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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에서는 수중 구조물의 안전검사, 해저 자원 탐사, 군사

적 탐지 등 다양한 수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수중 작업의 완전 자동화 및 무인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중드론, 혹은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가 

개발되어왔고, 수중드론의 지능화를 위한 관련 기술이 급속도

로 연구되고 있다.

수중드론 관련 기술이 점차 개발됨에 따라 고도화된 수중 

작업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수중 구조물 건설이나 수중 

지형, 침몰선의 정밀 스캔 등 수중 드론이 특정 영역으로 이

동한 뒤에, 수백 미터 정도의 국소 영역에서 고도화된 임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영역을 정밀 스캔하여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자동으로 찾아내는 일 등의 수행이 필요하다.

그림 1 AUV를 이용한 해저 탐사 사례, MBARI

예를 들어 항공기 혹은 선박의 침몰 사고의 조사를 위해서

는 상황을 침몰된 선체를 분석하고, 항공기의 Flight recorder 

혹은 선박의 VDR(Voyage Data Recorder)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수중 드론이 투입되어 대상 해

역으로 정확히 이동한 후, 대상 영역을 스캔하면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인식, 회수하고, 그림 1과 같이 광학, 레이저 등을 

통해 탐사 영역을 3차원으로 맵핑하여 정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MBARI Website: https://www.mbari.org/at-sea/ 

vehicles/autonomous-underwater-vehicles/seafloor-mapp

ing-auv, Sep. 11, 2020 accessed)

수중 드론이 고도화된 수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

법과 인지 두 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 수중 드론의 항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 부분 기술이 확보되었다. 수중드론은 뛰어

난 이동 자유도를 갖고 있으며 높은 정밀도로 자세 제어가 가

능하며, 소나나 항법 센서를 활용하여 수 킬로미터 이상의 광

역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하거나 특정 영역을 스캔하고 장애물

을 자동으로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도화된 수중 임무의 수행을 위한 다음 단계의 기술은 목

표 영역의 센싱과 인지 기술이다. 하지만 수중에서는 부유물

로 인한 신호의 간섭과 산란, 매질인 물에 의한 신호의 감쇠 

등 다양한 환경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육상의 드론과 

같이 카메라,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등의 센

서로 넓은 영역에 대해 정밀한 데이터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중드론은 국소 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정밀한 데

이터를 획득, 가공하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드론이 고도화 및 정밀화된 임무를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

해 사용하는 주변 환경의 센싱 및 인지 기술들에 관해 설명하

고자 한다.

2. 수중드론의 센싱 및 지능화

수중에서 활용 가능한 센싱 수당은 초음파, 자장, 전기장 

광학 등이 있다. 자기장이나 전기장은 해저에 매립된 케이블

이나 파이프 인식, 군사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기뢰나 잠수정

의 탐지 등을 위해 주로 활용된다. 수중 임무의 자동화의 관

점에서 국소 영역에서 물체 및 환경 인식 및 정밀 작업을 위

해 적합한 것은 광학, 초음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장

에서는 수중 광학 및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드론의 국소 영역 

및 물체 인식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2.1 수중 광학

수중 환경에서는 태양이라는 환경적인 광원이 존재하지 않

고, 가시광선 파장대의 전파는 거리에 따라 빠르게 감쇠하여 

제한적인 가시거리를 갖고, 매질인 물에 존재하는 부유물에 

의해 탁도가 생겨 때문에 주변 환경 인식을 위해 광학 센서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거

리에서는 환경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에 수중드론은 여전히 광학 센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광학 센서를 이용할 때 정밀한 데이터 획득을 위해서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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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이미지의 탁도 및 색상 보정이 필요하다. 육상에서 광학 

이미지를 촬영할 때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이미지가 뿌옇게 보이는 haze라는 현상이 발생하

고, 이미지의 품질 저하를 일으킨다. 수중에서도 물에 떠다니

는 부유물에서 빛이 산란하여 이미지에 탁도가 발생하고, 가

시광선의 파장대에 따라 감쇠가 다른 비율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색깔 왜곡이 일어나 정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림 2 탁도에 의해 왜곡된 수중 광학 이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의 탁도를 제거하는 image 

dehazing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Image dehazing에 대한 연구

는 1977년 제안된 air-light model에서 시작한다. 광학 이미

지라는 것은 결국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가진 색깔, 채도 등

의 intensity 정보이다. Air-light model은 이러한 빛의 

intensity가 매질에서 전파, 감쇠, 산란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 모델의 수식을 역산하여 빛의 산란으로 

인한 intensity의 변화를 제거함으로써 부유물에 의한 탁도를 

제거하고 감쇠로 인한 색상의 왜곡을 보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수식 모델을 응용하여 다양한 image dehazing method가 

제안되었다. 최근에는 딥 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델의 매개변수들을 예측해내었고, 결과적으로 더 정확한 

dehazed image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Image dehazing이 실제 환경에 적용된다면 주변 환경에 대

한 정밀한 센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중 환

경은 육상과 달리 비정형 환경이고 미지의 물체들이 대부분이

다. 수중 광학 이미지에서의 탁도 제거는 방파제의 테트라포

드와 같이 특정 구조물들이 모여 있는 영역에서, 주변 환경을 

보았을 때 확률적으로 많이 출현하는 형상을 기반으로 탁도를 

제거한다면 이러한 형상이 보일 것이라고 유추하는 정도가 가

능하다. 하지만 미지의 물체에 대해서는 image dehazing이 적

용되었을 때의 정답인 ground truth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

에 아직은 미지의 물체에 대해서는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수중의 광학 센서가 갖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학 

센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와 같이 광학 

센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센서를 추가로 활용하여 수중 환

경에 대한 정밀 스캔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도 개발되었다.

레이저 스캐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

법은, 카메라와 레이저를 사용하여 이미지 내의 레이저가 관

측된 픽셀을 추출하고 삼각측량법을 활용하여 3차원 정보를 

복원한다. 이러한 방식은 광학 이미지에서 레이저의 색상 및 

intensity 정보를 이용하여 특징점들을 추출하기 어려운 탁한 

환경 혹은 비정형 환경에서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탐사하

고자 하는 환경에 특성에 맞는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인식 

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

을 측정하는 ToF(Time-of-Flight) 방법이다. LiDAR가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센서로서, 지상에서는 이미 자율 자

동차등에서 주변 환경의 맵핑에 활용되고 있다. 수중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상용화된 센서가 존재하지만, 아직까

지는 탐지 범위나 데이터의 정밀도에 한계가 있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방법 모두 GPS와 같은 로봇의 위치

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센서가 부족하여 기존 SLAM 알

고리즘을 적용하기에는 정밀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수중 레이

저는 로봇이 움직이면서 광범위한 스캔을 통해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거나 장애물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보다, 정지된 

자세로 국소 면적의 스캔을 통해 수중 구조물의 안전 검사 또

는 균열 검사 등에 활용된다.

2.2 수중 이미지 소나

수중에서의 정밀한 환경 인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또 다

른 센서는 초음파 센서이다. 수심이 깊은 수중 환경일수록 태

양광에 의한 광량의 감소로 인해 매우 낮은 조도 조건을 가진

다. 또한, 수중 환경은 기상 상태에 따른 부유물과 이물질들의 

영향을 받아 탁도의 변화가 크다. 수중 초음파 센서, 즉 소나 

센서는 수중의 낮은 조도와 높은 탁도 조건에서 광학 센서의 

대체재로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

수중 환경에서 수중드론과 함께 사용되는 소나 센서의 종

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나 센서는 넓은 탐지 범위를 가

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의 대략적인 스캔 및 맵핑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수중의 소나 중, 이미지 소나는 다른 소나 센서들과 달리 

수중 환경의 음향 신호를 실시간으로 이미지화하여 출력한다. 

이미지 소나로부터 방출된 초음파 신호가 되돌아올 때,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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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기와 걸린 시간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각 픽셀의 강도 

값을 결정한다. 특히 DIDSON, BlueView 등의 이미지 소나는 

수 MHz 대역의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해

상도의 초음파 이미지를 출력한다. (DIDSON Website: 

http://www.soundmetrics.com/Products/DIDSON-Sonars, 

BlueView Website: http://www.teledynemarine.com/blueview, 

Sep. 11, 2020 accessed) 이러한 고해상도 이미지 소나로부터 

획득한 초음파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정밀한 정보를 

추출하면, 수중드론의 임무를 고도화할 수 있다.

그림 3 DIDSON으로 촬영한 소나 이미지

그러나 이미지 소나는 몇 가지 태생적인 문제점들을 가지

고 있다. 먼저, 첫째로 광학 센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도

를 가진다는 점이다. 광학 센서는 한 변에 수천 픽셀이지만, 

이미지 소나는 수백 픽셀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다. 이것은 일

반적인 인식 알고리즘 적용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둘째로, 이

미지 소나는 칼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반사파의 강도 정보

를 회색 스케일로만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의 칼라 

정보를 이용한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 적용의 어려움을 유발한

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소나는 투영 메커니즘에 의해 높이 정

보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소나는 초음파 신호의 수신 

정보를 양각과 관계없이 측정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와 같은 

방위각에 존재하는 모든 점은 하나의 점으로 투영된다.

이미지 소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수중드론에의 활용성

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소나 이미지의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로 저해상도 초음파 이미지에 재귀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노이즈의 영향을 줄이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 또한 초음파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 영상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고속으로 물체의 등장을 감지하는 연구도 진

행되었다. 이미지 소나를 이용한 맵핑 연구로는 초음파 이미

지를 여러 장 이어 붙여서 하나의 거대한 초음파 맵을 구성하

는 연구가 있었다.

그림 4 3차원 형상과 소나 이미지 간의 관계 분석

또한, 이미지 소나로부터 높이 정보를 복원하여 탐사 영역

의 3D 지도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외에 진행되

고 있다. 먼저, 단일 이미지 소나로부터 획득한 여러 각도에서

의 초음파 이미지를 이용해 대상 영역의 3차원 형상을 복원을 

진행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각 초음파 이미지로부터 물

체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들을 추출하여 3차원 공간에서 제거

해 나가면서 3차원 형상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미지 소나의 

특수한 기하학적 분석과 수중드론의 이동성에 착안하여 대상 

영역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었

다. 이 연구는 단일 이미지 소나에서 획득한 연속적인 초음파 

이미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중드론의 임무에 실시간으로 활

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미지 소나를 다른 센서와 융합하여 수중드론에 적용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미지 소나와 프로파일링 소나

를 스캔이 수직이 되도록 배치하여 대상 영역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종 소나 간의 확률 

모델과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미지 소나

와 광학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여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3

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소

나 이미지에서 추출한 거리 정보와 광학 이미지에서 추출한 

깊이 정보의 일치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각 센서의 사각지대

를 제거하고 3차원 형상을 복원하였다.

최근에는 수중드론의 연산 능력의 발달과 연산장치의 소형

화가 이루어지며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수중 소나 이미지를 가

공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나 이미지의 단점인 낮은 해상도와 신호 대 잡음 비를 개선

하기 위한 super resolution, denoising auto-encoder 등의 

인공지능이 개발되었다.

그림 5와 같이 소나 이미지에서 목표 물체를 자동으로 인

식, 탐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또한 개발되었다. 소나 이미지의 

경우 목표물의 형태가 촬영 위치와 각도에 따라 급격히 변화

하고, 잡음으로 인해 목표물의 정확한 인식을 위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여러 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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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특징점을 여러 번에 거쳐 추

출, 압축하여 더욱 정확하고 강인한 물체 인식이 가능하였다.

그림 5 인공지능을 이용한 물체 인식 및 3차원 위치 추정

수중 소나 이미지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 

중 하나는 수중 소나 이미지의 경우 오픈 소스 데이터 셋이 

적어 인공지능의 학습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혹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하여 사실적인 소나 이미지를 

합성해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수중의 다양한 기지물에 대한  소나 이미지는 인공지능의 신

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소나 이미지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탐사 영역의 물체와 수중드론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추정하여 수중드론의 위치를 보정하

거나 목표물을 회수하는 등 수중드론의 정밀한 임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수중드론이 국소 영역에서 고도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

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센싱 및 인지 방법을 알아보았

다. 해양 플랜트의 건설, 침수 사고 현장에서의 작업, 냉각 수

조 및 화학 탱크 내부의 검사와 유지 보수 등 다양한 수중 작

업을 위해 특수 용도의 수중드론이 개발, 활용되고 있다. 수중

드론은 부가 가치가 높고 고도화된 수중 작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수중드론의 정밀 센싱 및 인지 기술

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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