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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중 대상물을 영상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은 대상물을 다른 밝기의 여러 줄무늬들을 갖는 테스트 
패널로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 패널에 삼원색들을 갖는 펄스화된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수행된다. 
반사된 빔 펄스들로부터, 테스트 줄무늬들의 콘트라스트 값들이 혼탁도와 가시거리와 관련하여 각 색의 
반사된 펄스들에 대하여 계산된다. 이 방법은 세가지 다른 파장들의 삼원색을 발생시키는 레이저 발생장
치와, 각각의 삼원색들의 반사된 빔 펄스들의 세기들을 결정하고, 영상 모니터링 장치로 삼원색 신호들을 
출력하기 위하여 각각의 삼원색들의 반사된 빔 펄스들을 수광하는 레이저 빔 검출장치를 갖는 영상장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 영상 시스템은 레이저 조사장치, 레이저 빔 검출장치 및 영상 모니터링 장치 모
두가 무인동작되며 수압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들을 갖는 잠수정내에서 수중에 놓이도록 또한 배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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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표도

도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수중 레이저 영상장치의 실시예의 개략적인 평면도이고, 

도 2a는 본 발명의 영상장치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목적에 사용되는 테스트 패턴의 평면도이고,

도 2b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는 동안 얻어진 셔터 열림 시간과 반사된 빔의 세기 사이의 관계를 나타
내는 그래프이고,

도 3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기 위한 단계들을 나타내는 주요 흐름도이고,

도 4는 도 3에 도시한 주요 흐름도의 일부분의 상세한 흐름도이고,

도 5는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얻어진 콘트라스트 차트를 그래프로 도시한 예이며,

도 6은 수중 레이저 영상장치를 전체적으로 도시한 도면이고,

도 7은 수중 레이저 영상장치의 잠수정에 있어서 전기회로의 블록도이고,

도 8은 수중 레이저 영상장치의 잠수정 부분에 있어서 전기회로의 또다른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지원함 12:잠수정

12a, 12b:압력용기 12c:레이저 조사/영상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구체적으로는 레이저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수중 대상물을 관측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일본국 특개평7-072250호 공보에, 수중 잠수정 건설 프로젝트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하는 
영상장비를 가지고 혼탁한 수중환경에 배치된 대상물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영상기술이 개시되
어 있다. 상기 공보에 개시된 레이저 영상기술은 관측/영상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수중 대상물을 향
하여 펄스화된 레이저 빔을 조사하고, 그 대상물로부터 반사되는 레이저 빔 펄스들을 검출하여 대상물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레이저를 이용하는 수중 관측장치를 사용할 때, 대상물이 관측가능한 거리(가시도)는 바다물(빔 
전파매질)의 혼탁도에 의존하여 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주위환경의 혼탁도에 따라 관측장비가 놓
일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를 들면 레이저 조사장치의 펄스 에너지, 펄스 레이트 및 펄
스 폭과 같은 관측장비의 동작특성에 의존하여,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와 줌 렌즈들과 같은 보조 장치들에 
대한 세팅들도 또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수중환경의 혼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실감나는 상태로 대상물을 관측하고자 할 경우, 그 영상을 칼라로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중 대상물들을 칼라로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강하
게 요구되어 왔다.

게다가, 이미 설명한 종래의 장치에서, 빔 펄스들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하여 지원함으로부터 잠수정까지 
공급되는데, 그 결과 빔 펄스들의 광출력은 광섬유 케이블의 전송용량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한편, 형성
된 대상물 영상의 선명도는 협소한 펄스폭에서 나타나는 빔의 코히어런시(coherency)와 높은 광출력과 같
은 레이저 펄스들의 성질에 의존한다. 그런데, 종래의 레이저를 이용한 관측장비의 문제점은 선명한 영상
을 얻기 위하여 대상물을 향해 충분히 높은 광출력을 갖는 레이저 펄스들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 수중 레이저 영상장비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중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b) 삼원색들로 수중 대상물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한 칼라 영상장치를 제공한다;

(c) 수중 대상물까지 높은 세기의 펄스화된 레이저 빔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레이저 영상장치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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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수중 대상물 상에 조사되는 펄스화된 레이저 빔의 펄스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레이저 영상장치를 제
공한다;

(e) 종래의 영상장치에 의해 생성된 것들보다 더 깨끗한 영상들을 생성할 수 있는 레이저 영상장치를 제
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수중 대상물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반사특성이 다른 복수의 
기준 밝기부들을 구비하는 테스트 패널을 준비하는 단계; 테스트 패널을 향하여 펄스화된 레이저 빔을 조
사하는 단계; 및 빔 전송매질의 혼탁도 값과 가시거리와 관련하여, 기준 밝기부들로부터 반사되는, 반사
된 빔 펄스들을 처리하고 반사된 빔 펄스들의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수중 대상물
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수중 대상물에 대한 영상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전송매질의 혼탁
도와 가시거리에 의해, 반사된 빔 펄스들의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고 다른 밝기부들을 갖는 테스트 패
널을 사용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존재하는 환경에서 예상되는 콘트라스트 값들과 가
시거리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전송매질의 현지 혼탁도만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영상작업은 대단히 용이하게 된다.

이 방법은 예를 들면, 현지 영상에서 주어진 정도의 콘트라스트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가시거리를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 따라서, 영상장치의 위치와 동작 파라미터들이 미리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위치와 동작 파라미터들이 실제 관측장소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실제 작업
을 하는 동안 세팅들을 바꿀 필요성을 제거하여, 영상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수중대상물을 연
구하는 작업에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상기 시뮬레이션 방법은 각각의 파장을 갖는 펄스화된 레이저빔으로 이루어진 가시광의 삼원색들을 발생
시키고, 수중 대상물을 향하여 펄스화된 레이저 빔들을 조사하는 레이저 발생장치; 수중 대상물로부터 반
사되는 반사빔 펄스들을 각 삼원색들을 나타내는 파장성분으로 분리하고, 세가지 파장성분들의 각각에 대
한 세기값을 결정하고 세기값들에 따라 삼원색 신호들을 출력하기 위한 레이저 빔 검출장치; 및 삼원색 
신호들에 기초하여 수중 대상물의 영상을 형성하기 위한 영상장치를 구비하는 레이저 영상장치를 이용하
여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장치를 채택함으로써, 개별적인 칼라들에 대한 높은 세기값들로 반사된 빔 펄스들을 분석하고 삼
원색들의 증진된 콘트라스트 값들에 기초하여 영상들을 형성하며 삼원색을 갖는 레이저 발생장치를 구비
하는 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대상물의 명료하고 높은 콘트라스트 칼라 영상들때문에 영상들이 좀더 명료하
게 보이도록 한다.

레이저 영상장치의 기본 시스템의 수정예는 펄스화된 레이저빔으로 수중 대상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중
에 배치되는 레이저 조사장치; 펄스화된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중에 배치되는 레이저 발생장
치; 수중 대상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빔 펄스들을 수광하기 위한 레이저 빔 검출장치; 및 레이저 빔 검출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들에 따라 수중 대상물의 영상들을 형성하기 위한 영상처리장치를 구비한다.

상기에 언급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전송될 수 있는 레이저 에너지를 제한하는 광섬유와 같은 광학 매질
을  통해  레이저  빔을  전송하지  않고도  펄스화된  레이저  빔이  수중  대상물쪽을  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중 대상물은 종래의 레이저 발생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것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빔으로 스캐닝 할 수 있다. 게다가, 빔의 펄스 에너지는 반사된 빔 펄스들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펄스 폭이 감소되어 영상의 해상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을 참조하여, 시뮬레이션 테스트의 예를 설명한다.

도면에서, 레이저 조사장치(1)는 거리 R1만큼 떨어져 있는 대상물(3)을 향하여 특정한 펄스 레이트를 갖
는 펄스화된 레이저 빔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영상들은 거리 R2만큼 떨어져 있는 영상장치(2)에서 관측된
다. 대상물은, 예를 들면 도 2a에 도시한 편평한 판위에 교대로 배열된 백색부들(기준 밝기부)과  흑색부
들(기준 밝기부)을 구비하는 테스트 패턴을 갖는 테스트 패널일 수 있다.

영상장치(2)는 대상물(3)로부터 거리 R2(가시거리)만큼 떨어져 배치되며, 반사된 레이저 빔 펄스들의 세
기를 검출한다. 영상장치(2)는 셔터가 열리는 주기(열림시간:ta) 동안만 반사되는 빔 펄스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펄스화된 레이저 빔의 펄싱 주파수에 동기되는 셔터장치를 구비한다. 특정한 혼탁도 c를 갖는 빔 
전송매질(4)은 대상물(3)과 레이저 조사장치(1) 사이의, 그리고 대상물(3)과 영상장치(2) 사이의 분리공
간들에 놓여진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와 같은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데, 컴퓨터는 레이저 영상장치
의 수중동작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동작 파라미터들을 위하여, 그 메모리 내에 초기 데이터를 저장한다.

몇 개의 초기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물(3)로부터 레이저 조사장치까지의 거리 R1;

(2) 대상물(3)로부터 영상 기록장치(2)까지의 거리 R2(가시거리);

(3) 대상물(3) 쪽으로의 법선 L과 펄스화된 레이저 빔의 입사방향 사이의 각 γ;

(4) (펄스화된 레이저 빔에 대해 감쇠계수로 작용하는) 빔 전송매질의 혼탁도 c;

(5) 펄스화된 레이저 빔의 파장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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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이저 펄싱을 위한 시간함수;

(7) 구경 f, 초점거리 및 셔터 열림시간 ta와 같은 영상장치(2)를 위한 광학 파라미터들; 및

(8) 테스트 패턴에 대한 영상 데이터.

초기 데이터에 따른, 직접반사 성분들 Ed, 후방산란 성분들 Ebs 및 전방산란 성분들 Efs를 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치함수들이 메모리에 또한 저장된다. 이들 함수들은 가시거리 R2와 빔 전송매질(4)의 혼탁도 
c와 같은 환경 파라미터들 사이의 관계들을 초기 데이터로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식 하나가 에이치. 이시
무라(H.  Ishimura)의  저서("Random  Wave  Propagation  and  Scattering  in  an  Optical  Medium"  by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USA.)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시뮬레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컴퓨터는 초기 데이터 및 키보드와 같은 입력수단들로부터 입력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중 레이저 
영상장치 내에 프로그램된 시뮬레이션 과정에 따라, 영상장치(2)에 의해 포착된 반사된 빔의 세기(테스트 
영상의 밝기) 값들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컴퓨터는 다음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되는 백색부의 밝기와 흑색
부의 밝기에 대한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한다. 계산결과들은 디스플레이나 프린터로 출력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먼저, 혼탁도 시뮬레이션 영역에 대한 파라미터들 즉, 빔 전송매질의 혼탁도 c에 대한 값들 G의 영역과 
거리 시뮬레이션 영역 즉, 가시거리 R2에 대한 값들 H의 영역은, 키보드나 다른 입력수단에 의해 입력될 
것이다(단계 S1). 또한, 키보드와 다른 입력수단에 의해 입력되는 가시거리 쵸핑(chopping) 폭 Δr과  혼
탁도 쵸핑 폭 Δc에 대한 시뮬레이션 계산점들에 관계되는 노드들의 수도 물론 입력된다(단계 S2).

시뮬레이션 영역들이 정의되면, 도 2a에 도시한 테스트 패턴은 (예를 들면, 수평한) X 축방향에서 몇 개
의 영상요소들 M(정수)으로 분할되며, (예를 들면, 수직한) Y축방향에서 몇 개의 영상요소들 N(정수)으로 
분할된다. 그리고 영상지도(image map)를 만들기 위하여, 각 영상요소는 그 위치에 대한 좌표값들이 부여
된다(단계 3). 예를 들면, 테스트 패턴은 A11로 정의된 좌측 상단 영역근처의 요소로부터 Amn으로 정의된 
우측 하단 영역근처의 요소의 범위에 있는, 몇 개의 영상요소들로 분할된다. 따라서, 전체 영상 면적은 
A11-Aij(i, j는 정수들임)-Amn의 이차원 배열에 의해 정의된다. 영상요소들은 수평방향으로는 그들의 좌
표점들  x1-xi-xm에  의해  서로  관련되며,  수직방향으로는  그들의  좌표점들  y1-yj-yn에  의해  서로 
관련된다. 영상지도는 표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단계 S1에서, 혼탁도 영역 G에 대한 최소혼탁도 ca와 최대혼탁도 cb 및 가시거리 영역 H에 대한 최소가시
거리 R2a와 최대가시거리 R2b의 값들은 컴퓨터에 입력되는데, 이때 가시거리 R2는 최소가시거리 R2a(단계 
S4)로 초기화되며 혼탁도 c는 최소혼탁도 ca(단계 S5)로 초기화된다. 그리고 하기 계산들이 수행된다.

단계 S6에서, 각 영상요소들 A11-Amn에 대한 밝기 값들이 계산된다. 계산단계들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
될 것이다.

먼저, 영상요소 A11에 대한 처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수 j는 [1]로 초기화되며(단계 Sa1), 정수 i도 
[1]로 초기화된다(단계 Sa2). 셔터 열림시간 ta는 몇 개의 시간요소들 t1-tk (k는 정수)-tp(단계 Sa3)를 
나타내는 P개(정수)의 구획들로 분할된다. 그리고 정수 k는 [1]로 초기화된다(단계 Sa4). 계속되는 단계
들 Sa5-Sa7을 연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직접 반사성분들 Ed, 후방 산란성분들 Ebs 및 전방 산란 성분들 
Efs가 영상요소 A11에 대해 각 시간구획들 t1-tk에 대해 계산된다.

더욱 상세히는, 단계 Sa5에서, 직접 반사성분들 Ed, 후방 산란성분들 Ebs 및 전방 산란 성분들 Efs가 시
간요소 t1에 대해 계산되며, 단계 Sa6에서, 정수 k의 현재 값이 정수 P의 값과 같은 가가 판단된다. 이때 
정수 k는 [1]로 세팅되었기 때문에, 판단결과는 [No]이고, 정수 k는 단계 Sa7에서 증가되며, 따라서 단계
들  Sa5-Sa7은 k=P가 될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직접 반사성분들 Ed, 후방 산란성분들 Ebs 및 전방 산란 성분들 Efs가 요소들 t1-tk에 대하여 줄곧 계산
되도록  Sa5-Sa7에서의  모든  단계들이  P번  반복되면,  단계  Sa6에서의  판단결과는  [Yes]이고,  단계 
Sa8에서, 평균 직접 반사성분들 ＜Ed＞, 평균 후방 산란성분들 ＜Ebs＞ 및 평균 전방 산란 성분들 ＜Efs
＞를 생성하기 위하여 직접 반사성분들 Ed, 후방 산란성분들 Ebs 및 전방 산란 성분들 Efs의 평균값들이 
계산된다. 영상요소 A11에 대한 밝기(반사된 빛의 세기) D11은 다음 수학식 1에 따라 계산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단계들 Sa3-Sa9에서 수행된 계산들은 수평방향에서 1열을 따라 모든 영상요소들 
A11-Am1에 대하여 다음 단계들 Sa10과 Sa11에서 반복된다. 즉, 단계 Sa10에서, 몇 개의 영상요소의 수평
구획들에 대하여 정수 i가 정수 M과 같은 가가 판단된다. 그 판단이 [No]이면, 정수 i는 단계 Sa11에서 
증가되며, 단계들 Sa3-Sa9는 영상요소 A11의 우측 칼럼에 위치한 영상요소 A21에 대하여 반복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일련의 계산들이 M번 반복되어 수평열 1에서의 모든 영상요소들 A11-Am1에 대한 
밝기 값들 D11-Dm1이 생성될 것이고, 유사하게 단계들 Sa12, Sa13에서 밝기 값들 D12-Dmn이 수직컬럼들에
서의 모든 영상요소들 A12-Am2와 영상요소들 A1n-Amn에 대하여 생성된다. S6에서의 모든 단계들은, 테스
트 패턴에서의 모든 영상요소들 A11-Amn에 대한 모든 밝기 값들 D11-Dmn이 계산되면 완료될 것이다.

도 3의 주요 흐름도를 다시 참조하면, 단계 S7에서, 예를 들면 테스트 패턴의 중앙영역에서의 영상요소 
Aij와 같은 영상요소가 선택되고, 최대 및 최소 밝기 값들의 비가 백색부들과 흑색부들 사이의 콘트라스
트 값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구해진다. 그리고 이 콘트라스트 값은 영상지도에서의 위치와 대응하여 저장
된다. 이 단계 S7에서 모든 영상요소들 A11-Amn을 선택함으로써, 최대 및 최소 밝기 값들로부터 모든 콘
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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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 이르는 처리단계들은 최소 혼탁도 ca와 최소 가시거리 R2a에 관한 한 세트의 조건들에 대하여 
콘트라스트 값들을 결정한다. 다음 단계들 S8과 S9에서, 혼탁도 영역 G의 전체 영역에 대한 콘트라스트 
값들이 계산될 것이다. 특별히, 단계 S8에서, 혼탁도 영역 G에 걸쳐, 최소 혼탁도 ca로부터 최대 혼탁도 
cb까지, 모든 혼탁도 값들이 계산되었는 가가 판단되고, 판단이 [No]이면, 현재 혼탁도 값 c는 단계 S9에
서 혼탁도 쵸핑 폭 Δc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단계 S6에 이어지는 모든 단계들이 반복된다.

혼탁도 값 c가 혼탁도 영역 G를 초과하면, 단계 S7에서의 판단은 [Yes]가 되고, 전체 혼탁도 영역 G와 가
시거리 H에 대한 모든 콘트라스트 값들이 생성되도록 단계 S10와 S11이 진행된다. 단계 S12에서, 주어진 
콘트라스트 값에 대한 혼탁도 c와 가시거리 R2의 값들은 분리되고 콘트라스트 파라미터들의 곡선군에 대
하여 가시거리 대 혼탁도의 콘트라스트 차트들을 만들기 위해 함께 분류된다. 도 5는 이러한 콘트라스트 
차트들의 예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다음에, 수중 레이저 영상장치의 칼라 버전(version)이 도 6과 도 7에 도시된다.

도 6에는 케이블(13)을 통해 무인 잠수정((12)에 연결되는 지원함(11)이 도시되어 있다. 지원함(11)은 빔 
전송매질을 통하여 이동하는 잠수정(12)으로부터 제공되는 관측 대상물의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영상 모
니터(11b)와 잠수정(12)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력공급원(11a)을 구비한다.

무인 잠수정(12)은 압력 용기들(12a, 12b), 레이저 조사/영상 장치(12c)와 표시장치(12d)를 구비한다. 압
력 용기들(12a, 12b)은 고압을 견디도록 만들어지며, 그 내부에 포함된 장치들을(이하에서 기술됨) 수압
으로부터 보호한다. 레이저 조사/영상 장치(12c)는 방압유리 장비들에 의해 보호되는 빔 수광부(12c2)와 
조사부(12c1)를 구비한다. 펄스화된 레이저 빔은 조사부(12c1)로부터 수중 대상물을 향하여 조사되며, 수
중 대상물로부터 반사되는 빔 펄스들은 빔 수광부(12c2)에 의해 포착된다. 표시장치(12d)는 반사된 빔 펄
스들에 의해 형성된 영상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액정표시패널(LCD panel)일 수 있는데, 액정화면은 전력을 
적게 소비하면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이다.

도 7은 영상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레이저 조사장치(14)는 적색 레이저 발생장치(14R), 녹색 레이저 발생
장치(14G) 및 청색 레이저 발생장치(14B)를 구비한다. 레이저 조사장치(14)는 관측 대상물(X)를 향하여 
펄스화된 레이저 빔을 조사한다. 

적색 레이저 발생장치(14R)는 펄스폭 6ns, 중심파장 700nm에서 펄싱 레이트 50Hz에 동기되는 적색 레이저 
펄스들을 발생시키며, 예를 들면 가변출력 파장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YAG 레이저와 같은 임의의 비선형 
광학장치로 만들 수 있다.

녹색 레이저 발생장치(14G)는, 예를 들자면 펄스폭 6ns, 중심파장 540nm에서, 펄싱 레이트 50Hz에 동기되
는 녹색 레이저 펄스들을 발생시키며, 같은 가변 파장 YAG 레이저를 구비한다.

청색 레이저 발생장치(14B) 펄스폭 6ns, 중심파장 450nm에서, 펄싱 레이트 50Hz에 동기되는 청색 레이저 
펄스들을 발생시키며, 같은 가변 파장 YAG 레이저를 구비한다. 적색, 녹색 및 청색 레이저 발생장치(14R, 
14G, 14B)로부터 각각 발생되는 적색, 녹색 및 청색의 레이저 펄스들은 고출력과 안정된 파장들을 갖는 
출력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큐-스위칭(Q-switching)에 의해 각각의 펄싱 레이트들에 동기된다.

펄스 발생장치(15)는 적색, 녹색 및 청색 레이저 발생장치들(14R, 14G, 14B)과 신호지연 검출장치(16)에 
제공되는 동기펄스들을 발생시킨다.

광학 시스템(17)은 줌 렌즈들과 반사경들과 같은 광학장치들을 포함하며, 대상물로부터 반사된 반사빔들
(적색, 녹색 및 청색 레이저 펄스들)을 포착하는 기능과 반사된 빔들을 광학 스플리터(18)에 전송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광학 시스템(17)은 신호지연 검출장치(16)로부터 제공된 포커싱 신호들에 따라서 레이저 
빔 검출장치(19)의 빔을 수광하는 표면과 반사된 빔 펄스들의 초점을 정렬시킨다. 광학 스플리터(18)는, 
반사되는 빔의 일부분은 레이저 빔 검출장치(19)쪽으로 전송되고 나머지는 광학 빔 검출장치(20)쪽으로 
전송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투과성 거울일 수 있다.

광학 빔 검출장치(20)는 발산된 빔의 이차원 퍼짐을 보이는 반사된 빔들을 수광하며, 예를 들면 그 중심
세기와 같은 일부분을 신호지연 검출장치(16)로 출력되는 전기적인 신호들로 변환시킨다. 신호지연 검출
장치(16)는 레이저 빔 검출장치(19)로 제공되는 지연신호들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동기 신호들, 펄스 발
생장치(15)로부터 신호지연 검출장치(16)쪽으로의 출력 및 반사된 빔들의 도착시간들 사이의 만성적인 지
연들(즉, 위상차)를 측정한다. 신호지연 검출장치(16)는 도착신호들의 강도수준을 또한 결정하며, 그 데
이터를 반사된 빔들의 세기들과 연관된 포커싱 신호들로서 광학 시스템(14)에 피드백시킨다.

레이저 빔 검출장치(19)는 적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R), 녹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G) 및 청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B)를  구비한다.  적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R)는  (적색  필터와  셔터를  갖는  광학 
증폭기인) 영상 강화기, 픽셀 요소들 및 스캐닝 장치를 구비하는 고감도 반도체 카메라 타입이다.

적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R)는 적색 레이저 발생장치(14R)로부터 출력된 적색 파장의 반사된 빔들만을 
분리해내며, 지연신호들에 따라 영상 강화기의 셔터 장치의 개폐를 조절한다. 따라서, 픽셀 요소들은 적
색 반사신호들에 대한 셔터 열림 시간동안만 응답한다. 그리고, 반사된 빔 신호들을 삼원색들중 적색 영
상 부분들을 완성시키는 적색 성분의 영상신호들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스크린상의 주어진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연속적으로, 이차원에서 픽셀요소들 위에 조사되는 적색 반사빔들을 스캐닝한다.

녹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G)는 (녹색 필터와 셔터를 포함하는 광학 증폭기인) 영상 강화기, 픽셀 요소
들 및 스캐닝 장치를 구비하는 고감도 반도체 카메라 타입이다. 녹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G)는 녹색 레
이저 발생장치(14G)로부터 출력된 녹색 파장의 녹색 반사빔들만을 분리해내며, 지연신호들에 따라 영상 
강화기의 셔터 장치의 개폐를 조절한다. 따라서, 픽셀 요소들은 녹색 반사신호들에 대한 셔터 열림 시간
동안만 응답한다. 그리고, 반사된 빔 신호들을 삼원색들중 녹색 영상 부분들을 완성시키는 녹색 성분의 
영상신호들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스크린상의 주어진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연속적으로, 이차원에서 픽셀
요소들 위에 조사되는 발산된 녹색 반사빔들을 스캐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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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B)는 (청색 필터와 셔터를 포함하는 광학 증폭기인) 영상 강화기, 픽셀 요소
들 및 스캐닝 장치를 구비하는 고감도 반도체 카메라 타입이다. 청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B)는 청색 레
이저 발생장치(14B)로부터 출력된 청색 파장의 청색 반사빔들만을 분리해내며, 지연신호들에 따라 영상 
강화기의 셔터 장치의 개폐를 조절한다. 따라서, 픽셀 요소들은 청색 반사신호들에 대한 셔터 열림 시간
동안만 응답한다. 그리고, 반사된 빔 신호들을 삼원색들중 청색 영상 부분들을 완성시키는 청색 성분의 
영상신호들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스크린상의 주어진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연속적으로, 이차원에서 픽셀
요소들 위에 조사되는 발산된 청색 반사빔들을 스캐닝한다.

영상처리장치(12)는  노이즈를  줄이고  윤곽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신호개선  단계들에  따라 
적색, 녹색 및 청색 영상신호들을 처리한다. 처리된 신호들은 표시장치(12d)와 영상 모니터(11b)로 출력
되는 합성영상 신호들을 발생시키기기 위하여 합성된다. 

삼원색 영상들을 제공하는 수중 레이저 영상장치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펄스 발생장치(15)에 동기되는 
적색, 녹색 및 청색 레이저 펄스들이 수중 대상물(X)을 향하여 조사되고, 매질인 물을 통해 전송된다. 개
별적인 색성분들을 갖는 반사된 빔들은 매질인 물을 통해 유사하게 전송되고, 광학 시스템(17)과 광학 스
플리터(18)를 통해 각각의 적색, 녹색 및 청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들(19R, 19G, 19B)에 의해 수광된다. 
광학 시스템(17)의 포커싱 렌즈들은 반사된 칼라 빔들의 초점들을 픽셀 요소들의 각각의 빔을 수광하는 
표면들과 정렬시키는 신호지연 검출장치(16)에 의해 생성되는 포커싱 신호들에 따라 조정된다.

적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R)에 있어서, 적색 반사빔들만이 적색 필터를 통과하도록 허락되며, 빔의 세
기 값들은 영상처리장치(21)로 출력되는 적색 영상신호들을 스캐닝하기 위하여 측정되고 디지털화된다. 
동시에, 녹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G)에 있어서, 녹색 반사빔들만이 녹색 필터를 통과하도록 허락되며, 
빔의 세기 값들은 녹색 영상신호들을 스캐닝하기 위하여 측정되고 디지털화되며, 영상처리장치(21)로 출
력된다. 또한, 동시에, 청색 레이저 빔 검출장치(19B)에 있어서, 청색 반사빔들만이 청색 필터를 통과하
도록 허락되며, 빔의 세기 값들은 청색 영상신호들을 스캐닝하기 위하여 측정되고 디지털화되며, 영상처
리장치(21)로 출력된다. 

수중 대상물(X)을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반사된 신호들의 세기 값들은 간헐적으로, 즉 지연신호들에 따라 
셔터의 개폐를 조절함에 의해, 그 자신의 빔이 생성되는 시간주기동안 존재하는 반사된 빔 펄스들만을 검
출함에 의해, 측정된다. 특별히, 혼탁한 매질을 통하여 이동하는 레이저 펄스들은 매질내에 부유하는 입
자들에 의해 산란된다. 달리 말하면, 광학 시스템(17)에 의해 포착되는 반사된 빔 펄스들은 대상물(X)에 
의해 반사된 빔들에 의해 생성되는 산란반사빔들과 직접반사빔들을 포함한다. 직접반사빔들의 광경로는 
산란반사빔들의 광경로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시간에 광학 시스템(17)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직
접반사빔들의 도착시간들에 따라서 셔터장치의 동작을 조절하므로써, 직접반사빔들만이 측정되고, 노이즈 
성분을 형성하는 산란빔들은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반사빔들만에 기초한, 적색, 녹색 및 청색 영상신호들은 노이즈 필터링, 윤곽 강조 및 다른 
영상 개선단계와 함께 영상처리장치(21)에서 처리된 후, 합성영상으로 합성된다. 달리 말하면, 합성 영상
신호들은 양호한 선형성과 단색 파장을 갖는 펄스화된 레이저 빔을 대상물에 조사함으로써 얻어지며, 명
확하고 노이즈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영상을 얻기 위하여 직접반사빔들로만으로부터 얻어진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수중 칼라 레이저 영상장치를 부유입자들을 갖는 혼탁한 물 매질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의 장치를 그러한 환경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조명광을 산란시
키는 부유입자들을 갖는 공기와 같은 다른 전송매질들이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
다.

도 8은 좀 더 선명한 영상들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에 관한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장치의 외형은 
도 6에 도시한 것과 동일하다.

레이저 발생장치(24)는 이미 설명한 YAG 레이저와 유사한, 비선형 광학물질을 기초로 하는 레이저 발생기
이다. 레이저 발생기(14)는 가변파장 빔 발생기이며, 펄스 발생장치(25)로부터 제공되는 파장 선택신호에 
따라 다른 파장들을 갖는 레이저펄스들을 발생시킨다. 파장들은 예를 들면, 480nm에서 610nm 까지의 영역 
내에서 변할 수 있다.

레이저 발생장치(24)는 펄스 발생장치(25)로부터 제공되는 펄스신호들과 동기되는 펄스들을 발생시키며, 
예를 들면, 5ns의 펄스폭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50Hz주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에, 레이저 발생장치(24)는 
레이저 발생 전력원(26)에 의해 전송되는 공급전압으로부터 효율적으로 고출력 레이저 펄스들을 발생시키
기 위하여 큐-스위칭을 기초로 하는 동기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잠수정(12)으로 보내지는 전력은 지원함(11)에 배치된 교류 파워 서플라이(11a)로부터 공급되는데, 파워 
서플라이(11a)는 수천 볼트를 공급할 수 있다. 레이저 발생 전력원(26)은 레이저 발생장치(24)와 냉각장
치(27)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차 고전압을, 예를 들면 200볼트, 60Hz의 교류로 변환한다.

냉각장치(27)는, 예를 들면 압력용기들(12a)을 둘러싸는 물을 수용함으로써 레이저 발생장치(24)를 냉각
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냉각을 위하여 주위 물을 사용하는 것은 냉각장치(27)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으며, 냉각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펄스 발생장치(25)는 적당한 파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레이저 빔 
발생장치(24)로 파장 선택신호를 출력하며, 레이저 발생장치(24)와 신호지연 검출장치(28)로 동기펄스들
을 출력한다.

광학 시스템(29)은 렌즈들과 미러들 및 그 밖의 같은 종류들을 구비하고, 레이저 발생장치(24)로부터 출
력되는 레이저 펄스들을 조사부(12c1)까지 인도하며, 대상물(X)에 조사하기 위한 펄스화된 빔의 적당한 
스폿 직경을 선택한다.

이 경우에, 레이저 발생장치(24)는 잠수정(12)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송될 수 있는 광학 에너지(발광 
플럭스)를 제한하는, 예를 들면 광섬유와 같은 광학 전송매질을 통해 전송될 필요없이, 레이저 펄스들은 
대상물(X)로 향할 수 있다. 

17-6

1019970054861



광학 스플리터(30)는 반투과 거울을 구비할 수 있고, 대상물(X)로부터 레이저 빔 검출장치(31)까지 반사
되는 펄스들의 일부분을 전송하며, 반사된 펄스들의 나머지를 광학 빔 검출장치(32)로 반사시킨다.

광학 빔 검출장치(32)는 이차원 공간에서 대상물쪽으로 되돌아 퍼지는 발산된 반사 펄스들의 어떤 위치, 
예를 들면 중앙부로부터 펄스들을 선택한다. 중앙 펄스들의 세기는 신호지연 검출장치(28)로 출력되는 대
응하는 전기적인 세기 신호들로 변환된다. 신호지연 검출장치(28)는 전기적인 세기 신호들과 동기 펄스들 
사이의 시간차(위상차)를 결정하고, 시간 데이터를 지연신호들로서 레이저 빔 검출장치(31)로 보내고, 전
기적인 세기 신호들의 수준을 또한 결정하며, 데이터를 세기관련 포커싱 신호들로서 레이저 빔 검출장치
(31)로 보낸다.

레이저 빔 검출장치(31)는 민감한 카메라 타입이고, 포커스 렌즈들과 셔터 기능을 갖는 광학 증폭기인 영
상 강화기, 픽셀 요소들 및 스캐닝 장치를 구비한다. 레이저 빔 검출장치(31)는 반사된 빔들의 초점을 픽
셀요소들의 수광면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포커싱 신호들에 따라 포커싱 렌즈들을 조정하며, 물론 지연신호
들에 따라 영상 강화기를 조절함으로써 셔터장치를 동작시킨다. 따라서, 픽셀 요소들은 처음 도착한 펄스
들이 수광되는 시간주기동안만 응답한다. 세기에 있어서 이차원적으로 퍼지는 반사된 펄스들은 세기 데이
터를 대상물(X)의 영상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픽셀 요소들의 한쪽 가장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스캐닝되며, 영상처리장치(33)로 영상신호들을 출력한다.

영상처리장치(33)는 노이즈를 줄이고 윤곽을 강조시키는 것과 같은 영상 개선단계들을 영상신호들에 제공
하며, 처리된 영상신호들을 출력장치(12d)와 영상 모니터(11b)로 출력한다.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레이저 
발생장치(24)와 냉각장치(27)를 제외한 상기 장치들 모두는 전용 전력회로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 전력회로들은 전력원(11a)에서 공급되는 교류전력을 정류함으로써 동작된다.

레이저 발생장치(24)에서 영상처리장치(33)까지를 포함하는, 이미 언급한 대부분의 장치는 잠수정(12) 내
에 위치한다. 그러나, 고전력을 소비하며 고열을 발생시키는 레이저 발생장치(24)는 냉각장치(27)와 함께 
압력용기(12a) 내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다른 장치들은 압력용기(12b) 내에 위치한다. 이 모든 장치들은 
콘트롤러(미도시)를 통해 제어된다.

레이저 영상장치의 제2실시예의 동작이 설명될 것이다.

먼저, 대상물(X)을 관측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레이저 펄스들에 대한 최적의 스캐닝 파
장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더 특별히는, 조사 및 영상장치(12c)가 다이버나 지원함(11)으로부터의 제어
동작에 의해 수중 대상물을 향하게 되고, 대상물(X)은 레이저 발생장치(24)로부터 발생되며, 최단파장, 
즉 480nm에서 시작하는, 파장선택신호에 따른 레이저 펄스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스캐닝된다. 스캐닝 과정
은 레이저 발생장치(24)로부터 연속적으로 출력되는, 480nm보다 긴 일련의 파장들을 사용하여 계속된다. 
스캐닝 파장들은 파장들의 주어진 작은 영역의 단계들 내에서 연속적으로 또는 불연속적으로, 480-610nm 
사이의 영역에 걸쳐 변한다.

이 스캐닝 빔들은 광학 시스템(29)으로부터 수중매질을 통해 연속적으로 대상물(X)까지 향한다. 반사된 
빔들은 여러 스캐닝 파장들에 대하여 반사된 빔들의 세기값들을 나타내는 세기 신호들을 출력하는, 광학 
빔 검출장치(32)에 의해 검출되고, 신호지연 검출장치(28)로 출력된다.

물 매질을 통해 레이저 펄스들이 전송되는 정도는 혼탁도와 부유입자들의 크기와 같은 물 매질의 특성과 
관련하여, 파장에 의존하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달리 말하면, 광학 빔 검출장치(32)에 의해 측정되
는 반사빔의 세기를 최대화하기 위한 파장은 잠수정(12)과 대상물(X) 사이에 존재하는 물 매질의 특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다른 테스트 파장들에 대해 측정된 세기 신호들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신
호지연  검출장치(28)는  존재하는  물  매질을  통해  최대  전송을  제공하는  파장(최적파장)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적파장이 550nm인 것을 알게된 경우, 신호지연 검출장치(28)는 레이저 발생장치(24)
가 대상물(X)을 스캐닝하기 위한 동작파장으로서 550nm의 파장을 선택하도록 지시한다.

대상물(X)의 스캐닝은 물 매질에 존재하는 조건에 대한 최적파장으로서 550nm의 동작파장을 사용하여 수
행된다. 그리고, 레이저 펄스들은 대상물(X)로 향한다. 영상처리를 위하여, 반사된 빔들의 세기에 따라 
생성되는 포커싱 신호들은 광학 빔 검출장치(32)로부터 레이저 빔 검출장치(31)로 제공된다. 그리고, 반
사된 빔들의 초점과 픽셀 요소의 빔을 수광하는 면을 일치시킴으로써, 포커싱이 이루어진다.

게다가, 영상 강화기의 셔터 타이밍은 반사된 빔 펄스들에 의해 생성되는 지연신호들에 따라 제어된다. 
따라서, 제일 빨리 도착한 펄스들이 픽셀 요소들에 의해 수광되는 시간주기 동안에만 픽셀 요소들이 응답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셔터 타이밍을 제어함으로써, 잠수정(12)과 대상물(X) 사이의 물 매질에 존재하는 
부유입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산란빔들이 제거되어 대상물(X)로부터 직접 반사되는 반사펄스들만이 레이저 
빔 검출장치(32)에서 검출된다.

영상처리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차원 공간에서 픽셀 요소들 위에 조사되는 반사된 빔 펄스들의 세기들은 
표시장치(33)로 출력되는 대상물(X)의 영상신호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끝부분으로부터 픽셀들을 연
속적으로 가로지르며 스캐닝된다. 영상신호들은 영상처리장치(33) 내에서 노이즈를 줄이고 윤곽을 강조하
는 것과  같은,  영상  개선단계들을 거치며,  그  뒤  표시장치(12d)와  모니터(11b)로  출력된다. 표시장치
(12d)와 모니터(11b)는 대상물(X)의 선명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제2 실시예의 레이저 영상장치에 따르면, 레이저 발생장치(24)와 냉각장치(27)는 잠수정(12)의 압력용기
(12a)내에 내장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콤팩트하게 만들어진다. 냉각장치(27)는 레이저 발생장치(24)를 냉
각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싸는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원함 상에서 레이저 발생장
치를 제공하여 레이저 빔들이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종래의 레이저 영상장비와 비교하면, 대상
물을 스캐닝하기 위한 레이저 펄스들의 세기가 매우 증가될 수 있다. 그 결과, 레이저 펄스의 폭이 좁아
질 수 있기 때문에 물 매질 내의 부유 입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산란된 펄스들을 제거할 수 있고, 백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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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 노이즈가 줄어든 밝고 선명한 영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중 대상물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반사특성이 다른 흑부와 백부로 이루어지는 기준 밝기부들을 
구비하는 테스트 패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테스트 패널을 향하여 펄스화된 레이저 빔을 조사하는 단계; 및

빔 전송매질의 혼탁도 값과 가시거리와 관련하여, 상기 기준 밝기부들로부터 반사되는, 반사빔 펄스들을 
처리하고 상기 테스트 패널의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
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패널은 백색 백그라운드 패널상에 준비된 복수의 흑색 줄무늬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테스트 패널의 대상물 영상을 복수의 영상요소들로 분할하
는 단계; 및 각 영상요소내의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의 밝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따라 콘트라스트 값들
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테스트 패널의 대상물 영상을 복수의 영상요소들로 분할하
는 단계; 및 각 영상요소내의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의 밝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따라 콘트라스트 값들
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의 직접반사성분, 후방산란성분 및 전방
산란성분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직접반사성분, 상기 후방반사성분 및 상기 전방산란성분과 관련하여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
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의 직접반사성분, 후방산란성분 및 전방
산란성분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직접반사성분, 상기 후방반사성분 및 상기 전방산란성분과 관련하여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
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의 직접반사성분, 후방산란성분 및 전방
산란성분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직접반사성분, 상기 후방반사성분 및 상기 전방산란성분과 관련하여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
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는 각 셔터 열림 시간동안 반사된 빔 펄스들을 포착하는 단계; 상
기 셔터 열림 시간을 복수의 시간요소들로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각 시간요소들에 있어서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의 평균값에 따라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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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는 각 셔터 열림 시간동안 반사된 빔 펄스들을 포착하는 단계; 상
기 셔터 열림 시간을 복수의 시간요소들로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각 시간요소들에 있어서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의 평균값에 따라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는 각 셔터 열림 시간동안 반사된 빔 펄스들을 포착하는 단계; 상
기 셔터 열림 시간을 복수의 시간요소들로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각 시간요소들에 있어서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의 평균값에 따라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는 각 셔터 열림 시간동안 반사된 빔 펄스들을 포착하는 단계; 상
기 셔터 열림 시간을 복수의 시간요소들로 분할하는 단계 및 상기 각 시간요소들에 있어서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의 평균값에 따라 콘트라스트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은 상기 각 영상요소들의 중앙 영역으로부터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에 따라 계산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은 상기 각 영상요소들의 중앙 영역으로부터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에 따라 계산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은 상기 각 영상요소들의 중앙 영역으로부터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에 따라 계산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라스트 값들은 상기 각 영상요소들의 중앙 영역으로부터 상기 반사된 빔 펄스들에 따라 계산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대상물의 영상처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청구항 16 

가시광의 삼원색들을 발생시키고 각각의 파장을 갖는 펄스화된 레이저빔으로 이루어진 상기 수중 대상물
을 향하여 펄스화된 레이저 빔들을 조사하는 레이저 발생장치;

상기 수중 대상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빔 펄스들을 상기 각 삼원색들을 나타내는 파장성분으로 분리하고, 
세가지 파장의 성분들 각각에 대한 세기값을 결정하고 세기값들에 따라 삼원색 신호들을 출력하기 위한 
레이저 빔 검출장치; 및

상기 삼원색 신호들에 기초하여 상기 수중 대상물의 영상을 형성하기 위한 영상장치를 구비하는 빔 전송
매질내에 위치하는 수중 대상물을 관측하기 위한 레이저 영상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빔 전송매질은 혼탁한 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빔 전송매질내에 위치하는 수중 대상물을 관측하기 
위한 레이저 영상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발생장치와 상기 레이저 빔 검출장치는 무인 잠수정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빔 전송
매질내에 위치하는 수중 대상물을 관측하기 위한 레이저 영상장치. 

청구항 19 

펄스화된 레이저빔으로 수중 대상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중에 배치되는 레이저 조사장치;

상기 펄스화된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중에 배치되는 레이저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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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중 대상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빔 펄스들을 수광하기 위한 레이저 빔 검출장치; 및

상기 레이저 빔 검출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들에 따라 상기 수중 대상물의 영상들을 형성하기 위한 영
상 처리장치를 구비하는 수중 레이저 영상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조사장치는 상기 레이저 발생장치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주위를 둘러싸는 물을 이용하는 냉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레이저 영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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