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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currently using widly and universally underwater inspection of based on SONAR around world. 

Understand the principles od SONAR’s ultrasonic for disaster prevention of underwater structures and though 

indoor test it could try consideration with respect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ltrasonic frequency.

 

1. 서  론

소나는 수 에서 양방향 측면을 탐색하는 음  장비이다. 재 수 구조물이나 특정물체의 수

탐색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 구조물의 피해 등을 탐색함으로서 재해 방을 한 자료 수집

을 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교량, , 수지 등의 안 진단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수  탐색 

장치의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  안 검 부분에서 소

나의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 음 의 발생 원리와 주 수 특성에 따른 인식 특성을 시

편을 활용한 실내실험을 통하여 분석하 다.

2. 초음파 발생소자, 원리 및 개념

수 에서는 음 를 발생시키기 해서 세라믹 진동소자를 이용하고 있다. 세라믹에서 발생하는 

음 의 특성은 기 인 신호를 인가하면 진동이 발생되고, 이때 발생되는 주 수는 기신호의 

양극과 음극으로 변화하는 주 수와 동일하게 진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수 에서 

음 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수신이 가능하다.

3. 실내실험결과 및 고찰

Fig.1과 같이 10x5x10 m의 수조에 직경 0.2 m 크기의 원기둥형 시편을 바닥에 놓고, 수 검보

트를 띄워 수면 아래 1m 깊이로 소나를 침하시킨 후 보트를 앞뒤로 이동시키면서 실내실험을 진행

하 다. 실험 결과를 주 수 형태의 2D로 나타낸 그래 를 Fig. 2에 도시하 다. 소나의 트랜스듀

서에서 800kHz로 방사된 음 를 데이터로 표 한 그래 이며, 가로축은 소나와의 거리, 세로축은 

음  방사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때 거리는 상의 pixel 단 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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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실내실험 경

약 1 ~ 250 pixels까지는 완만한 음  방사 세기를 보여주나 약 250 ~ 310 pixels 까지는 강한 

음  방사 세기를 보여 다. 본 그래 에서 보여주는 주 수 특성으로는 소나에서 방사되는 음

가 강한 매질의 물체의 신호를 처리한 결과로 단할 수 있다. 즉 원만한 구간은 수 구간, 물로 

이루어져 있는 구간이고 변하는 구간은 수조의 난간, 시편, 벽으로 보인다.

Fig. 3은 실내수조 실험을 3D 형태로 나타낸 그림으로 좀 더 정확한 상보정을 하여 

smoothing 기법을 활용하 고 그 결과로 수조의 표면과 난간, 시편, 벽체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800kHz 음 를 이용하여 수 에 치한 시편의 인식 실험을 수행하 다. 시편

의 상 해상도를 높이기 해서는 보트 에서의 소나 자체 흔들림 오차보정, 시편과 바닥면, 벽

체 등의 경계선 추출 등 알고리즘을 활용한 상보정이 추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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