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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해상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해저의 객체 및 장애물의 정확한 탐지를 위해 해저환경에서 감쇠현상이 비교적 적은 음파 기반의 소나

가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은 고해상도의 영상, 잡음 처리, 해저지형과 객체 데이터 등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로 인해 물체 탐지 및 식별을 위한 처리속도와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저지형, 

객체 생성과 잡음 처리 모델을 Multi-Threading, SIMD 등 병렬처리를 적용하여 처리속도를 최적화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혼합

된 병렬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소나를 기반으로 해저 환경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의 신호를 생성하는 성능을 향상시킨다. 병렬처

리로 인해 개선된 성능을 순차처리에 따른 속도와 실험적으로 비교한다.

키워드: Sonar image simulation,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Multi-threading, Parallel processing

I. Introduction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센서 데이터로부터의 영상 

합성, 물체 인식, 장치나 어군의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서 방대한 

연산이 수행되며, 이러한 작업들은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병렬처리를 

사용해 처리 속도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각 작업들의 처리속도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연산장치와 병렬처리 기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처리 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실시간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의 성능을 향상시켜 실제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

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II. Background

1.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

사이드 스캔 신호의 영상화는 해저의 지형, 부유하는 객체를 영상화

하기 위해서는 해저 정보 뿐만 아니라 소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신호의 연산이 필요하여 물체 탐지 및 식별 처리속도가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는 보통 Multi-Threading, SIMD와 같은 

병렬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화 또는  실시간성을 확보한다[1-2].

2. Multi-threading

Multi-threading은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서 둘 이상의 thread를 

사용하여 하나의 수행업무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컴퓨터의 처리속도

를 증가시키는 병렬처리 기법이다. 다수의 thread는 stack을 제외한 

Code, Data, Heap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3.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여러 개의 처리기가 하나의 제어 처리기에 의해 제어되는 구조이며, 

모든 처리기는 제어 장치로부터 같은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제어되나, 

각각 다른 데이터대상으로 처리한다. 또한 128bit 또는 256bit 레지스

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연산보다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하다. 

III. Design

1. parallel processing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의 처리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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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의존성 및 모듈별 자료구조를 분석하여 메모리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Multi- threading과 동시 처리 속도가 개선되는 SIMD 

중 적절한 병렬처리 방법을 혼합하도록 설계한다.

1.1 Multi-threading

Fig 1은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Multi-threading 

방법을 적용한 예로 지형과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의 시간을 

기준으로 각 각도의 펄스파형을 중첩하여 1ping의 신호를 생성할 

때, 다중 스레드를 이용하여 thread당 1ping 신호를 연산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ping을 생성할 수게 한다.

Fig. 1. An example of codes using Multi-threading Method

1.2 SIMD

Fig 2는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OpenMP API 중 

SIMD 병렬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예를 나타낸다. 제시된 예는 

표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이로 인해 중첩된 펄스를 수신하고, 

수신 시간별로 서로 다른 펄스를 계산함으로써 중첩된 신호를 생성한

다. 이때 중첩신호들의 각 펄스를 병합할 때 SIMD연산을 이용하여 

병렬처리 함으로써 연산 및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

Fig. 2. An example of codes using SIMD Method

IV. Implementation and Test

설계된 복합 병렬처리는 Intel i7 4-Core CPU, Windows 10 

OS 환경에서 구현하고 실험하였다. 실험을 위해 해저지형 DTED 

파일 2종에 드럼, 타이어 등 3D객체 모델링 5종을 합성하여 테스트 

하였다. Table 1의 결과와 같이 기존의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은 

각 3D 객체 모델링을 하는데 평균 약260초의 시간이 걸린 반면, 

복합 병렬처리를 적용하여 평균 약 72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복합 

병렬처리를 통해 평균 72%의 시간이 감소되어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

의 처리 속도의 최적화를 통해 실시간성을 개선한다.

DTED

Objects

N42.DT2 N37.DT2

순차처리 병렬처리 순차처리 병렬처리

Drum 258 71 284 71

Fishing Banks 259 72 257 72

Sea Mine 266 71 293 71

Submarine 263 74 306 74

Tire 251 72 251 74

Average 259.4 72.0 278.2 72.4

Table 1. Measured results of undersea simulation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의 물체 탐지 및 식별 처리속도

를 최적화하기 위해 Multi-threading과 SIMD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병렬처리를 통한 성능향상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병렬처리

를 적용한  소나 영상 시뮬레이션은 약 72%의 수행 시간 감소를 

보여 개선된 성능을 제공한다. 향후 GPU 기반 병렬처리를 추가하여 

실시간성 제공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향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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