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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목적

  

 ○ 선박 전복 및 침몰 시 조기에 선체 내 수중 생존자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연구

- 수중 생존자 탐지용 청음시스템 및 수중 무선통신 체계 개발

-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수신감도 –150 dB, 최대 청음주파수 1 kHz, 센서자체소음 –20 dB
-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최대운용수심 100m, 유선통신 주파수 40 kHz, 사용시간 24 H, 

수중 UT-AM 통신 최대 거리 500 m

 ○ 기획연구의 목적

- 침몰된 함정이나 잠수함 내의 생존자를 파악하기 위한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

- 군 적용형 무인방식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설계하며, 다중센서 부착방식의 융합형 청

음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제시

2. 연구개발 필요성

 ○ 수중잠수체에 대한 인위적 내부소음을 청취하기 위해 외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기술

은 전세계적으로 실용화 없음

 ○ 부착형 수중청음기의 청취신호를 수중에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유선 뿐 아니라 무선음

파통신으로도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경과제로서 기 개발 중

 ○ 본 기획에서는 이러한 기 개발 중인 기술을 더욱 현장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잠수부

를 활용하지 않고, 무인잠수정이나 수중로봇을 활용하는 기술과 자체동력으로 이동하

여 수중침몰선체에 자동부착하는 자율운항형 수중청음기 체계를 설계하고 제시

 ○ 또한, 300 m 수압까지 견디도록 설계하여 수심 300 m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인하

게 설계하며, 크기를 줄이고, 전력량을 늘이며, 고성능 음향센서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

 ○ 본 기획과제에서 추진하는 수중침몰선체 내부의 소리를 외부에서 청취하는 기술은 세

계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며,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현장 적용시에는 산업적 응용분야가 

더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 센서소재 및 수중체 제작 업체

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경제적으로도 고난도의 기술(고압기능, 자율운항, 수중음파통신 등)을 실현함으로써 

국내 개발 협력업체의 발전과 향후  외국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음

 ○ 함정이나 잠수함이 수중침몰하거나 수중조난당할 경우, 수중침몰체에 대한 내부소음

을 침몰체 외부에서 청취하는 본 기술은 해군의 잠수함이 수중에 조난시 내부의 상황

을 조기에 탐지하는 데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잠수함 내에 생존자가 있는 지

의 여부를 초기에 판단함으로써 잠수함 구난작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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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주변국 함정이나 잠수정이 우리나라 해역에 수중 조난시에도 내부탐지용으로 활

용하여, 구조/구난 및 대응 활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3. 부처연계협력 필요성

 ○ 선체내 생존자 수색 확보기술 개발에서 생산되는 부착형 청음장치는 해경 및 해군에

서 요구되는 기술이며, 이를 위하여 부처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이 요구됨

 ○ 부착형 청음장치의 현장 실험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며, 부처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군적용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요구하는 기술스펙을 만족해야하므로 

보다 명확하고 현장적용에 강인한 체계로 개발 필요

II . 국내‧외 기술 및 시장동향

1. 국내 기술 및 시장동향

- 국내의 수중청음센서 기술은 수중소음, 수중항법, 잠수함 탐지, 고래생태연구, 수중지형 

조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수중 초음파기술을 이용한 해양조사 수요가 있는 장비로 사이드스캔소나(Side 

Scan Sonar), 음향 측심기(Echo Sounder)는 소수의 국내 수중 센서 개발업체에서 개발 

및 판매하고 있으나 전방탐지소나와 같은 물체 탐지/인식 센서는 개발 경험이 매우 미

흡한 실정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천해역에서 대용량의 지향성 초

음파 송신부와 배열센서를 사용하여 9.7km까지 10kbps로 전송할 수 있는 단방향 수중

통신모뎀 테스트베드를 개발하였으며, 나아가 6km거리에서 10kpbs의 전송속도를 제공

할 수 있는 양방향 수중통신모뎀 개발

- (주)이오브이 울트라소닉스은 수중에서 음향을 통해 유실된 선박 및 차량, 인명 등을 탐

색할 수 있는 수중 음향 영상장비인 Echologger RS900을 개발. 다이버용이 아닌 해상에

서 운용하는 장비로 수중에서 다이버가 직접 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선체 내부를 통과한 음향신호 수신의 어려움으로 선체 부착형 수중청음기는 개발된 사

례가 없으며, 청음센서 및 알고리즘 개발 필요

- 수중 청음체계를 이용한 생존자 확인 기술은 소리감지 센서를 통해 생존자를 파악하는 

기술은 제공되나, 폭설 등의 조난 상황에서 쓰이는 기술로써, 해양 선박 사고에 적용된 

사례는 없음 

- 부착형 청음센서 기술은 해경에서 수행하고있는 연구가 유일하며, 부착형 청음센서에서 

수상부표로 유선으로 신호선을 연결하는 방식과 비상시 사용하는 수중무선 음파통신

(UT-AM) 방식을 채택하여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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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술 및 시장동향

- 수중청음기는 수중의 음파를 수신할 목적으로 음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기음향변환기로 구성되어 있음

- 국외에서 개발된 수중청음기(hydrophone)는 Teledyne의 자회사인 덴마크의 RESON, 덴

마크의 Brüel & Kjær 사, 그리고 미국의 High Tech Inc. 등에서 개발되어 우수한 성능

의 상용 제품을 판매함

- 해양에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목소리와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소리를 청음하기 위

한 하이드로폰의 감도와 주파수 응답범위는 일반적으로 -170dB ∼ -220dB, 2 Hz∼100 

kHz 임

- 수중음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옴. 최근에는 CPU의 신호처리 속도의 발달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

식의 모뎀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Teledyne Benthos사에서는 MFSK와 PSK 방식의 변조기법을 사용하며 다중경로를 피하

기 위한 가드타임(guard period) 설정이 가능. 수중과 수상과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수

상 유닛용 모델(ATM-891 등)이 있음

- EvoLogics는 독일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S2C(sweep-spread carrier) 기술을 적용한 모뎀 

제작사임. 모델은 크게 R 시리즈와 M 시리즈로 구분되며 주파수 대역, 전송속도 및 거

리, 운용수심 등에 따라 구분됨. R 시리즈는 USBL을 이용한 위치추적 기능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 영국 Tritech International Ltd는 영국 업체로서 수중음향 모뎀을 비롯한 여러 장비를 

생산하고 있음. 수중음향 모뎀으로는 AM-300과 Micron Data Modem의 두 종류가 있음. 

Micron Data Modem은 ROV나 AUV 장착이 용이한 소형모델이며, 위치탐지가 가능한 특

징이 있음

-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수중에서 작업하는 잠수사 또는 무인잠수정의 위치를 실

시간 파악하기 위한 장비의 모뎀이 Applied Acoustics사, Edgetech사, Tritech사 등에 의

해 개발되었음.

- 국외에서는 청음센서(hydrophone) 및 휴대용 수중청음기 및 수중모뎀 등의 기술 개발이 

주로 이루어져 있음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은 현재까지 미개발 영역이며, 세계적 선점 가능한 기술임

  3. 국내 기술개발 현황 분석

  

- 수중 청음체계를 이용한 생존자 확인 기술은 소리감지 센서를 통해 생존자를 파악하는 

기술은 제공되나, 폭설 등의 조난 상황에서 쓰이는 기술로써, 해양 선박 사고에 적용된 

사례는 없음 

- 전복 선박의 선체 내부 생존자 확인은 구조사의 귀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침몰 

선박은 확인 방법이 없음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은 개발된 사례가 없으며, 청음센서 및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함

-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에서 국가R&R사업으로 4년간(2017~2020) 부착형 청음센서 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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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1개의 시제품 개발이 최종 결과임

- 향후에는 시제품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화 연구와 다수의 청음센서를 이용한 선체 내 

생존자의 구체적(위치 등)인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됨

- 또한 군적용을 위해서는 군적용형 무인방식 부착형 청음시스템 개발 고도화가 필요함

III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목표성능

잠수함의 수중 

조난 사고 발생 

시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활용 방안

-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기구부를 선박 외부에 부착하여 선체내 생존

자의 신호를 청음

- 청음된 신호를 수중통신용 UT-AM 모듈 또는 해상 유무선 통신 WiFi 

AP buoy를 사용하여 주변해역에서 구조 활동 중인 구조함에 전송

- 해상 구조함에서는 전용 Deck Unit으로 신호 수신 및 처리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호 자동 분석

- 선체 내 생존자 유무 확인

부착형 청음시스

템의 고도화 방

안

- 외형의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감소

- 전력규모를 높임

- 고성능 청음센서로 고도화

- 수심 300 m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무인화된 선체부

착형 청음시스템 

활용 방안

- 방안 1. : 현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중무인드론인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에 청음시스템을 탑재한 후, 무인 원격조정으로 수중

침몰선에 접근하여 수중청음기를 침몰선체 외벽에 자동으로 부착되는 

체계로 구성

- 방안 2. : 부착형 청음시스템 자체에 동력을 구비하도록 설계하여, 수중

자율운항형 청음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침몰선에 접근한 후 침몰선 외벽

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성

다중센서 부착방

식 활용 방안

-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3개를 수중침몰선체의 앞부분, 중간, 뒷부분 

외벽에 순차적으로 부착한 후, 동시에 선체내 음향신호를 청취하

는 방식으로서, 강하게 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내부 생존자가 위

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함

- 부착형 청음시스템 3개를 잠수부 또는 무인 ROV 등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침몰선체 외부에 부착하며, 3개의 시스템은 신호전달

선이 유선으로 연결되며, 마지막 청음시스템에서 3개의 신호선을 

하나로 융합하여 수면위의 부이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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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여부처별 연구개발 범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군적용 기술 기획을 총괄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적용 기술 기획결과에 대한 군적용 타당성 검토 

○ 국방부 해군본부 : 해군 함정/잠수함 적용 기술 검토

○ 해양수산부 : 해양분야 응용기술 확대 검토

3. 업무분할구조도(WBS)

 ○ 본 사업진행을 위한 업무분할구조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주관기관이 되어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며, 관련기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방부/해군, 관련 산업체)과의 자문 및 전

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개발 진행

4.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소요기술 국내 기술수준 선진국 기술수준 확보방안

청음시스템 개발 100 100 확보

수중무인드론 운영 80 100 선진국 연수

다중 청음시스템 
개발 기술

80 100
학계 알고리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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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구개발 투자계획

1. 사업기간/총사업비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6개월)

○ 총사업비 : 40억원

○ 소요인력 : 30 명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관계부처
연도별 소요예산

소계
’22년 ’23년 ’24년

국방부/해군 6 7 7 20

해양수산부/해
양경찰청 3 4 3 10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3 4 3 10

총  계 12 15 13 40

3. 재원확보 방안

○ 민군사업 관련 부처별 재원확보 방안

- 해양수산부 : 민군 부처협력과제 참여로 재원 분담 확보

- 해양경찰청 : 민군 부처협력과제 또는 단독으로 후속사업 재원확보후 추진

- 해군본부 : 민군 부처협력과제 참여로 재원 분담 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군 부처협력과제 참여로 재원 분담 확보

○ 그 외 정부지원 재원확보 방안

- 해양수산부 : 국가R&D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

- 해양경찰청 : 해경R&D센터 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

- 해군본부 : 전력체계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R&D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

○ 애로사항 및 시사점

- 민군 부처협력과제 사업으로 추진시 각 부처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원 분담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기획 종료후 민군진흥원 평가결과에 따라 부처 재원마련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임

- 그 외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관련 부처의 국가 R&D로 제안하여 추진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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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방안

1.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선체내 생존자 수색 확보기술 개발

주관연구책임자외 29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분 기관수 인원수 총인원 수
산업계 1 10

30
대학 1 5

국공립(연)
출연(연) 1 15
기타

선체내 생존자 수색 
확보기술 개발

부착형 청음기 개발
선체 내 생존자 위치 
식별 알고리즘 개발

주 관 연 구 기 관 협 동 연 구 기 관 협 동 연 구 기 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업계 대학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외 14명 책임자외9명 책임자외4명

책임급 5명
선임급 4명
원급 6명
기타 0명

책임급 3명
선임급 4명
원급 3명
기타 0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원급 2명
기타 0명

2. 사업관리방안

  참여부처1 (국방부/해군)

○ 함정 및 잠수함에서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현장 테스트 지원

- 부착형 청음장치의 현장 시험 지원

- 함정 및 잠수함의 개발 제품 적용 검토

  참여부처2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 전복선박 사고 발생 시 현장 적용 시험 지원

- 부착형 청음장치의 현장 시험 지원

- 해경함의 개발 제품 적용 검토

- 다수 인원이 승선하는 여객선 등에 부착형 청음장치의 의무적인 설치를 위한 법안(행

정절차) 및 부착 방법 검토

  참여부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군진흥원과 함께 본 사업 관리 감독 역할

- 소요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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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부처 등에서 확정·발표한 범부처 주요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

 ○ 해양경찰청에(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 전략과제17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재난현장 지

원·대응을 위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확보 및 민군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과

학기술기반 국방역량 강화로 안보에 강한 나라 실현

 

 ○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 범정부차원의 국가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민군겸용기술 추진

시 국가과학기술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중복성 배제

- 국방과학기술의 감시정찰-수중감시-수상함용 통합음탐기 분야야 직간접적으로 연계

- 국방과학기술의 함정-수상함-통합생존성 고도화기술과 연계됨

- 국방과학기술의 함정-잠수함-수중신호 수동 및 능동제어시스템과 연계됨

- 미래선도형 R&D를 위한 전략아이템의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식별장비와 연계됨

4.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 방안

 ○ 해경에서 2015~2020년까지 시제품 형태의 연구를 수행하였음

- 시제품 형태의 부착형 청음장치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다수의 청음장치를 확보하는 연

구개발이 요구됨

- 연구개발 중 지적사항 중 선체내 생존자의 선체내 위치 확인 기술은 무인화체계로의 

고도화 및 다중센서체계를 이용하여 확대 적용가능할 것임

VI .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

1. 민수 분야 

○ 해양경찰청 : 해양사고 현장의 구조사 및 지휘관의 기술 활용으로 효율적인 인명구조 

및 대처 능력의 향상

○ 해양구난업 : 해양구난업체의 해양구조수색 장비

○ 해양플랜트사업 : 해양에 설치된 대규모 플랜트의 구조물내에서 발생하는 소리 검사를 

수행하는 안전성 진단 시스템

○ 수중공사업 : 해저통신, 해저터널, 해저파이프라인 등의 수중공사시에 구조물을 확인하

고 검사하는 시스템

○ 해양고래관광 : 해양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통하여 고래의 출현 지역 예측 정보 제공

2. 국방 분야

 ○ 국가적인 해양 재난 상황이 발생 시에 활동하는 해난구조대(SSU)의 구조 작전 장비로 

활용

 ○ 적 잠수함(잠수정)의 인양시에 안전 확보를 위한 잠수함 내부 상황 파악 장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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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

 ○ 성과관리는 성관계획서 및 성과 점검 기준표에 따라 수행

최종성과물
(성과유형)

과제성과지
표

목표치

측정방법 검증방법
해당
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외 
수준

최종
목표치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수중 생존자 
탐색용 

청음시스템

수신감도
-150d
B

-180d
B

-165d
B

-150d
B

오실로스코프 공인시험기관인증서

공인
인증
기관

없음

최대청음주
파수

1kHz 1kHz 1kHz 1kHz
수조시험

/스펙트럼 분석
공인시험기관인증서 없음

센서자체소
음

-20dB -10dB -15dB -20dB 오실로스코프 공인시험기관인증서 없음

운용수심 300m - 300m 300m 압력시험 공인시험기관인증서 없음

유선통신 40kHz 20kHz 30kHz 40kHz 샘플링 수 공인시험기관인증서 40kHz

무선통신
2k 

Bytes/
sec

1.0k 
Bytes/
sec

1.5k 
Bytes/
sec

2k 
Bytes/
sec

데이터전송량 공인시험기관인증서
1.5k 

Bytes/sec

사용시간
48시
간

12시
간

24시
간

48시
간

소비전류측정 공인시험기관인증서 없음

< 성과 점검 기준표 >

구분 성과항목 공통성과지표
성과계획

1차년
도

2차년
도

3차년
도

합계/
평균

과학적 성과 논문 SCI급 논문 건수 1 1 2
등재지 논문 건수 1 1 1
기타 논문 건수 1 1

학술대회 논문 건수 1 1 2
포상 민간 포상(국내, 국제)

정부 선정 우수성과 포상
기술적 성과 특허 특허 출원 건수 1 1

특허 등록 건수 1 1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1 1 2

소프트웨어 활용도
시제품 시제품 제작 건수 1 1 2

시제품 현장 활용도 1 1
경제적 성과 기술 실시(이전) 기술 실시(이전) 건수 1 1

기술료(정액)
연구개발서비스 표준화지원·인증 건수

표준화 지원 가치
사회적 성과 인력 양성 박사학위자 수 1 1

석사학위자 수 1 1
정책활용 정책제안 건수 1 1 2

정책반영 건수 1 1
성과홍보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건수 2 2

언론홍보(신문, 방송) 건수 2 2
인프라 성과 전산시스템 시스템 개발 건수 2 2

시제품 및 장비 장비 개발 건수 2 2
현장적용 건수 2 2
장비활용도 2 2

< 성과 계획서 >



- x -

 VII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 기술적 효과

 선체 내 수중 생존자 탐지 장비 기술 사양의 정량화를 통하여 향후 관련 장비 개발에 

대한 산업적 기술 기준 제시

 다중 선체 부착형 청음장비을 운용하고, 다채널을 통하여 신호를 송수신하고, 장비를 

제어하는 수중통신 기술 확보

 다중 청음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음향 및 진동 신호에서 생존자를 탐지(인식) 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 개발

 향후 해양 환경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 방법은 구조 인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무인

화 원격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한 선제적 기술 확보

2. 경제적·산업적 효과(기술개발로 인한 경제성 분석 포함)

 수중음향을 이용한 선체 내 인명 탐지 및 구난 시스템 분야의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

가치를 갖는 산업분야 창출

 개발된 시스템은 향후 관련 기업에 기술이전으로 신산업이 창출 가능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해양사고 대응 기술개발로 글로벌 선진기술 리더로 진입할 수 있어 해양안전분야의 글

로벌 시장 개척 가능

 해상사고에 대한 초동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투입을 절감할 수 있음

3. 군사적 효과

 함정 및 잠수함 운영 중 안전 사고 발생 시에 구조구난을 위한 긴급 대응 기술 확보

 수중의 주변 소음을 극복하고 잠수함 내부 신호를 탐지하는 기술 확보

 잠수함의 비밀작전 수행을 위한 수중 침묵 훈련 시 외부로 방사되는 소리 측정 기술 

확보

 수상선박 및 수중 잠수함정에서 방사되는 음향신호와 주변소음(Ambient Noise)을 휴대

용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 확보

Ⅷ.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적 장애요인

 1. 법·제도적 장애요인

선체 부착형 청음장치를 위한 법․제도 장애요인 및 개선 사항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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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 최근 세월호 및 천안함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를 경험하면서, 선체 에어포켓 내의 

생존자 유무에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선박 관련 전복․침몰사고 발생 시 

선체 내의 생존자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수단은 부족하다. 해상사고 발생 

시에 초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체 내 생존자 확인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

고 대형 해양사고시 국가적(정부) 체계 전환 지원에 과학적 기술이 필요하며, 구조

(Rescue)와 구난(Salvage)의 대응체계에 따라 현장대응에 큰 차이가 있으며, 구조에서 구

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학적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 기존의 전복사고 발생 현장에서 수중 전복선의 생존자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조사는 구조선에서 전복선의 선저위로 이동하여 망치 등으로 선저를 두드려서 생존

자의 반응 여부를 확인

⦁ 전복선박의 선저가 단일 선저로 되어 있으면, 대형 스피커로 선내로 향하여 질문을 

하여도 효과적인 때가 있어서 전복 선내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음

⦁ 구조사는 선저에 귀를 대면, 선내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선내에 

있는 사람과 대화 노력을 계속하여 상태를 확인

⦁ 전복선박 내에는 외부의 소리 중에도 금속에 충격을 가하는 소리는 들리므로, 선내에 

생존자가 있을 때에는 선체충격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기존에 활용하는 전복사고 발생 시 전복선의 생존자 확인 방법]

- 해양경찰청에서 기개발중(2020년 12월 종료예정)인 선박 사고 시 수중 생존자 탐색용 

청음시스템 체계 개발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선체 내 인명 탐지용 청음시스템 개발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시, 초기 구조 활동의 사

활이 걸린 사고자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임

⦁ 연구개발의 개념은 사고 선박의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수중청음센서를 개발하여, 선

체 내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탐지하고, 탐지된 소리를 수중통신을 통하여 구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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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여 음향처리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존자에 의해 발생된 소리를 탐

지하여 생존자 유부를 확인하는 것임

⦁ 수중의 전복 및 침몰 선박의 선체 내 생존자를 탐지하기 위하여 선체 외벽에 청음시

스템을 부착하고 이를 통해 수상의 구조선 등에서 선체내 생존자가 발생하는 음향, 

진동 신호를 수신하여 생존자 유무를 판별함

⦁ 사고 선박 내부의 초기 인명 생존 유무 정보를 지휘부에 제공하여 구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대형 선박 사고에서 생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으로 활용

함

⦁ 선체 내 청음 탐지 기술은 해양안전 분야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사수를 위

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의 지원 기술로 적용되며, 또한 해양산업 분야에서 수중플랜트 

및 수중파이프의 내부 소음 탐지를 통한 구조물 점검 기술로 적용됨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장비 전체 구성도]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무/유선 통신 체계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최근 해양경찰청에서 개발중인 수중침몰 선체

부착형 수중청음기를 활용하여 해군의 잠수정 조난시에 활용하기 위한 군적용형 기획연

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기획에서는 민군기획연구의 목적에 맞게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군에 적용시에는 무인화/경량화/센서고성능화/고압설계/다중센서체계 등 보다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더 향상된 체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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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가. 기술적 필요성

- 수중잠수체에 대한 인위적 내부소음을 청취하기 위해 외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실용화된 바 없으며, 기존의 유사한 기술로는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고전

적 청진기 사용을 들 수 있다. 또한 부착형 수중청음기의 청취신호를 수중에서 전송하

기 위해서는 유선 뿐 아니라 무선음파통신으로도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

경과제로서 기 개발 중이다.

- 본 기획에서는 이러한 기 개발 중인 기술을 더욱 현장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잠수부를 

활용하지 않고, 무인잠수정이나 수중로봇을 활용하는 기술과 자체동력으로 이동하여 수

중침몰선체에 자동부착하는 자율운항형 수중청음기 체계를 설계하고 제시한다. 

- 또한, 300 m 수압까지 견디도록 설계하여 수심 300 m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인하게 

설계하며, 크기를 줄이고, 전력량을 늘이며, 고성능 음향센서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

한다.

나. 경제적/산업적 필요성

-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뒤쳐진 수중잠수체 기술을 더욱 발

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본 기획과제에서 추진하는 수중침몰선체 내부의 소리를 외

부에서 청취하는 기술은 세계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며,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현장 적용

시에는 산업적 응용분야가 더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 센서

소재 및 수중체 제작 업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경제적으로도 고난도의 기술(고압기능, 자율운항, 수중음파통신 등)을 실현함으로써 국

내 개발 협력업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외국에 수출을 기대할 수 있

다.

다. 군사적 필요성

- 함정이나 잠수함이 수중침몰하거나 수중조난당할 경우, 수중침몰체에 대한 내부소음을 

침몰체 외부에서 청취하는 본 기술은 해군의 잠수함이 수중에 조난시 내부의 상황을 조

기에 탐지하는 데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잠수함 내에 생존자가 있는 지의 여부

를 초기에 판단함으로써 잠수함 구난작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 또한 주변국 함정이나 잠수정이 우리나라 해역에 수중 조난시에도 내부탐지용으로 활용

하여, 구조/구난 및 대응 활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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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처연계협력 필요성

○ 활용부처의 다양성 요구

- 선체내 생존자 수색 확보기술 개발에서 생산되는 부착형 청음장치는 해경 및 해군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며, 이를 위하여 부처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이 요구된다.

- 부착형 청음장치의 현장 실험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며, 부처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 또한 군적용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요구하는 기술스펙을 만족해야하므로 보

다 명확하고 현장적용에 강인한 체계로 개발해야 한다.

3. 연구개발의 시급성 

- 과거 단독 선박에 의한 대형 사고로는 1970년에 남영호에서 326명, 1953년 창경호에서 

309명, 1993년 서해 페리호에서 292명, 2014년 세월호에서 304명이 사망 및 실종됨. 

2010년의 천안함 사고와 2014년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경험하면서 대형 해양사고에서 

선체 내 생존자 여부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최근 중앙해양안전심판원(2019)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상사고로 2012년∼2016년 사이

에 전복 및 침몰 사고에 의한 인명 피해가 총 493명의 사망, 실종, 부상자가 발생하였

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 통계 자료, 2019)>

    

사고종류/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비고

사고

건수

전복 32 49 65 46 110 302

침몰 31 27 29 38 61 186

인명

피해

전복 31 15 35 36 41 158 사망+실종+부상

침몰 9 11 30 2 2 54 사망+실종+부상

- 대형 선박 사고 발생 시 사고자의 수중 생존 여부에 대한 정보 부재는 상황별 인적·물

적 가용 자원을 시기적절하게 투입하기 위한 해양재난 대응 지휘부의 수색구조 계획 수

립 및 현장지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

- 선박 사고시 수중 생존자 수색은 골든타임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이나, 현재 구난장비는 

골든타임 내에 사고선박의 생존자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과 성능에 한계가 

있어 최초 피해평가(생존·실종자 여부)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양 

수중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중 침몰체내 

생존자 탐지 기술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 음향탐지를 이용한 인명 수색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미개발 상태이며,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사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구조장비 및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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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해상선박의 전복침몰사고시 침몰선체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본 기술은 

인명구조에 앞서 내부 생존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함선이나 잠수함의 경우에도 함정침몰 상황이나 잠수함 수중침

몰사고시 조기에 침몰선체내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인명구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

항이며, 우리나라 해군에 적용하여야 하는 시급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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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범위와 개요

1. 연구개발 범위 

 ○ 잠수함의 수중 조난 사고 발생 시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활용

-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기구부를 선박 외부에 부착하여 선체내 생존자의 신호를 청음

- 청음된 신호를 수중통신용 UT-AM 모듈 또는 해상 유무선 통신 WiFi AP buoy를 사용

하여 주변해역에서 구조 활동 중인 구조함에 전송

- 해상 구조함에서는 전용 Deck Unit으로 신호 수신 및 처리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호 자동 분석

- 선체 내 생존자 유무 확인

 ○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제시

- 외형의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감소

- 전력규모를 높임

- 고성능 청음센서로 고도화

- 수심 300 m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 무인화된 선체부착형 청음시스템 활용 방안 제시

- 방안 1. : 현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중무인드론인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에 청음시스템을 탑재한 후, 무인 원격조정으로 수중침몰선에 접근하여 수중청

음기를 침몰선체 외벽에 자동으로 부착되는 체계로 구성

- 방안 2. : 부착형 청음시스템 자체에 동력을 구비하도록 설계하여, 수중자율운항형 청음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침몰선에 접근한 후 침몰선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성

○ 다중센서 부착방식 활용 방안 제시

-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3개를 수중침몰선체의 앞부분, 중간, 뒷부분 외벽에 순차적으로 

부착한 후, 동시에 선체내 음향신호를 청취하는 방식으로서, 강하게 소리가 들리는 부

분에 내부 생존자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함

- 부착형 청음시스템 3개를 잠수부 또는 무인 ROV 등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침몰선체 

외부에 부착하며, 3개의 시스템은 신호전달선이 유선으로 연결되며, 마지막 청음시스템

에서 3개의 신호선을 하나로 융합하여 수면위의 부이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로 구성

2. 연구개발 개요 

○ 기획 연구의 목적

- 침몰된 함정이나 잠수함 내의 생존자를 파악하기 위한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

- 군 적용형 무인방식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설계하며, 다중센서 부착방식의 융합형 청음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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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

- 해상사고시 수중으로 전복 침몰된 함정이나 수중 조난 잠수함 내의 생존자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긴급 탐지용 센서로 사용

- 해상교각 등 바다에 설치된 해양구조물의 진동을 탐지하기 위해 수중부의 지지대에 설

치하여 해상구조물의 진동을 감지함으로써 해양구조물의 안전진단에 응용

- 연안이나 섬 주변 수중암반에 부착하여 해양지진으로 인한 진동음향을 탐지하면 해양

지진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개발제품의 현장 적용 개념도

[침몰 잠수함내의 생존자 탐지 및 실시간 신호전송 개념도]

3. 참여부처별 기획연구 역할 분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군적용 기술 기획을 총괄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적용 기술 기획결과에 대한 군적용 타당성 검토 

○ 국방부 해군본부 : 해군 함정/잠수함 적용 기술 검토

○ 해양수산부 : 해양분야 응용기술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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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 및 시장동향

제1절 국내·외 기술동향

1. 현재 연구개발 수준 및 동향

- 수중 청음체계를 이용한 생존자 확인 기술은 소리감지 센서를 통해 생존자를 파악하는 

기술은 제공되나, 폭설 등의 조난 상황에서 쓰이는 기술로써, 해양 선박 사고에 적용된 

사례는 없음 

- 전복 선박의 선체 내부 생존자 확인은 구조사의 귀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침몰 

선박은 확인 방법이 없음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은 개발된 사례가 없으며, 청음센서 및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함

-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에서 국가R&R사업으로 4년간(2017~2020) 부착형 청음센서 개발 사

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1개의 시제품 개발이 최종 결과임

- 향후에는 시제품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화 연구와 다수의 청음센서를 이용한 선체 내 

생존자의 구체적(위치 등)인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됨

- 또한 군적용을 위해서는 군적용형 무인방식 부착형 청음시스템 개발 고도화가 필요함

2. 국내 기술 동향

- 국내의 수중청음센서 기술은 수중소음, 수중항법, 잠수함 탐지, 고래생태연구, 수중지형 

조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수중 초음파기술을 이용한 해양조사 수요가 있는 장비로 사이드스캔소나(Side 

Scan Sonar), 음향 측심기(Echo Sounder)는 소수의 국내 수중 센서 개발업체에서 개발 

및 판매하고 있으나 전방탐지소나와 같은 물체 탐지/인식 센서는 개발 경험이 매우 미

흡한 실정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천해역에서 대용량의 지향성 초

음파 송신부와 배열센서를 사용하여 9.7km까지 10kbps로 전송할 수 있는 단방향 수중

통신모뎀 테스트베드를 개발하였으며, 나아가 6km거리에서 10kpbs의 전송속도를 제공

할 수 있는 양방향 수중통신모뎀 개발

- (주)이오브이 울트라소닉스은 수중에서 음향을 통해 유실된 선박 및 차량, 인명 등을 탐

색할 수 있는 수중 음향 영상장비인 Echologger RS900을 개발. 다이버용이 아닌 해상에

서 운용하는 장비로 수중에서 다이버가 직접 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선체 내부를 통과한 음향신호 수신의 어려움으로 선체 부착형 수중청음기는 개발된 사

례가 없으며, 청음센서 및 알고리즘 개발 필요

- 수중 청음체계를 이용한 생존자 확인 기술은 소리감지 센서를 통해 생존자를 파악하는 

기술은 제공되나, 폭설 등의 조난 상황에서 쓰이는 기술로써, 해양 선박 사고에 적용된 

사례는 없음 

- 부착형 청음센서 기술은 해경에서 수행하고있는 연구가 유일하며, 부착형 청음센서에서 

수상부표로 유선으로 신호선을 연결하는 방식과 비상시 사용하는 수중무선 음파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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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M) 방식을 채택하여 개발하고 있음

< 음향소나 및 이미지소나 관련 국내 업체 >

소 나 테 크
(주) 

다이버용 Image Sonar
장점 : 이동중에도 영상 취
득가능 다이버용 제품

소 나 테 크
(주)

Image Sonar
장점 : 이동중에도 영상 취
득가능 

소 나 테 크
(주)

Side Scan Sonar
장점 : 영상퀄리티가 높다
단점 : 직진스캐닝방식이여
서 고정포인트에서는 불가
능하고 일반적으로 선박에
서 토잉하는 방식으로 사용

㈜이오브이 
울트라소닉
스 

Scanning Sonar
단점 : 이동시사용 불가, 
고정포인트에서만 사용가능
하여 다이버용으로는 부적
합
장점 : 가격 저렴

3. 해외 기술 동향

- 수중청음기는 수중의 음파를 수신할 목적으로 음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기음향변환기로 구성되어 있음

- 국외에서 개발된 수중청음기(hydrophone)는 Teledyne의 자회사인 덴마크의 RESON, 덴

마크의 Brüel & Kjær 사, 그리고 미국의 High Tech Inc. 등에서 개발되어 우수한 성능

의 상용 제품을 판매함

- 시판되고 있는 하이드로폰의 특성은 다양하나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목소리와 인위적

인 충격에 의한 소리를 청음할 경우, 일반적으로 감도와 주파수 응답범위가 –170 dB∼
-220 dB, 2 Hz∼100 kHz인 것을 사용함 

- 수중음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옴. 최근에는 CPU의 신호처리 속도의 발달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

식의 모뎀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Teledyne Benthos사에서는 MFSK와 PSK 방식의 변조기법을 사용하며 다중경로를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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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가드타임(guard period) 설정이 가능. 수중과 수상과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수

상 유닛용 모델(ATM-891 등)이 있음

- EvoLogics는 독일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S2C(sweep-spread carrier) 기술을 적용한 모뎀 

제작사임. 모델은 크게 R 시리즈와 M 시리즈로 구분되며 주파수 대역, 전송속도 및 거

리, 운용수심 등에 따라 구분됨. R 시리즈는 USBL을 이용한 위치추적 기능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 영국 Tritech International Ltd는 영국 업체로서 수중음향 모뎀을 비롯한 여러 장비를 

생산하고 있음. 수중음향 모뎀으로는 AM-300과 Micron Data Modem의 두 종류가 있음. 

Micron Data Modem은 ROV나 AUV 장착이 용이한 소형모델이며, 위치탐지가 가능한 특

징이 있음

-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수중에서 작업하는 잠수사 또는 무인잠수정의 위치를 실

시간 파악하기 위한 장비의 모뎀이 Applied Acoustics사, Edgetech사, Tritech사 등에 의

해 개발되었음.

- 국외에서는 청음센서(hydrophone) 및 휴대용 수중청음기 및 수중모뎀 등의 기술 개발이 

주로 이루어져 있음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은 현재까지 미개발 영역이며, 세계적 선점 가능한 기술임

< 국외 주요 수중음향 측정센서 개발 사양 >

업체 : APPLIED ACOUSTICS

제품명 : Easytrak Alpha

제원 : 수신기 : 400 x 330 x 190 mm(6kg)

       수신센서 : 375mm x ∅100mm(10kg)

       송신기 : 50mm x 275mm(Model 310) 무게 : 780g

사용목적 : 무인탐사체(ROV,AUV) 위치인식용
업체 : EdgeTech

제품명 : BATS

제원 :  수신기:480mm x 508mm x 88 무게:9.5kg 2U Rack 

       수신센서:508mm x ∅74mm 무게:4.5kg

       송신기:462mm x ∅73mm(Model:4380) 무게:2.7kg

사용목적 : 무인탐사체(ROV,AUV) 위치인식용

업체 : Tritech

제품명 : MicronNav

제원 : 수신기 : 232 x 185 x 52mm 무게:1.3kg

       수신센서 : 270mm x ∅110mm 무게: 2kg

       송신기 : 76mm x ∅56mm 무게 :225g

사용목적 : 무인탐사체(ROV,AUV), Diver 위치인식용
업체 : LOTEK

제품명 : MAP-Series

제원 : 송신기 85mm x ∅16mm

사용목적 : 어류 생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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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안전분야 핵심요인별 선진국 수준과의 역량 비교

핵심성공 요인 선진국과의 역량 비교 역량 평가

기술수준
단일 장비, 단순 기술에 집중되어 대규모 종합 기

술 역량이 부족함

R&D 예산
대형 해양사고 발생 직후에만 R&D 예산이 집중

되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투자가 부족함

기술 인프라
해양 안전 수색구조 및 구난의 핵심 기술 수준은 

낮으나, 관련 주변 기술의 인프라는 높은 편임

인적 역량

전문인력은 해경, 해군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제

한적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 인력 양

성은 초보적 단계임

법제도 체계

해양 안전을 규정한 통합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

으며, 수색구조 및 구난을 위한 개별법 체계는 미

비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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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 시장동향

1. 국내 시장 동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201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0년 

272명(사망 69명, 실종 101명, 부상 102명), 2012년 285명(사망 72명, 실종 50명, 부상 

163명), 2014년 710명(사망 404명, 실종 63명, 부상 243명)으로 최근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총 2293명의 인명 피해 발생

- 국내의 해양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양산업위원회(2014)에 의하면, 2005년 2,293억

원에서 2011년 2,927억원으로 28% 증가

- 현재 국내 기술 및 시장을 분석한 결과 다이버용 전문 탐사 장비로 개발된 사례는 아직 

전무하며, 지방 소방본부에 이오브이 울트라소닉사의 Echologger RS900이라는 수중 음

향 탐색 장비가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음. 수중 관련 장비들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

에 따라 수중 탐색 장비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기술개발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도 매우 낮은 

후발국 수준임

- 해양산업위원회 (2014)는 한국 해양산업 발전 전략 보고서에서 국가통합 해양안전망 구

축을 위한 미래 추진 기술로 극한환경에서의 해난사고 발생시 구난, 구조, 수색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초기 대응시술 개발과 강한 조류, 높은 파랑 등 악천후 및 극한환경에서 

작업 가능한 다목적 해양구조물 개발, 음향가시화시스 템 개발 등 차세대 해난 구조, 

수색기술 개발을 제시 함

- 해양산업의 전략적 위치를 시장규모와 향후 2030년까지의 성장률의 2가지 지표를 사용

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한 시장매력도와 각 산업별로 도출된 KSF(Key Success Factors)를 

상대평가(선진국 수준=100)한 경쟁역량으로 표현하면, 2030년에 해양안전 분야는 해양산

업 평균에 비해 시장매력도는 높지만, 내부경쟁역량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전망 됨(해

양산업위원회, 2014)

< 해양산업의 전략적 Positioning 결과, 원의 크기는 2030년 시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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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시장 동향

- 국제기구인 IMO는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선박운항관리체계에 

ICT를 융합한 e-Navi 도입을 결정(2018년 전면시행)하고, 시정 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

을 위해 각국이 연구개발 추진

- 음향가시화 장비의 국외 기술 및 시장의 경우 국내와 달리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

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중 탐사 장비(Pommec(Diver Handheld Sonar & Navigation 

console)를 꾸준히 개발 중이고, 유사 장비(Sound Metrics(DIDSON 300M), 

Farsounder(3DT))가 주로 수심 측량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국외 주요시장 경쟁사 >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천원) 연 판매액(백만원)

 ① FarSound(USA) Farsound_3DT 30,000 3,000

 ② BlueView(USA) BlueView P Series 50,000 25,000

 ③ SoundMetrics(USA) DIDSON300 250,000 2,500

 ④ SIMRAD(Norway) MS1000 20,000 2,000

-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대형 해양사고 이후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글로벌 다국적 기업 및 연구소가 전세계 시장을 주도

- 해양안전 수색구조 및 구난산업은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시장을 점유 하고 

있으며, 사고선박 인양의 구난업은 미국(TITAN), 네덜란드(SMIT) 기업에서 전세계 대규

모 사업을 독식

- e-Navi. 기술 도입을 통해 세계 해양안전 시장규모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항해, 통

신장비, 교통관제 등의 분야에 연간 약 25조원씩 320조원의 직접시장과 해양관련 분야

에 연간 약 70조원씩 900조원의 간접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미래창조과학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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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분석

1. 국내 기술개발 사례(유사 선행연구과제)

 해양경찰청 해양구조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명 “선체내 생존자수색 및 생존성 확보기

술 개발”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행중에 있으며, 과제 요약은 다음과 

같음.

 ○ 연구의 요약 

- 선박 침몰 시 조기에 선체 내 수중 생존자를 수색하는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체 내 생존자 탐지 및 저시정 환경 극복을 위한 휴대용 다이버 영상 장비를 개발

함.

- 선체 내 생존자의 구조 신호를 청음하는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은 구조 신호를 청

음하는 청음센서 본체부, 획득한 신호를 구조함으로 전송하는 수중 무선 UT-AM 통

신 모듈, 유무선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해상 WiFi 부이, 구조함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Deck Unit, 장비를 제어하고 생존자를 탐지하는 S/W 등으로 개발됨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최대 운용 수심은 100m 이며, 수중무선 통신 및 해상 

WiFI 부이를 통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최소 500m 거리까지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

음

- 저시정 수중에서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휴대용 다이버 영상 장비는 음향소나 

영상과 광학 영상을 획득하여 수중전시기에 표출되고, 동시에 유선케이블을 통하여 

해상에서 모니터링 가능함.

- 휴대용 다이버 영상장비는 수중 휴대성을 고려하여 중성부력에 최대 운용수심은 

50m 이고, 다이버의 위치 확인을 위한 수심, 방향, GPS 정보, 이동 트랙 등의 정보가 

수중전시기에 표출됨

 ○ 연구의 목적

- 선박 침몰 시 조기에 선체 내 수중 생존자를 수색하는 첨단기술을 연구하고 동시에 

생존성 확보를 위한 제반 기술을 연구

- 선체 내 구조자 탐지용 청음시스템 및 수중 무선통신 체계 개발

- 음향소나 및 수중광학장비와의 연동 체계 개발

 ○ 연구개발성과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개발

- 해상 선박 사고 시 선체 내의 생존자의 구조 요청 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선체 부착형 청음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청음시스템 본체는 센서부(청음센서, 진동센서), 컨트롤 유닛부(저전력 

저소음의 메인/신호보드와 전원보드), 외부 하우징 기구부로 구성되어 있음. 본체 기구부는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제작하였으며 수중 100m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음.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에서 청음한 신호를 수중 무선 통신을 통하여 해상 구조함으

로 전송하는 UT-AM 통신 기반의 통신 모듈을 제작하였음.  수중 통신 모둘은 여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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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음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채널로 송수신 할 수 있게 채널 선택 기능을 가

지고 있음

- 침몰선박에 대응하기 위한 수중 무선통신의 대안 기술로 침몰선박에 부착된 청음시스템에

서 해상부이까지 유선으로 통신을 하고, 해상부이에서 WIFI로 주변 구조함에 신호를 무선으

로 전송하는 WIFI AP buoy를 개발함.

- 해상 구조함에서 청음 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수중 UT-AM 통신과 해상 유무선 WIFI 

부이에 대한 Deck Unit을 제작함

- 장비 운영 지점으로부터 최소 500m 이내에서는 구조함에서 원활한 자료의 수신이 가

능한 것으로 해상실험을 통하여 확인함

- 실시간으로 청음 된 신호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기능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

- 음향소나  및 수중 광학 장비와의 연동 체계 개발

- 저시정 환경에서 수색구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음향영상과 광학 영상을 획득하여 

수중 구조사의 수색탐지거리를 증대 시킬 수 있는 휴대용 다이버 영상장비를 개발함

- 수중 다이버에 의한 장비의 기능 조작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어부를 조이스틱과 버튼

을 적용하였음

- 휴대용 다이버 영상 장비는 다이버의 위치 확인을 위하여 수심, 방향, GPS 정보 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음

- 휴대용 다이버 영상 장비의 왜곡된 광학 이미지를 보정하고, 해수 유동 및 다이버의 

움직임에 의해 흔들리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장비 운용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고 등록하였음

 ○ 활용계획

- 사고 선박의 선체 내에서 발생하는 음성 및 진동 등의 신호를 청음하는 장비 개발로 해양

수색구조의 초동 현장대응 능력 기술 확보

- 저시정 환경에서 수중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로 선박 사고 시 선체내부의 실

종자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으며, 수색 기간 단축으로 예산 절감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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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해양경찰청에서 수행중인 과제와 본 기획과제와의 비교를 나타내었으며, 본 기획과제

에서 수행하려는 것은 기존 해경청에서 개발된 시제품을 고도화, 다양화 기능을 추가

하여 해군의 잠수함 조난시에 확대 적용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따라서 중복성이 

아니라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함,

구분 동 과제
해양구조기술개발사업

(해양경찰청)

총사업비 4,000,000,000 1,410,000,000
기투자액 0 1,410,000

사업기간 3년

3년 

6개월(2017.07.01-2020.12.

31)

사업목적

침몰된 함정이나 잠수함 내의 생존자를 파악하기 위

한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로서, 군 적

용형 무인방식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설계하며, 다중

센서 부착방식의 융합형 청음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제시

선박 침몰 시 조기에 선

체 내 수중 생존자를 수

색하는 첨단기술을 연구

하고 동시에 생존성 확보

를 위한 제반 기술을 연

구

세부내용

 ○ 잠수함의 수중 조난 사고 발생 시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활용으로 군 적용 확대

-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기구부를 선박 외부에 부

착하여 선체내 생존자의 신호를 청음

- 청음된 신호를 수중통신용 UT-AM 모듈 또는 해

상 유무선 통신 WiFi AP buoy를 사용하여 주변해역

에서 구조 활동 중인 구조함에 전송

- 해상 구조함에서는 전용 Deck Unit으로 신호 수신 

및 처리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신호 자동 분석

- 선체 내 생존자 유무 확인

 ○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추가

- 외형의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감소

- 전력규모를 높임

- 고성능 청음센서로 고도화

- 수심 300 m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 수중 생존자 탐지용 

프로그램 / 한국형 음향

소나 제작 및 수중광학장

비와의 연동 체계 개발

- 음향탐지 정보로부터 

생존자 인식 알고리즘 개

발

   · 부착형 청음시스템 

고도화

   · 생존자 인식 알고

리즘 개발 및 장비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음향소나 제작 및 수

중광학장비와의 연동 

체계 개발

   · 음향소나 영상획득 

시스템 제작

   · 음향소나 수중전시

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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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 과제
해양구조기술개발사업

(해양경찰청)

 ○ 무인화된 선체부착형 청음시스템 활용 방안 추

가

- 방안 1. : 현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중무인

드론인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에 청음시스

템을 탑재한 후, 무인 원격조정으로 수중침몰선에 

접근하여 수중청음기를 침몰선체 외벽에 자동으로 

부착되는 체계로 구성

- 방안 2. : 부착형 청음시스템 자체에 동력을 구비

하도록 설계하여, 수중자율운항형 청음시스템이 자

체적으로 침몰선에 접근한 후 침몰선 외벽에 부착하

는 방식으로 구성

○ 다중센서 부착방식 활용 방안 추가 

-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3개를 수중침몰선체의 앞부

분, 중간, 뒷부분 외벽에 순차적으로 부착한 후, 동

시에 선체내 음향신호를 청취하는 방식으로서, 강하

게 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내부 생존자가 위치해 있

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함

- 부착형 청음시스템 3개를 잠수부 또는 무인 ROV 

등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침몰선체 외부에 부착하

며, 3개의 시스템은 신호전달선이 유선으로 연결되

며, 마지막 청음시스템에서 3개의 신호선을 하나로 

융합하여 수면위의 부이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로 

구성

   · 수중광학센서 기술 

적용

   · 음향소나 및 수중 

광학장비 수중(수조) 

실험을 통한 성능 

확인

- 영상처리 및 음향처리 

방식 통합 기술 개발

   · LAN 통신 방식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 광학영상과 이미지

소나영상 전시 기능

   · 데이터 저장 및 재

생 기능

기존사업

과 중복성

기존연구의 연장선이며, 군 활용체계로 확대하는 사

업으로서 중복성 없음

기존사업

과 차별성

기존연구결과를 좀 더 고도화, 다중센서화, 무인화하

여 군 활용에 적합하도록 개발함으로써 차별성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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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

1. 연구개발 목표

 ○ 선박 전복 및 침몰 시 조기에 선체 내 수중 생존자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연구

- 침몰된 함정이나 잠수함 내의 생존자를 파악하기 위한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

- 군 적용형 무인방식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설계하며, 다중센서 부착방식의 융합형 청

음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제시

2. 연구개발 성과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요구조건 목표

잠수함의 수중 
조난 사고 발생 
시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활용 방안 제시

-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기구부를 선
박 외부에 부착하여 선체내 생존자의 
신호를 청음

- 청음된 신호를 수중통신용 UT-AM 모
듈 또는 해상 유무선 통신 WiFi AP 
buoy를 사용하여 주변해역에서 구조 
활동 중인 구조함에 전송

- 해상 구조함에서는 전용 Deck Unit으
로 신호 수신 및 처리 

-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수신
감도 –150 dB, 최대 청음주파
수 1 kHz, 센서자체소음 –20 
dB
-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최대
운용수심 100m, 유선통신 주
파수 40 kHz, 사용시간 24 H, 
수중 UT-AM 통신 최대 거리 
500 m, WiFi AP를 이용한 전
파신호 전달 거리 1,000 m

부착형 청음시스
템의 고도화 방
안 제시

- 외형의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감소
- 전력규모를 높임
- 고성능 청음센서로 고도화
- 수심 300 m까지 작동하도록 설계

수심 300 m 까지 사용심도 확
장

무인화된 선체부
착형 청음시스템 
활용 방안 제시

- 방안 1. : 현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
는 수중무인드론인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에 청음시스템을 탑
재한 후, 무인 원격조정으로 수중침
몰선에 접근하여 수중청음기를 침몰
선체 외벽에 자동으로 부착되는 체계
로 구성

- 방안 2. : 부착형 청음시스템 자체에 
동력을 구비하도록 설계하여, 수중자
율운항형 청음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침몰선에 접근한 후 침몰선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성

1. 기존 수중무인체 부착가능하
도록 설계

2. 자체동력방식으로 설계

다중센서 부착방
식 활용 방안 제
시

-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3개를 수중
침몰선체의 앞부분, 중간, 뒷부분 
외벽에 순차적으로 부착한 후, 동
시에 선체내 음향신호를 청취하는 
방식으로서, 강하게 소리가 들리
는 부분에 내부 생존자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함

3개의 다중센서 부착으로 소
음발생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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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 내용

1. 연구개발 대상 및 세부내용 

 ○ 잠수함의 수중 조난 사고 발생 시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활용

-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기구부를 선박 외부에 부착하여 선체내 생존자의 신호를 청

음

- 청음된 신호를 수중통신용 UT-AM 모듈 또는 해상 유무선 통신 WiFi AP buoy를 사

용하여 주변해역에서 구조 활동 중인 구조함에 전송

- 해상 구조함에서는 전용 Deck Unit으로 신호 수신 및 처리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호 자동 분석

- 선체 내 생존자 유무 확인

[선체 부착형 청음장치와 수중 무선 UT-AM 통신 모듈 최종 결과 (해

경보고서)]

[민간 잠수정 내부의 구조신호를 청음장치로 획득하여 수중 UT-AM 무선 통신으로 

전송하여 해상에서 수신한 청음신호 (해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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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제시

- 수중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의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재설계

 : 해경에서 개발한 청음시스템 대비 크기와 무게를 1/2로 줄이고자 재설계함

- 장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개발품보다 2배이상 전력규모를 확대

 : 유선 전력공급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전력수요 문제는 없으나, 전력선이 손상되어 

공급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48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고성능 배터리를 내

장하도록 설계함 

- 기존 청음센서 대비 2배(3dB) 이상의 감도가 향상된 고성능 청음센서로 고도화

 : 청음센서는 음성주파수대역 센서와 진동감지 센서로 나누어 내장되어 있으며, 청음센

서의 감도향상을 위해 음성주파수 대역에 특화된 고성능 센서로 대체하고 진동감지

센서는 선체진동측정에 적합한 고감도 진동센서로 재설계함

- 기존 사용 최대수심인 100 m보다 깊은 수심인 300 m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재설계

 : 개발된 제품의 최대허용수심을 300 m 까지 높이려면 제품하우징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에 노출된 센서(청음센서, 진동센서 등)와 연결부위들이 고압력에 

견디는 소재와 센서로 교체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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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화된 선체부착형 청음시스템 활용 방안 제시

- 방안 1. 운용중인 해군 ROV 활용 방식 개발 

 : 현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중무인드론인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에 청

음시스템을 탑재한 후, 무인 원격조정으로 수중침몰선에 접근하여 로봇팔을 사용하여 

수중청음기를 침몰선체 외벽에 자동으로 부착되는 체계로 구성

[대한민군 해군이 운용중인 대표적인 ROV 제원 (연합뉴스)]

- 방안 2. 자체 동력을 구비한 자율운항형 청음시스템 개발

 : 부착형 청음시스템 자체에 동력을 구비하도록 설계하여, 수중자율운항형 청음시스템

이 자체적으로 침몰선에 접근한 후 침몰선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성

[기존 활용되고 있는 미니ROV에 탐재하거나 수중제어프로펠러를 장착하여 자율운항형 청음시스템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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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센서 부착방식 활용 방안 제시

-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3개를 수중침몰선체의 앞부분, 중간, 뒷부분 외벽에 순차적으로 

부착한 후, 동시에 선체내 음향신호를 청취하는 방식으로서, 강하게 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내부 생존자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함

- 부착형 청음시스템 3개를 잠수부 또는 무인 ROV 등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침몰선체 

외부에 부착하며, 3개의 시스템은 신호전달선이 유선으로 연결되며, 마지막 청음시스

템에서 3개의 신호선을 하나로 융합하여 수면위의 부이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로 

구성

[부착형 수중 청음시스템 성능 시험을 위한 해상실험 위치 및 실험모식도]

[예시: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에 대한 서귀포 잠수함 실험 요도 (해경보고서)]

[예시: 서귀포 잠수함 1차 실험 시 구조신호 송출 위치 및 청음장치 부착 (해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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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

- 해상사고시 수중으로 전복 침몰된 함정이나 수중 조난 잠수함 내의 생존자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긴급 탐지용 센서로 사용

- 해상교각 등 바다에 설치된 해양구조물의 진동을 탐지하기 위해 수중부의 지지대에 

설치하여 해상구조물의 진동을 감지함으로써 해양구조물의 안전진단에 응용

- 연안이나 섬 주변 수중암반에 부착하여 해양지진으로 인한 진동음향을 탐지하면 해양

지진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개발제품의 현장 적용

- WiFi 개념 : 부착  WiFi 부이 유선 연결  WiFi 실시간 구조함 전송 

- UT-AM 개념 : 부착  UT-AM 수중 통신 실시간 구조함 전송

- 확대 개념 : ROV + 청음장치 및 자율운항형 청음시스템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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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부처별 연구개발 범위

 ○ 관련 참여 부처

- 국방 분야 : 국방부/해군 

- 민수 분야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여방안 및 범위

- 해양경찰청 협조로 시제품 대한 현장 적용 기술 세미나를 시연하고, 효율적인 장비의 

성능을 확인시켜, 민수 분야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국방 분야(잠수함 등)도 마찬가지로, 시제품을 이용하여 현장 적용 기술 세미나

를 시연하고, 장비의 성능을 확인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민수분야 : 해양구난업, 해양플랜트사업, 수중공사업, 해양고래관광에 활용

- 국방분야 : 해난구조대(SSU) 활용

 ○ 부처별 역할 분담

- 부처 역할

  ◦국방부/해군 : 함정 및 잠수함 대응기술 자문

   ·부착형 청음기의 군수분야 현장 적용 및 개선 사항 자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 전복 및 침몰 선박사고 대응 기술 자문

   ·부착형 청음기의 민수분야 현장 적용 및 개선 사항 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군과제 수행을 총괄

   ·민군진흥원과 함께 본 사업추진을 관리 감독 지원

- 사업 운영 체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주관하여 산업계 및 학계와 협동연구 수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선체내 생존자 수색 확보 기술 개발

   ·산업계 : 부착형 청음기 개발

   ·학계 : 선체 내 생존자 위치 식별 알고리즘 개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방부/해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체 기술 자문

   ·부착형 청음기의 현장 적용에 대한 기술 자문

   ·다중 센서 및 통신기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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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 방법

1. 업무분할구조도(WBS)

 ○ 본 사업진행을 위한 업무분할구조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주관기관이 되어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

을 개발하며, 관련기관(국방부/해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

련 산업체)과의 자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사업진행을 위한 업무분할구조도(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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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과 목표

 ○ 1차년도(2022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고도화 기술 개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기개발된 선체부착형 

 청음시스템의 고도화

 - 외형의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감소

 - 전력규모를 높임

 - 고성능 청음센서로 고도화

 - 수심 300 m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 2차년도(2023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고도화된 선체부착형 청음시스템의 무인화 기술 개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무인화 방안-1

 - 현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중무인드론인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에 청음시스템을 탑재한 후, 무인 원격조정

으로 수중침몰선에 접근하여 수중청음기를 침몰선체 외벽에 

자동으로 부착되는 체계로 구성

 무인화 방안-2

 - 부착형 청음시스템 자체에 동력을 구비하도록 설계하여, 수중

자율운항형 청음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침몰선에 접근한 후 침

몰선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성

 ○ 3차년도(2024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다중센서 부착방식 활용 기술 개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다중센서 활용 기술

 -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3개를 수중침몰선체의 앞부분, 중간, 뒷

부분 외벽에 순차적으로 부착한 후, 동시에 선체내 음향신호

를 청취하는 방식으로서, 강하게 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내부 

생존자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함

 - 부착형 청음시스템 3개를 잠수부 또는 무인 ROV 등을 이용하

여 순차적으로 침몰선체 외부에 부착하며, 3개의 시스템은 신

호전달선이 유선으로 연결되며, 마지막 청음시스템에서 3개의 

신호선을 하나로 융합하여 수면위의 부이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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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항목(기술)별 개발방법

 ○ 잠수함의 수중 조난 사고 발생 시 기개발한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활용 

-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기구부를 수중에서 잠수함 외벽에 부착하여 함내 생존자의 

신호를 청음하는 기술임

- 청음된 신호는 수중통신용 UT-AM 모듈 또는 해상 유무선 통신 WiFi AP buoy를 사

용하여 수상구조함에 전송함

- 해상 구조함에서는 전용 Deck Unit으로 신호 수신 및 처리하여 화면 전시 및 청음된 

소리 전시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호 자동 분석하여 잠수함 내 생

존자 유무를 확인함

 ○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고도화 기술 개발

- 수중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의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재설계

함

- 장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개발품보다 2배이상 전력규모를 확대임

- 기존 청음센서 대비 2배(3dB) 이상의 감도가 향상된 고성능 청음센서로 고도화함

- 기존 사용 최대수심인 100m보다 깊은 수심인 300 m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재설계함

 ○ 무인화된 선체부착형 청음시스템 활용 기술 개발

- 운용중인 해군 ROV 활용 방식 개발 : 현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중무인드론인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에 청음시스템을 탑재한 후, 무인 원격조정으로 수중

침몰선에 접근하여 수중청음기를 침몰선체 외벽에 자동으로 부착되는 체계로 구성함

- 자체 동력을 구비한 자율운항형 청음시스템 개발 : 부착형 청음시스템 자체에 동력을 

구비하도록 설계하여, 수중자율운항형 청음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침몰선에 접근한 후 

침몰선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 다중센서 부착방식 활용 기술 개발

- 잠수함내 생존자의 위치파악을 위해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3개를 수중침몰선체의 앞부

분, 중간, 뒷부분 외벽에 순차적으로 부착한 후, 동시에 선체내 음향신호를 청취하는 

방식으로서, 강하게 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내부 생존자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

기 위함

- 부착형 청음시스템 3개를 잠수부 또는 무인 ROV 등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침몰선체 

외부에 부착하며, 3개의 시스템은 신호전달선이 유선으로 연결되며, 마지막 청음시스

템에서 3개의 신호선을 하나로 융합하여 수면위의 부이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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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계획

1차년도(2022년) 추진계획 

세부
과제명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예상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개발 
제품의 

성능검증 및 
고도화 
재설계

400,000
고도화 

설계도

청음시스템  
기능 고도화

800,000
고도화 

시제품 

사업진도(%) 100

연구비(천원) 1,200,000

2차년도(2023년) 추진계획 

세부
과제명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예상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군 ROV 
탑재형 

청음시스템 
설계 및 제작

500,000

ROC탑재

형 

청음시스

템 시제품

자율운항형 
청음시스템 

설계 및 제작
1,000,000

자율운항

형 

청음시스

템 시제품

사업진도(%) 100

연구비(천원) 1,500,000



- 29 -

3차년도(2024년) 추진계획 

세부
과제명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예상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중센서(3 
set) 제작 및 
센서융합 
기술 개발

225,000

다중센서

용 3세트 

제작

현장 시험 
검증

150,000

수중 

잠수함 

대상의 

현장 시험

사업진도(%) 100

연구비(천원) 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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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추진방법

제1절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

가. 기존 사업 개요 및 연계

- 해양경찰청에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양구조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선체 내 생존자 수색 및 생존성 확보 기술 개발”의 R&D를 수행하고 있음

- 수중 생존자 탐지용 프로그램, 한국형 음향소나 제작 및 수중광학장비와의 연동 체계 

개발을 주요내용으로 수행하였음

  ◦음향탐지 정보로부터 생존자 인식 알고리즘 개발

   ·부착형 청음시스템 고도화

   ·생존자 인식 알고리즘 개발 및 장비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음향소나 제작 및 수중광학장비와의 연동 체계 개발

   ·음향소나 영상획득 시스템 제작

   ·음향소나 수중전시기 개발

   ·수중광학센서 기술 적용

   ·음향소나 및 수중 광학장비 수중(수조) 실험을 통한 성능 확인

  ◦영상처리 및 음향처리 방식 통합 기술 개발

   ·LAN 통신 방식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광학영상과 이미지소나영상 전시

- 기존 사업은 부착형 청음기와 한국형 음향소나 제작 및 수중광학장비와의 연동 체계 개

발이라는 2개의 시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사업에서는 이중에서 선

체 내 생존자 수색을 위한 부착형 청음기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

- 현재의 기술은 1개의 센서를 운용하는 기술로 대형선박 및 잠수함에서 선체 부착형 청

음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다수의 청음센서를 이용한 선체 내 생존자의 

구체적(위치 등)인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됨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을 위한 3D 형상 변경 및 청음시스템 제작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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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연 구 기 관 협 동 연 구 기 관 협 동 연 구 기 관

센체 내 생존자 수색 확보 
기술 개발

부착형 청음기 개발
선체 내 생존자 위치 식별 

알고리즘 개발

담담기술개발내용 담담기술개발내용 담담기술개발내용
○ 선체 내 생존자 탐지용 

선체 부착형 청음센서 
설계

○ 선체 부착형 청음센서와 
수신기 간 다중 수중 무선 
통신체계 개발

○ 선체 부착형 청음센서와 
구조함정 간 다중 유선 
전송체계 개발

○ 다중 청음센서에서 획득한 
음향 정보로부터 생존자 
탐지 알고리즘 개발

○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해상 실증 실험 수행

○ 선체 내 생존자 탐지용 
선체 부착형 청음센서 
제작 

○ 선체 부착형 청음센서와 
수신기 간 다중 수중 
무선 통신 시스템 제작

○ 선체 부착형 청음센서와 
구조함정 간 다중 유선 
전송 시스템 제작

○ 다중 청음센서에서 
획득한 음향 
정보로부터 생존자 
탐지 알고리즘 개발

○ 다중 청음센서 
신호처리 기술 및 
생존자 확인기술 개발

2. 추진체계

 ○ 연구인력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선체내 생존자 수색 확보기술 개발

주관연구책임자외 29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분 기관수 인원수 총인원 수

산업계 1 10

30
대학 1 5

국공립(연)
출연(연) 1 15
기타

선체내 생존자 수색 
확보기술 개발

부착형 청음기 개발
선체 내 생존자 위치 
식별 알고리즘 개발

주 관 연 구 기 관 협 동 연 구 기 관 협 동 연 구 기 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업계 대학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외 14명 책임자외9명 책임자외4명

책임급 5명
선임급 4명
원급 6명
기타 0명

책임급 3명
선임급 4명
원급 3명
기타 0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원급 2명
기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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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비 구축 현황

연구시설ㆍ장비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상태

전용연구선
5400톤, 
1200톤,

450톤,50톤
5 해상실험 KIOST 확보

3차원/회류 수조 35m×20m×9.6m 1 시제품 수조 실험 KIOST 확보

 수중음향 분석시스템 LAN-XI 1 수중음향 기록 및 분석 KIOST 확보

음향 신호 출력 
증폭기 

1 음향신호 증폭 KIOST 확보

Sony Tape Recorder 1 음향신호 녹음 KIOST 확보

Charge Amplifier B&K 2636 7 음향신호 증폭 KIOST 확보

Band Pass Filter B&K 1617 2 음향신호 필터 KIOST 확보

MEAsuring Amplifier B&K 2636 4 음향신호 증폭 KIOST 확보

Function Generator 33210A 1 음향신호 발생 KIOST 확보

Dual Channel Signal 
Analyzer 

B&K 2032 1 음향신호 분석 KIOST 확보

Oscilloscope 
LeCroy 
LT264M

1 음향신호 분석 KIOST 확보

Weather Station 2 풍속측정 KIOST 확보

휴대용 레이더 1 주변선박수측정 KIOST 확보

Digital Acoustic 
Hydrophone Set 

SB2-ETH 1 수중음향 측정 KIOST 확보

휴대용 자동기록식 
수중청음기

ST-SRH600 1 수중음향 측정 KIOST 확보

휴대용 수중청음기 로거 1 수중음향 기록 KIOST 확보

Hydrophone(하이드로폰) TC4032-2 1 수중음향 측정 KIOST 확보

음향신호수신엠프 1 음향신호 증폭 KIOST 확보

수중카메라 1 수중영상 관측 KIOST 확보

펄서 리시버 5077PR 1 음향 펄스 수신 KIOST 확보

Stablemoor 
underwater buoy

1 해상 실험 KIOST 확보

krohn-Hite 4ch 
Programmble Filter 

 3944 FOUR 
CHANNE 1 신호 처리 KIOST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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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부처 등에서 확정·발표한 범부처 주요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

 ○ 해양경찰청에(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 전략과제17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재난현장 지

원·대응을 위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확보 및 민군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과

학기술기반 국방역량 강화로 안보에 강한 나라 실현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2014~2020)

- 전략3의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를 위한 사고선박에 대한 해양구난기술 개발로 3-2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 확보 달성 

 ○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 범정부차원의 국가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민군겸용기술 추진

시 국가과학기술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중복성 배제

- 국방과학기술의 감시정찰-수중감시-수상함용 통합음탐기 분야야 직간접적으로 연계

- 국방과학기술의 함정-수상함-통합생존성 고도화기술과 연계됨

- 국방과학기술의 함정-잠수함-수중신호 수동 및 능동제어시스템과 연계됨

- 미래선도형 R&D를 위한 전략아이템의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식별장비와 연계됨

4.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 방안

 ○ 해경에서 2015~2020년까지 시제품 형태의 연구를 수행하였음

- 시제품 형태의 부착형 청음장치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다수의 청음장치를 확보하는 연

구개발이 요구됨

- 연구개발 중 지적사항 중 선체내 생존자의 선체내 위치 확인 기술은 무인화체계로의 

고도화 및 다중센서체계를 이용하여 확대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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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업관리방안

1. 국방부/해군

○ 함정 및 잠수함에서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현장 테스트 지원

- 부착형 청음장치의 현장 시험 지원

- 함정 및 잠수함의 개발 제품 적용 검토

2.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 전복선박 사고 발생 시 현장 적용 시험 지원

- 부착형 청음장치의 현장 시험 지원

- 해경함의 개발 제품 적용 검토

- 다수 인원이 승선하는 여객선 등에 부착형 청음장치의 의무적인 설치를 위한 법안(행

정절차) 및 부착 방법 검토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군진흥원과 함께 본 사업 관리 감독 역할

- 소요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증 지원

4. 활용부처의 역할 다양성 요청

   - 선체내 생존자 수색 확보기술 개발에서 생산되는 부착형 청음장치는 해경 및 해군에

서 요구되는 기술이며, 이를 위하여 부처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이 요구됨

   - 부착형 청음장치의 현장 실험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며, 부처연계협력사업

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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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투자계획

제1절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관련 부처별 사업비

- 국방부/해군 : 20 억원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 10 억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억원

단위: 억원

항목 2022 2023 2024 합계

인건비 4 5 3 12

연구개발비 4 5 5 14

재료비 4 5 5 14

소계 12 15 13 40

○ 사업기간 : 36 개월

○ 소요인력 : 30 명

제2절 재원확보 방안

○ 민군사업 관련 부처별 재원확보 방안

- 해양수산부 : 민군 부처협력과제 참여로 재원 분담 확보

- 해양경찰청 : 민군 부처협력과제 또는 단독으로 후속사업 재원확보후 추진

- 해군본부 : 민군 부처협력과제 참여로 재원 분담 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군 부처협력과제 참여로 재원 분담 확보

○ 그 외 정부지원 재원확보 방안

- 해양수산부 : 국가R&D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

- 해양경찰청 : 해경R&D센터 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

- 해군본부 : 전력체계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R&D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

○ 애로사항 및 시사점

- 민군 부처협력과제 사업으로 추진시 각 부처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원 분담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기획 종료후 민군진흥원 평가결과에 따라 부처 재원마련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임

- 그 외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관련 부처의 국가 R&D로 제안하여 추진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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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 결과의 구체적 활용계획

제1절 참여부처별 활용계획

1. 국방부/해군

○ 함정 및 잠수함에서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현장 테스트 및 실용화 지원

○ 함정 및 잠수함에 대한 개발제품의 군 요구사항 검증

2.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 해경수색함의 개발 제품 현장 적용 실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발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증 수행

제2절 분야별 활용계획

1. 국방 분야

 ○ 해양 재난 상황이 발생 시에 활동하는 해난구조대(SSU)의 구조 작전 장비로 활용

 ○ 적 잠수함(잠수정)의 인양시에 안전 확보를 위한 잠수함 내부 상황 파악 장비로 활용

2. 민수 분야

○ 해양경찰청 : 해양사고 현장의 구조사 및 지휘관의 기술 활용으로 효율적인 인명구조 

및 대처 능력의 향상

○ 해양구난업 : 해양구난업체의 해양구조수색 장비

○ 해양플랜트사업 : 해양에 설치된 대규모 플랜트의 구조물내에서 발생하는 소리 검사를 

수행하는 안전성 진단 시스템

○ 수중공사업 : 해저통신, 해저터널, 해저파이프라인 등의 수중공사시에 구조물을 확인하

고 검사하는 시스템

○ 해양고래관광 : 해양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통하여 고래의 출현 지역 예측 정보 제공

핵심 기술 핵심기술별 활용계획

고도화/무인화/다중

화 선체 부착형 청

음시스템

선체 내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획득하는 청음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전복 사고 및 침몰 

사고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선체 내에서 발생하

는 소리를 청취하여 현장 구조지휘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 및 지휘를 할 수 있

음. 또한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모니터링 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음

수중 UT-AM 무선통

신 모듈

해양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 이용하여 선체 내의 에

어포켓에 생존한 요구조자의 구조 요청 신호를 청음 하여 해상 구조함으로 획득한 신

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수중 무선 통신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함

해상 유무선 전파통

신용 WIFI AP buoy 

시스템

수중 UT-AM 통신 모듈과 마찬가지로 침몰 선박 사고 발생 시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

템과 유무선 WIFI AP buoy 시스템을 사용하여 획득 신호를 해상 구조함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수중 UT-AM 통신 모듈과 비교하여 수중은 유선 통신 해상은 WIFI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획득한 신호를 상대적으로 잡음 없이 송수신 할 수 있음. 또한 양방

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운영하는 선체 부착형 청음시스템의 기능 제어 

용도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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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

○ 성과 관리는 아래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 점검 기준표에 따라서 수행함

최종성과물
(성과유형)

과제성과지
표

목표치

측정방법 검증방법
해당
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외 
수준

최종
목표치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수중 생존자 
탐색용 

청음시스템

수신감도
-150d
B

-180d
B

-165d
B

-150d
B

오실로스코프 공인시험기관인증서

공인
인증
기관

없음

최대청음주
파수

1kHz 1kHz 1kHz 1kHz
수조시험

/스펙트럼 분석
공인시험기관인증서 없음

센서자체소
음

-20dB -10dB -15dB -20dB 오실로스코프 공인시험기관인증서 없음

운용수심 300m - 300m 300m 압력시험 공인시험기관인증서 없음

유선통신 40kHz 20kHz 30kHz 40kHz 샘플링 수 공인시험기관인증서 40kHz

무선통신
2k 

Bytes/
sec

1.0k 
Bytes/
sec

1.5k 
Bytes/
sec

2k 
Bytes/
sec

데이터전송량 공인시험기관인증서
1.5k 

Bytes/sec

사용시간
48시
간

12시
간

24시
간

48시
간

소비전류측정 공인시험기관인증서 없음

< 성과 점검 기준표 >

구분 성과항목 공통성과지표
성과계획

1차년
도

2차년
도

3차년
도

합계/
평균

과학적 성과 논문 SCI급 논문 건수 1 1 2
등재지 논문 건수 1 1 1
기타 논문 건수 1 1

학술대회 논문 건수 1 1 2
포상 민간 포상(국내, 국제)

정부 선정 우수성과 포상
기술적 성과 특허 특허 출원 건수 1 1

특허 등록 건수 1 1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1 1 2

소프트웨어 활용도
시제품 시제품 제작 건수 1 1 2

시제품 현장 활용도 1 1
경제적 성과 기술 실시(이전) 기술 실시(이전) 건수 1 1

기술료(정액)
연구개발서비스 표준화지원·인증 건수

표준화 지원 가치
사회적 성과 인력 양성 박사학위자 수 1 1

석사학위자 수 1 1
정책활용 정책제안 건수 1 1 2

정책반영 건수 1 1
성과홍보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건수 2 2

언론홍보(신문, 방송) 건수 2 2
인프라 성과 전산시스템 시스템 개발 건수 2 2

시제품 및 장비 장비 개발 건수 2 2
현장적용 건수 2 2
장비활용도 2 2

< 성과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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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구개발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 기술적 측면

 선체 내 수중 생존자 탐지 장비 기술 사양의 정량화를 통하여 향후 관련 장비 개발에 

대한 산업적 기술 기준 제시

 다중 선체 부착형 청음장비을 운용하고, 다채널을 통하여 신호를 송수신하고, 장비를 

제어하는 수중통신 기술 확보

 다중 청음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음향 및 진동 신호에서 생존자를 탐지(인식) 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 개발

 향후 해양 환경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 방법은 구조 인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무인

화 원격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한 선제적 기술 확보

2. 경제적·산업적 측면(기술개발로 인한 경제성 분석 포함)

 수중음향을 이용한 선체 내 인명 탐지 및 구난 시스템 분야의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

가치를 갖는 산업분야 창출

 개발된 시스템은 향후 관련 기업에 기술이전으로 신산업이 창출 가능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해양사고 대응 기술개발로 글로벌 선진기술 리더로 진입할 수 있어 해양안전분야의 글

로벌 시장 개척 가능

 해상사고에 대한 초동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투입을 절감할 수 있음

3. 군사적 측면

 함정 및 잠수함 운영 중 안전 사고 발생 시에 구조구난을 위한 긴급 대응 기술 확보

 수중의 주변 소음을 극복하고 잠수함 내부 신호를 탐지하는 기술 확보

 잠수함의 비밀작전 수행을 위한 수중 침묵 훈련 시 외부로 방사되는 소리 측정 기술 

확보

 수상선박 및 수중 잠수함정에서 방사되는 음향신호와 주변소음(Ambient Noise)을 휴대

용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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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적 장애요인

 1. 정부 부처 또는 중장기계획과 연계성

- 해양경찰청에(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전략과제17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재난현장 지

원·대응을 위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확보 및 민군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과

학기술기반 국방역량 강화로 안보에 강한 나라 실현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2014~2020)

  ◦전략3의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를 위한 사고선박에 대한 해양구난기술 개발로 3-2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 확보 달성 

-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 범정부차원의 국가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민군겸용기술 추진

시  국가과학기술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중복성 배제

  ◦국방과학기술의 감시정찰-수중감시-수상함용 통합음탐기 분야야 직간접적으로 연계

  ◦국방과학기술의 함정-수상함-통합생존성 고도화기술과 연계됨

  ◦국방과학기술의 함정-잠수함-수중신호 수동 및 능동제어시스템과 연계됨

  ◦미래선도형 R&D를 위한 전략아이템의 소형 정밀 접촉식 탐지/식별장비와 연계됨

 2. 법·제도적 장애요인

선체 부착형 청음장치를 위한 법․제도 장애요인 및 개선 사항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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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획연구수행 자체 외부 전문가 자문 내용 및 반영 결과

○ 서면 자문 외부전문가 명단

성명 직급 소속기관

김무준 교수 부경대학교

김용환 전문위원 한국해양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민병국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박동진 기술이사 ㈜소나테크

오영석 연구소장 ㈜소나테크

○ 1차 서면 자문 (2020.11.23~11.27) 내용 요약

외부 전문가 핵심 자문 내용 반영 및 조치 사항

전문가-1

○  부착형 청음장치 고도화 적용을 위한 기술적 관련 자
문을 통해 예측되는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 부착형 청음장치의 센서설계 자문

- 생존자의 신호를 대상으로 하므로 음성신호 등 가청신호
를 인식하기 위한 넓은 주파수 대역이 요구됨.

- 선체내부의 음향매질은 공기이며 센서 및 선체를 구성하
는 금속 등의 음향임피던스는 공기의 음향임피던스와의 차
이가 크게 난다. 따라서 수신 효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
측되어 음향 정합층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선체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소음의 제거기법 및 대책이 요
구됨.

- 수심이 깊은 경우 센서 하우징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
력차가 극심하여 센서 Aperture의 경계의 변형 등이 예상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가청신호대역은 충
분한 밴드
(50Hz~20kHz)를 확
보하고 있음.

음향정합층을 고려
한 설계를 하였음.

진동소음의 제거는 
고 주 파 대 역 필 터 로 
해결하며, 또한 별도
의 진동전용센서로 
동시 관측가능하도
록 설계하였음.

고심도를 견디기 위
해 내부압력변동이 
가능하게 설계할 예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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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2

○ 부착형 청음 장치 고도화 적용을 위한 기술 검토

- 부착형 청음 시스템의 청음 주파수는 가청 주파수인 
4~20 kHz 범위를 수용 할 것을 권장하며, 선체에 유기되
는 소음과 센서 자체소음의 크기는 –20dB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실증이 필요함.

- 수상 중계기로서 WiFi 라우터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
어 있으나 WiFi라우터의 통신 거리는 최대 150m 이내임. 
따라서 LTE-M 모뎀 또는 재난 망 LTE 모뎀 사용을 권장
함.

- 청음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대한 신호처리 및 
신호분석 기술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필요함. 신호처리의 부
호화 알고리즘과 신호 분석율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및 생
존자 식별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등의 도입을 권장함.

○ 부처/기관협력 방안

- 본 사업의 특성은 산업화보다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
로 개발 완료 후 사업화를 위한 전략과 부처/수요 기관과
의 협력이 필요함.

- 해양에서 선박 침몰 사고에 증가에 따른 생존자 구조에 
대한 국민적 안전을 민군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침몰한 선박 또는 함정 및 좌초한 잠수함 등
에 청음기를 부착해서 선내에 있는 생존자를 식별하는 시
스템을 민군차원에서 개발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사업
이라고 판단되나 기술적 검토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청 음 주 파 수 대 역 은 
가청주파수 대역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
게 설계하였으며, 센
서자체소음의 크기
에 대해서는 실증을 
통해 조정할 예정임.

수상통신 재설계시
에 LTE통신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
겠음.

신호처리 및 분석알
고리즘은 기초적인 
신호구분은 구현하
였으나 인공지능을 
결합하지는 못한 상
태임. 향후 고려하겠
음.

부처/기관협력은 기
획연구 종료후 각 
관련부처에서 검토
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연구개발품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사양
은 본 사업추진시 
보다 구체적으로 제
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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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3

○ 추진 과제 내용분석

- 세월호 사고 및 해양선박의 침몰사고 시 인명을 구조하
고자 할 때 생존자의 위치 및 생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우선적임

- 현재 군의 잠수함 사고 시 승무원의 생존 여부를 알 수
가 없음, 현대전은 잠수함전으로 경쟁이 치열함으로 작전 
중 잠수함의 사고에 대비한 승무원을 신속하게 구조함으로 
군의 작전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으로 승조원 구조에 필요
한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개발

- 침몰 선박에 부착하는 탐지기는 탐지기 한 개당 개인 및 
집단의 탐지 인원을 몇 명 정도 탐지 가능한지 인원수 개
발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부착 및 휴대용 선박으로 탐지 가능하도록 하여 실용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용 및 군사용 기술개발을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국가
들에게 수출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아시아 지역의 해양 
구조

-구난 기술의 선진화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 선진국 및 
구조-구난 최고의 선진 국가로 역할 강화

○ 세월호 사고 및 해양선박의 침몰사고 시 인명을 구조하
고자 할 때 생존자의 위치 및 생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민간용 및 군사용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구조-구난 해양 선진 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는 혁신적인 신기술 필요함

생존자 위치파악을 
위해 다중센서시스
템을 구상하고 있으
며, 생존자 현황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음.

군의 잠수함 침몰시 
승조원구조는 전용 
잠수함구조함이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 개
발하는 청음기는 사
고초기에 우선 투입
하여 잠수함 내부상
태를 추정하기 위한 
것임.

청음기 신호로부터 
내부 생존자 인원까
지 파악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음.

민간 침몰선박에 활
용하는 것은 해경 
또는 전용민간구조
선에서 투입 가능함.

수출은 최종개발제
품이 완벽해지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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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4

○ 기술적 보완 사항

- 센서 자체소음 -20dB보다는 청음장치 보드단의 노이즈
레벨이 더 중요해임

- 유선통신주파수 즉 유선최대샘플링주파수는 40kHz가 아
닌 2의 승수단위가 적합해보여, 32.768Hz 혹은 65,536Hz
로 수정하기를 권고함 (FFT처리시 샘플링에 의한 노이즈성
분이 없음.)

- 보조배터리장치를 이용하여 운용시간이 확장가능하게 하
는 방식을 권고함

- 장비에 ID를 부여하여 다수 운용시 혼선이 발생안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임 (IP번호로 식별가능 최대 200개 
이상)

- 군선박 혹은 잠수함의 경우 비자성체이기 때문에 자석방
식이 아닌 접착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임. 홍합접착제와 
같은 수중에서 접착이 가능한 물질을 찾아 적용이 필요함

○ 결론

- 청음장치 보드단의 노이즈 레벨 조정

- 보조배터니 운용시간 확장

- 장비별 ID 부여 방안

- 비자성체 선체 부착 방안 및 적용방안 필요

센서자체소음 범위
와 청음장치 회로단
의 소음레벨 상태를 
진단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겠음.

통신주파수의 원할
한 처리를 위해 샘
플링 수치를 2^n으
로 하는데 전혀 무
리가 없음.

고성능 보조배터리
를 내장 또는 필요
시 외장부착방식으
로 고려하겠음.

다중센서 활용시 신
호처리부에서 ID를 
부여하여 구분하도
록 하겠음.

잠수함의 외부선체
면이 비자성체로 코
칭되어 있는 경우는 
새로운 부착방식 고
려가 필요함. 본 사
업추진시 해군과 협
의하여 부착방식을 
변경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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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5

○ 수중무인체 장착형 개발 기술

- 기존의 ROV, AUV, UUV등과 같은 수중 탐사 시스템에 
장착이 가능한 수중 부착형 청음 장치 개발이 필요함.

- 침몰된 선박이나 기타 수중 침몰체에 접근하기 위한 사
전 탐지 및 수중 통신 수단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 부착형 청음 장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해양경찰 및 해군
등과 같은 해양관련 기관들과 사용성 활용성 적용성에 대
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 수중/수상통신망 및 자율운항 기술 
- 수중 침몰체에 부착된 청음 장치로부터의 구조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중 통신망 및 수상에서
의 무선 통신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해군 잠수함등과 같은 수중 운동체의 구조에 필요한 시
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해군 수중 무인드론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소의 자율 운항 기능을 탑재하여 자체적으로 탐지 지
점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다양한 재질의 선체에 대한 선체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한 
기법 개발이 필요함.

○ 결론

- 기존의 수중 무인 운동체들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 구현
의 필요성 제시 요망

- 선체 부착 성능 향상에 대한 기법 개발 필요성 제시 필
요

- 타 기관과의 협력 내용을 제시 필요

해군 구조함에서 운
용중인 ROV를 활용
하는 것이 최우선으
로 고려하고 있으며, 
다른 미니ROV와 결
함할 수 있도록 고
려하겠음.

수중탐색시에 유선
으로 연결하며, 비상
시에는 무선음파통
신을 고려하고 있음.

고도화 기술개발시 
관련 해경/해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하여 진행하겠음.

자체동력을 구비한 
자율운항식 청음시
스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겠음.

본 사업진행시 다양
한 선체외부 재질에 
대한 부착방식 연구
를 확대 검토하겠음.



- 45 -

○ 2차 서면 자문 (2020.12.17~12.22) 내용 요약

외부 전문가 핵심 자문 내용 반영 및 조치 사항

전문가-1

○  ix 쪽
< 성과 계획서 >의 성과계획 란에 목표 건수가 없음.

9 쪽
해양에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목소리와 인위적인 충격
에 의한 소리를 청음하기 위한 하이드로폰의 감도와 주파
수 응답범위는 일반적으로 –170 dB ∼ -220 dB, 2 Hz∼
100 kHz 임
→ 시판되고 있는 하이드로폰의 특성은 다양하나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목소리와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소리를 
청음할 경우, 일반적으로 감도와 주파수 응답범위가 –170 
dB ∼ -220 dB, 2 Hz∼100 kHz인 것을 사용함 

16~17 쪽
본 과제와 해양경찰청 과제의 차별성을 강조한 항목을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함
본 과제가 해양경찰청 과제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 제시 요망.

18 쪽
표의 항목이 추가요망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요구 조건 목표

잠수함의 
수중 조난 
사고 발생 
시 선체 
부착형 청
음시스템 
본체 활용 
방안 제시

- 부착형 청음시스템 
본체 기구부를 선
박 외부에 부착하
여 선체내 생존자
의 신호를 청음

- 청음된 신호를 수
중통신용 UT-AM 
모듈 또는 해상 
유무선 통신 WiFi 
AP buoy를 사용
하여 주변해역에
서 구조 활동 중
인 구조함에 전송

- 해상 구조함에서는 
전용 Deck Unit으
로 신호 수신 및 
처리 

- 부착형 청음시
스템의 수신감도 
–150 dB, 최대 청
음주파수 1 kHz, 
센서자체소음 –20 
dB
- 부착형 청음시
스템의 최대운용
수심 100m, 유선
통신 주파수 40 
kHz, 사용시간 24 
H, 수중 UT-AM 
통신 최대 거리 
500 m, WiFi AP
를 이용한 전파신
호 전달 거리 
1,000 m

성과계획서에 목표
건수를 추가하였음

9쪽을 권고사항대로 
수정하였음

16-17쪽에 해경 과
제와의 차별성을 부
각하였으며, 구체적 
항목으로는 군적용, 
고도화, 무인화, 다
중센서화 추가 등임

18쪽에 지적한 사항
대로 요구조건과 목
표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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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2

○ 부착형 청음 장치 고도화 적용을 위한 기술적 보완 검
토

  - 청음 시스템 할용 방안 1에 대하여 기존 ROV를 이용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구조상 부착하기 어렵고, 부착 
후에도 케이블에 걸리는 조류의 항력으로 이를 이기는 강
한 부착력이 필요)이 있어서 청음 가능하고 부착하기 용이
하며 부착력이 높은 구조와 조류나 항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케이블 굵기 및 ROV 선체의 최적화된 설계가 필요하
다고 판단됨.

 - 해상에서 침몰 선박의 상태를 고려하여 중성 부력과 조
력에 의해 지속 선체 움직임에 대해 부착형 청음 장치의 
꼬임 방지 기술 검토 필요.

 - 선체 내의 사람이 계속 선체를 두드리기 어려워 외부의 
신호를 듣고 응답 신호를 낼 수 있도록 청음장치에 선체 
외벽을 두드리는 장치가 보완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현행 해군에서 운용 중인 해상조난신호기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소리 발생으로 개인 식별 방안으로 활용 가능
성 검토 필요.

 - 수중에 침몰체 주변의 다양한 소음을 상쇄시키고 생존
자의 인가 가청 주파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이즈 캔슬
링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 결 론

- 선체내 생존자 수색 확보 기술개발에 대한 공동기획연구
는 민군협력 차원에서 개발되면 국방분야와 민수분야에 파
급효과 및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기존 해군의 ROV를 
이용한 청음기 부착
방식의 경우 해군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
하여 본 사업진행시 
최적화된 설계를 진
행하겠음

조난 잠수함에 부착
할 때 유선 꼬임방
지를 위해서는 중간
중간에 중성부력제
를 보강하고 유선의 
길이를 충분히 하여 
해결하겠음

청음장치에 선체외
벽충격 장치의 추가
의견은 향후 충분히 
검토하겠음

해군의 해상조난신
호기의 경우 용도가 
다르나 연계성을 검
토할 필요는 있음

노이즈 저감기술은 
수신신호에 대해 이
미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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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3

○ 침몰선박의 선체내부에 존재하는 생존자를 파악하는 방
법은 전 세계 전무함
 - 해양경찰청에서 기 개발한 부착형 청음센서 시제품과 
연계 활용방안 검토
 - 침몰선박에 이동 부착하는 전용 이동장비 개발 선행 필
요
 - 다중센서부착시 선체내부 정밀한 음향신호 분석장치 필
요

○ 부착형 청음장치 시제품을 충분히 개발하여 수중에서 
실질적인 현장 테스트를 통하여 제품화 필요

○ 침몰선박 및 해양산업에 청음장치 운반방식 및 부착방
법 다양한 방법 개발

○ 조류가 급속히 빠른 5-6노트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청음
장치 운반 시스템 및 부착 방법 개발

○ 여러 개의 청음장치를 부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수중
에서 침몰선박, 해저구조물, 수중공사업 등에 적용하여 생
존자를 파악 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 재원확보 방안
 - 세월호 침몰사건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
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실질적인 연구사업 재원이 해양
수산부 및 관련부처에서 협력이 필요함
 - 국방부 및 해군에도 대잠수함 작전 및 유사시에 필요한 
전투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로 군 작전능력 현대화에도 
기여함으로 지원요청 필요

○ 결 론
 - 해양경찰청에서 기 개발한 부착형 청음센서 시제품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술개발을 극대화하
고, 대심도에서 작업하는 각종 해양플랜트 및 수중공사업분
야에 사업화, 신산업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시아 지
역의 국가들에게 수색확보 기술을 수출을 할 수 있는 글로
벌 구조-구난 기술개발 필요

본 사업진행시 매년 
고도화된 시제품을 
단계별로 개발하겠
음

청음장치 운반방식
과 부착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더 
진행하겠음

조류가 강한 해역의 
경우에 대비한 현장
실전형 운반/부착방
식에 대해 해군과 
협의하겠음

민간부문에서의 적
용 방안에 대해 폭
넓은 확대를 검토하
겠음

본사업 추진이 고려
되면 재원확보를 위
해 관련부처에 구체
적인 설득을 진행하
겠음
 
국방부 및 해군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과제로도 추진을 고
려하겠음

대심도 수중작업시 
재난에 대응하는 확
대적용방안도 추후 
고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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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4

○ 센서 자체소음은 –20 dB 보다는 장비자체의 Self 
Noise Level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SNR로 두어 
S/N비를 60 dB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함.

○ 유선통신주파수 40 kHz의 의미보다는 Sample Rate( 
S/sec) 표기로 40 kS/sec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유선통신주파수는 FFT를 고려하여 2의 승수단위인 
32.768 kHz (32.768 kS/sec) 또는 65.536 kHz (65.536 
kS/sec)로 표기하기를 권장함

○ 무선통신 성과점검 기준에서 2k Data로만 표시되어 있
는데 2k Bytes/sec 로 단위 표시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
며, 최대 청음주파수는 1 kHz 보다는 Nyquist 이론에 의
거하여 최대샘플링주파수의 반을 명기하는 것을 추천함

센서 자체소음의 경
우 –20 dB를 유지
하되, 상세한 내부기
준은 S/N비율을 60 
dB을 유지하는 것으
로 하겠음

유선통신주파수 표
기의 경우도 40 
kHz을 유지하되 의
미상으로는 kS/sec
를 적용하겠음

FFT고려 2^n의 표
기도 구체적인 장비
개발과정에서 명시
하도록 하겠음

성과점검표에서 2k 
Data를 2k 
Bytes/sec 로 단위 
표시를 수정하였으
며 최대청음주파수
는 1 kHz를 유지하
고, 최대샘플링은 2
배이상으로 하고 있
으므로 문제없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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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5

○ 부착형 첨음 시스템의 수신감도 –150 dB에서 청음 센
서의 수신감도와 시스템의 신호 증폭비를 구분하여 표현하
는 것이 유리함.
(예시: 수중 청음 센서 –200 dB, 신호 증폭비 –10 dB ~ 
60 dB)

○ 국내 기술 및 시장동향 항목에서 추가 사항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주파수 스캔방식의 초음파 카메라를 웨어러블 형
태로 개발하여 현재 상용화하여 해군 및 인명구조 활동 분
야에 활용하기 위한 상업적 생산 준비 중이고 또한 수중 
초음파 영상 탐지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함

○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 분야에서 민수 분야 측면에서 
해양환경 감시 분야를 추가하여 해양 소음 감시 분야 적용
(향후 선박의 수중 방사 소음 제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

○ 결 론
 - 국내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따른 추가 사항 제시
 - 성능 표현 변경 항목 제시
 - 활용 분야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수신감도의 표시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신호증폭비는 환경
조건에 따라 가변적
으로 설계하고 있으
므로 명시적으로 표
현하지는 않았음

초음파 카메라 기능
까지 넣는 것은 청
음기의 규모가 커지
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고려하
고 있지 않고 있음

본 개발기술의 민수
분야의 해양소음 감
시 적용에 대한 사
항은 구체적인 대상
체에 따라 형상 및 
소음관측기법이 변
동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추후 민수분
야의 연구개발사업
으로 확대 추진되어
야 할 사항으로 판
단됨

국내기술 및 시장상
황을 보고서에 기술
하였으며, 성능표현
방식도 일부 수정하
였으며, 활용분야에 
대한 추가 의견도 
제시한 대로 고려하
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