물리환경 파악을 위해 2014년 6월 18일 5개 관측선 CTD 공간 조사를 실시하

였다(Fig. 3.3.35.).

Fig. 3.3.35. CTD measurement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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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수온은 20℃ 이상이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낮아지며 염분은 대체로 표층에

서 고염, 저층에서 저염이나 20m 층에 다소 낮은 저염수가 존재하였다. 음속은 표층

에서 1515m/s이상이고 수심에 따라 감소하는 분포를 보였다(Fig. 3.3.36～3.3.39).

Fig. 3.3.36. Distributions of surface (2014. 6)

Fig. 3.3.37. Distributions of 10m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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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8. Distributions of 20m (2014. 6)

Fig. 3.3.39. Distributions of near bottom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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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역의 서쪽에 위치한 단면 A의 수심 10-30m 층에 걸쳐 수온약층이 존재하

며 수심 20m 주변에 34.35psu 이하의 다소 저염인 해수가 폭넓게 분포하였다(Fig.

3.3.440). 단면 B(Fig. 3.3.41.)와 C(Fig. 3.3.42)에서는 수온약층의 수온 등치선 폭이

넓어져 약층의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 수심 20-30m 층 부근에 34.3psu 이하의 저염

수가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며 동쪽에 위치한 단면 E의 수심 20-50m에는 수심에 깊

어짐에 따라 고염수와 저염수가 교대로 존재하여 관입현상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Fig. 3.3.43.).

Fig. 3.3.40.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ensity and sound speed on the sec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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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ensity and sound speed on the

section B

Fig. 3.3.42.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ensity and sound speed on the

sec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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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3.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ensity and sound speed on the

section E

초음파 유속계(ADCP), CTD(SBE37IM), YSI6600V2 등 해양관측센서와 해상풍

(풍향, 풍속), 기온, 기압, 습도 등 기상관측센서를 장착한 직경 2.4m 해양관측부이를

이용,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해양관측부이 2014년 6월 18일～20

일까지 설치하였으며, 경북 울릉군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동쪽 약 1 km 해상,

수심 약 40m 해역에 설치하였다(Fig. 3.3.44.).

해양관측부이에서 관측한 해양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는 가시화 프

로그램 개발하여 관측 위치와 관측 자료의 특성에 적절한 시계열 시간변화도 및 분

포도를 실시간으로 작성하였다. 관측위치, 해상기상, 층별 해류, 물성(수온, 염분, 용

존산소), 클로로필, 탁도 등 자료를 도시화하여 해양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였다(Fig.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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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4. Moored map of the ocean measurement buo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s

Fig. 3.3.45. Snap shot of the real-time ocean environme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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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자료를 분석하면, 관측 초기에는

남풍이, 6월 19일 오후부터 남서풍이 강해져 약 10m/s에 달하였고 20일 부터는 북

동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은 하강하고 습도는 높아졌고 기압은 점차 상승하였다. 수심

10-20m 층에 수온약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오후 2-3시에는 약층의 깊이가 30m까지

깊어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 약층 수심의 일변화가 존재함을 보였다. 염분은 수

온약층의 상부에 해당하는 10m 층 부근에서 저염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CTD 공간 조사 결과의 저염수 관입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현상이 운영기간 동안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Fig. 3.3.46. Operating result of the real-time ocean environme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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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해역 중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은 파랑에 의한 해빈 침식 및 이안류가 형성되는

해역이다. 파고관측 케이블의 실해역 적용을 위해 파고 관측이 중요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해역에서 파고관측을 수행하였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파고/수온 케이

블, 파고계, ADCP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Fig. 3.3.47.).

Fig. 3.3.47. Schematic of wave measurements off Haeundae beach

파고관측 케이블 설치 전 부산 해운대 앞 해역에서 KOSE(Fig. 3.3.48.)를 이용하

여 해저지형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동쪽은 암반이 분포하며, 남쪽은 큰 규

모의 돌출암반이 분포하였다(Fig. 3.3.49.).

Fig. 3.3.48. Shallow bottom topography device

(KOSE: KIOST Ocean Surf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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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9. Bottom topography off Haeundae beach and deploy location of the wave

measurements cable

Fig. 3.3.50.은 육상 LiDAR를 이용한 육상지형과 천해 해저지형조사장비를 이용하

여 얻은 해저지형을 3차원으로 도시하였으며, 케이블 위치를 함께 표시하였다.

Fig. 3.3.50. 3-dimension bottom topography and deploy location of th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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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14. 09. 16∼18일까지 해운대 해역에서 파고센서

케이블을 현장에 설치하였다(Fig. 3.3.51.).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해역에서 파고

관측 케이블은 해빈을 기준으로 500m까지 설치하였다. Table 3.3.8.에는 파고센서의

해빈∼센서 거리, 케이블 압력센서로 관측한 수심, 파고센서 주변 케이블에 장착한

depth meter의 수심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3.3.51. Deployment and operating of the wave measurements cable

 

파고센서 해빈~센서 거리 (m) cable 수심 (m) Depth meter 수심 (m)
S01 20 -1.5 -1.5
S02 50 -2.7
S03 80 -4.0 -3.9
S04 120 -5.8 -
S05 160 -7.0 7.0
S06 220 -7.9
S07 300 -8.8 -8.7
S08 400 -9.4
S09 500 -9.4 -9.4

Table 3.3.8. Deployment locations & depths for wave/temperature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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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 관측케이블의 센서 검정을 위해서 파고관측케이블 1, 3, 5, 7번에 각각 수심

계(RBR, depth meter)를 부착하여 관측 자료를 비교하였다(Fig. 3.3.52.). 파고관측케

이블 파고값과 수심계 파고값의 상관계수는 0.99로 일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파고관

측케이블의 측정값에 대한 검정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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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2. Comparison with the wave measurements cable and depth meter



- 122 -

2014년 9월 16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관측한 파고 자료를 보면 빨간 점은 파고센

서의 관측 자료이고, 파랑실선은 센서 자료로부터 1m 단위로 유추한 파고 자료이다.

측정 자료와 유추한 자료가 일치하였으며, 시․공간적으로 파도의 형상을 잘 재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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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3. Wave data observed off Haeundae beach(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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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에 평행하게 파고관측 센서(Fig. 3.3.54.)를 설치하여 해안선에 수직으로 설

치된 파고케이블의 파고값을 비교하였다(센서 위치 : Fig 3.3.37.의 WG1과 WG2).

Fig. 3.3.54. Underwater wave gauge(AA400)

Fig. 3.3.55.와 Fig. 3.3.56은 WG1(평균수심 2.32m)과 WG2(평균수심 3.57m)에서

하루 동안 (2014년 9월 17일 오후 1시 50분∼9월 18일 오후 1시 50분) 0.2초 간격으

로 획득한 파고 관측값이다. Fig. 3.3.57.과 Fig. 3.3.58.은 파고케이블의 sensor2 (평

균수심 2.96m)와 sensor3 (평균수심 4.28m)에서 하루 동안 (2014년 9월 17일 오후 1

시 50분∼9월 18일 오후 1시 50분) 0.2초 간격으로 획득한 파고 관측이다. 2개의 자

료를 통해서 수중 파고센서와 파고케이블로 획득한 자료의 분포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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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5. Wave data observed at WG1

Fig. 3.3.56. Wave data observed at WG2

Fig. 3.3.57. Wave data observed at sensor 2

Fig. 3.3.58. Wave data observed at sens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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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본 연구는 국가관할해역 해양환경을 관측하고 수상 및 수중 이동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관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총 연구기간 목표달성도는 표4-1과 같다.

총 연구기간내 년차별 연구내용 대비 달성율(%)

년차 연구성과
진척율 성취

도
(정상,
부진)

특기사항
(우수성 및 
부진사유)

년차별
계획대

비
총연구
기간대

비

1차년
(2012)

수중소음 관측 시범용 해저케이블 제작 100 30

정상
해저케이
블 설계 
/ 제작

해양관측 부이 설계 및 제작 100 30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개별시험(레이더&AIS) 100 30
실시간 해양환경 자료 송수신 시스템 개발 100 30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 실험 100 30

2차년
(2013)

파고/수온 센서 케이블 설계 및 제작 100 60

정상

파고/수
온 센서 
케이블 
설계 / 
제작

1차년도 시제품 업그레이드 100 60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 실험 100 60
실시간 자료 송수신 시스템 점검 100 60

3차년
(2014)

2차년도 시제품 업그레이드 100 60
정상

탐지성능
개선 / 

통합자료
도출

케이블 관리 방안 및 내구성 검증 100 60
해양환경 자료간의 연계방안 도출 1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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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기여도

- 국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및 항행선박을 3차원 입체적으로 실시간 관측하여

자료 확보 및 제공 활용

- 실시간 해양환경 및 선박 모니터링을 위한 신개념 관측시스템 구축 활용

- 국내 유일 해저케이블을 통한 해양/음향 환경 및 해저환경의 다각적 모니터링

구축

- 인공위성 데이터 통합 관리망 구축 및 어선 자동 추출 기법 개발을 통한 능동형

해상 감시 시스템 개발

- 불법어업 방지, 밀입국 선박의 탐지 및 대응 지원

- 한반도 주변 영해 관리를 위한 기반 기술 확보

- 세계적인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서 MT & IT의 융합은 필수적

- MT & IT의 융합으로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여 장기적/광역

적 관측자료 획득 가능 및 소요예산 절감 효과

- 주요 관할해역의 주요 어장에 대한 해양환경 자료 획득으로 수산자원 확보에

지원할 수 있음

- 관할해역의 해저케이블에 장착된 해양/음향 자료의 장기적 모니터링으로 수중

이동체의 실시간 감시 및 군사적 해양환경자료로 제공

- 레이더 및 AIS기반 감시시스템의 수입대체 및 수출의 경제효과 발생

- 개발 시스템의 상용화를 통한 관련 분야 경제 산업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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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 활용 계획
- 연안 해양환경 장기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활용

- MT & IT의 융합 기술 확보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 활용

- 해양/음향 자료 및 해양환경 자료를 DB화하여 해군에 제공하여 국가안보에 활

용

- 관할 해역 중 접경해역에 설치하여 해양주권 확보 가능

- 해적을 비롯한 위협요소로부터 우리 선박의 안전 지원

- 국가 관할해역의 비정상적인 해양환경 변동 (담수쇼크, 녹조)을 실시간으로 관

측하여 효과적인 해양환경 관리 및 대응

- 관할해역 해양 오염이나 해난사고 발생 시 방제 및 구난을 위한 기본해양환경

자료의 실시간 정보 제공

- 해상 보안에서 활용 방안

∙소형 선박 및 미확인 선박을 식별하여 해상 보안에 한층 강화됨

∙해상에서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피해방지 및 단속활동에 활용 가능

- 해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TRS 단말기를 활용하여 해상에서 관측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음

∙해상에 대한 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해상에서의 모든 정보를

제공 가능

- 향후 해상 보안 및 안전적 측면에서 국가 대응 체계의 기반 마련

- 어업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지역분쟁 방지 기여

- 국가 자산인 한반도 주변 인공위성 영상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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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보
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
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
개하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